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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 연구
황 현 동
본고의 목적은 기존에 논의된 전제의 개념과 속성을 밝히고, 이에 따른 한국어 전
제 유발 표현(presupposition trigger)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이다. 특히 전제 유발
표현이 가지는 의미 특성에 따라 유발되는 전제의 속성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개별 항목에 따라서도 전제의 특성이 다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제는 발화 해석에 있어 배경 정보로 기능하며 발화를 해석할 때 실재 맥락과
비교해 그 사실 여부를 따지게 되는 추론이다. 전제는 배경성, 취소 가능성, 전체 문
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조응성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전제 유발 표현은
크게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 구분된다. 본고는 이
러한 두 부류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이 보이는 특성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전제와 혼동되었던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
해 본고에서 다룰 전제의 개념을 한정하였다. 그리고 한정된 전제의 개념을 바탕으
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제 유발 표현의 범위를 설정하고, 전제 의미나 그 특
성을 검증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큰 틀에서 전제 유발 표현을 분류할 수 있
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어휘내용
적 전제 유발 표현이라는 구분을 채택한 바 있다.
제3장에서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다루고 개별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앞선 맥락에 이미 공유되어 있거나 충분히 추론 가능한
명제를 전제로 발화 해석 시 맥락에 포함하는 것을 일차적 기능으로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가 해당 전제 내용을 모르던 상태이더라도 수용하여 전체 발화를 해석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전제가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한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 중에는 앞선 맥락에 전제될 명제가 명시적으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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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필수적 쓰임을 가지
는 것들은 이때 조응적 역할을 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조응사가 뒤선 맥락에 항상
쓰여야 한다는 점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보조사 ‘도’, 반복 표
현, 분열문을 들어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폈다. 한편 필수적인 쓰임을 가지지
않는 것들은 화자가 앞선 맥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표현들로서
원인의 연결어미 ‘-니까’, 부사 ‘더’를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다루고 개별 항목들을 제시하
였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그 의미 부분이 둘로 나뉜다는 특성을 가진다.
첫째, 결합된 명제를 확인하는 부분, 둘째, 해당 명제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의 두 가
지가 그것이다. 이때 어휘 의미의 첫 번째 부분, 즉 명제를 확인하는 부분이 전제를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처럼
이를 강하게 요구하기보다 한번 정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제보적 전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에는 특정한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전제를 유발
하는 표현들과 특정한 맥락에 국한되어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들이 있다. 물론 특정
맥락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정한 맥락에 국한
된다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전혀 전제를 유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 구성에 포함된 어휘가 가진 의미 특성에 따라 나뉘며, 특정한 맥락에 국
한되지 않고 쓰이는 구성에는 판단 동사 구성, 상태 변화 동사 구성이 있다. 반면
특정한 맥락에 국한되어 쓰이는 표현에는 착각 표현류와 시간 부사절을 들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미진한 점을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주요어: 전제, 전제 유발 표현, 의미적 전제, 화용적 전제, 배경성, 취소 가능성, 문
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조응성,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 어휘내용적 전
제 유발 표현

학 번: 2018-2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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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이 글은 기존에 논의된 전제의 개념과 속성을 밝히고, 이에 따른 한국어 전제 유
발 표현(presupposition trigger)1)의 특성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
으로는 전제 유발 표현이 가지는 의미 특성에 따라 유발되는 전제의 속성이 다르다
는 점을 확인할 것이고, 개별 항목에 따라서도 전제의 특성이 다르게 드러남을 확인
하고자 한다.
기존 논의에서는 전제를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설
명해오곤 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의미적 전제는 진리조건적 의미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전제를 문장의 진리치 판단의 선결조건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는 대
개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점으로 검증을 한다. 반면 화용적 전제는 문장의 진
리치와 관련되기보다, 문장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 하는 조건이며 화자가 청자와
공통 배경(common ground)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정리된다. 문장 이해에
있어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배경적인 정보라는 점을 중시한 설명이다.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의 설명은 전제를 고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의미론적인
1) ‘trigger’의 번역어로는 유발자, 유발체(양용준 2018)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본고에서
는 ‘유발 표현’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는데, 이때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
적 표현에서 유발되는 전제를 다룰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제를 유발하는 것
은 하나의 형태소나 단어에 국한하지 않고 표현 전체에서 혹은 구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술어를 쓰고자 한다.
한편 ‘유발’이라는 술어는 지금까지 큰 고민없이 받아들여진 듯하다. 원어인 ‘trigger’가 가
지는 방아쇠, 계기 등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고안된 술어로 생각된다. 그런데 전제가 특
정한 언어적 표현에 부착되어있는 것이라면 이를 전제가 ‘유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 별도로 유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전제 유발 표현이 전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인 전제 구조(presuppositional
structure)를 가지고, 이것이 실제 상황과 일치할 때 실제 전제로 실현된다고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표현이 사용된다고 하여 항상 전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며, 특정 맥락
에서 실제 전제로 ‘유발’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해당 술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전제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전제의 개념을 정리하며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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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볼 것인지 맥락에 따라 크게 변하는 화용론적인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따
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은 유발되는 전제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전제는 취소가 가능하고,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를
몰랐더라도 청자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accommodation)’ 등의 특성을 가진다
고 이야기된다.
그런데 이때 각 특성은 전제를 유발하는 언어적 수단들의2) 특성에 따라 그 정도
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전제를 유발하는 언어적 수단들은 대부분 전제 의미만을 전
달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여러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제 의미를 유발하
는 힘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본질적으로 항목마다 다양
한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전제에 대한 기존의 설명은 이와 같은 특성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
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의미적 전제이냐 화용적 전제이냐 정도만을 구분한 후,
각각에 속하는 전제는 같은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해 온 논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
다. 하지만 개별 항목에 따라서 유발되는 전제의 특성은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
다. 뿐만 아니라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는 그 성격이나 검증 방법이 상당히 다
른 것으로, 이들이 ‘전제’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묶이기에는 보이는 차이가 작지 않
다.
이에 본고는 특성을 중심으로 전제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제의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다만 이때 전제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수단들
중 전제 유발 표현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전제 유발 표현
은 전제를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특정 단어나 문법적 구성 등의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 이들은 일찍이 전제 논의의 중심이 되어 왔고 많은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에 전제의 특성을 보이기에 알맞다고 생각된다.

2) 아래 연구 대상에 대해 논의하며 상술하겠지만, 전제를 유발하는 데는 여러 언어적 수단이
사용되고,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중 특정 언어 ‘표현’에 국한된 것이다. 우선은 전
제가 여러 언어적 수단으로 유발된다는 점을 생각하여 여기서는 ‘언어적 수단’이라는 술어
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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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제를 유발하는 구체적인 언어 표현이다. 전제가 유발되는 방
법은 특정한 언어 표현에서부터 대화의 일반적인 원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
난다. 아래는 전제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1) 특정 언어 표현의 사용으로 유발되는 전제
명수는 또 집에 갔다.
전제: 명수는 이전에 집에 간 적이 있다.

(2) 문장의 운율 구조(prosodic)에 따른 전제
A: Where did you go last night?
B: I went to the MOVIES.

(Lambrecht 1994: 209)

B의 전제: Speaker went to somewhere.

(3) 일반적인 대화 원리에 따른 전제
A: 너 오늘 못 나오지?
B: 응, 이럴 때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진짜 싫다.
대화상에 배경 정보로 기능하는 명제들: 백화점에서 일하면 일요일에 쉬지 못
한다, B는 백화점에서 일한다, B는 일요일에 쉬지 못한다. (최윤지 2016: 102)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전제는 (1)과 같이 특정 언어 표현에서 유발되는 전제이다.
이 경우 ‘또’라는 언어 표현에 의해 전제가 유발되고 있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전제
유발 표현은 이처럼 어휘 혹은 문법적 구성으로 나타나는 표현에 국한된 것이다.
(2)는 ‘movies’에 초점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이다. 이때 문장에서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제라고 이야기된다. 이와 같은 전제 개념은 모든 문장을 초점-전
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설정한 Chomsky(1969)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3) 이와
3) 최윤지(2016: 279-281)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를 ‘상대적 전제’라며 특정 언어 표현이나 일
반적인 대화 원리에 따라 유발되는 전제인 ‘절대적 전제’와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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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장은 문장의 표면 구조에만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봄으로써, 전제를 이에 국
한한다면 (1)과 같이 특정 언어 표현에서 유발되어 암시적으로 전달되는 전제를 포
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에는 신정보, 즉 초점이 존재하고(Lambrecht 1994: 206,
Song 2017: 11), 문장 전체가 신정보가 아닌 이상 모든 문장이 초점에 대응되는 전
제를 가지게 된다. 이는 문장에서의 상대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이
를 모두 전제로 다루어 특성을 기술하기에는 전제가 가지는 일관된 속성을 파악하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설정되는 전제는 다루
지 않도록 한다.
(3)에서 발견되는 전제 중 ‘B는 백화점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싫다’라는 어휘가
유발하는 전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배경 정보로 기능하는 다른 명제들은 A와
B가 친구 사이라는 데서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명제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화·
청자 사이의 관계나 맥락 정보에서 얻어지는 명제로, 특정한 언어 표현으로 유발되
는 전제가 아니다.
전제를 발화 이전에 화·청자가 공유하는 맥락으로 존재하는 명제로 보는 입장의
경우, 이를 전제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화·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맥락을 전제로 보면 전제가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4) 예컨대 ‘화자가
말하면 청자가 이해할 수 있다’ 정도의 명제도 전제라고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Gazdar 1979: 107), 이는 전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데 따르는 문제이다.
이럴 경우 전제의 특성을 살피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으며,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 역시 다루지 않는다.
이상에서 보았듯, (1)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의 전제 개념 설정은 전제의 범
위를 너무 넓혀 그 개념을 모호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정 언어

4) 화용적 전제의 설명은 ‘공통 배경(common ground)’이라는 술어를 바탕으로 하여 이와 같
은 입장을 취한다. 그런데 유발된 전제가 늘 청자가 알고 있는 명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항
상 공통 배경이라는 개념이 지적받아온 바 있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화용적 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화용적 전제의 설명을 다루며 이야기
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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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유발하는 전제에 관심을 한정하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영어나 독일어 등을 대상으로 한 전제 유발 표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랜 관
심을 끌어 왔다. Frege(1892)에서 한정 기술(definite description)의 존재 전제를
다룬 것을 시작으로 Strawson(1950)에 의해 의미적 전제의 개념이 제시되며, 70년
대 들어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전제 유발 표현들의 목록이 정리되었다. 이처럼 전제
유발 표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의미적 전제의 개념에 기대어 설명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제 유발 표현은 개별 연구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으며, 개별 연구들에서 제시
된 각각의 항목들은 Kartunnen(1973, 1974), Levinson(1983), Huang(2014),
Potts(2015) 등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제시된 바 있다.
의미적 전제가 초기의 전제 논의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했으나, Stalnaker(1973)
이후 화용적 전제의 개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전제에 대한
논의는 전제를 크게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의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을 해 왔
다. 의미적 전제의 설명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특정 표현을 바탕으로 전제가
유발된다는 시각을 견지하였으며, 화용적 전제는 이와 더불어 화자의 의도 혹은 특
정 대화 원리를 바탕으로도 전제가 유발된다고 본 입장이다.
전제를 설명하는 두 방식이 다른 입장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제가 특정 표현이나
문장의 조직 방식을 통하여 유발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 화용적 전제의 설명에서도 기존의 전제 유발 표현을 통해 유발되는 표현을
화용적 전제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Lambrecht(1994: 52)에
서는 화용적 전제의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화용적
전제는 ‘어휘문법적으로(lexicogrammatically)’ 유발되는 것임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전제에 대한 논의의 관심은 초기의 전제 유발 표현에 대한 것 이후, 대부
분 ‘투사 문제(projection problem)’로 그 중심이 이동하였다. 투사 문제는 내포절의
전제가 모절의 전제로 승계되는지, 승계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이다.5) 특히
Kartunnen(1973)이 내포절의 전제를 승계시키는 연산자 혹은 표현들을 구멍(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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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개(plug), 거르개(filter) 등으로 분류하며 투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
작되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투사 문제를 설명하려는 논의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전제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였다.6)
그러나 최근에는 전제가 유발되는 기제에 대한 관심이 등한시되었다는 반성에서
비롯하여, 전제 유발의 기제를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등장한 바 있다. 이들은 전제
유발의 기제를 설명하면서 전제 유발 표현을 특성에 따라 나누었다. 대표적으로
Glanzberg(2003, 2005)에서는 강한(strong) 전제 유발 표현과 약한(weak) 전제 유
발 표현으로, Abusch(2002, 2010)에서는 딱딱한(hard) 전제 유발 표현과 부드러운
(soft) 전제 유발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들 논의에서 제시된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취소 가능성(cancellability, suspendability)7)의 정도에 따라 각각의 전자
는 취소가 어려운 것으로, 후자는 취소가 쉬운 것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Zeevat(1992)는 이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전제 유발 표현을 분류하는데, 이들 분류
에 대해서는 전제 유발 표현의 분류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하여
아래 2.4.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 최근의 전제 유발 표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전제
의미 생성의 기제를 밝히는 논의(Abrusán 2011, 2016)나 언어 사용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Cummins et al. 2013, Domaneschi et al.
2014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제라는 현상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5) 기본적으로 투사라는 특성이 전제를 특징짓는 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파악되곤 했으
나, 최근 전제만이 투사 현상을 겪는 것이 아니라 고정 함축과 연관되어서도 적용되는 것이
라는 논의도 있다(Roberts et al. 2009).
6) 투사 문제는 이후 Gazdar(1979), Heim(1983) 등으로 이어지며 전제 논의의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제 유발 표현이므로 투사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
하게 논의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투사 문제는 전제의 특성을 밝히는 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을 밝혀둔다.
7) 전제 의미가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의미가 아예 취소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
는 경우와 일종의 ‘연기, 중지’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이를 일컫는 용어가 다른 듯하
다. 즉 전제 의미가 유발이 된 후 취소가 되는지(cancel), 전제 의미가 유발되는 과정 자체
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지(suspend)에 따라 용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발화의
단언 의미 역시 상황에 따라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미 유발된
전제 의미를 취소하는 후속 발화를 덧붙여 취소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은 큰 의의가 없다고
본다. 이 용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 전제의 특성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여기
서는 우선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잘 알려진 ‘취소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논의를 진행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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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아직 그 생성 기제나 전제 유발 표현의
분류 방식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듯하다.
한편 한국어 논의에서도 전제 유발 표현과 관련된 논의를 찾을 수 있다. 문금현
(2004), 이인선(2018), 양용준(2018) 등은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에 대한 전반적
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금현(2004)에서는 의미적 전제, 화용적 전제라는 술어
대신 고정적 전제, 유동적 전제로 전제 유발 표현을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술어만
달리하였을 뿐 기존의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인선(2018), 양용준
(2018)을 포함하여 세 논의는 모두 영어에 대당하는 한국어 표현을 선택하여 의미
적 전제, 화용적 전제 유발 표현 정도의 구분만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표현을 정리한 논의 외에도 개별 항목들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
다. 특히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의 논의에 있어서는 보조사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
데, 박기덕(2000)은 보조사 ‘은, 도, 조차, 마저, 만, 나, 든지, 나마, 라도, 야, 까지,
부터’의 전제 의미를 다룬 바 있다. 또한 김정민(2015)는 보조사 ‘만’에 의해 유발
되는 것을 전제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비교 구문에서의 부사
‘더’가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임을 지적한 연구도 있으며(이성범 2014, 황현동
2018), 선어말어미 ‘-더-’(김진웅 2014), ‘-잖-’(손세모돌 2000, 전영철 2013)을
전제 유발 표현으로 언급한 논의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니까’(성진선 2018), 명
사형어미 ‘-음’(한정한 2019) 등의 논의도 각각의 표현을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룬
논의들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 한국어와 관련된 논의는 공통적으로 의미적 전제, 화용적 전제를 전제의 대
표적인 두 유형으로 인식하고, 전제 유발 표현이 이들을 기준으로 분류된다고 보았
다. 물론 어떤 표현이 가진 전제 의미가 화용적 전제로 포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논의(한정한 2019)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미적 전제, 화용적 전제를
전제의 주요 유형 두 가지로 보고 있으며, 각 표현의 특성을 살펴 이에 따른 분류를
한 시도는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조사나 어미를 다룬 예 외에는 영어의 전제 유발 표현으로 정리되었던 것의 대역
어를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와 같은 접근은 전제 유발 표현에 범언어적인 공
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실제로 Levinson and Annamalai(1992)는 영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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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mil어의 전제 유발 표현을 비교하면서, 여러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제는 관습적인(conventional) 것이 아님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어 조사나 어미에서 전제의 의미를 발견해온 것과 같이, 언어 특정적인 전제 유
발 표현들이 있기 마련이다. 본고의 논의가 이와 같은 논의의 확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의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전제의 개념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전제 유
발 표현이 보이는 특성과 이들을 판별해낼 수 있는 검증 기제를 검토할 것이다. 우
선 2.1.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전제의 개념을 검토하고 본고에서 다룰 전제의 개념에
대해 정리한다. 2.2.에서는 전제와 관련된 인접 개념들에 대해 살피도록 한다. 기존
의 논의에서 전제를 함축으로 축소하거나, 화행의 적절 조건과 동일시하려는 논의가
있어 왔으므로, 이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여 전제의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정립
하기 위함이다. 2.3.에서는 전제가 보이는 특성을 정리하고, 이들 특성을 검증할 방
법에 대해 살핀다. 2.4.에서는 전제 유발 표현이 가지는 의미 특성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검토하여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의 분류에 적합한 분류 기준을 확
인한다. 이러한 분류는 유발된 전제에 나타나는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
이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라는 이
름 아래 묶을 수 있는 전제 유발 표현들에 대해 살핀다. 3.1.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
유발 표현들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을 특성에 따라 다시 한번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2.에서
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 중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전제 유발 표현을 확인한다. 조
응적 전제 유발 표현 중에서는 앞서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가 명시적으로 주어지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
다. 3.3.에서는 필수적 쓰임을 가지지 않는 전제 유발 표현을 확인한다. 조응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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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가 명시적으로 주어지더라도
필수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들이 이에 속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을 살피도록 한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
발 표현은 해당 표현에 속해있는 어휘의 의미 기능에 영향을 받아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이다. 4.1.에서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이 가지는 특성을 살피고, 역시 하
위 분류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4.2.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특정한 맥락을 요구
하지 않는 전제 유발 표현을 살핀다. 이들은 해당 어휘의 의미 기능이 상당히 분명
하므로 어떤 맥락에서도 전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지닌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
면 4.3.에서는 과거 시제와 결합하는 등의 특정한 맥락을 요구하는 전제 유발 표현
들에 대해 살필 것이다. 이들은 표현의 의미 기능이 특정한 맥락과 결합해야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위의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미진한 점을 밝히며 논의를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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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전제의 개념
이 절의 목적은 전제가 가지는 공통 특성을 바탕으로 전제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
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전제의 정의나 이를 유발하는 표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전제의 특성은 연구마다 크게 다르게 설정되어
왔다. 특히 전제의 두 종류로 대표적으로 제시되어 온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의
설명은 취소 가능성이나, 어떤 언어 표현에 매여있다는 관습성(conventioanlity) 등
의 전제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른 관점을 취한다. 의미적 전제는 전제를 보
다 고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취소가 어려운 개념으로 보는 반면, 화용적 전제는 전제
를 보다 맥락 의존적이고 취소가 쉬운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제의 개념을 정리해온 논의들이 입장 차를 보이기 때문에, 전제의 특
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의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 전제 자체가 여러 의미 특성을 가지는 요소들이 부가적으로 가지는 의
미 현상이므로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제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보이
는 여러 특성들을 바탕으로 전제의 개념을 좁혀가는 접근법을 취하고자 한다.
본고는 이를 바탕으로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라는 양분된 설명이 아니라, 공
통적이라 할 만한 전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전제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제에 대한 설명을 검토하고 본고에서 취할 입장을 정
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정보를 전달한다고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제보적 전제
(informative presupposition)8)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8)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보적 전제는 전제 유발 표현으로 일컬어지던 표현들이 신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인 경우를 이야기한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전제는 대개 공
통 배경(common ground) 혹은 배경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정의가 되어왔기 때문에 새로
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전면적인 기능으로 가지는 제보적 전제의 용법은 전제 논의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이는 전제가 단순히 공통 배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논의에서 전제의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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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의미적 전제
의미적

전제는

진리조건적

의미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Frege(1982),

Russell(1905), Strawson(1950)이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 왕’과 같은 한정 기술
(definite description)의 전제와 관련하여 시작된 설명이다. 이와 같은 한정 기술은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와 같은 문장에 쓰였을 때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설명된다.
Strawson(1952: 175)에 따르면 의미적 전제는 진술(statement)의 참·거짓을 따
지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어떤 진술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기
위해서는 전제가 우선적으로 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은 ‘명수의 아이들’이
라는 한정 기술 때문에 ‘명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질 것이다. 이때 명수
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이어야 비로소 (1)의 문장의 진리치를 따질 수 있게 된
다고 볼 수 있다.

(1) 명수의 아이들은 잠들었다.
전제: 명수는 아이들(자식)이 있다.

이와 같은 의미적 전제는 부정문에서도 유지된다는 특성을 보인다. (1)의 예에 대당
하는 부정문인 (2)의 예에서도 명수가 자식이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가 거짓이라면 (2) 역시 어색하거나 거짓인 진술로 판단된다.

(2) 명수의 아이들은 잠들지 않았다.
전제: 명수는 아이들(자식)이 있다.

이처럼 의미적 전제는 부정문에서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체 문장의 진리치를 따지기
위한 조건으로 기능한다. 어떤 진술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함축과 전제
할 수 있다.

- 11 -

를 구별하게 해주는 중요한 특징으로 꼽히기도 한다(Horn 2007: 39, 2.2.1. 참고).
그런데 어떤 진술의 진리치와 관련된 명제 관계에는 논리적 함의(entailment)도
있다. 어떤 문장 A가 참이라면 B도 참일 때, A가 B를 논리적으로 함의한다고 이야
기되는 것이다. 전제 역시 전제 문장이 참이라면 참으로 판단되기에 논리적 함의와
비슷하다는 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Levinson 1983: 220). 예컨대, (1)의 문장이
참이라면 명수에게 아이들이 있다는 전제 역시 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Strawson(1952: 175)에서 밝혔듯, 전제는 논리적 함의와 구별되는 명제
관계이다. 전체 문장이 참일 경우 함의된 명제나 전제된 명제가 참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아래 (3)의 예를 통해 논리적 함의와 전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3) 가. 왕이 암살당했다.
전제: 왕이 존재한다.
가’. 왕이 죽었다.
나. 왕이 암살당하지 않았다.
전제: 왕이 존재한다.

(3가)는 (3가’)을 함의한다. 왕이 암살당했다는 (3가)의 문장이 참이라면 자동적으
로 (3가’)도 참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당하는 부정문인 (3나)에서는 같은 명제가
함의되지 않는다. 왕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왕은 죽었을 수도 있고 죽지 않았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전제는 이와 달리 부정문에서도 유지된다. (3가)의 경우 ‘왕’이라는 표현이 쓰였
기에 특별한 맥락이 아니라면 ‘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전제된다. 왕이 존재해야
(3가)의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의미
는 부정문인 (3나)에서도 유지된다. 전제가 보이는 이러한 특성은 논리적 함의와 전
제를 구별하게 해주는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미적 전제의 특성은 어떤 진술의 진리치를 판별하기 위해 먼저 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부정문에서도 유지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제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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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성의 일부이다. 특히 전제가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고
정 함축과 같은 다른 개념과 전제를 구별하게 해 주는 특징 중의 하나로 기능한다.
고정 함축은 대화 함축이 그렇듯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2.2.에서 전제의 인접 개념을 다루며 자세하
게 이야기할 것이다.
한편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점은, 전제가 배경적이라는 특성을 가짐을 잘 보
여주는 것이다. 부정문에서도 참으로 유지된다고 모두 전제는 아니지만, 부정이 발
화의 주된 내용인 단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부정문에서도 참임을 유
지하는 명제는 발화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전제는 배경적인 정보라고
일컬어지는데, 배경성을 가지는 명제라면 전제일 가능성이 크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9)
다만,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특징은 부정문을 상정할 수 없는 진술이 있다는
점, 부정문을 상정했을 때 전제라고 할 만한 명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설명에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 양상은 다음의 예에서 확인된다.

(4) 국왕 폐하 만세!
전제: 국왕이 존재한다.
(5) 가. 민수가 집에 또 갔어.
전제: 민수가 (과거 어느 시점에) 집에 간 적이 있다.
나. 민수가 집에 또 안 갔어.
전제: 민수가 (과거 어느 시점에) 집에 안 간 적이 있다.
다. 민수가 집에 또 가지 않았어.10)
전제: 민수가 (과거 어느 시점에) 집에 안 간 적이 있다.

9) 전제의 특성을 다루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배경성은 전제의 특성 중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
10) (5다)의 경우, 부정의 영향권(scope)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즉, (5다)가 ‘[민수가
집에 또 가]지 않았어’ 정도의 구조를 가진다면 (5가)의 전제는 유지될 것이다. ‘민수가 집
에 또 가지는 않았어’ 정도로 술어와 부정 요소를 분리하면 이런 특성이 더 잘 드러난다.
다만, 여기서는 (5다)와 같이 전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
문에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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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경우 이에 대당하는 부정문을 상정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는 일반적인 경우 국왕의 존재를 전제한다. 국왕의 존재가 있은 후에야 (4)의
발화를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5가)를 부정한 (5나, 5다)의 경우에는 (5가)와는 다른 전제를 가진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5가)에서 보이듯 반복 표현인 ‘또’는 대표적인 전제 유발 표현
의 하나이다. 전제가 부정문에서도 유지되는 것이라면, (5가)에서 확인되는 전제는
(5나)와 (5다) 모두에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정문으로 바뀔 경
우 다른 명제가 전제라 할 만한 것이 된다. 이는 부정문으로 전제 여부를 가리는 의
미적 전제의 설명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특징 외에도 의미적 전제는 어떤 언어 표현에 부착되어 실현된다는 특징
을 가지기도 한다. 이 점 때문에 기존 논의들에서 여러 언어 표현들이 전제를 유발
한다고 기술되어 왔다. 이처럼 특정 언어 표현에 전제가 부착되어 있다는 고정성(혹
은 관습성, conventionality)을 강조하여 전제는 결국 고정 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의 하나라는 주장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Kartunnen 1973, 1974,
Kartunnen and Peters 1979).11)
그런데 전제가 어떤 언어 표현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실현되는 것이라면 ‘전제
표현’이라는 등의 술어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전제를 가지는 표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에는 전제 표현이라는 용어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전제 ‘유발’ 표현이
라는 술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제가 단순히 어떤 언어 표현에 부착되어 늘 실현되는
것은 아님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6)에서 ‘프랑스 왕’이라는 한정 기술이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라는 전제를 유발하는 것 같지는 않다.

(6) 우리는 프랑스 왕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에 논의되어 온 대로 ‘프랑스 왕’이라는 한정 기술에 전제가 고정적으로 부착되
11) 그러나 고정 함축은 전제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아래 전제와 인접 개념에 대
해 다루면서 자세히 살피도록 한다. 간단하게 제시하면, 전제는 어떤 맥락에서나 나타나는
고정적인(conventional) 것이 아니라는 점,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 독립적이지 못한다는 점
은 고정 함축이 보여주는 특성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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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면 (6)의 예도 ‘프랑스 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6)의 문장이 참이기 위해 ‘프랑스 왕이 (현재) 존재한다’라는 전제가 꼭 참일
필요는 없다. 과거에 존재했던 프랑스 왕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고, 프
랑스 왕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 개체가 꼭 존
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예에서 엿볼 수 있듯 전제는 언어 표현에 항상 고정되어 실현되는 것이 아니
라 어떤 맥락에 놓일 때, 즉 ‘사용’되어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에서 ‘프랑스 왕’이 전제를 유발하지 않는 것은 이 예문에서 ‘프랑스 왕’이라는 표현
이 특정한 개체를 가리키는 쓰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정 기술이 어떤
개체의 존재를 전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체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쓰이는 맥락에
놓여야만 한다.
또한 같은 언어 표현이 쓰인다고 해도 맥락에 따라 전제의 실현 여부가 달라진다
는 점도 전제가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다음의 예를 확
인해 보자.

(7) 가. 민희는 지수가 집에 간 것을 안다.
전제: 지수가 집에 갔다.
나. 지수가 집에 간다면, 민희는 그것(지수가 집에 간 것)을 알 것이다.

(7가)의 문장은 ‘지수가 집에 갔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7나)는 ‘지수가 집
에 갔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선행절에서 지수가 집에 간 상황을 가정의 상
황으로 만들었기에, 이것이 사실임이 전제되지 않는 것이다. 대표적인 전제 유발 표
현으로 꼽혀온 ‘알다’라는 동사가 쓰이더라도 전제의 유발 여부가 다르다는 것은 전
제가 맥락의 영향을 받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의미적 전제의 설명이 전제를 고정적인 것으로 본 것은 맥락의 영향을 받는 전제
의 특성을 간과하기 쉽게 한다. 본고는 어떤 표현이 적절한 맥락에 놓일 때 전제가
유발된다는 점을 중시하여 ‘유발’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전제를 유발할 힘을 가진
표현들을 ‘전제 유발 표현’으로 칭할 것이다. 결국 어떤 언어 표현이 고정적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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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적 전제의 입장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하며, 전제 유발 표
현이 맥락에 따라 전제 의미를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속성은 전제 유발 표현이 전제를 유발할 수 있는 일종의 ‘가능성’을 지니
고, 이것이 맥락과 일치할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과도 연결될 수 있
다. 이는 Gazdar(1979)에서 나타난, 전제는 잠재 전제(potential presupposition)의
형태로 존재하고 다른 요소들과 모순되지 않을 때 실제 전제(actual presupposition)
로 실현된다고 보는 입장이나 Lambrecht(1994: 65)에서 나타난, 전제 유발 표현들
이 ‘전제 구조(presuppositional structure)’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 상황과 일치
할 때 비로소 실제 전제로 실현된다는 입장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12)13)
이상에서, 전제가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나 부정문에서도 살
아남는다는 의미적 전제의 설명은 전제의 특성을 가리는 데 일부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에 전
제 판별에 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언어 표현에 고정적인 것으로 전제를 보았
다는 점도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화용적 전제는 의미적 전제가 보이는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인데, 전제의 특성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인지 아래에서 살피도록 하겠다.

12) 이와 같은 입장은 전제가 ‘취소된다’라고 할 때 전제 의미가 실현된 후 취소(cancel)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따른다. 전제 의미가 취소되는 경우는 결국 전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다
른 요인(특히 맥락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유보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따를 경우 전제가 취소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cancellability’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suspendability’를 보인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의 전제 논의에서 ‘취소 가능성’이라는 술어는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밝혀두도록 한다.
13) Hornby(1974)에서도 전제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의 전제 구조는 초점-전
제 문장에서의 전제를 가리킨다. 예컨대 ‘I went to MOVIES.’와 같은 문장에서 편의상 ‘the
movies’를 초점으로 본다면 ‘the speaker went to somewhere’ 정도의 전제가 이 문장의
전제 구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전제 구조의 개념은 우리의 전제 구조와는 다른 것으로,
본고에서 제시되는 전제 구조는 전제 유발 표현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
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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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화용적 전제
화용적 전제는 의미적 전제의 설명이 전제가 맥락에 민감하다는 점을 제대로 포
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등장하였다. 화용적 전제는 어떤
언어 표현의 문제라기보다 발화(utterance) 중에 화·청자가 공통 배경(common
ground)일 것으로 믿고 있는 명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Stalnaker 1974: 200). 이는
문장의 진리치와 관련되기보다는 발화의 적절성(felicity)과 관련지어 설명되어 왔
다. 즉, 전제는 발화를 적절하게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작동하며, 전제가 사실
이 아닐 경우 전체 발화가 부적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청자가 전제가 사실이 아닌 경우 진리치를 따지려 하기보다는 어
색한 발화라고 느낀다는 직관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 (8)과 같이 승준이가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없으면 청자는 무슨 소리냐며 발화 전체를 어색하게 느낄 것이다.

(8) A: 승준이가 시험 보러 간 걸 후회하더라.
전제: 승준이가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다.
B: 무슨 소리야, 걔가 언제 시험 보러 갔어.

승준이가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B는 (8)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아
니야, 후회 안 해’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A의 발화의 진리치를
따지려 하기보다 전체를 어색한(혹은 부적절한) 발화로 느끼고 ‘무슨 소리야’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직관을 잘 포착해준다.
또한 의미적 전제가 설명하지 못했던, 부정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화를
이해하기 위한 공통 배경이라는 설명으로 전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기
도 한다. 앞서 ‘국왕 폐하 만세’와 같은 발화에서, 이에 대당하는 부정문을 생각할
필요 없이 국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화·청자가 모두 알아야 한다는 설명으로 ‘국왕이
존재한다’를 충분히 전제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발화가 적절하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국왕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화용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화용적 전제의 설명은 70년대에 등장한 이후 의미적 전제의 단점을 보완하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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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론의 주류를 차지해 왔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제를 설명함에 있어 맥락
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제가 상당히 맥락 의존적이고 이미
공통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전제 유발 표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인
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분명히 특정 표현들에는 전제 의미가 수반되는데
의미적 전제를 바탕으로 설명되어 온 이들 전제 유발 표현을 화용적 전제의 설명이
포괄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에 대하여 대체로 화용적 전제가 의미적 전제를 포함한다는 정도의
설명만 제공되어 왔다(최윤지 2016: 102). 그런데 전제를 이미 존재하는 공통 배경
이라고 본다면, 전제가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전제 유발 표현
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단순히 표시해주는 것이지 가능한 전제 의미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자가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화자는 전제 유
발 표현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는 분명 공통 배경으로 존재하지 않
는

전제의

예가

될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수용

(accommodation)’이라는 기제를 도입해 설명해 왔다. ‘수용’은 Lewis(1979)에서 제
시된 개념으로, 전제 P를 필요로 하는 발화가 실현될 경우, 발화시 이전에 P가 전제
되지 않았다면 발화가 되는 순간 청자가 전제 P가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Van der Sandt(1988)에서는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수
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전제되는 것이 청자가 모르는 명제이더라도 발화 순간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설명을 하였다. 결국, ‘수용’은 공통 배경이 아니더라도 마
치 공통 배경인 것처럼 전제를 청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9)에서 청자가 철수가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철수가 동생이 있
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9) 철수 동생이 서울대에 합격했대.
전제: 철수에게 동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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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철수가 동생이 있음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용’은 상당히 강력한 기제이며, 전제되는 명제가 공통 배경이 아닐
경우를 설명하기 간편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게다가 이와 같은 ‘수용’의 과정을 인정
하면, 공통 배경이 아닌 명제이더라도 특정 언어 표현을 통해 전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의 예에서도 ‘철수 동생’이라는 한정 기술이 청자가
잘 모르는 사실인 ‘철수에게 동생이 있다’라는 명제를 전제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수용’이라는 기제는 화용적 전제의 설명이 언어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 전제를 배
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제되는 명제를 청자가 항상 이미 알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전제 유발 표현이 쓰이고 이를 거부할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명제를
전제로 받아들여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용’은 전제 유발 표현으로 유발된 전제가 신정보를 전달하는 제보적 전제
(informative presupposition)로 쓰이는 경우와도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제보
적 전제의 쓰임에는 (9)와 같이 전제를 배경적인 정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아래 (10)과 같이 전제되는 명제를 배경적인 정보로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를
전경화(foregrounded)하여 단언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10) 저희 회사는 이번에 귀하를 모실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제: 청자는 화자의 회사에 불합격했다.

(10)의 발화는 ‘안타깝게 생각하다’라는 표현의 힘으로 청자가 불합격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듯하지만 주된 목적은 불합격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기존에 논의된 화용적
전제의 설명에 따르면 (10)은 청자가 불합격했다는 것을 공통 배경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이 소식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발화가 된다. 그러나 (10)의 주된 목적
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불합격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상에서 본 ‘수용’과 제보적 전제의 쓰임은 청자가 모르던 명제도 전제로 받아들
일 수 있음도 설명하게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공통 배경’이라는, 화용적 전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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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게도 하는 것이다. 공통 배경이 아닌 전제의 쓰임을 분명 확
인할 수 있는데 공통 배경이라는 개념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게다가 전제를 이미 존재하는 공통 배경으로서의 명제로 보는 관점은 전제를 자
칫 너무 넓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모
든 정보들이 다 전제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Kempson(1975)는
발화 이전 맥락에 존재하는 모든 배경 지식을 전제로 포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럴 경우 ‘화자가 발화하면 청자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정보까지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배경이라는 점에서 전제로 보게 될 위험이 있다(Gazdar 1979: 107). 이런 정
보까지 전제로 포괄하게 되면 전제는 너무 넓은 범위의 범주가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의미적 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용적 전제가 등장하고, 기존 설명의 한계
를 일정 부분 극복해 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화용적 전제의
개념 역시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 개
념의 한계는 전제의 개념을 얼마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공통 배경’이라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래 전제의 개
념을 정리하는 데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2.1.3. 전제의 개념
앞서 보았듯 그동안의 전제에 대한 설명은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진다. 이는 전제가
상당히 복잡한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제가 어떤 현상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서론에서 제시했듯 전제를 유발하는 방식들이 워낙 다양하
고 전제만을 위한 표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모든 단점을 보완한 전제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
정한다. 그렇기에 전제의 정의를 간단하게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설명의 한
계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전제가 보이는 특성을 바탕으로 전제의 개념을 정
리하고자 한다. 전제가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라는 범주를 설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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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기존 논의의 한계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에서
의 전제에 대한 설명이 한계를 보이는 것은 전제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파악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살핀 대로, 부정문에서 살아남는다는 의미적 전제
의 설명은 부정문을 상정할 수 있는 문장에 전제를 국한한다는 문제를 가진다. 또한
화용적 전제의 설명처럼 화·청자가 공유하거나 이미 이전 맥락에 존재하는 명제를
전제라 본다면 자칫 전제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제보적 전제의 쓰임을 전제로 포
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정리하면, 의미적 전제와 화용적 전제의 설명은 모두 전제의 특성인 ‘배경성’을 소
극적으로 파악하여, 전제는 단순히 배경에 머무르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본 데서 문
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배경’이라는 것과 더불어 ‘논란이 없을
만한(uncontroversial)’ 것14)이라는 점을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제는 ‘발화 해석에 꼭 필요한 배경 정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발화 해석에 필요하다는 것은 청자가 발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이며, 이는 단일 발화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의사소통 상황과도 관
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제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특성을 먼
저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Sperber and Wilson(1995: 132-137)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떤 개념에 대
한 모든 백과사전적 항목이나 함축 등이 담화 이해에 필요한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
다. 어떤 개념에 대한 모든 지식이 발화의 이해에 포함되다 보면 지나치게 많은 양
의 지식이 맥락에 가득 차 발화가 관련성(relevance)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15) 그렇기에 그들은 발화의 해석에 있어 맥락은 ‘선택되는 것’이라는 시각을 견
14) ‘uncontroversial’이라는 용어는 Grice(1975)에서 전제의 특성을 정리하며 제시된 것이다.
이는 화자가 전제 유발 표현을 통해 전제를 전달할 때 청자가 거부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라
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전제라는 화용적 전제의
설명과 연결될 수 있다. 또한 Lewis(1979)에 의해 ‘수용(accommodation)’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기 전 이미 비슷한 전제의 속성이 파악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5) 관련성(relevance)은 Sperber and Wilson(1995)에서 제시된, 발화 이해에 있어서의 핵심
원리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발화는 관련성이라는 일반적 추론 원리를 바탕으로
해석된다는 것인데, 관련성은 발화 이해에 필요한 노력은 작고 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해석의 효과가 클 때 더 커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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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다. 즉, 관련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맥락만을 발화 해석 과정에
동원한다는 것이다. (11)을 통해 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11) 정진이는 집에 갔어.

(11)의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진이라는 사람의 존재와 그에게 집이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이 해석에 필요하다. 그런데 정진이라는 개체와 관련된 정보에는 정진
이의 가족 관계, 정진이의 성격, 정진이의 출신 학교 등의 많은 정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집’이라는 어휘 항목에는 집의 종류, 집을 짓는 방법 등 수많은 백과사전적 지
식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11)의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 이 모든 정보를 동원하는 청자는 없을 것이
다. 청자는 해당 발화를 들은 직후, 정진이라는 개체의 존재 그리고 그의 집 정도의
필요한 맥락만을 ‘선택하여’ 해당 발화를 해석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발화 해석에 있어 맥락을 선
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기존의 화용적 전제의 설명의 한계, 즉 이미 맥락에 존
재하는 명제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제 역시 발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로서, 발
화 해석 시 선택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논의 중에서는 Von Fintel(2008:
143)은 발화가 되는 순간 전제 유발 표현이 전달하는 전제가 공통 배경으로 청자에
게 전달된다고 본 바 있다. 그는 이렇게 선택된 것을 배경으로 발화의 단언이 해석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16) 이는 결국 전제가 이미 담화에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공통
배경이 아니라, 공통 배경으로 ‘선택’되는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전제는 발화 해석 시 선택되는 여러 맥락 중에 단언을
보충하는 배경 정보로서 발화의 적절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명제이며, 화자에 의
해 이의가 없을 만한(uncontroversial) 것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
서는 Sperber and Wilson(1995)와 Clark(2013)을 참고할 수 있다.
16) Sbisà(1999)의 논의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는데, 해당 논의에서는 함축과 전제를 비
교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본고에서도 아래 전제와 함축을 비교하는 데서 이 논의
를 일부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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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제의 개념은 전제를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공통 배경이라는 소극적인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발화 이해 과정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통 배경으로서 전제를 파악하는 것과 발화 해석에 필요한 명제로서 파악하는
것은 전제 유발 표현 목록의 차이를 가져온다. 화용적 전제를 공통 배경 혹은 구정
보로만 보는 관점이 한계가 있음은 최윤지(2016: 103)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여기
서는 화·청자가 공유하는 믿음으로서의 전제로는 다양한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 충분
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를 ‘담화-구’,
‘담화-신·청자-구’, ‘청자-신’의 세 가지 위계로 나누고, ‘-다니까, -다고’를 담화구 명제를 표시해주는 대표적 언어 표현으로 분류하였다(최윤지 2016: 105).
실제로, 전제를 단순히 ‘공통 배경’ 정도로만 본다면 이들 표현이 전제 유발 표현
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12)의 예를 제시한다.

(12) 민수 집에 갔다니까.
기존 설명에서의 전제: 화·청자가 모두 민수가 집에 갔다는 것을 안다.
본고의 설명에 따른 전제: 화자가 민수가 집에 갔다는 발화를 한 적이 있다.

(12)와 같은 예문은, 화자가 이전에 ‘민수 집에 갔어’라는 발화를 했음에도 청자가
제대로 알아 듣지 못했을 경우 발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자가
제대로 공유하지 못한 정보가 되며, 기존의 화용적 전제 설명에 따르면 이는 공통
배경인 명제가 아니므로 전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화 해석에 꼭 필요한 배경 정보가 전제라면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니까’는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로 다룰 수 있게 된다. (12)의 발화는 ‘민수가
집에 갔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이며, (12)의 ‘-다니까’가 전달하는 의
미는 ‘화자가 이전에 같은 발화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화자가
이전에 같은 발화를 했다는 것을 청자가 모르더라도 (12)의 발화를 적절하다고 받
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을 수용해야만 한다. 그러고 나서야 (12)의 주된 내용
이 전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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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화자가 이전에 같은 발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청
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12)의 화자에게 사과를 한다든가 몰랐다든가의
변명 정도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12)의 ‘-다니까’가 전달하는
의미는 전체 발화의 배경 정보로서 청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명제로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본고에서의 전제의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전제를 기본적으로 ‘명제’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
다. 이와 같은 전제의 개념 정리는 전제가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화자가 전제를 이의가 없을 만한 것으로 전달한다고 해
도,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닐 가능성(즉, 거짓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Mercer(1992)에서도 수용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수용이 전제를 관련된 정보 상태
에 기본 진술(default statement)로 저장되도록 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기본 진
술이라는 용어는, 전제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의미적 전제의 특징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제가 발화의 진리치를 따지기
위해 먼저 참이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제가 참이 아닐 수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닌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전제가 ‘전제
구조’ 혹은 ‘잠재 전제’와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전제가 명제라는 것은 전제 구조나 잠재 전제가 명제의 형태라는 것이며, 이것이 실
제 전제로 실현되는 것은 실제의 상황과 비교해 일치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 결국, 비교 과정에서 실제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 경우 명제 단위의 전제가 실제
전제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제는 기본적으로 실제 상황과의 비교를 내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 (13)과 같은 발화의 청자는 전제되는 명제가
사실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전체 발화를 거부할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전제된 명제
와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음을 청자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발화 해석에 있어 실
제 상황과 전제된 명제의 비교 과정을 거치기에 전체 발화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13)

??

명수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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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13)의 발화는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다. (13)이 ‘알다’라는 어휘를 통해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것을 전제하
는데, 이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실제 상황과의 비교 과정을 설정하는 것은 대개 전제를 이야기할 때 어
떠어떠한 ‘사실’을 전제한다는 표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본고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많
은 논의들에서도 그래 왔지만, 어떤 명제가 전제된다고 할 때 해당 ‘사실’을 전제한다
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왔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전제가 포함된 발화를 들을
때 청자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앞서 (13)의 예와 같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명제를 전제 유발 표현을 활
용해 표현했다면, 청자는 이를 거부할 것이고 이 경우 전제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전제가 실현된 경우는 청자가 실제 상황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받
아들인 경우가 될 것이므로, (14)와 같이 사실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14) 명수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
전제: 지구는 둥글다.

(14)의 전제는 (13)과 달리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과 일치하므로, (14)가 전
제하는 명제는 곧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14)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
실’을 전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청자가 해당 명제가 사실인지 그렇지 않은지 모
르는 경우이다. 실제 상황과 비교를 하고자 하나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
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에 ‘수용(accommodation)’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사실 여부를 모른다면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
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는 산토도밍
고이다’의 진리치를 알지 못한다면 청자는 우선 이것이 참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
이다.

(15) 신화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도가 산토도밍고라는 것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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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설명은 Sbisà(1999: 332)에서 전제를 청자가 가지고 있는 맥락 표상
(representation of context)에17) 당연한 정보로서18) 기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것과도 일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고려하면, 결국 전제의 핵심은 공통 배경으로 이미 존재하
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이 아니라,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제공해준다
는 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제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리하는 것은 전제를 발화 해
석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념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2.1.4. 제보적 전제의 문제
화용적 전제의 한계를 정리하며 화자가 전제 유발 표현을 활용하여 청자와의 공
통 배경이 아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흔히 제보적 전제
(informative presupposition)의 문제로 다뤄지던 것으로, 전제를 화·청자가 공유하
는 배경 정보로 보는 것에 대한 반례로 다루어져 온 것임은 밝힌 바 있다.
제보적 전제의 대표적인 예는 위에서 살핀 (10)과 같은 예문이다. Gauker(1998:
160)은 이런 현상을 지적하며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발화에서 전제 유발 표
현이 쓰이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Stalnaker(1973: 451)은 제보적 전제에 대
해 ‘전제인 척하는 것(pretending)’으로 설명하였다.

17) 맥락 표상이란 Gauker(1998)이 제보적 전제의 문제를 다루며 실재 맥락(objective
context)과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재 맥락은 실제로 화·청자의 의사소
통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공통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실체가 있는 것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추상적인 명제라도 화·청자가 실제로 공유하고 있는 맥락이면 된다.
이와 구별되는 맥락 표상은 화자나 청자 각각이 맥락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의 집합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화자와 청자가 각각 맥락 표상을 기준으로 전제가
포함된 발화를 실현, 해석하고 전제가 평가되는 것은 실제 맥락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까지 이어진다. 이는 본고에서 전제된 명제를 청자가 실제 상황과 비교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는 설명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8) 주로 ‘taken for granted’ 정도의 말로 설명되어 왔으며, Stalnaker(1973)이 이와 같은
설명을 제시한 이후 화용적 전제의 설명에 기본적인 술어가 되어 왔다. 한편 이는
Grice(1975)에서 ‘이의가 없을 만한(uncontroversial)’ 정도의 특징으로 설명된 것과도 연
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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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제를 공통 배경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발화 해석에 있어 사실로 받아들여
야 하는 명제 정도로 정리한다면 제보적 전제의 쓰임을 특별한 것으로 여길 이유는
없어진다. 이를 Gazdar(1979: 106)에 제시된 예를 (16)과 같이 번역하여 살펴보도
록 한다.

(16) 죄송해요. 제 차가 고장나서요.
전제: 화자에게 차가 있다.

(16)의 발화는 버스에 급하게 올라타며 이미 탑승해 있는 승객들에게 멋쩍게 자신
의 처지를 변명하는 화자의 상황을 상정한 예문이다. 이 발화는 ‘제 차’라는 표현으
로 인하여 ‘화자에게 차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될 만한 것이다. Stalnaker식의 설명
에 따르면 (16)은 화자가 자신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치 청자가 알고 있
을 것처럼 행동하여 자신의 처지를 전달하는 발화가 된다.
(16)을 전제하는 척으로 처리하는 것은 분명 간편한 방법이기는 하다.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전제가 공통 배경에 이미 존재하는 것임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이 화자의 차 소유 여부를 모를 것이 너무 뻔한 상황의 발화라는 점에
서 이를 전제하는 척하는 것이 화자에게 어떤 이점을 가지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또
한 (16)의 목적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다급한 발화라는 점을 생
각하면, 화자가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우선

차가

있음을

이의가

없을

만한

(uncontroversial) 정보 정도로 전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10)의 예는 신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
하여 (10)을 아래에 다시 제시한다.

(10) 저희 회사는 이번에 귀하를 모실 수 없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제: 청자는 화자의 회사에 불합격했다.

(10)의 경우 ‘안타깝게 생각하다’라는 서술어에 결합한 명제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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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기에 공통 배경인 척한다는 설명은 더욱 어색하다. 청자가 불합격임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화자는 ‘안타깝게 생각하다’라는 전제 유발 표현을 활용하여
전달하고 싶은 정보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뿐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제가 신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신정보가
배경적인 정보로 머무르지 않고 전경화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제하는 척
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배경적인 특징을 잃는다는 점에서 전제라고 할 만한
특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10)과 같은 경우는 화자가 ‘안타깝게 생각하다’라는 전제 유발 표현을 씀으로써
전경화를 의도한 선택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제 유발 표현을 활용한
일종의 함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단순히 ‘귀하께서는 불합격하셨습니다’와 같이 표
현하는 대신, (10)과 같은 대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표현과는 달리 (10)
은 전제 유발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화자가 상투적인 것일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추
가적으로 드러내며 완곡하게 표현해 불합격 공지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전제의 개념을 정리하며 공통 배경이라는 개념 대신 전제가 발화 이후에 선택된
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신정보를 전달한다는 제보적 전
제를 전제의 특별한 용법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이전의 전제
논의에서는 전제를 발화 이전에 고정된 맥락을 바탕으로 설명하려 했기에 제보적
전제가 특별한 현상으로 보였을 뿐이다. 우리는 전제의 일반적인 기능을 ‘발화 해석
에 필요한 맥락의 선택 시 배경 정보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논
의를 진행할 것이다.

2.2. 전제의 인접 개념
이 절에서는 전제와 유사한, 혹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들을 살펴 전제의 개
념을 보다 확실하게 정리할 것이다. 전제의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인접
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온 것들과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전제의 특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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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전제와 함축
함축의 개념은 Grice의 1967년 강의를 통해 제시되었다. 함축은 대화의 대원칙인
협력의 원리(principle of cooperation)와 네 가지 대화의 격률을 바탕으로 정리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Grice(1989)로 출판되어 정리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함축은 대화 함축과 고정 함축의 두 가지로 나뉜다.
대화 함축은 협력의 원리와 대화의 격률 네 가지, 즉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
성의 격률, 태도의 격률을 바탕으로 대화가 이루어짐을 기본으로 한 개념이다. 화자
와 청자는 서로가 협력의 원리를 지킬 것을 가정하며, 네 격률을 준수하거나 위반함
으로써 대화 함축 의미가 표현된다. 대화 함축 의미를 보이는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7) A: 우리 이번 여름에는 휴가 어디로 갈까?
B: 나 졸려.

표면적으로는 (17)의 대화에서 B의 응답은 A의 질문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의 상황이라면 B가 협력의 원리를 지킬 것임을 A가 가정하게 되며, B
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함축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
아차릴 것이다. 이는 대화의 격률 중 관련성의 격률을 어김으로써 대화 함축 의미를
전달한 예이다.
이와 같은 대화 함축은 전제와 마찬가지로 취소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대화
함축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인 (18)을 살피도록 하자.

(18) A: 좀 춥지 않니?
B: 아니, 별로 안 추운데.

창문이 열려 있고 B가 창문 가까이에 있는 경우, A의 발화는 창문을 닫아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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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함축 의미를 가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B가 A의 발화를 단순한 질문으로 받
아들이는 경우에는 함축 의미가 나타나지 못하고 A의 축자적 의미만이 읽히게 된
다. 이 경우 대화 함축 의미는 취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쉽게 취소된다는
점과 발화의 명시적 내용이 아니라 암시적 내용이라는 점에서 대화 함축과 전제는
그 특성이 같다고 지적되어 왔다.19)
그렇다면 전제와 대화 함축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제는 이미 존재하는 정보, 함축
은 새롭게 전달되는 정보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Potts 2015: 189). 앞서
보았듯 전제는 배경 정보로 기능하고, 대화 함축은 위의 예에서 보듯 궁극적으로 화
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제와 대화 함축이 늘 이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19)의 예는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19) (B가 조금 더 있다 가자는 의견을 피력한 상황에서)
A: 집에 좀 가자.
B: (하고 있던 게임이) 아직 한 판 남았어.

(17)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19)에서 B의 발화는 관련성의 격률을 어김으로써 지
금 집에 가기 싫다는 함축 의미를 전달한다. 그런데 괄호에 제시된 상황을 생각하
면, 이러한 함축 의미는 새로운 정보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는 분명 격률을 바탕으
로 한 대화 함축 의미이기 때문에 함축은 곧 신정보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한편 전제는 분명하게 사실이 아님을 청자가 아는 경우를 제외하면 우선 받아들
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실제로 2.1.4.에서 제보적 전제의 문제를 다루며 전제
가 신정보인 경우도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함축 의미는 신정보이고 전제 의미가
구정보라는 것은 단순히 경향성일 뿐이라는 지적도 참고할 수 있다(Potts 2015:
189).

19) Thomason(1973: 6, Gazdar 1979: 104에서 재인용)은 전제를 함축의 일종으로 설명하기
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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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제와 함축은 분명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는 전제의 역할을 발화의 해
석에서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함축과 전제의 차이도 이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함축은 해석의 결과이고 전제는 해석의 과정
에 관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Sbisà(1999: 328-330)은 함축이 단언에 의해 전달된 정보에 기여하거나 단언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발화를 해석한 후 함축 의미가 비로소 청자에
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0) A: 누구 만나러 가?
B: 그냥 친구.

(20)의 예에서 B의 발화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양의 격률을 어김으로써 ‘알
것 없다’라는 함축 의미를 전달한다. 그런데 B의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 ‘알 것 없다’
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냥 친구’라는 발화를 해석해보니 ‘알 것 없다’라는 함축
의미가 청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전제는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 정보로서, 발화 해석 이전
에 청자에게 전달되며 이를 바탕으로 발화가 해석된다. Sbisà(1999: 332)에서도 전
제가 청자에게 구정보이든 신정보이든 청자가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에 전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 후 발화를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과정은 아래 (21)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 호준이는 담배를 끊었다.
전제: 호준이는 담배를 피웠다.

‘끊다’는 상태변화를 동반하는 동사로 대표적인 전제 유발 표현으로 꼽히곤 한다.
(21)의 경우 전제된 명제는 ‘호준이는 담배를 피웠다’ 정도가 될 것이다. (21)의 발
화를 해석하기 위해서 청자는 이 전제를 배경 정보로 이용해야 한다. 호준이가 담배
를 피웠다는 정보가 없다면 이 발화 자체가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 버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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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결국, 발화 해석 과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전제와 함축의 주요 구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제는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함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역시 두 개념을 구분하게 해주는 특성이다. 아래 예를 통해 이를 살피도록 한다.

(22) A: 지금 몇 시야?
B: 아직 진우 집에 안 왔어.

(22)에서 B의 발화는 A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A와 B 모두 진
우가 집에 올 시간이 평소 몇 시인지 알고 있다면 관련성의 격률을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대답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때 B의 발화는 당시 적어도 진우가 집에 들어올
시간 이전이라는 함축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발화시가 진우가 집에 올 시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B의 발화는 사실
일 수 있다. 즉, 진우가 집에 안 온 상황에 이루어진 발화라면 B의 발화 자체의 진
리치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함축이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점은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Horn 2007: 39).
한편, (22)에서 ‘진우는 평소에 집에 3시에 온다’ 정도의 명제는 B의 발화를 해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배경 정보로 기능할 것이다. 이를 모르면 B의 발화가 적절히
해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전제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살펴본 바로는 이 역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특정한 표현 때문에 유발되는 전제라기보다는 이
미 화·청자의 공통 배경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통 배경이라는 점이 강조
되는 화용적 전제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단,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특정 언어 표현에 따른 전제를 다루기로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것을 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도록 할 것이다.
함축의 일종인 고정 함축도 전제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이다. 고정 함축은 특정 언
어 표현에 고정적으로 얹혀있는 함축을 이야기하는데, 의미적 전제를 다루며 이야
기했듯 Kartunnen and Peters(1979)와 같은 논의들은 전제를 고정 함축으로 이해
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Potts(2015: 18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고정 함축 표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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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과 전제 유발 표현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에는 ‘too, also,
continue’와 같이 겹치는 항목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전제와 고정 함축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 것일까?20)
대표적으로는 고정 함축은 관습적인 것으로 취소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 대화 함축이 그러하듯 고정 함축도 진리치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3)
에서 보이는 ‘but’은 영어의 고정 함축 표현의 대표적인 예이다.

(23) Miller is handsome but intelligent.

(23)에서 ‘but’을 통해 전달되는 고정 함축 의미는 화자가 ‘잘생긴 사람은 주로 똑
똑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23) 뒤에 화자가 ‘사실 나는 잘생기면 똑똑하다고 생각해’라거나 ‘잘생긴
것과 똑똑한 것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정도의 발화가 덧붙여진다면 상당히
어색해진다. 이는 ‘but’에 의해 전달된 고정 함축 의미가 취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취소가 어렵다는 고정 함축의 특징은 (2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4) If Mary was proud of Miller, he must be handsome but intelligent.

(24)는 (23)의 예문을 가정의 맥락 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제의 경우라면 취소될
만한 경우이다. 그러나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 화자가 ‘잘생긴 사람은 주로 똑똑
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가정의 맥락에서도 취소되지 않는다. 이는 전
제와 달리 고정 함축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23)은 ‘Miller is handsome and intelligent.’와 진리 조건이 다르지 않다.
앞서 제시한 고정 함축 의미가 거짓이라 하더라도 (23)의 진리치는 달라지지 않으
며, ‘Miller’로 지칭되는 개체가 잘생기고 똑똑하기만 하면 참이라고 할 만한 것이다.
20) 기본적으로 고정 함축에 대해서는 고정 함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신화적인 것(myth)이라는
입장도 있으나(Bach 1999), 본고에서는 전제와 이를 구분하는 입장에서의 논의들을 우선
참고하였다. 고정 함축의 필요성 혹은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 33 -

이와 같이 고정 함축이 진리치와 무관한 것은, 고정 함축이 화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but’이 전달하는 의미가 화자의 생각을 나타냈다는 점을 보면 쉽
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진리치는 문장이 나타내는 바를 실제 세계와 비교함으로써 따지는 것이다(Kearns
2011: 8). Rieber(1997)에서도 고정 함축을 단언에 추가되는 ‘논평 화행’ 정도로 본
바 있는데, 어떤 단언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심리, 감정 등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처럼 고정 함축이 어떤 단언에 대한 화자의 생각일 뿐이라면 실제 세계의 것이라
하기 어렵고, 결국 실제 세계와 비교하여 따지는 진리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고정 함축이 진리치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고정 함축은 배경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전제와 동일하게 이해되기도
한다. Bach(1999)나, 이를 따른 윤영은(2000)의 논의가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
다. 물론, 앞서 (23)의 예문에서 나타나듯, 고정 함축도 배경적인 정보이기는 하다.
화자의 논평이기 때문에 주된 내용에서 한 발 물러선 정도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정 함축은 화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청자에게 이의가 없을
만한 것으로 전달되는 전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정 함축 의미는 단순
히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청자는 다르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문장의 진리치에 독립적이라는 함축의 특성은 전제와 분명히 구별되는 부분
이라 할 수 있다. 전제가 문장의 진리치에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은 (25)을 통해
서도 확인할 수 있다.

(25) 재호는 명신이가 집에 간 것을 안다.
전제: 명신이가 집에 갔다.

(25)는 ‘알다’라는 동사에 의해 ‘명신이가 집에 갔다’라는 것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
다. 그런데 이 전제가 거짓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 발화 전체는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고, 이는 (25)의 진리치 판단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처럼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가 두 개념 구분에 중요함은 김
정민(2016)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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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폈듯 전제와 대화 함축, 그리고 전제와 고정 함축은 서로 유사한 특성
을 가지기도 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염
두에 두고 전제와 함축이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임을 밝혀둔다.

2.2.2. 전제와 화제
화제가 전제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논의는 없다. 다만, 화제는 대개 주어진(given)
정보라는 점에서 전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여겨져 왔다. 이 절에서는 전제와
화제의 특성에 대해 살피며 전제의 범위를 다시 한번 한정하고자 한다.
Lambrecht(1994: 150-159)에서는 화제 지시체가 논의 중이거나 맥락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므로 화용적 전제의 일부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즉 이미 주어진 정보라
는 것을 화제와 전제 개념의 주요 공통점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화제는
기본적으로 개체(entity)이며, 전제는 명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그렇기
에 화제와 전제가 동일시될 수는 없으며, 화제 자체가 전제된 것이 아니라 전제의
‘일부’로서 화제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21)
이와 같은 화제와 전제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예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6) The children went to school.

(26)의 발화 이전에 누군가가 ‘아이들은 어딨어?’ 정도의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보
자. 그러한 발화 상황하에 (26)의 문장에서 화제는 ‘The children’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6)의 예문은 그 화제에 대한 이야기, 즉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때 전제가 명제의 형식을 지닌다는 점을 생각하면
‘The children’만을 전제라고 할 수 는 없을 것이다. (26)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전제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정도의 존재 전제라고 할 수 있겠다.

21) 물론 명제가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기는 한다. 명제 전체가 대명사적 표현으로
후행문에 등장하는 경우와 같은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다만 이때도 명제의 성격을 가진다
기보다는 일종의 개체처럼 취급된다는 점에서 화제는 개체로 보아야 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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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를 앞서 정의했던 대로 발화의 해석에 필요한 배경 정보로 이해한다면, (26)
의 예문을 이해하는 데 아이들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화
제 개념과 관련하여, (26)의 화자와 청자는 모두 ‘The children’이 화제임을 알고
있다. 즉, 서로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This utterance is about the children’ 정도의 명제도 공유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제 유발 표현에 대한 논의에서 이와 같은 명제가 공유되어 있다는 점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정 기술의 존재 전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던 전제였기
에, (26)과 같은 예문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The children’이라는 한정
기술이 가지는 존재 전제였다. 하지만 (26)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어떤 개체가 화
제인가 하는 정보도 발화의 해석에 필요한 배경 정보로 기능하는, 즉 전제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22)
다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 화제가 전제 안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
다. 일찍이 Lambrecht(1994: 151)에서도 화제는 ‘in the presupposition’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앞서 (26)의 전제 중 하나인 ‘This
utterance is about the children’라는 명제 안에 화제인 ‘the children’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발화는 어떤 화제에 대한 것이다’라는 명제가
화제를 포함하고 있는 발화의 전제 중 하나라는 입장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입장이 화제를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아니다. 화제는 담화에
서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 표현이 화제로 사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제 유발 표현의 범위는 아래에서도 밝히겠지만 어떤 고정된 언어적 표현이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어떤 언어적 표현은 때에 따라 화제로, 혹은 초
점으로 기능하는 등 담화에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것을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22) Kamp(2013: 456)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 전제는 다층성(multiplicity)을 가진다. 한 문장
이 여러 전제를 한 번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점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나, 전제를
다룰 때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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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제와 화행의 적절 조건
앞서 전제가 전체 발화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선결 조건으로 이용된다고 이야
기했다. 그런데 발화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 조건’ 역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적절 조건은 발화를 적절하게 만드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
다면 전제 역시 적절 조건의 일부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만약 이 두 개념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역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화행의 적절조건은 Austin(1962)에서 제시된 이후, Searle(1969)에서 발전되었는
데, 이를 간단하게 제시하면 1) 명제내용(propositional content) 조건, 2) 예비
(preparatory) 조건, 3) 진실성(sincerity) 조건, 4) 핵심(essential) 조건의 네 가지
이다. 구체적인 적절 조건의 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7) 축하하기(congratulating)의 적절 조건
1) 명제내용 조건: 청자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행위
2) 예비 조건: 청자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화자는 청자가 사건에 관심이 있다 믿음
3) 성실 조건: 화자는 그 사건으로 기뻐함
4) 핵심 조건: 이 발화는 그 사건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라고 간주됨

(28) 비동의하기(disagreeing)의 적절 조건
1) 명제내용 조건: 어떤 명제 p
2) 예비 조건: 청자는 p를 참이라고 믿고, 화자는 청자가 p가 참이라고 믿는다고 생각
3) 성실 조건: 화자는 p가 거짓이라 믿음
4) 핵심 조건: 이 발화는 화자가 p를 참이 아니라고 생각함을 나타낸다고 간주됨

Stalnaker(1974)는 화용적 전제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화행의 적절
조건이 전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화·청자 사이의 ‘공통 배경’
을 전제로 보았기 때문에 (27)과 (28)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절 조건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들이라는 점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본고에서처럼 전제를 발화 해석에 필요한 배경 정보라고 이해해도, 이들 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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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 조건을 전제가 아니라고 할 이유는 없다. 이와 같이 적절 조건을 전제의 일부
로 보는 입장은 전제를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인데, 서론에서 살핀 일반적인
대화 원리로 유발되는 것을 전제로 보는 입장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 다룰 전제 유발 표현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언어적 장치가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정되
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화행의 적절 조건과 전제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보지는 않을 것이나, 몇몇 경우에는 우리가 다룰 전제의 경우와 적절 조건이 일치하
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간단히 살피고자 한다.
예컨대, (27)의 명제내용 조건은 우리가 다룰 전제 유발 표현으로 유발되는 전제
와 일치하는 듯하다. 어떤 내용에 대해 ‘축하’ 혹은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명제가 배경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축하하기’의 명제내용 조건이 ‘청자와 관련
된 어떤 사건이나 행위’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텐데, 관련하여 아래 예를 제시한다.

(29) 이번에 졸업하는 거 축하해!

(29)의 예문에서 명제내용 조건은 청자가 졸업한다는 사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
떤 것에 대해 축하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사건이 분명 일어나야 한다. (29)의
예문을 졸업하지 않는 청자에게 발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제와 화행의 적절 조건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고에서 다룰 전제와 화행의 적절 조건이 일부 겹칠 수 있
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2.3. 전제의 특성
이 절에서는 전제가 보이는 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전제의 개
념을 정리하면서 전제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일부 보였으나, 본고의 목적이 전제
유발 표현이 보이는 특성과 각 특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것이기에 보다 명확
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정리하는 전제의 특성은 어떤 표현을 전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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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도 함을 밝혀둔다.

2.3.1. 배경성
의미적 전제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된,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특징은 전제
가 배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부정문에서 살아
남는 것만이 전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부정문에서도 그대로 살아남는다면 전제라
고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제 유발 표현의 경우에는 전체 발화를 부정하면 다른 전제 의미가
나타나는 듯하다. 다음 예를 통하여 확인해보자.

(30) 가. 민수는 집에 또 갔어.
전제: 민수가 집에 간 적이 있다.
나. 민수는 집에 또 안 갔어.
전제: 민수는 집에 안 간 적이 있다.

(30가)는 ‘민수가 집에 간 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때 해당 전제가 부정문
에서도 살아남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0나)와 같이 발화를 부정하면 ‘민수는 집에
안 간 적이 있다’는 전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부 전제 유발 표현에
서 부정문에서 살아남는 현상이 일정하지 않다면, 이를 전제 유발 표현의 검증 기제
로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평서문이 아닌 경우, 즉 명령문이나 의문문 등에 대응하는 부정문을 만들
어 전제 유발 표현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부정 테스트의 약점이다. 전제 유
발 표현을 가려내기 위한 검증 기제라면 많은 경우 판별이 가능한 검증 기제를 사
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부정 테스트의 경우는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전제를 배경 정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 바 있다. 이는 발화 해석에
있어 전제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밝힌 것이기에 본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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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제의 배경성이라는 특성이 드러나는 검증법을 한 가지 더 제시할 것이다.
배경 정보임을 밝히는 검증법으로는 Erteschik-Shir and Lappin(1979, 1983)에
제시된 거짓말 테스트(lie test)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테스트는 문장의 지배적인 내
용(dominance)이 무엇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 검증법이다. 전제가 어떤 발화에
서 전달되는 배경 내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거짓말 테스트가 전제 판별에 적용되
는 데 적절함을 알 수 있다. 거짓말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31) A: 철수는 민수가 집에 간 것을 알아.
B1: 아니야, 몰라.
B2: ?아니야, 민수 집에 안 갔어.

(31A)와 같은 발화가 주어질 때 이 발화의 지배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31B1)과 (31B2)와 같이 ‘아니야’ 내지는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정도로 앞선 발화를
부정함을 표시해줄 수 있다. 이때 이전 발화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이전 발화의 중심적인 내용을 거부하기 마련이다. (31)의 예에서는 (31B1)과 같이
철수가 그것을 ‘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31B2)와 같이 전제된
명제를 거부하는 것은 어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일차적인 거부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배경 정보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전제의 특성인 배경
성을 보여주는 검증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성은 고정 함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제와 고정 함축의
차이를 설명했던 (23)의 예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설명해보자.

(32) 가. Miller is handsome but intelligent.
나. No, he is not handsome/intelligent/handsome and intelligent.
다. *No, handsome people can be intelligent.

(32가)의 발화에서 ‘but’에 의 해 고정 함축 의미로 전달되는 것은, ‘대개 잘생기면
똑똑하지는 않다’는 명제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전달되는 일차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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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Miller가 잘생기고 똑똑하다는 명제이며, 이에 따라 (32가)에 대한 일차적인
부정으로는 (32나)와 같은 경우가 자연스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 함축
의미를 부정하는 (32다)와 같은 응답을 한다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는
고정 함축 역시 배경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
면, 거짓말 테스트는 전제만을 구별해내는 검증법이 아니므로, 전제가 가지는 배경
성이라는 하나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검증법 정도로만 사용된다고 하겠다.

2.3.2. 취소 가능성
전제는 어떤 맥락에 놓일 때 유발되는 것임은 앞서 이야기한 바 있다. 이는 맥락
에 따라 전제가 유발될 수도,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전제 유발 표현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사 ‘더’는 (33가)에서는 전제를 유발하지만 (33나)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33) 가. 민수는 밥을 더 먹었다.
전제: 민수는 밥을 이전에 먹고 있었다.
나. 만약 민수가 밥을 먹었다면, 민수는 더 먹을 거야.

(33나)는 민수가 밥을 먹었다는 점을 가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전제
된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전제는 가정절에 내포되거나 말하기 동사에 내포되는 경우, 혹은 상위언어
적(metalinguistic) 부정23) 등의 방식으로 취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각각의 전
제 유발 표현들이 전제가 취소되는 환경에서 모두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표현
마다 취소 가능성의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이는 아래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상위언어적 부정은 Horn(1985)에 제시된 개념으로, 선행 발화의 함축, 전제, 레지스터 등
을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언을 부정하는 일반적인 부정과는 달리, 전제된 내용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상위언어적 부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본고의 관심은
전제 유발 표현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것이므로 상위언어적 부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전제가 취소되는 경우 중의 하나 정도로 확인할 것이다. 한국어에서 전제가 상위언어
적 부정에 의해 취소되는 모습은 김송희(2014: 58-63)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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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 요즘에는 경기도 집값도 비싸다.
전제: 경기도 외 어떤 지역의 집값이 비싸다.
가’. 민희가 요즘에는 경기도 집값도 비싸다고 말했다.
나. 임신 4개월에 아기의 신경과 감각 계통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전제: 임신 4개월 전에는 아기의 신경과 감각 계통이 발달하지 않는다.
나’. 고은이가 임신 4개월에 아기의 신경과 감각 계통이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34)의 예는 어떤 문장과, 해당 문장이 말하기 동사에 내포된 경우를 보여주는 것
이다. (34가’)의 경우 (34가)의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가’)의 뒤에 ‘그러나 사실 경기도 외 지역의 집값은 싼 편이다’ 정도의 발화를
더하는 경우 어색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34가)의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유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34나’)에서는 (34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제가 유지되지 않는다. (34나’)
의 뒤에 ‘사실 임신 4개월 전부터 아기의 신경과 감각 계통이 발달하는데 말이다’
정도의 발화가 붙어도 어색하지 않음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소
가능성의 정도 차는 개별 표현들의 의미 특성이나 전제를 유발하는 방식에 따라 달
라지는데, 아래 개별 항목을 다루며 자세히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소 가능성은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임을 염두에 둘 필요
가 있다. 전제 유발 표현에 따라 취소 가능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전제가 취소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때는 이와 같은 점을 중시하여 여러 맥
락에서의 취소 가능성을 살피고, 그 정도를 전제 유발 표현마다의 특징 중 하나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2.3.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앞서 언급했듯이, 전제는 전제가 사실이 아닐 경우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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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을 가진다. 우리는 전제가 문장의 진리치에 비독립적이며, 이에 반해 고정 함
축은 독립적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전제와 고정 함축은 일차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특성을 보이지만, 문장의 진리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고정 함축이 전제와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다루어져 온 만
큼, 이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35) A: 토끼를 이긴 것은 거북이야.
(토끼가 진 적이 없는 상황이고, 청자도 이를 안다면)
B1: 뭔 소리야, 토끼를 이긴 동물은 없어.
B2: ?아니야, 토끼를 이긴 동물은 없어.

(35)에 주어진 상황처럼 분열문이 유발하는 전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청자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35B2)처럼 ‘아니야’ 정도의 대답이 아니라 전체 발화를 이상
한 것으로 판단하여 ‘뭔 소리야’와 같은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는 전체 발화를 어색
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전제가 전체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제 실패가 일어날 때
전체 발화가 거짓이라든가 혹은 진리치 공백(gap)의 상황을 가진다든가의 어느 하나
를 주된 입장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전제가 문장의 진리치에 비독립적이라는
점은, Russell(1905)과 Strawson(1950)이 보이는, 전제 실패에 대한 입장 모두에
나타나는 것이다. 즉, 전제 실패가 일어날 경우 전체 발화가 거짓이 된다는 Russell
의 입장과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Strawson의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두 입장 중 어느 것이 맞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를 살피고, 더 많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전
제 유발 표현의 특성에 대한 것이며, 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진리치 그 자체가 아니
므로 이 문제에 대해 천착하지는 않기로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제가 전체 문
장의 진리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전제 실패가 일어날 경우 전
체 발화가 부적절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점에 집중하여 전제는 문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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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치에 비독립적이라는 점을 전제 유발 표현의 판별에 활용하고자 한다.

2.3.4. 조응성
이상의 특성이 전제 유발 표현들을 다른 추론을 일으키는 표현들과 구별해내는
것이라면, 조응성은 전제 유발 표현에 따라 정도 차를 보이는 특성이다. 즉, 어떤 표
현은 더 강하게 조응적인 특성을 가지며,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조응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전제의

설명에

많은

영향을

미친

담화표상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은 공통 배경이라는 화용적 전제의 설명을 따라, 전제가 이해되기 위해서는
앞선 담화표상구조(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에서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
를 찾아 해소(resolution)해야 한다고 보았다(Van der Sandt 1992). 해소라는 것은
조응사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는 (36)과 같은 예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36)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걔는 진짜 너무 까칠해.

(36)에서 ‘걔’라는 조응사에 해당하는 개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앞선 맥락에서
해당 개체를 찾아 연결지어 해석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는 민수라는 개체가 ‘걔’에
해당하는 개체가 될 것이다. Van der Sandt(1992)를 대표로 하는, 전제를 조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 설명에서는 (37)과 같이 전제도 전제 내용을 앞선
맥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37) 두희는 승훈이가 바쁘다는 것을 안다.
전제: 승훈이가 바쁘다.

(37)을 해석하기 위해서 청자는 ‘승훈이가 바쁘다’라는 명제를 이전 담화표상구조에
서 찾아서 연결지어야 한다. 단, 청자가 앞선 담화표상구조에서 전제에 해당하는 것
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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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38) 철수네 누나가 이번에 결혼한대.
전제: 철수에게는 누나가 있다.

‘철수네 누나’라는 표현은 철수가 누나가 있음을 전제할 것이다. (38)의 발화를 듣
는 청자는 철수가 누나가 있다는 것을 몰랐더라도 일단 그것을 사실로 수용하고, 그
에 해당하는 개체가 결혼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모든 전제 유발 표현이 같은 정도의 조응적 특성을 보여주는지는 의심할
만하다. 조응이 될 만한 명제가 없는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기제를 전
제 설명에 활용한 것이다. 하지만 수용이라는 과정 역시 개별 표현마다 이에 대한
인지적 부담량이나 수용 가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Domaneschi et al.(2014)는 한정 기술, 사실 동사, ‘too’ 등의 초점 요소, 반복 표
현, 상태 변화 동사를 바탕으로 모르던 사실이 전제될 때의 반응 시간, 수용 가능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 실험적 연구이다. 여기서는 전제되는 명제의 사실 여부를 모
르는 경우 피험자가 해당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1) 초점 요소와 반복 표현이 쓰일 때의 전제를 피실험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웠음과, 2) 반응 시간을 바탕으로 한 수용 과정에서의 인지적 부담량은 반복 표
현과 상태 변화 동사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점 요소
와 반복 표현은 앞선 맥락을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초점 요소와 반복 표현은 다른 것들과 달리 전제가 과거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점에
서 인지적 부담량이 크다는 해석이 가능함을 제시하는데(Domaneschi et al. 2014:
143), 이는 전제의 의미적 특성이 수용 가능성의 차이를 일으킴을 보여주는 것이기
도 하다.
그리고 전제를 유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조응적인 역할을 하는 표현들
이 있다. 이들은 해당 표현의 기본적 기능이 조응적 역할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
다. (39)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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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민이가 집에 갔어. 철수도 집에 갔어.

(39)에서 앞에 정민이가 집에 갔다는 것, 즉 철수 외의 누군가가 집에 갔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청자의 의식에 활성화되어 있는 명제가 된다. 이는 결
국 전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며, 취소(suspend)되었다고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39)에서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인 ‘도’는 여전히 ‘철수 외의 누군가가 집에
갔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정민이가 집에 갔다’는 것을 가리키는 역할은 유지하고
있다.
한편 (40)과 같은 경우 ‘알다’라는 동사는 전제를 유발하지도, 앞선 내용을 조응
적으로 가리키지도 못한다. 앞선 명제를 받아주는 것은 ‘그거’라는 표현일 것이다.

(40) 명수가 재석이를 때렸어. 민지가 그걸 알아.

이처럼 전제 유발 표현마다 조응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다른 것은, 전제 유발
표현이 보이는 의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Zeevat(1992)에서 전제 유발 표
현을 분류하며 다룬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2.4. 전제 유발 표현의 분류
서론에서 언급했듯, 전제 유발 표현은 전제만을 위한 의미 기능을 한다기보다 다
른 의미를 가지며 그 의미의 특성에 의해 부가적으로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마다 보이는 특성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 절에서는 이들 항목
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동안의 전제 유발 표현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각 표현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거
나, 이들을 묶을 일정한 기준은 없는지 살피는 것으로 나뉘어왔다. 이들 표현을 개
별적으로 나열하는 연구들은 전제 유발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해줌으로써
전제 유발 표현의 목록을 확장해주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들 연구에서는 각
표현들의 어떤 특성 차이가 서로 다른 전제를 유발하게 하는지 비교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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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제 유발 표현들이 유발하는 전제는 각각 그 특성에서 분명 차이를 보인
다. 어떤 전제는 취소가 상대적으로 쉽다든지, ‘수용’이 상대적으로 쉽다든지 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차이가 그저 개별 항목 간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형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살피는 것은 새로운 전제 유발 표현에 대한 탐구에 힌트
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각 표현의 의미 특성에 따라 유발되는 전제가 다르다면 해당
의미 특성을 가지는 항목들을 모아 그것의 전제 의미를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제 유발 표현의 의미 특성에 따라 해당 표현이 유발하는 전제
의 특성에도 얼마간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고, 분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
는지 살피고자 한다. 기존 논의에 전제 유발 표현을 특성에 따라 분류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들 논의들이 전제 유발 표현을 분류하는 데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
면 왜 그런지, 타당하다 해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 정리할 것이다.

2.4.1. 전제 유발의 강도에 따른 분류
전제 유발 표현의 강도에 따른 분류에는 강한(strong) 것과 약한(weak) 것으로
나누는 입장과 딱딱한(hard) 것과 부드러운(soft) 것으로 나누는 입장이 있어 왔다.
그중 전제 유발의 정도에 따라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눈 것은 Glanzberg(2003,
2005)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강한 전제 유발 표현은 전제 실패의 경우 ‘수정(repair)’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약한 것은 이런 ‘수정’이 필수적이지는 않은 것이다. 강한 것에는 한정 기
술, 분열문, 사실성 동사들이 포함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1) 현재 한국의 왕은 맏이이다.
전제: 한국에 왕이 존재한다.

(41)은 ‘한국의 왕’이라는 한정 기술로 ‘한국에 왕이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전제되는
것으로, 만약 한국에 왕이 없다면 (41)에 대한 반응으로는 ‘한국에 왕이 어디 있냐’
라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청자가 발화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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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요구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수적인 ‘수정’의 예이다.
이와 같은 강한 전제 유발 표현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메아리-평가(echo-assess
ment) 검증법과 간접 발화 보고(indirect speech report) 검증법의 두 가지가 있다.
메아리-평가 검증법은, 전제 유발 표현이 포함된 발화로 질문을 할 때 이에 대한
메아리-응답이 가능하지 않으면 강한 것, 가능하면 약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메아리-응답이란 질문에 사용된 발화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대답이다. 구체적인 모
습은 아래 (4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42)의 A의 발화에 나타난 한정 기술의 전
제는 B’와 같이 메아리-응답과 짝지어지기에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B와 같이 실패
된 전제를 수정하는 응답이 훨씬 자연스러운 응답이 되는 것이다.

(42) A: 현재 한국의 왕이 맏이야?
B: 무슨 소리야, 한국에 왕이 어디 있어.
B’: ?아니, 현재 한국의 왕은 맏이가 아니야.

간접 발화 보고는 발화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강한 것이라면 전제 실패가
일어날 때 꼭 이에 대한 수정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검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43)과 같은 것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43) 가. *George said that palm tree is going to fall.
나. George uttered ‘That palm tree is going to fall.’, but there’s no palm tree.
(Glanzberg 2003: 8)

(43)의 예에서 ‘that palm tree’라는 한정 기술은 어떤 야자수의 존재를 전제하게
된다. 그러나 야자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한 전제 유발 표현인 한정 기술을
사용할 경우, (43가)와 같이 수정을 하지 않은 간접 보고는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43나)와 같은 직접 보고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강한 전제 유발 표현이 보이는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간접 발화 보고 테스트가 유효한지는 의문이 든다. 가령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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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왕은 맏이이다’라는 발화를 실제로 한국의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간접
보고한다고 생각해보자.

(44) 가. 용현이가 현재 한국의 왕은 맏이라고 말했다.
나. 용현이가 ‘현재 한국의 왕은 맏이이다’라고 말했다.

(44나)의 응답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앞서 (43나)에서 보인 영어의 경우에서
도 직접 보고가 자연스럽게 느껴진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4가)
역시 어색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44가, 나)의 예가 일상 대화 상황에서
나타난 발화라면 이들의 차이는 더욱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약한 전제 유발 표현에는 초점 요소, 반복 표현 등이 포함된다. 아래 (45)는
대표적인 예를 보여준다.

(45) A: (지수 외에 아무도 안 간 상황) 지수도 어제 거기 갔어?
B: 아니, 지수도 거기 안 갔어.

(45A)의 발화에서는 초점 요소인 ‘도’에 의해 ‘지수 외에 누군가 어제 거기에 갔다’
라는 것이 전제될 만하다. 그런데 괄호에도 제시했듯 전제 실패인 상황이라고 생각
해보자. 이와 같은 상황일 때, 강한 것과 달리 약한 것들은 메아리-응답이 가능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반복 표현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메아리-응답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듯하
다. 다음의 예를 보자.

(46) A: 명수 또 뉴욕 갔어? (명수는 뉴욕에 간 적이 없는 상황)
B: *아니, 명수 또 뉴욕 안 갔어.
B’: 아니, 명수 또 뉴욕 가지 않았어.

반복 표현이 약한 전제 유발 표현에 속한다면 (45)에서 보조사 ‘도’가 보인 것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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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46B)가 어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B의 응답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다
만 B’와 같이 장형 부정으로, 그리고 ‘[명수 또 뉴욕 가]지 않았어’ 정도의 해석으로
읽힐 때는 자연스러운 듯하다. 이는 반복 표현과 부정이 담당하는 영역의 문제인 것
으로 보인다. 물론 그럼에도 B’의 발화가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 메아리-응답 테스트가 약한 것 사이에서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
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다른 분류인 딱딱한 전제 유발 표현과 부드러운 전제 유발 표현의 구분은
Abusch(2002, 2010)에서 제시된 것으로, 앞선 것과 비슷하게 전제 유발의 강도를
바탕으로 한다. 그에 따르면 딱딱한 것에는 ‘too, also, even, again, either, it-분열
문’ 등의 것이 포함된다. 이들 표현은 취소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의미적 전제
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부드러운 전제 유발 표현에는 사실성 동사, 상태변화 동사, 완성(accomplishment)
동사, 초점의 존재 전제 등이 포함된다. 이들 표현은 취소가 쉽다는 특징을 가지며,
화용적 전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딱딱한 전제 유발 표현과 달리, 부드러
운 표현들에는 더 약한 의미를 가지는 어휘적 대안(lexical alternative)이 존재하는
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전제 유발 표현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전제가 유발
된다고 설명된다. 이와 같은 설명은 아래 (4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7) 가. 김첨지는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
전제: 김첨지의 아내가 죽었다.
나. 김첨지는 그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

(47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을 (47가)와 같이 ‘알다’를 사용해 표현함으로써
보절이 사실임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이는 화자가 해당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전제가
유발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그렇기에 화용적 전제라 할 수 있고 취소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된다.
그런데 부드러운 전제 유발 표현이 모두 어휘적 대안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48)에서 보이는 ‘안타깝게 생각하다’라는 술어의 대안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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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전제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찾기는 어려운 듯하다.

(48) 동운이는 순경이가 집에서 잠만 자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전제: 순경이가 집에서 잠만 잔다.

(48)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다’라는 것은 감정 사실성 술어로서 보절을 사실로 전제
하는 전제 유발 표현으로 일컬어지던 것이다. 이러한 감정 사실 술어보다 약한 의미
를 표현할 수 있는 어휘적 대안에는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든지, 탐탁지 않아했다는
것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보절이 사실이
아님을 보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은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으로 나누는 기준
이 명확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제시한 Glanzberg의 분류와 함께, 이들 분류는 모두 표현마다 ‘취소 가능성’
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중심으로 전제 유발 표현을
분류한 것이다. 이런 분류는 취소 가능성이라는 특성에 대해 여러 표현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그러나 취소 가능성 외의 다른 전제의 특성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것인지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취소가 쉽기에 제보적 전제로 쓰이기 쉽다든가, 수정을 필수적
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제보적 전제로 쓰이기 쉽다는 설명 등이 가능하지는 않아 보
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도 전제의 특성 중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에 따라 수용을 더 강하게, 혹은 약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
을 테지만, 이를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설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전제의 특성들은 분명 서로 간 어떤 관련성을 맺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확인해
줄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간단하게 제시한 Domaneshi et al.(2014)의
실험은 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전제의 심리적 표상의 복잡성
으로 인해 전제를 수용하는 청자의 인지적 부담량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였다. 이때
전제의 심리적 표상의 복잡성은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의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달
라지는 것이며, 그렇다면 각 표현의 의미 특성이 전제 처리 과정의 심리적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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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전제 유발 표현의 의미 특성에 따라 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아
래 제시할 조응적·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분류이다. 전제 유발의 강도에 따른
분류가 보이는 한계나 실험적 연구가 보이는 증거들이 아래 제시할 구분을 활용하
고자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2.4.2.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전제 유발 표현이 보이는 여러 특성들 중 하나를 바탕으로
다른 특성들과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하다. 전제 유발 표현이 전
제를 유발하는 방식, 혹은 해당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하위 특
성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취소 가능성 등의 차이로만 전제 유발 표현을 분류하는 것이
아닌, 전제 유발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보이는지를 살필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제 자체의 특성보다, 전제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류를 시도한 것에는 Zeevat(1992: 396-399)의 분류를 참고할 수 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49) Zeevat(1992: 396-399)의 전제 유발 표현 분류
1) 해소(resolution) 전제 유발 표현(한정 기술, 분열문)
2) 어휘적(lexical) 전제 유발 표현(regret 등 동사)
3) 접근 가능하지 않은 명제를 맥락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전제 유발 표현(too,
again 등)

해소 전제 유발 표현은 앞선 담화나 상황에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 표현은 아래와 같이 앞서 이미 존재하는 내용을 연결지어 전제를
해소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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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A: 유리창 깬 거 누구야?
B: 유리창 깬 거 지명이야.
전제: x가 유리창을 깼다.

(50)의 대화에서 B의 응답에는 분열문이 사용되었고, 이 분열문은 ‘x가 유리창을 깼
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이다. 이는 A의 발화를 통해 이미 존재
하던 명제를 연결지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표현의 주된 기
능은 앞선 맥락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시 가리키는 것이므로 조응적이라는 특성
을 강하게 가지는 것이다.
세 번째 부류로 묶인 표현들은 해소 전제 유발 표현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선 맥락
에 연결하기를 요구하는 것들로 특징지어진다.24) 앞선 맥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론하여 꼭 연결지을 만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Donemaschi et

al.(2014: 143)에서도 확인되었듯 이에 속하는 ‘too’나 ‘again’ 등의 표현은 전제 내
용을 아예 모르는 경우 그 발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는 특성을 보인다. 아래 예
를 보자.

(51) A: 민희도 집에 갔어.
전제: 민희 외에 누가 집에 갔다.
B: (민희 외에 누가 갔는지 모르는 경우) 또 누가 갔길래?

(51)의 B의 발화에서 볼 수 있듯이, B가 ‘민희 외에 누가 집에 갔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 쉽다. A의 발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어
렵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부류는 Cummins et al.(2013: 203-204)에서 ‘조응적’이라는 특성 아
래 묶을 만한 것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일차적 기능이 배경 정보로서의 명
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앞선 담화나 상황에 전제 내용을 연결지을 만한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특히 Zeevat이 해소 전제 유발 표현으로 분류한 분열
24) Simons(2006: 10)에서는 이들 표현의 유일한 기능이 전제를 유발하는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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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우, 전제되는 명제가 앞서 등장하지 않는다면 청자가 어색하게 느낄 만한 것
이다. 혹은 자연스레 전제된 명제가 앞서 이미 주어진 것처럼 수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분열문의 특성은 앞선 맥락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세 번째 부
류가 보이는 특성과 비슷해 보인다.
또한, 세 번째 부류가 꼭 ‘접근 가능하지 않은’ 명제를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
기도 하다. 다음의 예에서 전제되는 명제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52) (화·청자 모두 ‘상구가 춘천에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경우)
상구가 또 춘천 간대.
전제: 상구가 춘천에 다녀온 적이 있다.

괄호에 제시된 상황과 같이, (52)의 전제라고 할 만한 ‘상구가 춘천에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
다. 이때 ‘또’라는 표현의 역할은 ‘상구가 춘천에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앞선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달리 말하면 조응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Zeevat이 제시한 해소 전제 유발 표현과 세 번째 부류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위 두 부류를 하나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라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편, 어휘적 전제 유발 표현은 배경 정보로서의 명제를 가리키는 것만을 기능으
로 가지는 것은 아니다. Zeevat(1992: 397)에 따르면 이들 표현은 언급된 명제를
확인(identify)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는 두 부분으로 의미가 나뉘는 것으로, (53)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3) 가. 정수는 재훈이가 파리에 간 걸 안다.
전제: 재훈이가 파리에 갔다.
나. 재훈이가 파리에 갔다. 정수는 그걸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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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가)의 해석 과정은 재훈이가 파리에 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정수가
안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이다. (53나)와 같이 문장을 나
누면 그 과정이 어떻게 분할되는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53나)에서처럼 선
행 문장으로 ‘재훈이가 파리에 갔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주면, ‘알다’는 그
명제를 정수가 안다는 정도의 정보만을 더해주며, 이는 해당 명제가 두 번째 문장에
서 ‘그거’로 표현된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도 앞선 것을 가리키는 ‘도’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부류를 본고에서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이라 칭할 것이다. Zeevat이
기술한 대로 어휘적 전제 유발 표현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이 표현이 어떤 구나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들과 대비되어 ‘단어’ 수준에서의 전제
유발 표현을 가리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표현은 해당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이 두 과정으로 나뉜다는 데서 전제를 유발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므로, 표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
현’이라는 술어는 이를 강조하는 용어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모든 전제 유발 표현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다. 앞서
전제는 어떤 발화를 해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배경 정보를 나타낸다고 정리한 바
있다. 그렇다면 두 부류는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것이든, 수용을 통한 것이든, 또 다
른 의미를 얹든 모두 앞서 필요한 명제를 발화 해석에 끌어들이는 과정을 포함한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두 부류의 차이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가지는 기능은 앞선 명제를 가
리키는 것에 그치는 데 반해,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가리키는 역할뿐만 아니
라 이에 대한 기술까지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an der Sandt and Geurts(1991: 276-277)은 조응사와 전제의 가장 큰 차이점
을 조응사에 비해 전제가 의미적으로 풍부하다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렇기에
‘수용’의 과정이 조응사에서는 어려운 반면, 의미적으로 풍부한 전제는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전제 유발 표현 안에서도 앞선 명제를 가리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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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적인 기능이 중심인 것과 이에 더한 의미가 더 풍부한 것으로 나뉜다고 본다. 그
리고 그 분류가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두 가지인
것이다.
조응사에 비해 전제가 ‘수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Van der Sandt의 주장을 생각하
면, 본고의 분류가 각 전제 유발 표현이 유발하는 전제의 특성의 차이를 보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에 비해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의미가 더 풍부하다면,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이 ‘수용’의 과정을 더 용이하게
해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해석 과정이 두 가
지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는 전제 내용에 대한 기술에 중심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심 부분을 명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옮긴다면 해당 명제가 전경화되어 제보적 전
제로 쓰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의미 특성에 따른 구분
이 유발되는 각각의 전제의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음은 아래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살피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두 부류가 전제 유발 표현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
다. 전제의 기본적인 기능이 발화 해석에 필요한 배경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를 보여주는 전제 유발 표현들과 이에 더해 추가된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들로 이
분하는 것은 대부분의 전제 유발 표현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필
을 기본적인 필기 도구로서의 기능만 하는 연필과, 기본적인 필기 도구로서의 기능
을 하는 동시에 지우개까지 달려있거나 볼펜이 추가되는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하
는 것으로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러한 분류가 모든 연필 종류
를 포괄할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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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
3.1.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
여기서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 보고, 그 특성에 대해 이야기하
도록 한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조응적’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응사
(anaphor)와 비슷한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도 이야기했
지만, 전제가 조응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Van der Sandt(1992)에서 전제 설명에
적극적으로 이용되며 이후 논의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조응사는 앞선 맥락에서 자신의 선행사(antecedent)를 찾아 해석되어야 하는 것
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1)의 예와 같이 영어의 대명사가 조응사로 취급되어 왔다.

(1) John sleeps well. He might be tired.

(1)에서 ‘He’라는 표현은 앞선 맥락에 존재하는 ‘John’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의 맥
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자는 후행문의 ‘He’가 누굴 의미하는지 질문하게 될 것이
다. 이처럼 조응사는 앞선 맥락에서 정보를 찾을 수 없으면 해석되기 어렵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에 의해 유발된 전제 역시 앞선 맥락에 존재하는 것을 가
리키는 것을 중심 역할로 한다. 한정 기술이나 보조사 ‘도’의 경우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대표적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이다.

(2) 가. 영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
전제: 영국에는 총리가 있다.
나. 준수도 밥 먹었어.
전제: 준수 외의 누군가 밥을 먹었다.
다. 정진이 밥 먹었어. 준수도 밥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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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에는 ‘영국 총리’라는 한정 기술이 쓰여 ‘영국에는 총리가 있다’ 정도의 명제가
전제될 것이다. 이때 ‘영국 총리’라는 표현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을 만한 맥
락에 존재하는 개체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한정 기술은 화·청자가 공유하는 맥락에
존재하는 개체를 가리키는 조응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2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조사 ‘도’의 전제이다. 이 문장에서의 ‘도’는 ‘준
수 외의 누군가가 밥을 먹었다’라는 명제를 전제할 것이다. 이때 보조사 ‘도’가 하는
역할은 이와 같은 전제된 명제를 가리키는 기능에만 국한된다. 이 역시 앞선 어떤
맥락에서 필요한 명제를 이끄는 것으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라 할 만하다.
(2다)는 보조사 ‘도’가 조응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2다)
의 후행절이 단독으로 쓰인 (2나)의 경우 ‘준수 외의 누군가가 밥을 먹었다’라는 명
제가 전제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 (2다)에서는 그에 준하는 문장인 ‘정진
이 밥 먹었어’가 선행절로 나타나 있다. 이때 선행절이 없다면 ‘누군가’로 특정되지
않던 개체가 ‘정진이’로 특정되며, 보조사 ‘도’는 ‘정진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명제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다)의 예는 전제라고 할 만한 명제가 선행문에 의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 그런데 전제를 필요한 배경 정보로 발화 해석에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전제 유발 표현은 해당 전제를 표시해주는 것으로 본다면 이 예에서 보조사
‘도’는 전제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필요한 배경 정보가 선행문에 명시적으로 주
어져 이미 청자의 심리 속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전제 유발 표현으로 이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조사 ‘도’는 전제를 유발한다기보다
앞선 명제를 조응적으로 받아주는 역할만을 하게 된다.
이들 표현의 조응적인 특성은 가정의 맥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의 예에서
전제라고 할 만한 것은 가정의 맥락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이 아니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한정 기술이나 보조사 ‘도’는 앞선 명제를 가리키는 조응적 역할을 수행한다.

(3) 가. 한국이 입헌군주국이었다면, 왕실은 세금으로 운영되었을 거야.
나. 진형이가 집에 갔으면, 학진이도 집에 갔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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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의 후행절에 나타나는 ‘왕실’이라는 표현은 ‘(한국) 왕실이 존재한다’ 정도의
명제를 전제할 만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제는 선행절을 통해 가정적인 상
황으로 나타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제가 실제 상황과의 비교를 동반한다면,
(3가)의 ‘(한국) 왕실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3가)의 ‘왕실’이라는 표현은 가정의 상황에 있을 ‘(한국)
왕실’을 가리키는 것이기는 하다. 이는 실제 상황과 비교하는 전제로서의 쓰임이 아
니라 앞선 맥락과 관련된 명제를 가리키는 조응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3나)의 보조사 ‘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후행절의 ‘도’가 유발할 만한 전제라는
것은 ‘학진이 외의 누군가가 집에 갔다’라는 것이다. 이때 (2다)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구체적인 명제가 ‘진형이가 집에 갔다’라는 정도로 선행절에 나타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가정의 상황이므로 역시 사실이라 하기 어렵고, 전제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조사 ‘도’가 가리키는 것이 선행절이 나타내는 명제라는 것
은 분명한 일이다. 결국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전제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지 못
하더라도 앞선 명제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조응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
는 표현들이라 할 수 있다.
한편 (3가)에서도 엿볼 수 있듯,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이 앞선 맥락에 존재하
는 명제를 가리킬 때, 해당 명제가 꼭 이미 존재하는 명제와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3가)의 선행절에 한국이 입헌군주국임올 보이는 것과 후행절의 ‘왕실’이
‘(한국) 왕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입헌군주국이라면 왕실이 존재한다’ 정도의 명제는 선행절의 명제를 바탕으로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전제를 유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맥락에 이미 존재하거나,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의 것 혹은 청자가 쉽게 추
론할 수 있는 명제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기본적인 기능이 앞선 맥락의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유발되는 전제는 앞선 맥락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때의 전제
내용은 화·청자 사이에 이미 공유되고 있는 명제이거나 청자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명제여야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에 청자가 해당 명제를 알지 못하더라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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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수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하
나인 반복 표현이 쓰일 경우, (4)의 경우와 같이 B는 A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제를 몰랐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4) A: 정아 또 미국 갔어.
전제: 정아가 전에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
B: (정아가 전에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음을 모를 경우) 지난번엔 어디 갔었지?

‘수용’이라는 것은 청자의 심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여러 맥락에 따라 달리 나타
날 수 있기에 직접적으로 증명해 보이기는 어렵다. 다만, (4)의 대화쌍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청자인 B가 ‘정아가 전에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난번에 간 미국의 도시는 어디인지 묻는 발화가 가능한 모습은 청자가 전제를 수
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유발하는 전제는 취소가 어렵다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
다. 보조사 ‘도’가 쓰인 다음과 같은 발화를 예로 들 수 있다.

(5) 가. 진우는 우진이도 집에 갔다고 믿어.25)
전제: 우진이 외의 누군가가 집에 갔다.
나. 진우는 우진이도 집에 갔다고 믿어. *우진이는 혼자 갔는데 말이야.
다. 진우는 우진이도 집에 갔다고 믿어. 우진이는 아직 여기 있는데 말이야.

전제는 대개 믿음을 의미하는 동사나 말하기 동사의 내포절로 삽입되면 취소된다
(Huang 2014: 94-95).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5가)의 경우, ‘믿다’라는 믿음의 의
미를 가지는 동사에 내포되었음에도 우진이 외의 누군가가 집에 갔다는 전제는 그
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직접 인용처럼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경우라면

25)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살아남는지 살
아남지 못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강한 전제 유발 표현의 판별
에도 간접 발화 보고를 활용한 것을 살핀 바 있는데, 같은 이유로 여기서도 간접 인용만을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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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제 역시 사라질 테지만, (5가)의 발화에서 우진이 외의 다른 사람 역시
집에 갔다는 명제는 배경 정보로 이용된다고 볼 만하다.
이때 전제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5나, 다)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5나)의 선행문의 전제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뒤에 전제를 부정하는 문장을
덧붙일 경우 어색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5나)와 같은 문장의 연쇄는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는 보조사 ‘도’의 힘으로 유발된 선행문의 전제가 청자
의 의식에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5다)의 후행문은 이와 같은 측면을 방증해주는 또 다른 예이다. (5다)의 후행문
에서 부정되는 것은 우진이가 집에 갔다는 내포절의 단언의 명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진이’라는 표현 뒤에 보조사 ‘는’이 결합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는’은 우진이 외의 누군가는 여기 있지 않다는, 대조의 의미를 더하는 것으로 보
인다. 이는 결국 (5다) 선행문 내포절의 ‘누군가 집에 갔다’라는 전제 내용이 후행
문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소가 어려운 것은 조응적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선 명제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특성 덕분에, 일명 ‘세계 창조(world-creating)’ 동사26)들로 전제가 취
소될 만한 상황이 주어져도 전제가 살아남는 것이다. 물론 전제는 기본적으로 취소
가능한 추론 과정으로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 유발된 전제도 상위언어적 부
정이나 세상 지식을 통해서 취소될 수 있다. 앞서 (3)의 가정의 맥락에서 전제가 취
소되는 것도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서 다룰 어휘
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 중에서도 앞선 맥락에 전제 내용이 주어지면 필수적
으로 쓰여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나뉜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라는 술
어가 조응사와 비슷한 역할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임은 앞서 언급하였
다. 그런데 선행사가 존재한다면 의무적으로 쓰여야 하는 조응사와 달리 조응적 전
제 유발 표현에는 의무적으로 쓰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으므로 따로 살필 만하다.
또한 구체적 표현들로 확인하겠지만, 실제로 이들 특성에 따라 취소 가능성의 정도
에 차이가 보이는 듯하다.
26) 이는 Green(1996: 77-78)에서 제시된 술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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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맥락을 가리킨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 중 특정 표현들은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가 이전 맥락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
우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앞서 (2나)의 예를 변형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6) 가. 정진이 밥 먹었어. 준수도 밥 먹었어.
나. 정진이 밥 먹었어. ?준수가 밥 먹었어.

(6가)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발화이다. 그런데 (6나)의 발화
는 보조사 ‘도’가 쓰이지 않았을 뿐인데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이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 중에는 해당 표현의 전제 구조가 앞선 맥락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
필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이를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전제 유발 표현
으로 분류할 것이다.
반면, 조응적인 쓰임을 가지지만 필수적 쓰임을 가지지는 않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이 절에서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쓰일 필요
는 없는 것으로, 조응적인 특징이 필수적 쓰임을 갖는 전제 유발 표현들에 비해 약
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예로는 (7)에 쓰인 부사 ‘더’를 예로 들
수 있다.

(7) (청자가 밥을 먹고 있다가 밥 공기를 비운 상황)
가. 밥 잘 먹네. 더 먹어.
나. 밥 잘 먹네. 많이 먹어.

부사 ‘더’의 경우 결합한 명제와 관련된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음을 전제한다. (7가)
의 후행문의 경우, 청자가 이전에 무언가 먹고 있었다는 상황이 전제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선행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있는데, 이때 ‘더’는
선행문이 표현하는 명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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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같은 선행문을 가진다 해도, (7나)와 같이 부사 ‘더’를 사용하지 않는 경
우를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전에 주어진 명제를 가리키기 위해 부사 ‘더’를 의무적
으로 사용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6)에서 보조사 ‘도’가
보이는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쓰임새에 따라 구분되는 종
류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특성의 차이는 필수적 쓰임을 갖는 전제 유발 표현이 더 강한 전제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취소가 쉽지 않고 수용의 힘이 강할 경우를 전제의
강도가 강하다고 이야기한다면, 필수적 쓰임을 갖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전제
강도는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이 명시적으로 주어지면 필수적으
로 써야 하는 만큼 앞선 맥락과의 조응성의 정도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정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을 일부 정
리하고, 이들의 실제 쓰임을 바탕으로 각각의 특성을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3.2.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전제 유발 표현
3.2.1. 보조사 ‘도’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살피며 보조사 ‘도’의 전제와 관련된 특성을 몇
가지 확인한 바 있다. 여기서는 보조사 ‘도’가 유발하는 전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것이 조응적 전제로서 가지는 특성들을 어떻게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보조사 ‘도’는 명시된 주체 외의 개체 또한 문장에 표현된 사건을 겪거나 상태를
지닌다는 전제를 유발한다. 이때 보조사 ‘도’를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 표현이 유발하는 추론이 전제의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여
기서는 1) 배경성, 2) 취소 가능성,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이라는 전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보조사 ‘도’가 유발하는 추론이 전제인지 판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조사 ‘도’가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만큼,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징과 모습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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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성
우선, 배경성에 대해 살필 수 있다. 보조사 ‘도’가 유발하는 추론이 배경적이라는
점은 아래 (8)에서와 같이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특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 가. 민희도 술을 마셨어.
전제: 민희 외의 누군가 술을 마셨다.
나. 민희도 술을 마시지는 않았어. 지수 혼자 마셨지.27)

(8가)의 전제는 (8나)와 같은 부정문에서도 유지된다. 대개 배경 정보의 지위를 가
지는 것은 부정의 영향권(scope) 안에 들어가지 않음을 생각하면, 보조사 ‘도’가 유
발하는 추론은 배경적이라 할 만하다. 이는 거짓말 테스트의 예를 보인 (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 A: 현경이도 스키장 갔어.
전제: 현경이 외의 누군가 스키장에 갔다.
B1: 아니야, 현경이 안 갔어.
B2: ?아니야, 현경이만 스키장 갔어.

(9)의 A의 발화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는 B1이나 B2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때 현경
이가 스키장에 갔다는 단언 내용을 부정하는 (9B1)은 자연스러우나, 전제 내용을
부정하는 (9B2)의 응답은 어색하게 느껴진다. 일차적인 부정의 대상은 단언이 되고
배경적인 정보는 일차적인 부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면, (9)의 A에
서 추론되는 명제는 배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 ‘민희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는 민희 또한 안 마셨다는 의미와 민희도 마신 것은 아니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진다. 이때 (8나)에서는 후자를 의미할 수 있도록 보
조사 ‘는’을 추가해준 것이며, 그럼에도 직관의 차이가 있을까 우려하여 ‘지수 혼자 마셨지’
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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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 가능성
보조사 ‘도’의 추론이 전제라는 점은 이 추론이 취소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10)에서 ‘나 외의 누군가가 집에 간다’라는 전제는 유지되지 않는다. 이
때 ‘도’는 단순히 ‘은정이가 집에 가는’ 가상의 상황만을 가리킬 뿐이다.

(10) 만약 은정이가 집에 간다면, 나도 갈 거야.

가정의 맥락은 실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의 비교를 수반하는 전제의
특성상 전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보조사 ‘도’의 추론은 이와 같은 전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10)의 ‘도’가 가상의 상황일지라도 은정이가 집에 가는 상황
을 가리키기는 하는데, 이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 전제를 유발하지 못하더라도 앞의 맥락에 주어진 상황을 조응적으로 가
리켜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후행절에 보조사 ‘도’가 쓰인 (10)의 경우와 달리, 선행절에 보조사 ‘도’가
쓰인 경우 이것이 유발하는 전제는 취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의 예를 보자.

(11) 가. 만약 민희도 책을 샀다면, 지수가 고마워할 거야.
나. 만약 민희도 책을 샀다면, 지수가 고마워할 거야. *민희 혼자 책을 사긴 했지만.
다. 만약 민희도 책을 샀다면, 지수가 고마워할 거야. 민희는 책을 안 사긴 했지만.

(11가)의 예에서는 민희 외의 다른 사람이 책을 샀다는 전제가 유지된다. 가정의
맥락에 들어섰다고 해도, ‘도’가 가리키는 것은 전제에 해당하는 앞선 맥락이기 때문
이다. 이는 (11나)와 (11다)의 모습을 비교하는 경우 더 분명해진다. (11가)의 전
제는 유지되어 (11나)와 같이 뒤에 전제를 부정하는 문장을 더할 경우 어색해진다.
반면 (11다)와 같이 (11가) 선행절의 단언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정의 맥락에 영향
을 받아 쉽게 부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보조사 ‘도’의 전제가 취소되지는 않음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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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유발되는 전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발화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보
조사 ‘도’가 유발하는 추론을 전제로 보도록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모습은
(12)에서 확인된다.

(12) A: (건형이만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학교에 건형이도 있어.
B1: 뭔 소리야, 건형이만 학교에 있어.
B2: *아니야, 건형이만 학교에 있어.

(12)에서 A의 발화는 전제가 사실이 아닌, 즉 전제 실패(failure)의 경우를 보여주
고 있다. 이때 전제가 실패했다면 (12B2)의 응답과 같이 ‘아니야’라는 반응은 자연
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12B1)과 같이 A의 발화 전체를 어색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2A)의 발화가 진리치를 따질 만한 것이 아닌, 상당히 어색
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조사 ‘도’가 유발하는 추론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도 전제라 할 만하다.

4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징
보조사 ‘도’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에 속한다. 앞선 상황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
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자가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할
때 (13)처럼 발화를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이
해할 수 있다.

(13) A: 학준이도 인도 다녀왔대.
전제: 학준이 외의 누군가가 인도에 다녀왔다.
B: (주변에 인도 다녀온 사람을 모르는 경우) 또 누가 다녀왔길래?

(13A)의 발화는 학준이 외의 누군가가 인도에 다녀왔음을 전제한다. 만약 B가 누군
가 다른 사람이 인도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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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십상이다. 이는 앞선 맥락에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청자가 필
요한 상황 혹은 명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이를 수용하
고 학준이의 인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으나, (13B)와 같이 전제된 명제의
정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조사 ‘도’가 가진 조응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무엇이든 완벽하게 처리할 것 같았던 민수가 과제 제출을 늦게 했다는 소
식을 듣고 (14)의 예와 같은 발화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다른 대화가 이루어
진 상태가 아니라면, 과연 앞선 상황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지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다.

(14) 민수도 사람이었구나.
전제: 이전에는 민수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온 ‘도’의 전제 설명에 따르면 (14)의 전제는 ‘민수 외의 누군가도 사
람이었다’ 정도의 명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14)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모
란 없을 것 같던 민수 역시도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14)의 전제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임동훈(2015: 341-342)에서 지적하였듯, 영
향권(scop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14)는 ‘도’에 의해 나타나는 대안 집합이 ‘민
수 외의 사람인 개체들’이 아니라 ‘그동안 민수가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았던
다른 일들’ 정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14)에서 사용된
‘도’의 영향권은 ‘민수가 사람이-’ 정도가 된다. 이때 청자는 보조사 ‘도’가 유발하는
이와 같은 대안 집합을 전제로 받아들이고, 이를 배경 정보로 하여 그동안 민수가
했던 일들은 인간적이지 않았으나 지금 보여준 면모는 인간적이라는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청자가 민수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14)의 발화
를 접하면 매우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라는 점이다. 대화 상황에서 (14)가 첫 발화
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전에 민수가 인간적이지 못한 면모를 보였다는 점을 청자
가 알면 쉽게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민수가 인간적이지 못한 면모를 보여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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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르는 청자라면 (14)를 듣고 ‘왜? 쟤 원래 어땠는데?’ 정도의 반응을 보일 가능
성이 크다. 전제된 내용을 전혀 추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즉 앞선 상황에 연결
시키기 어렵다면 수용이 어려워진다.
또한 ‘도’가 조응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은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가 이전 맥락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더 강하게 드러난다. (15)
의 예는 ‘도’가 쓰이지 않으면 어색하게 느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15) 가. 은정이 이번에 임용 고사 봤어. 후현이도 봤어.
나. 은정이 이번에 임용 고사 봤어. *후현이가 봤어.

(15가)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발화이다. 그런데 (15나)의 발화는 보조사 ‘도’가 쓰
이지 않았을 뿐인데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처럼 보조사 ‘도’는 전제 구조가 앞선 맥
락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 필수적으로 쓰이는 모습을 보인다.28)
한편 보조사 ‘도’는 조응성을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가정절에 내포되는 경우가 아
니라면 취소가 어려워 보인다. 아래 예를 통해 이를 살필 수 있다.

(16) 가. 요즘에는 경기도 집값도 만만치 않아.
나. 민희가 요즘에는 경기도 집값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전제: 경기도 외 지역의 집값이 만만치 않다.

‘시작하다’와 같은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전제는 말하기 동사에 내포되면 쉽
게 취소된다. 그러나 (16나)에서와 같이 보조사 ‘도’가 쓰인 경우에는 (16가)의 전
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제가 유지되는지는 (16나) 뒤에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 외
에는 살 만하다’ 정도의 발화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가 하는 여부로 판단할 수 있
다. 전제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이런 발화는 쉽게 이어지겠지만, (16나)의 경우, 이

28) 영어에서 아래와 같이 조응사가 꼭 쓰여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ⅰ) a. John is student. He has to go to school today.
b. John is student. *John has to go to school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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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색한 발화가 된다.
이처럼 취소가 어렵다는 특성은 ‘도’를 고정 함축으로 보는 논의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최규련 2001: 308). 다만 (10)에서와 같이 어떤 맥락에서는 취소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 참이 아닐 경우 전체 발화를 어색하게 느껴지게 한다는 점은
‘도’가 유발하는 추론을 고정 함축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 전제와 함축의 차이를 살
피며 확인하였듯이, 함축은 전체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보조사 ‘도’가 유발하는 전제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것과 같이, 보조
사 ‘도’가 유발하는 전제는 어떤 맥락에서는 다른 전제 유발 표현의 전제와 마찬가
지로 쉽게 취소되지만, 맥락에 따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전제 유발 표현
마다 취소 가능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보조사 ‘도’는 위에서
살핀 것을 바탕으로 할 때 취소가 어려운 편에 속하는 전제 유발 표현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보조사의 역할을 들어 보조사 ‘도’가 조응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다. 임동훈(2015: 339)에서도 지적하였듯, 보조사 ‘도’가 이미
맥락에 존재하는 대안집합을 ‘표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을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합된 개체를 초점으로 표시해준다는 점이다. 앞
선 맥락에 대안집합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도 발화를 바탕으로 청자가 생성해낸다는
것인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살필 수 있다.

(17) 용석이도 대학원 간대.
전제: 용석이 외의 누군가가 대학원에 갔다(간다고 했다).

화자가 청자를 만나 처음 한 이야기가 (17)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용석이 외의 누군가가 대학원에 갔다’ 혹은 ‘간다고 했다’ 정도의 명제가 전
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청자가 (17)의 발화를 처음 들었다면 해
당 전제 내용이 이미 공유된 맥락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일까?
(17)과 같은 발화 앞에 다른 발화가 없다고 해서 (17)이 조응할 만한 공유된 맥
락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청자는 (17)의 발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 용석이 외의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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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대학원에 갔다는, 화자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연결할 것이다. (17)의 청자가
대학원생이거나 최근에 (17)의 화자와 나눈 대화가 대학원 진학에 관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공유된 상황이 전혀
없이 (17)의 발화를 듣는다면, ‘갑자기 뭔 소리야?’ 정도의 반응이 나올 법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는 대안집합을 상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질문할 수 있다.

(18) 달도 참 밝구나! (임동훈 2015: 343)
전제: 달이 밝은 것 외의 무언가가 있다.

(18)의 전제로는 ‘달 이외의 것도 참 밝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18)의 화자가
밤하늘을 보며 별도, 달도 밝다는 정도의 내용을 전달할 때 이와 같은 전제가 전달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가 전부는 아닌 듯하다. 임동훈(2015: 341-342)에서 지적
하였듯이, 보조사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영향권(scope)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즉, (18)에서 나타나는 것이 앞서와 같이 ‘달 이외의 것도 참 밝다’는 전제일 수
도 있으나, ‘달이 밝은 것 외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맥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화자의 기분이 좋은 경우 혹은 어떤 좋
은 소식을 들은 직후 그만큼 ‘달이 밝은 일’ 외의 좋은 일 또한 일어났다는 전제를
전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임동훈(2015: 343-344)에서 지적된 것처럼, 맥락상
드러나지 않더라도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태가 대안집합의 요소일 수도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보조사 ‘도’가 유발하는 전제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보이는 특성대로
꼭 결합하는 표현 외의 명제 요소가 동일하지는 않아도 된다. 다음의 예를 바탕으로
이를 살피도록 하자.

(19) 첫째도 결혼하고 둘째도 취직하고 …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구나. (임동훈
2015: 343)
전제: 첫째가 결혼하는 것, 둘째가 취직하는 것 외의 좋은 일들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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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예에서 보조사 ‘도’는 첫째가 결혼하는 것과 둘째가 취직하는 것이 ‘좋은 일’
의 한 가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첫째가 결혼하는 것, 둘째가 취직하는 것 외의 좋은 일들이 생긴다’ 정도일 것이다.
결국 ‘도’의 영향권이 ‘첫째’나 ‘둘째’와 같은 개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절
전반이 표현하는 명제가 되어 이것이 전제된다고 할 수 있다. 꼭 같은 명제가 아닌,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명제도 전제로 가진다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이 여
기서 드러난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인 ‘도’는 기본적으로 청자가 어떤 맥락을 찾아 ‘도’
가 유발하는 전제를 연결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
은 해당 명제를 먼저 식별하고, 이에 대한 단언을 한다는 점에서 해당 명제가 그대
로 전제되는 반면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관련있는 맥락’이면 괜찮다는 점이 여
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모든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그러한 특성을 보이
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명제를 전제로 가지는 표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아래 다른 항목들을 다루며 살필 수 있다.

3.2.2. 반복 표현
반복 표현에 해당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다시, 또’
정도의 표현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영어의 ‘again’에 대당하는 표현으
로 큰 의심없이 한국어에서도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으로 다뤄져 온 바 있다(문금현
2004, 양용준 2018 등). 이들이 전제를 유발하는 모습을 간단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 두희 {또/다시} 여행 간다고 하던데?
전제: 이전에 두희가 여행을 간 적이 있다.

(20)의 예문에서는 ‘발화 이전에 두희가 여행을 간 적이 있다’ 정도의 전제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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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그런데 같은 배경 정보를 이용한다고 할 만한 표현으로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
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1) 가. 승준이 유럽 가는 게 벌써 세 번째래.
전제: 승준이가 이전에 유럽을 두 번 다녀왔다.
나. 이승훈 차인 게 벌써 두 번째야.
전제: 이승훈이 이전에 차인 적이 있다.

(21가)는 승준이가 유럽을 이전에 두 번 다녀왔다는 것이 전제된다. (21나) 역시
이승훈이라는 개체가 이전에 차인 적이 있음을 전제하는 발화이다. 이와 같이 구체
적인 표현에 따라 횟수는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이전에 동일한 경험이 있음’
정도의 것을 나타내는 명제가 전제된다. 이 절에서는 이들 표현과 유사한 전제를 유
발하는 ‘다시, 또’를 반복 표현의 대표적 예 중 하나로 취급하여 이들의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1 배경성
반복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가 전제라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 이들 의미가 배경적
이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22) 가. 두희 {또/다시} 여행 간다고 하던데?
전제: 이전에 두희가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나. 아니야, 사정이 생겨서 못 간대.
다. 아니야, 안 가기로 했대.
라. *아니야, 걔 여행 간 적 없어.

(22나, 다, 라)는 (22가)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될 만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거짓말 테스트를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나, 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상황
이든 주체의 의지가 그렇든 ‘여행을 간다고 한다’는 단언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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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럽다. 이는 (22가)의 발화를 통해 주로 전달되는
내용이 여행을 간다고 하는 소식에 대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반면 (22라)와 같은 응답은 반복 표현이 유발하는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부정
하려는 응답이다. 이와 같은 응답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2라)와 같이 일차
적인 부정 응답이 불가한 특성을 가지는 ‘두희가 여행을 간 적이 있다’라는 내용은
배경성이라는 전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부정문에서도 유지된다는 것은 배경성을 잘 보여주는 검증법이긴 하지만, 반복 표
현에서는 (8)의 예와 달리 (23)처럼 부정문에서 전제가 달라져 이를 바탕으로 배경
성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23) 가. 민지가 {또/다시} 문자를 보냈어.
전제: 민지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나. 민지가 {또/다시} 문자를 안 보냈어.
전제: 민지가 문자를 안 보낸 적이 있다.
다. 민지가 {또/다시}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어.
전제: 민지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23가)에는 ‘민지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된다. 반면 (23나)는 ‘민
지가 문자를 안 보낸 적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
정문으로 배경성을 검증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다만, (23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부정문의 형태를 바꾸어준다면 (23가)에서 나
타나는 전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정이 이끄는 영향권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즉, 부정문을 검증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3가)의 명제 내용 전
부가 부정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23다)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3나)와 같이 서술어만 부정의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전제되는 명제는 얼
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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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 가능성
반복 표현으로 유발되는 전제는 (24)에서와 같이 충분히 취소가 가능한 것이다.

(24) 가. 정인이가 {또/다시} 뮤지컬 음악 작업을 해.
전제: 정인이가 뮤지컬 음악 작업을 한 적이 있다.
나. 현승이가 정인이가 {또/다시} 뮤지컬 음악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
다. 정인이가 {또/다시} 뮤지컬 음악 작업을 하진 않았어. ?뭐, 뮤지컬 음악 작
업을 시작한 적도 없지만.

(24가)에서는 ‘정인이가 뮤지컬 음악 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정도의 명제가 전제된
다. 이와 같은 전제는 (24나)와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구성 안에 들어가
도 여전히 유지되는 듯하다. 물론 단순히 현승이의 말을 전달한다는 맥락 안에 들어
간다면 이 역시 취소될 만한 전제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정인이가 뮤지컬 음악 작업
을 시작한 적이 있다는 전제는 유지된다. (24나) 뒤에 ‘정인이가 음악 작업을 한 적
은 없는데 말이다’ 정도의 문장을 붙이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전제된 명
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4다)는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다루어질 만한 예이다. 그간 전제는 문장 혹은 발
화를 수정함으로써, 상위언어적으로 쉽게 부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어 왔다. 그러
나 (24다)와 같이 반복 표현에 의해 유발된 전제 내용은 단순히 그 내용을 부정하
여 취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인이가 뮤지컬 음악 작업을 시작한 적이 없는데도
(24다)의 선행절과 같은 발화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대개
전제의 특징으로 다루어지던 취소 가능성이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인 반복
표현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맥락에 반복 표현이 쓰일 때는 이들이 유발하는 전제
역시 취소된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25) 만약 후현이랑 밥 먹은 적 있으면, 후현이랑 {또/다시} 같이 밥 먹게 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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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후행절에서는 반복 표현으로 인해 ‘후현이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다’라는
전제가 유발된다. 그러나 선행절에서 이와 같은 명제가 가상의 상황으로 나타나 있
다. 물론 상황에 따라 청자가 이전 시기에 후현이랑 밥을 먹은 사실이 있어 해당 명
제가 마치 전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우연히 상황이 일치한 것
뿐, (25)의 발화로 전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
실로 전제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5)의 후행절에서 반복 표현은 앞서 가상의 상황으로 제시된 명제를
조응적으로 가리키는 역할은 유지하고 있다. 전제를 유발하는 반복 표현의 전제 구
조가 실제 담화 상황과 맞지 않아 전제는 취소되었으나, 여전히 가상의 상황에서 이
에 해당하는 명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복 표현이 조응적 전제 유발 표
현의 하나라는 증거가 된다.
반복 표현이 유발하는 전제는 가정의 맥락 선행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취소
되지 않는다. 이는 아래 (26)에서 확인할 수 있다.

(26) 가. 만약 그 가게에 또 가면, 라면 좀 사다 줘.
나. 만약 그 가게에 또 가면, 라면 좀 사다 줘. *그 가게 간 적 없긴 하겠지만.

(26가)의 경우 가게에 간 적이 있다는 전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26나)에서처럼 전
제 내용을 부정하는 문장이 덧붙으면 상당히 어색해진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보조사 ‘도’가 보인 특성과도 마찬가지이다. 이때는 (26)에서 보이는 가정
의 맥락 밖에 위치한 맥락을 배경 정보로 끌고 들어오게 된다.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전체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7)과 같이 반복 표현이 유발하는 전제가 거짓이라면 전체
문장의 진리치를 따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을 어색하게 느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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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B가 한 끼도 못 먹고 간식을 먹고 있는 상황)
A: 또 초콜렛 먹네.
B1: 뭔 소리야, 오늘 첫끼야.
B2: ?아니야, 초콜렛 먹은 적 없어.

(27)의 예에서 A의 발화는 ‘(청자가) 초콜렛을 먹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B가 사실은 그날 처음 먹는 음식이었다면 B1과 같이 ‘뭔 소리야’라는 반응
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신경이 곤두서있다면 짜증 섞인 목소리일 것임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반면 (27B2)와 같이 A의 발화가 거짓임을 밝히는 발화는 적절하지 않게
느껴진다. 전제 실패 상황에서는 진리치를 따지는 것보다 전체 발화의 적절성에 의
문을 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

4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징
반복 표현 역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므로 청자가 쉽게 추론하여 배경 정보로 끌
어 들고 올 만한 맥락이라면 상당히 뜬금없는 상황에서도 반복 표현이 쓰일 수 있다.
(28)은 뜬금없는 발화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화·청자 간의 공유된 경험이 필요하다.

(28) 야, 학주 또 교문에서 머리 잡고 있어.
전제: 학주가 교문에서 두발 단속을 한 적이 있다.

(28)과 같은 예는 고등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의 대화에 등장할 만한 발화이다. 그런
데 (28)의 발화는 주로 두발 단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장면에서 등장하기보
다는 어떤 친구가 학주(학생 주임 선생님)가 두발 단속을 하는 광경을 보고, 이를
다른 친구에게 경고하는 경우에 쓰일 법한 것이다.
그렇다면 (28)의 반복 표현이 유발하는 전제가 대화 상황에 이미 화·청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맥락에 존재하고 있는 명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상황은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이전에 학주에게 크게 혼
났던 경험을 상기시키거나 아슬아슬하게 피해갔던 상황을 상기시키는, 학교라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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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상황 안에서 쉽게 추론이 가능한 명제를 배경 정보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주가 교문에서 머리를 잡았던 기억이 전혀 없는 청자의 경우, 이와
같은 추론도 어렵기에 (28)의 발화를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반복 표현이 (28)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전의 공유된 맥락을 강하게 끌
고 들어올 것을 요구하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
기할 수 있다.
이들 반복 표현 중 ‘또’는 보조사 ‘도’와 마찬가지로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꼭
동일한 사건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9) 정아 또 유럽 가더라. 미국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으면서.

(29)는 정아가 유럽을 간다는 소식에 반복 표현 ‘또’를 사용해 발화를 한 경우이다.
이때 이어지는 발화는 정아가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럽을
가는 사건과 미국을 다녀온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두 사
건은 ‘어딘가 다녀왔다’는 정도의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9)의 예
를 보면 사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도 충분히 전제가 유발된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다시’는 유사성만을 바탕으로 하여 전제가 유발되지는 않는 듯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한다.

(30) 가. 경제적 위기가 오면 이전에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
전제: 어떤 정책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
나. 재훈이 다시 집에 갔어. 지난번에도 집에 가더니만.
나’. 재훈이 다시 집에 갔어. *지난번에도 기숙사로 가더니.

(30가)의 예에서는 어떤 정책을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음이 전제된다. 이는 (30가)
의 단언에서 나타나는 명제와 동일한 ‘어떤 정책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다.
(30나)의 전제 역시 ‘집에 갔다’라는 명제를 바탕으로 나타난다.
(30나’)의 경우를 보면, 집에 가는 사건과 비슷하다고 할 만한 기숙사로 가는 사

- 77 -

건을 바탕으로 발화 연쇄를 만들었을 때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예문을 통해 ‘다시’는 ‘또’와 달리 관련 있는 상황만으로 전제가 유발되지는 않
으며, 동일한 사건을 전제 내용으로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반복 표현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접두사 ‘재-(再)’ 역시 ‘다시’
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래 예를 통해 이런 모습을 확인해보자.

(31) 우리 학교는 재시험을 보기로 하였다.
전제: 우리 학교가 이전에 시험을 본 적이 있다.

(31)과 같은 예에서는 ‘우리 학교가 이전에 시험을 본 적이 있다’ 정도의 명제가 전
제된다. ‘수행평가를 본 적이 있다’거나 ‘면접을 본 적이 있다’는 등의 명제는 (31)
의 전제가 될 수 없다. 시험과 관련이 있을 만한 명제이기는 하나, 접두사 ‘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의하여 동일한 사건만이 전제될 뿐이다. 이는 앞서 ‘다시’가 전
제를 유발하는 상황을 살폈을 때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접두사 ‘재-’는 일부 어휘와 결합할 경우, 전제를 유발한다기보다 하나의
관습화된 어휘로 굳어진 듯한 예가 확인된다.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32) 새로 발굴된 사료에 의하여 경복궁의 가치가 재발견되었다.

(32)의 발화는 ‘경복궁의 가치가 발견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물
론 어느 시점에 경복궁의 가치가 확립되었음을 가정하고 이러한 발화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발견이라는 어휘가 가진 의미와 ‘재-’라는 접두사
가 동일한 사건 외의 것을 전제하지는 않음을 생각하면, (32)가 전제할 만한 명제
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는, 전제 의미를 활용한 관습화된 표현으로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반복 표현은 이 표현들이 유발하는 전제 내용이 앞서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면 필수적으로 쓰인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음의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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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났으나, 재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났으나,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
어왔다.
나. 모기가 작년에도 9월에 성가시게 하더니, 올해 {*∅/또/다시} 그러네.

(33가, 가’)는 접두사 ‘재-’로 인해 유발될 ‘검토를 한 적이 있다’라는 전제가 선행
절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이다. (33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때 ‘재-’가 부착
된 표현은 자연스럽게 수용할 만하다. 그러나 (33가’)의 경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물론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람이 이전에 검토 사실을 모르고 발화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 어색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33가’)와 같이 해당 발
화를 간접 형식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접두사 ‘재-’ 혹은 다른 반복 표현을 더하지
않고서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33나)는 모기가 성가시게 한다는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경우 발화할 만한 예
이다. 이때 역시 ‘또, 다시’와 같은 반복 표현이 후행절에 없는 경우 전체 발화가 어
색하게 느껴진다. 이 역시 앞선 맥락에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 반복 표현이 의무적으로 쓰여야 함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도’의 경우와 같이 이때의 반복 표현의 쓰임은 전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
다. 앞서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맥락에 해당 내용이 서술되었기 때문에, 반복 표현
이 이를 더 표현해 줄 필요는 없게 된다. 결국 전제를 유발하는 기능 대신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인 반복 표현의 조응적 기능만이 남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2.3. 분열문
영어의 경우, 분열문은 Prince(1978)에서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루어졌으며, 이후
의 많은 논의에서도 분열문을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로 정리하고 있다. 영어의 분열
문은 크게 it-분열문과 wh-분열문이 있는데, 이는 아래의 예와 같은 모습으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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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 What John lost was his keys.
나. It was his keys that John lost.
(Prince 1978: 883)

(34)의 예는 ‘John lost his keys’ 정도의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분열문을
이용하여 다르게 표현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분열문의 유형은 최윤지(2016)에서 나누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그
에 따르면, 한국어 분열문은 주로 ‘것’ 절을 사용해 표현되는데, 이때 ‘것’ 절에 결합
하는 것을 전제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최윤지(2016: 250-251)에서는 한국어
분열문에 대해 논하며, ‘것’절이 주어로 나타나며 분열된 성분이 보어로 나타난 계사
문 형식에 한정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때 분열문에서는 열린 명제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최윤지(2016: 251)에서는 한국어 분열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크게 ‘~ㄴ 것은
~이다’와 ‘ ~ㄴ 것이 ~이다’ 꼴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본고에서
도 두 유형을 바탕으로 분열문의 전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국어 분열문에
나타나는 전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35) 가.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열쇠다.
전제: 철수가 x를 잃어버렸다.
나.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열쇠다.
전제: 철수가 x를 잃어버렸다.
(최윤지 2016: 251)

이때 (35가, 나) 두 예문 모두에서 ‘철수가 x를 잃어버렸다’라는 이른바 열린 명제
가 전제된다. 최윤지(2016)에서는 분열문의 상대적 정보 구조, 즉 화제와 초점 관
계라는 주요 범주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열문에 나타나는 열린 명제는
상대적 전제라 칭할 만한 것이라 하였다.
이때 상대적 전제는 초점의 상보적 요소로서의 전제를 일컫는 것으로(최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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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80), 우리는 서론에서 문장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상대적 전제는 전제
유발 표현의 범주 내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어떤 문답의 대화쌍을
생각했을 때 질문으로 주어지는 상대적 전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
를 보자.

(36) A: 어제 족발은 누구랑 먹었어? B: 족발 해정이랑 먹었어.
상대적 전제: 화자는 어제 x랑 족발을 먹었다.

(36)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적 전제는, Chomsky(1969) 식의 초점-전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상정할 수 있는 전제이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제는 ‘발화
해석의 배경 정보’로서의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특정 표현에서 유발되는 전제만을
다루고자 함을 이야기했기에, 이와 같은 전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분열문이 유발한다는 전제를 보면, 우리가 다루지 않겠다고 했던 상대적
전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분열문의 형식을 갖추기 이전의 단문
형식의 문장을 생각해보면, 해당 문장의 상대적 전제가 분열문이 유발하는 전제와
같은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분열문을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로 다루
어도 되는 것인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표현되는 문장을 무표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35)의
예문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분열문은 이를 상당히 유표적인 것으로 바꾼 문장이다.
이에 더해 앞선 맥락에 분열문의 전제에 해당하는 질문 등 전제 내용이 오지 않으
면, 분열문 형식의 문장이 쓰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단순히 문장 내에서의 정보 구
조로만 분열문을 다루기에는, 이전 맥락에 연결되는 명제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이
다. 이는 분열문의 전제가 배경적인 정보이고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맥락에 존재
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와 같은 특성들을 생각하면 분열문이 특정한 전제 유발 표
현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29)
한편 이와 같은 분열문의 전제에 대하여, 사실은 분열문 전체 형식이 아니라 ‘-ㄴ

29) 물론, 아래서도 지적하겠지만 분열문의 제보적 쓰임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분열문의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징을 살피며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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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정도의 구성이나 관형사형 어미 ‘-ㄴ’이 이에 해당하는 전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수 있다.30) 하지만 본고에서 분열문을 별도의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루는 것은, 이들이 유발하는 전제와 ‘-ㄴ 것’ 혹은 ‘-ㄴ’이 유발하는 전제가 구별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분열문의 전제는 위에서 보았지만, 열린 명제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아래
의 예에서 확인되듯이, ‘-ㄴ 것’ 형식이 늘 열린 명제로 나타나는 전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31)

(37) 가. 네가 찾던 것 여기 있네!
나.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늘 여기를 찾았던 것이 분명하다. (문숙영
2017: 48)
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늘 여기를 찾았던 것이 기억난다.

(37가)의 경우 ‘것’은 특정한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것’이 공책이든, 책이든
화·청자가 함께 알고 있는 어떤 물건이라는 상정을 했을 때, 그것의 위치가 ‘여기’라
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이다. 이때 (37가)에서 배경 정보로 기능할 만한 것의
후보는 ‘청자가 (특정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것’이
라는 표현으로 나와 ‘청자가 x를 찾고 있었다’라는 열린 명제와 잘 구별되지 않아
보이지만, (37가)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때의 ‘것’은 특정한 물체라는 점에서 분열문
의 전제와 구별되는 것이다. 분열문의 전제는 불특정한 ‘x’를 찾고 있다는 것이 전
제되며, 이때 ‘x’에 해당하는 물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37나)는 어떤 명제로 나타날 만한 것이 분명하다는 말을 전달하고 있다. 이때
문숙영(2017: 48)에서는 (37나)의 ‘것’은 ‘사실’이나 ‘행위’ 등 대체하기에 마땅한
보절 명사가 없음을 지적하며, 단순히 명제 논항 자리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설명하
30) 실제로, 문금현(2004)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ㄴ’을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로 다루고 있기
도 하다.
31) ‘-ㄴ 것’에 대해 논할 때는 ‘것’ 절이 보절 명사로 기능하는 경우와 ‘-ㄴ 것’절 전체가 명
사절로 기능하는, 즉 명사화소로서의 ‘것’을 분리하는 문숙영(2017)의 설명을 따르도록 한
다. 본고에서의 관심은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이므로 ‘것’ 절의 지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문숙영(2017)을 따르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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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때 명제 논항은 단순히 명제 내용만 표상하는 것이지, 그
명제가 행위인지 사실인지 표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37나)의 예를 변형하여 제시한 (37다)의 경우 ‘기억나다’라는 동사의 특
성 때문에 ‘사실’ 정도의 보절 명사로 대체할 만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
동사가 요구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우연히 보절 명사로의 대체가 가능할 뿐, (37나)
의 예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문숙영 2017: 48).
이때 (37다)의 경우 전제라고 할 만한 것은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늘 여기
를 찾았다’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분열문의 경우 열린 명제가 전제됨을
이야기하였는데, (37다)와 같이 명사절을 형성하는 ‘-ㄴ 것’ 절의 경우 열린 명제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명제가 전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분열
문을 통해 유발되는 전제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ㄴ’이 전제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ㄴ’이
가지는 현실(또는 서실법, realis)의 의미가 결합하는 명제가 사실이라는 것에 영향
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분열문 전체를 열린 명제의 빈자리의 정
체를 밝히는 형식으로 보고, 이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ㄴ’이 유발하
는 ‘사실로서의 전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기에 분열문의 전체 구성을 하나로 통째
로 다루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분열문 전체를 하나의 전
제 유발 표현으로 처리한다.
아래에서는 분열문의 전제가 보이는 특성을 차례대로 살피도록 한다.

1 배경성
분열문의 전제는 앞선 전제 유발 표현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경적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아래 예들은 거짓말 테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분열문의 전제가 배경성을 가
짐을 보여준다.

(38) 가. 지명이가 유리를 깨뜨렸어.
나. 아니야, 지명이 아니야.
다. 아니야, 유리 안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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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 유리를 깨뜨린 것은 지명이야.
나. 아니야, 지명이 아니야.
다. *아니야, 유리 안 깨졌어.
(40) 가. 유리를 깨뜨린 게 지명이야.
나. 아니야, 지명이 아니야.
다. *아니야, 유리 안 깨졌어.

(38, 39, 40)은 일반적인 단문과 분열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38)의 예에
서는 (38나)와 같은 내용을 부정하든, (38다)와 같은 내용을 부정하든 크게 어색하
지 않다. 물론, 이는 (38가)의 운율적 특징으로 초점이 어디에 놓이는지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는 판단이기는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발화로서는
이와 같다는 것이다.
반면, (39다)나 (40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 분열문 형식이 쓰인 경우 ‘것’ 절에
해당하는 정보를 부정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유리가 안 깨졌다는 것은, 분열문에
서 ‘것’ 절로 표현되는 ‘x가 유리를 깼다’와 같은 열린 명제가 부정되는 결과를 야기
하는 것이다. 이때 거짓말 테스트에서 지배적이지 않은 내용이 부정될 경우 어색하
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당 열린 명제는 배경적인 정보라고 할 만한 것이 된다.
분열문의 전제는 부정문에서도 유지된다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41가, 나)에서
와 같이 분열문이 부정되든 아니든 전제는 유지된다는 것이다.

(41) 가. 내일 수업을 하는 것은 곽선생님이다.
전제: 내일 x가 수업을 한다.
나. 내일 수업을 하는 것은 곽선생님이 아니다.
전제: 내일 x가 수업을 한다.

(41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제인 ‘내일 x가 수업을 한다’라는 전제는 (41나)에서
도 유지된다. (41나)를 들으면 청자는 ‘그럼 누구야?’ 정도의 반응을 보일 법하다.
이는 ‘내일 x가 수업을 한다’라는 전제가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정
문에서도 살아남는 분열문의 전제는 배경성이라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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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 가능성
분열문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전제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42)과 같은 가정의
맥락에서는 분열문의 전제도 쉽게 취소된다.

(42) 가. 만약 누군가 집에 갔다면, 집에 간 것은 민수일 거야.
나. 만약 누군가 집에 갔다면, {그건, ∅} 민수일 거야.

(42)의 예에서는 누군가 집에 갔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 단순히 상황을 가정하
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다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그렇듯 분열문은 앞
서 가정된 상황을 조응적으로 가리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42나)의 예문에서 ‘그건’
정도로 대체된다거나 아예 ‘것’ 절이 생략된다는 것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분열문은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에 속하는 것으로서 취소가 어려운 전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래에서 누군가의 발화를 전달하는 예와 상위언어적으로 부정하
는 경우를 보자.

(43) 가. 익명 게시판에 글 올린 건 후현이라고 민지가 귀띔해주었다.
전제: x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나. 진형이가 그날 길바닥에서 자고 있던 게 자기라고 말했다.
전제: x가 그날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다.
*

다. 유리를 깨뜨린 것은 지명이가 아니야, 왜냐면 아무도 유리를 깨지 않았으
니까.

(43가)는 ‘x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를, (43나)는 ‘x가 그날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명제를 각각 전제한다. 이때 (43가) 뒤에 ‘익명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
은 없는데 말이다’, (43나) 뒤에 ‘그날 길바닥엔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라는 문장
이 덧붙는다면 상당히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는 (43가, 나)의 전제가 유지되기 때문
에 어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말하기 동사를 사용한 예문의 내포절로 사용된다
고 해서 분열문의 전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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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다)에서처럼 분열문에서는 상위 언어적 부정을 이용한 전제의 취소도 어렵다.
분열문의 경우 전제를 유발하는 힘이 상당히 강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유발된 전제는 쉽게 취소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다른 표현들의 예를 생각하면 전제를 유발하는 강도가 강
할 경우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전제를 쉽게 취소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아래 예에서는 이들 ‘것은’ 분열문과 ‘것이’ 분열문의 전제가 전체 문장의 진리치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필 수 있다.

(44) 가. 토끼를 이긴 것은 거북이야.
(토끼가 진 적이 없는 상황이고, 청자가 이를 안다면)
나. ?아니야, 토끼를 이긴 동물은 없어.
다. 뭔 소리야, 토끼를 이긴 동물은 없어.

(44가)는 ‘x가 토끼를 이겼다’ 정도가 전제된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44나)와 같이
전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가 어색함은 앞서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44다)와 같이
토끼가 진 적이 없고, 청자가 이를 안다면 (44다)과 같은 반응이 나올 만하다.
이때 ‘뭔 소리야’와 같은 반응은 (44가)의 전체 발화를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 것이다. ‘맞아’라든지 ‘아니야’처럼 전체 발화의 진리치를 참 또는 거짓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립하지 못하는 발화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44가)의
발화에 ‘x가 토끼를 이겼다’ 정도의 열린 명제가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 분명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해당 명제가 전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4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징
분열문은 전제에 해당하는 정보가 해당 표현 앞에 명시적으로 주어졌을 때 필수
적인 쓰임을 가지는 전제 유발 표현이기도 하다. 아래의 예를 통해 이를 살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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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5) 가. 어제 누가 설거지 했어?
나. (어제 설거지 한 건) 민수.

(45가)와 같이 어떤 열린 명제의 빈자리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을
듣는다면, 응답자는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해당하는 요소를 (45나)와 같이 채워 넣
을 것이다.
다만 이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45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민수’라는, ‘x’에
해당하는 요소만을 사용해 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45나)의 문장을 복원하라고
한다면 괄호 안에 있는 분열문의 형식이 가장 무표적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점은 부
인하기 어렵다. 문답의 상황에서 앞서 제시된 명제를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반복한
다면 가장 어울리는 응답은 분열문의 구조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바탕으로 분열문 역시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로
보고자 한다.

5 제보적 전제의 쓰임을 가지는 분열문의 경우
그런데 한국어 분열문의 경우, 일명 ‘것은’ 분열문과 ‘것이’ 분열문의 ‘것’절에 결
합하는 조사가 다르기에 이들은 서로 다른 상대적 정보의 지위를 가진다. 즉, ‘것은’
분열문의 ‘것’ 절은 항상 화제이고 분열된 성분은 초점인 반면, ‘것이’ 분열문에서의
‘것’ 절은 초점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최윤지 2016: 256-257). 조응적 전
제 유발 표현인 분열문이 이전 맥락에 존재하는 명제를 가리킴을 생각하면, 신정보
라고 할 만한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
최윤지(2016: 257-259)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들며 ‘것이’ 분열문의 ‘것’ 절이
초점 성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46) ‘산아 제한’을 강조해 오던 정부가 ‘출산 장려’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게
2004년, 올해로 꼭 10년째가 됩니다. (최윤지 2016: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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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46)의 예를 Prince(1978)에서 언급된 제보적 전제32) 분열문과 흡사한
것으로 보며, 신문 기사나 TV 뉴스와 같은 제한된 사용역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최윤지(2016: 259-260)은 이런 사용역의 중요한 특성으로 청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을 들며, 모든 청자에게 이미 알려진 것으로 가정할 수 없기 때
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런 분열문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이’ 분열문의 ‘것’절의 쓰임이 대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낸
다는 점, 보도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배경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점 역
시 지적하고 있다(최윤지 2016: 259). 실제로 (46)의 예는 출산 장려 정책의 효과
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촉구하는 것을 요구하는 방송 기사의 도입부
에 쓰인 문장이다.33)
Prince(1978: 899-900)에서는 이러한 제보적 전제 분열문에 대하여, 해당 명제
를 마치 이미 알려진 사실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화자가 해당 명제
의 참과 거짓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완화 표현(hedge)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Lambrecht(2001:
483-485)에서 이들 분열문의 쓰임을 관습적 책략으로 보았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다(최윤지 2016: 259).
이처럼 한국어의 ‘것이’ 분열문이 담화에서 처음 등장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
도 결국은 ‘것이’ 분열문이 가지는 전제 구조가 이용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
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이 전달하는 정보는 분열문이 속한 담화 전체 측면
에서 보았을 때는 배경 정보로 기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왔던 전
제 유발 표현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것이’ 분열문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특성은, 앞서 우리가 봐 왔던 조응적 전제 유
발 표현의 행태와는 달라 보이는 것이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것은’ 분열문을
포함하여 모두 화·청자가 실제 공유하고 있는 맥락이거나 대화 당시 공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화자의 발화로 쉽게 추론 가능한 명제인 전제를 유발하였다. 그러나 앞서
32) 최윤지(2016)의 용어로는 ‘정보적 전제’이다.
33) KBS 뉴스, 2013년 7월 11일 [‘출산장려’ 10년 효과 없어…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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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분열문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데도 쓰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것이’ 분열문도 아무런 맥락 없이 담화를 도입하는 신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는다. 아래 예는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 상황에서 해당 발화
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47) 가. 그날 바닥에 물 쏟은 거 나야.
나. 그날 바닥에 물 쏟은 건 나야.
전제: x가 그날 바닥에 물을 쏟았다.
다.

??

그날 바닥에 물 쏟은 게 나야.

(47가, 나)의 예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생각하면, (47나)와 같이 ‘것은’ 분열문이 쓰일 경우,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전제가 요구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x가 그날 바닥에 물을
쏟았다’는 전제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전에 공유되었을 만한 정보이고, 잠시
기억에서 잊혀졌더라도 전제 유발 표현인 ‘것은’ 분열문의 사용으로 배경 정보로 등
장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47다)와 같이 ‘것이’ 분열문이 쓰인 경우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47
다)와 같은 발화가 가능하려면 앞에 ‘그날 바닥에 물 쏟은 거 기억나?’ 정도로 화·청
자 간의 공유 맥락을 형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것이’ 분열문을 통
해 공유되는 배경 정보를 형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앞서 살핀 신문이나 방
송 기사의 경우도 도입부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 제목이나 사진 자료 등
관련 사건을 추론할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순전히 새로운 정보를 아무
런 제약 없이 가지고 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것이’ 분열문으로 유발되는 전
제는 그 성격이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화·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맥락에 존재하
는 것임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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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필수적 쓰임을 가지지 않는 전제 유발 표현
3.3.1. 원인의 연결어미 ‘-니까’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과 달리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전제를 발화 해석의
배경 정보를 끌어들이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언어 특정적인 목록이 나타날 가능성
이 크다. 이는 어휘 의미의 특성 때문에 전제가 유발되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
현과의 뚜렷한 구분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절에서 제시할 ‘-니까’의 경우도 한
국어 특유의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이다.
‘-니까’는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로 쓰일 때 단순히 원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전제
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원인을 나타내는 또 다른 어미인 ‘-아서’와 구분되
는 지점으로, 성진선(2018)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니까’가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루어질 만하다는 데 본고는 기본적으로 성진선(2018)의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성진선(2018)은 ‘-니까’를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공통 배경’으로서의 화
용적 전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는데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본고의 전제 개념을
바탕으로 그 특징을 더 살피고자 한다.
성진선(2018)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며 ‘-니까’는 ‘-아서’와 달리 청자가 이
에 결합하는 명제를 알고 있다는 전제를 유발한다고 이야기한다.

(48) 가. 왜 늦으셨어요?
나. 손님이 찾아와서 늦었어.
다.

??*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늦었어.

라. 손님이 찾아왔으니까 늦었지.
(성진선 2018: 107)

(48가)의 화자는 청자가 늦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다. 이때 (48나)의 대답은 자연스러운 반면, (48다)의 대답은 자연스럽지 못하
다. 청자가 손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모를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성진선 201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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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8가)와 같은 질문에 (48라)와 같은 응답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응답은 늘 적절하
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 (48가)의 화자가 이미 (48라) 화자에게 중요한 손님이
왔었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48가)의 발화가 (48
라)의 화자를 힐난하는 듯한 어조를 담고 있었다면 (48라)와 같은 발화가 뒤설 가
능성이 더 커진다.
(48라)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이 예문에 쓰인 ‘-지’라는 어미 때문일 것으로 판단
된다. ‘-지’는 대개 ‘기지 가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이야기되어온 바 있다(박재연
2006).34)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니까’는 대개 (48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종결어미 ‘-지’와 어울리는 일이 많다. ‘-지’가 나타내는 의미 중 하나가 ‘기지 가
정’이고, ‘-니까’가 가지는 전제 내용을 ‘청자가 알고 있을 것이다’로 본다면, 이들이
자주 어울려 쓰인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만하다.
이처럼 어떤 사건의 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 ‘-니까’를 사용해 대답을 하
면 비난이나 조롱 등의 의미가 더해진다. ‘-니까’가 기본적으로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함으로써 아는 것을 왜
묻느냐는 느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래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4)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임동훈(2011)은 어미 ‘-지’가 항상 화자가 결합 명제를 이미 청
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할 때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설명을 위
해 아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ⅰ) (자네는 잘 모르겠지만/자네도 알다시피) 이곳은 한때 논밭이었지. (임동훈 2011: 119)
(ⅰ)은 ‘이곳이 한때 논밭이었던’ 사실을 청자가 모르더라도 쉽게 쓰일 수 있는 예문이다.
임동훈(2011: 119-120)는 이를 바탕으로 ‘-지’의 의미가 화자가 당연하다 믿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청자가 해당 내용에 이견을 보이
지 않을 것이라는 함축을 동반한다고 설명한다. 즉, ‘-지’가 쓰인 모든 맥락에서 항상 ‘기지
가정’의 의미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에 함축이라 할 만하다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
야겠으나 이와 같이 ‘-지’가 가진 ‘기지 가정’의 의미가 함축이라는 점, 이는 화자의 심리나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정 함축’의 범주에 들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가 고정 함축 표현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으므로, 우선은 의미라는 술어를 사용해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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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가. 어제 냉장고에 넣어 둔 아이스크림 왜 없어?
나. 진웅이가 다 먹어서 (없지).
다. 진웅이가 다 먹었으니까 (없지).
라. 니가 다 먹어서 (없지).
마. 니가 다 먹었으니까 (없지).

(49가)의 물음에 (49나)의 응답은 무척이나 자연스럽다.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고
‘-아서’라는 어미는 무표적인 원인의 연결어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49다)와 같은 응답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49다)는
화·청자 사이에 평소 진웅이가 음식을 잘 꺼내 먹는다든지 등의 공유하고 있는 배경
이 있을 때 더 자연스럽게 쓰일 만하다. 그리고 화·청자 외에 해당 대화 장면에 진
웅이가 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49다)의 화자는 진웅이를 바라보며
또 그랬다는 식의 반응으로 발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너무 당연한 일’
정도의 의미를 더해 조롱의 의미가 더해지는 듯하다.
(49마)는 (49라)에 비하여 조롱 혹은 비난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청자 본인이 먹은 것을 청자가 기억도 못하고 물어본다는 식의 응답으로, ‘-니까’의
전제 내용을 ‘청자가 아는 명제이다’ 정도로 본다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이
처럼 (49)의 예들이 보여주는 ‘-아서’와 ‘-니까’의 차이는 ‘-니까’가 ‘청자가 결합
명제를 알고 있다’라는 명제를 전제한다는 설명을 설득력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니까’의 전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
다. 아래 (50)의 예와 같이 청자가 알지 못할 법한 내용에도 분명 ‘-니까’가 결합하
기 때문이다.

(50) “포장해 드릴까요?”하고 물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멀리 보내 줄 거니까 단단하게 해 주세요.”
“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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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정보 중 ‘멀리 보내 줄 것이다’라는 명제는 이를
듣는 청자가 아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50)은 상점 주인과 손님 간의 대화일
텐데, 이전에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주인이 손님이 해당 상품으로 무엇을 할지 알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까지 포괄한다면 ‘-니까’의 전제 내용을 ‘청
자가 결합 명제를 알고 있다’라고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이런 경우를
전제 구조를 활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많다는 문제도 있다.
‘-니까’는 청자가 결합 명제를 알고 있다는 전제보다는 주어진 명제는 충분히 추
론 가능한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듯하다. 실제로 ‘-니까’가 쓰이는 맥락은 앞서
결합 명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경우도 있으나 앞선 맥락 혹은 후행절을 바탕으로
추론할 만한 것일 때도 많다. 아래의 예를 보자.

(51) 가. 선생님, 그리고 애들 욕하진 마세요. 걔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는 거니
까...... 시키는 사람이 나쁜 거죠.
나. 창 밖에 드러낸 개펄을 보면서 소름끼치는 외로움에 참을 길이 없다가도 만
조 때가 되면 어느새 내 가슴속에는 무엇인지 모를 그리움으로 가득 차오르
는 거야. 그립고 외로운 것은 어차피 내가 타고난 운명의 변주곡과 같은 거
니까 평생 내가 껴안고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다. “… 처음부터 여자는 제 속으로 낳은 자식에게 제 성을 따르게 하지 않고
남자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은 여자가 그만큼 못났다는 증거 아녜요?” / “사
람이 이름 외에 성을 갖게 된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거니
까, 성은 굉장히 문화적인 거고 확실히 여자의 경제적 열등과 관계가 있겠
지요. …”

(51가)의 ‘-니까’가 결합한 명제는 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의 원인으로 제시된 것이
다. 이 경우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어 그런 것임을 안다는 전제보다는,
상황을 들어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51가)
의 발화가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이루어진다면 다 아는 것인데 왜 욕을 하느냐
는 비난의 의미를 더할 수 있으며, 차분한 상태의 발화라면 이해해줄 만하다는 것이
추가적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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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1나)의 경우도 ‘-니까’가 사용된 발화의 앞뒤로 ‘-니까’에 결합한 명제가
알만 한 것이라는, 혹은 추론이 쉽게 된다는 것이 전달된다. (51다) 역시 마찬가지
로 ‘-니까’에 결합한 명제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전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니까’가 결합한 명제가 공통 배경이라는
너무 강한 전제를 전달하기보다, 충분히 수용 가능할 만한 것이기에 청자에게 수용
을 요구한다는 전제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준다. 이들 예를 단순히 전
제의 취소로 판별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예가 발견된다는 것이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실어 주는 듯하다.
아래에서는 ‘-니까’가 유발하는 전제가 보이는 특성을 살피도록 한다.

1 배경성
우선 배경적이라는 특성을 거짓말 테스트를 바탕으로 살필 수 있다.

(52) 가. 명수가 다 먹었으니까 아이스크림이 없지.
나. 아니야, 명수가 다 먹은 건 아니야.
다.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52가)와 같은 발화를 했을 때 이를 부정하는 응답으로 (52나)는 자연스럽게 느껴
진다. ‘-니까’가 나타내는 것은 원인이고, 이 원인이라는 것은 충분히 일차적인 부
정의 대상이 될 만하다. 그렇다면 ‘-니까’가 가지는 원인이라는 의미는 전면에 드러
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2다)와 같이 청자가 알 만하다는 것을 부정하
는 대답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는 ‘-니까’가 유발하는 전제에 해당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해당 내용이 배경성이라는 특성을 지님을 잘 보여
준다.
다만 부정문을 통한 검증법으로 배경성을 보이는 경우는 ‘-니까’에 적용하기 어렵
다.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영향권이 전제 유발
표현을 포함한 문장 전체에 걸쳐야 하는데, 연결어미라는 ‘-니까’의 특성상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니까’의 배경성은 거짓말 테스트를 바탕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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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이다.

2 취소 가능성
‘-니까’가 유발하는 추론이 전제라는 점은 이 추론이 취소 가능하다는 데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앞서 전제들이 대부분 가정의 맥락에서 취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니까’가 유발하는 전제 역시 아래 (53가)처럼 가정의 맥락에서 취소되며, (53나)
와 같이 명시적으로 취소되기도 한다.

(53) 가. 상식이 있다면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거절할 거야.
나. 널 사랑하니까 그랬어. 너는 몰랐겠지만.

‘-니까’가 유발하는 전제는 결합한 명제가 알 만한 것인지, 추론할 만한 것인지 하
는 청자의 인식 상태와 관련된 것이므로 가정의 맥락에 전제 내용을 넣는 예문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 (53가)와 같이 가정의 선행절에 청자가 충분히 알 만한 것임
을 의미하는 명제를 넣을 때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53가)의 ‘-니까’는 앞서
‘상식이 있다면’이 충분히 청자가 추론할 만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 전제를 유
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보이는 특성으로 ‘-니까’
가 앞선 명제를 가리키는 역할은 하고 있다.
한편 (53나)의 경우는 다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앞서
다른 표현들을 살펴보았지만,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단순히 전제 내용을 부정한
다거나 상위언어적 부정으로도 취소가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니까’의 경
우 (53나)와 같이 단순히 전제를 부정하기만 하는 것으로도 전제가 취소된다. 결국
‘-니까’가 유발하는 전제는 다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에 비해 그 강도가 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물론 ‘-니까’의 전제는 다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마찬가지로 어떤 맥락에서
는 취소되기 어렵다. 다음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54)

??

정수가 핸드폰이 망가졌으니까 카톡을 못했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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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의 발화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정수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다.
이는 ‘-니까’가 유발하는 전제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의 판단과 밀접한 연관
성을 가진다는 데서 기인한다. ‘-니까’라는 표현이 청자가 추론할 만하다는, 혹은
수용할 만하다는 화자의 판단을 전제 의미로 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54)와 같은 발화는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인데, 이때 다
른 사람의 판단을 그대로 옮기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게다가 말을 전달하는 상황
을 생각해보면, 어떤 원인이 기존에 청자가 알 만한 것이기는 어렵다는 것도 (54
가)의 예가 어색한 이유 중 하나가 된다.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니까’가 유발하는 추론이 전제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추론이 전체 문장
의 진리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다음의 예를 제시하도록 한다.
(55) (날이 많이 흐린 상태에서) *하늘이 맑으니까 너무 좋다.

(55)의 화자와 청자가 날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나 함께 길을 가던 상황에
서 이와 같은 발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주어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발화를 들으면
청자는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청자가 확인할 수도, 추론해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청자는 ‘응’이나 ‘아니야’ 대신 역시 ‘뭔 소리야’ 정도
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니까’의 전제가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4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징
‘-니까’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 조응적인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기는 하지
만, 앞서 전제 내용이 명시적으로 주어질 때 필수적으로 쓰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6)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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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 너도 알 걸. 걔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거절할 거야.
나. 너도 알 걸. 걔는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서 거절할 거야.

(56)에서는 청자가 충분히 알 만하다는 판단을 화자가 하고 있음이 ‘너도 알 걸’과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전제 유발 표현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제 유발 표현이 쓰이지 않으면 어색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
나 ‘-니까’는 (56가)와 같이 이 표현을 사용하든, (56나)와 같이 같은 전제가 없는
표현을 사용하든 큰 의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니까’가 쓰일 만한 상황에
놓였을 때 필수적으로 쓰이기보다는 화자의 선택에 따라 쓰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전제 유발 표현과 달리 ‘-니까’가 필수적 쓰임을 갖지 않는
것은 이 표현이 보이는 의미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필수적 쓰임을 가진
것들은 실제 상황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를 표시
해주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청자의 인식 상태에 대한 추론을 나타내는 ‘-니까’는
그 의미상 불확정적인 면모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의미 때문에
‘-니까’는 화자가 쓰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전제 유발 표현들에 비해 ‘-니까’로 유발되는 전제가
취소 가능성의 정도가 높은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53나)의 경우에서 살
펴보았듯 ‘-니까’의 전제는 그저 전제 내용을 부정하는 문장을 덧붙이기만 해도 취
소된다. 이에 비해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전제 유발 표현들의 경우 이와 같은 취소
는 어려웠다. 이 역시 화자의 판단이 기본이 되는 ‘-니까’의 의미가 확정적이지 못
해 쉽게 취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3.3.2. 부사 ‘더’
부사 ‘더’는 크게 비교 구문에 쓰이는 ‘더’와 일반적인 동사와 함께 쓰이는 ‘더’의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처럼 보인다. 각각의 경우 유발되는 전제가 달라 보이기 때문
이다. 아래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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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가. 정원이는 민창이보다 더 크다.
전제: 정원이와 민창이가 모두 크다.
나. *정원이는 더 크다.
다. 민창이는 밥을 더 먹었다.
전제: 민창이는 이전에 밥을 먹었다.

(57가)는 비교 대상인 정원이와 비교 기준인 민창이가 모두 크다는 전제를 가진다
(황현동 2018: 234). 즉 ‘더’가 사용된 ‘보다 더’ 비교 구문은 비교 기준과 비교 대
상이 모두 해당 형용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57나)는 비교
구문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예인데, 앞서 누군가 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상
단독 발화로 나오기에는 상당히 어색한 형태이다. 형용사를 술어로 하는 문장에 ‘더’
가 결합하면 기본적으로 비교의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57다)는 민창이가 (57다)의 발화 이전 밥을 먹었던 사실이 있다는 명제 정
도가 전제된다. 이처럼 동사와 결합하는 부사 ‘더’는 해당 발화가 표현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전 시기에 일어났음을 전제한다. (57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제
와 (57다)의 전제가 다른 것은 형용사와 동사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오는 듯하다.
그렇다면 부사 ‘더’가 유발하는 두 경우의 전제 의미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일까?
이를 살피기 위하여 먼저 비교 구문에 쓰이는 부사 ‘더’의 전제의 특성을 살피고,
이어 동사에 결합하는 부사 ‘더’의 전제의 특성을 살펴 비교하고자 한다.

1 배경성: 비교 구문의 ‘더’의 경우
비교 구문의 부사 ‘더’가 유발하는 전제의 내용이 배경적인 정보라는 점은 아래와
같이 거짓말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8) 가. 니트로 콜드브루가 아메리카노보다 더 부드러워.
나. 아니야, 아메리카노가 더 부드럽지.
다. *아니야, 니트로 콜드브루는 안 부드러워.
라.

??

아니야, 아메리카노는 안 부드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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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58가)는 니트로 콜드브루와 아메리카노가 모
두 부드럽다는 명제 정도가 전제된다. 이때 (58나)와 같이 단언되는 내용, 즉 그 중
니트로 콜드브루가 더 부드럽다는 내용을 부정하는 응답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
러나 (58다)와 (58라)처럼 전제된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 받아들일 만하다는 정도
를 판단하는 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색하게 느껴진다.
배경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정문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반복 표현과 같이 ‘-지는
않다’ 꼴의 부정문에서만 전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0)은 이런 모습
을 잘 보여준다.

(60) 가. 민창이가 정원이보다 더 크다.
전제: 민창이와 정원이는 크다.
나. 민창이가 정원이보다 더 크지는 않다.
전제: 민창이와 정원이는 크다.

(60가)의 경우 ‘민창이와 정원이는 크다’라는 것이 전제된다. (60나)는 이에 대당하
는 부정문을 상정한 것인데, 여기서도 (60가)의 전제는 유지되는 듯하다. (60나)
뒤에 ‘민창이나 정원이나 작은데 말이다’와 같은 문장이 덧붙을 수 없음을 생각하면,
이와 상충되는 내용인 전제가 살아있다고 판단할 만하다.

2 취소 가능성: 비교 구문의 ‘더’의 경우
그런데 이와 같은 비교 구문에서의 ‘더’는 필수적 쓰임을 가진 조응적 전제 유발 표
현들에 비하여 취소가 수월해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예를 제시한다.

(61) 가. 현섭이가 원석이보다 더 커.
전제: 현섭이와 원석이는 크다.
나. 정진이가 현섭이가 원석이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
다. 현섭이가 원석이보다 더 커. 뭐, 사실 둘 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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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가)의 예는 현섭이와 원석이가 크다는 것이 전제되는 예문이다. 그런데 (61나)
의 예에서는 해당 전제가 그대로 승계되는지 불분명하다. 앞서 필수적 쓰임을 가지
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이 잘 취소되지 않던 것에 비해 금세 전제 의미가 사라
져버리는 것이다. (61나) 뒤에 ‘둘 다 작은데 말이다’와 같이 전제될 만한 내용을
부정해버려도 어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전제가 취소되었다고 할 만하다.
또한 (61다)와 같이 전제 내용을 명시적으로 부정해버려도 어색하지 않다. 대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쓰인 문장의 경우 전제를 명시적으로 부정해버리면 어색
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은 상위언어
적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전제 내용을 부정하더라도 어색한 모습을 보인 데 반해
부사 ‘더’의 전제는 쉽게 취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교 구문에 쓰인 부사 ‘더’가 유발하는 전제가 쉽게 취소되는 것은, 쓰
이는 술어가 형용사라는 데서 연유하는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형용사는 화자의 주관
이 상당히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전제가 청자에게 배경 정보로 이용할 것을 요
구한다면, 화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해 쉽게 강요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화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비교 구문
의 경우,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는 판단이 아니라면 화자의 맥락 표상을 기준으로만
발화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청자가 이를 배경 정보로 이용하는 데에는 상황이 아
닌 주관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더 많은 처리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비교 구문의 ‘더’는 특정 전제를 유발한다기보다 비교 대상이 우세하다는 것을 강
조하는 역할만을 한다고 지적되어 온 바 있다(하길종 1999: 233, 오경숙 2010:
130-133 등). 이와 같이 ‘더’가 비교 구문에서 단순히 강조 정도의 역할만 한다고
기술되어 온 데에는 부사 ‘더’의 전제가 쉽게 취소된다는 사정이 숨어 있는 듯하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다른 예인 보조사 ‘도’나 반복 표현들의 경우 어떤 ‘사
건’과 관련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 ‘도’가 형용사와 쓰이더라도 같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개체의 존재가 전제 내용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주관적인 평
가라고 하기만은 어렵다. 사건이라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 약하게 개입되는 것으로,
실제 해당 사건의 과거 실현 여부만을 받아들이면 된다. 이처럼 다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구문의 부사 ‘더’가 가진 전제 유발의 힘이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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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는 비교 구문 자체의 특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5)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비교 구문의 ‘더’의 경우
비교 구문의 부사 ‘더’가 유발하는 전제는 전체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전제의 특성을 보인다. (62)의 예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62)

??

현규는 난쟁이보다 더 크다.

(62)에서는 ‘더’에 의해 ‘현규와 난쟁이는 크다’라는 것이 전제된다. 그러나 난쟁이
가 크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62)에서는 전제 실패가 일어나는 것
인데, 그 때문에 (62) 전체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게 된다. 실제로 (62)의 발화를
들을 경우의 반응 역시 ‘아니야, 난쟁이가 크긴 뭘 커’가 아니라 ‘무슨 소리야, 난쟁
이랑 비교해?’ 정도가 나올 것을 생각하면 (62)는 진리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배경성: 동사에 결합하는 ‘더’의 경우
어떤 사건이 있음을 전제하는, 동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의 부사 ‘더’ 역시 배경성
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제라 할 만하다. (63)의 예와 같은 거짓말 테스트와 (64)과
같이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63) A: 신도시가 더 생긴대.
B1: 아니야, 뉴스에서 계획 없대.
B2: *아니야, 신도시가 생긴 적은 없어.
(64) 가. 윤동이는 우유를 더 마셨다.
전제: 윤동이는 이전에 우유를 마셨다.
35) 얼핏 보아서는 부사 ‘더’가 전제를 유발하는 힘이 약해보일 수 있으나,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로 다루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비교 구문이라는 맥락 외에서는
조응적이라는 특성을 잘 보여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들은 아래 예를 살피면서 확인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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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윤동이는 우유를 더 마시지는 않았다. *우유를 마신 적이 없긴 하지만.

(63A)에서는 ‘더’에 의해 ‘신도시가 이전에 생겼다’라는 것이 전제된다. 동사가 술어
로 쓰인 문장에서 ‘더’는 이와 같이 과거의 비슷한 사건을 전제하게 된다. 이때
(63)에서 A의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 B1은 자연스럽지만 B2는 어색하다. B1은 신
도시가 생긴다는 단언 내용을 부정한 반면 B2는 전제 내용을 부정하는 발화인데,
이를 통해 A에서 유발된 전제 내용이 배경성이라는 특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64가)는 윤동이가 우유를 이전에 마셨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것이 배경성을 보
인다는 점은 (64나)의 선행문에 같은 명제가 전제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
다. (64나)의 후행문과 같이 전제 내용이 상충될 만한 문장은 덧붙기 어렵다는 것
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취소 가능성: 동사에 결합하는 ‘더’의 경우
취소 가능성과 관련해서 동사에 쓰인 부사 ‘더’는 비교 구문의 ‘더’보다 보조사
‘도’나 반복 표현이 보이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는 술어의 차이에 의해서도 전제
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래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65) 가. 주희는 언어의 진위적 기능과 수행적 기능의 구별에 대하여 조금 더 관찰했다.
전제: 주희는 언어의 진위적 기능과 수행적 기능의 구별에 대하여 이전에 관찰
했다.
나. 신영이는 주희가 언어의 진위적 기능과 수행적 기능의 구별에 대하여 더 관
찰했다고 말했다.
다. 주희는 언어의 진위적 기능과 수행적 기능의 구별에 대하여 더 관찰하지 않
았다. ?앞서도 관찰한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65가)는 앞서 (65)에서 나타났을 전제 의미가 비슷하게 나타날 만한 예이다. 그런
데 (65나)에서 해당 전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하다. 같은 상황에서 비교 구문의
‘더’가 유발한 전제가 남아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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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다)의 경우는 전제 내용을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와 같은
발화의 연쇄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명시적 부정만 해도 쉽
게 취소되었던 비교 구문 ‘더’의 전제에 비하여 동사가 술어로 이용된 ‘더’ 구문의
경우는 취소 가능성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술어의 특성이 전제 유
발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동사에 결합하는 ‘더’의 경우
부사 ‘더’가 유발하는 추론은 (66)과 같이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 영향을 끼치는
특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다음의 예를 통해 이를 살피고자 한다.
(66)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는 청자에게) *잠을 더 자.

(66)과 같이 그날 하루 잠을 잔 적이 없는 청자에게 잠을 ‘더’ 자라는 것은 청자를
놀리는 것이거나, 청자의 상황에 관심이 없을 때뿐이다.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표
현의 사용인데, 이런 경우 청자는 ‘아니야, 나는 잠을 잔 적이 없어’와 같은 온건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뭔 소리야, 잔 적 없다니까’와 같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36) 이때 ‘뭔 소리야’와 같은 반응은 (66)의 발화의 진리치를 따지기는 무리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판단된다.

비교 구문의 ‘더’와 동사에 결합하는 ‘더’는 함께 취급될 수 있는가?
이상에서 살펴본 부사 ‘더’의 모습은, 비교 구문에 쓰였을 때는 제외하고 동사를
술어로 하는 문장에 쓰였을 때의 것만을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취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성은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 보이는 특성인데 비교 구문의 ‘더’는 취소가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
련하여 ‘보다 더’ 비교 구문에서 쓰이진 않았으나 형용사를 술어로 한 경우의 전제
36) 종결어미적 쓰임을 가지는 ‘-다니까’류가 전제 유발 표현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점은 전
제의 개념을 정리하며 잠시 언급한 바 있다. (66)의 상황을 청자가 이미 못 자서 피곤하다
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상정했는데, 이때 ‘-다니까’와 같은 어미가 자연스럽게 이를 전제한
다는 것은 이 종류의 어미가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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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살펴볼 만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57나)를 다시 제시한다.

(57) 나. 정원이는 더 크다.

(57나)의 예는 위에서 앞선 발화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
았다면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진다. 적절한 상황에서 (57나)가 쓰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57나)는 정원이가 큰 편이라는 전제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전제는 다층성을 가진다(Kamp 2013: 456). 한 발화가 여러 전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57나)에서 추론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제를
생각해 보면, ‘정원이와 비교해서는 작지만, 크다고 할 만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명
제 정도가 될 것이다.37)38)
게다가, 이와 같은 맥락이 앞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57나)는 상당히 어색하다. 예
컨대, (57나)의 발화 바로 앞에 ‘민창이는 작다’ 정도의 발화가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자. 이후 바로 (57나)의 발화가 이어진다면 상당히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 (57
나)에서 추론할 수 있는 명제였던 ‘정원이와 비교해서는 작지만, 크다고 할 만한 누
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앞선 명제인 민창이가 작다는 것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7나)와 같은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사 ‘더’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앞선 맥락이 청자에게 꼭
공유되어야 하는, 공유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색해져 버리는 강한 조응적 특징을 보
37) 비교 구문의 전제와 관련하여, Levinson(1983: 183)에서는 비교 구문이 비교 대상의 존재
를 전제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57나)와 같은 예문에서는 정원이의 존재가 전제되는 것
이다. 그러나 정원이라는 개체의 존재는 비교 구문이 아니라 ‘정원이’가 고유명사라는 데서
전제된다. 게다가 본고에서는 (57나)와 같은 예문이 가지는 전제에 대하여, ‘정원이와 비교
해서는 작지만, 크다고 할 만한 누군가’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비교 대상
이 아니라 비교 기준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할 만한 것으로, 기존에 비교 구문의 전제에 대
해 논해지던 것과는 다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38) 동사와 함께 쓰이는 부사 ‘더’의 전제에 착안하여 ‘정원이 외의 누군가가 크다는 발화가 있
었다’ 정도의 명제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전제되는 명제를 일종의 사건과 관련해 해석
하려는 시도하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명제이다. 다만, 형용사가 술어로 쓰인 문장에서 나타
날 수 있는 추론을 굳이 사건과 연관 지으려는 것은 부사 ‘더’가 보이는 전제를 과도하게
일원화하려는 시도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부사 ‘더’의 전제가 보이는 가능한 한 여러 특
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무리하게 일원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여러 예
문을 제시하며 이들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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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제 유발 표현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형용사가 술어로 쓰
였기 때문에 부사 ‘더’의 전제 유발의 힘이 약화되었다기보다는 ‘보다 더’ 비교 구문
의 특성 때문에 부사 ‘더’의 힘이 약화된 것과 같이 보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더’ 비교 구문에 쓰인 부사 ‘더’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
고자 한다.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으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세함을 나타내
는 비교 구문으로 굳어져서 쓰인다는 점, 열세를 나타내는 ‘보다 덜’ 구문과 짝을 이
루게 된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부사 ‘더’가 가진 전제 유발의 힘이 약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핀 사정을 고려하여 ‘보다 더’ 비교 구문에 쓰인 부사 ‘더’를
기존의 부사 ‘더’가 약화된 전제 유발 표현으로 처리하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부사
‘더’가 가진 조응적 특성을 강조하여 부사 ‘더’를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라고 본다.

4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징: 부사 ‘더’의 경우
부사 ‘더’가 유발하는 전제가 취소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점은 위에서 확인하였
다. 그러나 이 역시 다른 전제 유발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맥락에서는 쉽게
취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앞선 맥락을 가리킨다는 조응적 용법은 유지하
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

(67) 가. 만약 밥 먹기 시작했으면, 한참 더 먹었을 거야.
나. 만약 경수가 친절하다고 하면, 명수는 더 친절하다고 해야 돼.

(67가)의 예에서는 밥을 먹기 시작했을 상황을 가정한다. 이때 후행절에 부사 ‘더’
를 사용하여 가정의 맥락에 존재하는 명제를 조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보
인다. 이와 같은 예에서 부사 ‘더’가 유발하는 전제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67나)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쓰일 때의 부사 ‘더’가 유
발하는 전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마찬가지로 부사 ‘더’는 원래는 전제였을,
가정의 맥락에서의 선행절에 해당하는 명제를 가리키고 있기는 하다. 이와 같은 특
징은 앞서 다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을 살피면서도 충분히 관찰하였기에,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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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한편 부사 ‘더’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기는 하나 필수적인 쓰임을 보이는 표
현은 아니다. 앞서 ‘더’의 전제 내용에 해당하는 맥락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더라도 부
사 ‘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다. 다음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
하도록 한다.

(68) 가. 정수가 착하기는 한데, 정연이가 더 착하지.
나. 정수가 착하기는 한데, 정연이가 정말 착하지.
다. 정수가 착하기는 한데, 착하기로는 정연이지.

(68가)와 같이 부사 ‘더’를 이용해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으나, 정연이라는 개
체가 착한 정도가 상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부사 ‘더’를 쓸 필요는 없다. (68
나)와 (68다)에서 보이는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를 살피면
부사 ‘더’가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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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
4.1.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
여기서는 전제 유발 표현의 또 다른 종류인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앞서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의미가 두 부분으로 나뉜
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첫째, 언급된 명제를 확인하는 부분과, 둘째, 해당 명제에
대한 기술을 하는 부분의 두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때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의미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은 조응적 전
제 유발 표현과의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원인이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전제
에 해당하는 앞선 맥락을 강하게 요구하는 조응적 특성을 보일 뿐이다. 그러나 어휘
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앞선 명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 명제에 대한 기술까
지 해낸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달리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들이 가진 의미의 두 번째 부분이 ‘해당 명제에 대한
기술’이라면 기술의 대상인 해당 명제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 된
다. 이 점은 기술에 앞서 배경적으로 해당 명제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
을 알려주고, 이는 이들 표현에 결합한 명제가 전제라는 점을 보여주기까지 한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조응적인 특성이 약하다는 것이 앞선 맥락에 명시적
으로 드러난 전제 내용을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이 쓰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가. 서경이랑 은정이랑 어제 둘이 노래방 간 거 알았어?
전제: 서경이랑 은정이랑 어제 둘이 노래방에 갔다.
나. 서경이랑 은정이랑 어제 둘이 노래방 갔대. 너 그거 알았어?

(1가)는 ‘알다’ 구성이 쓰여 ‘서경이랑 은정이랑 어제 둘이 노래방에 갔다’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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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한다. 그런데 이때 ‘알다’ 구성은 전제되는 명제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청자가
그것을 아느냐는 기술의 의미까지 더한다.
(1나)는 ‘알다’ 구성이 보이는 두 부분의 의미를 쪼개어 나타낸 것이다. 이때 첫
번째 나타나는 문장은 명제 내용을 확인하는 절이며, 두 번째 나타나는 문장은 해당
명제에 대한 기술을 하는 부분이 된다. 이때 앞선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 내용을 다
시 표시하는 형식이 ‘알다’ 구성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앞선 문장의 명제 내용을 조응적으로 받는 것은 ‘그거’라는 표현이다. 후행문에서
‘알다’ 구성은 단지 이미 확인된 명제 내용에 대해 기술하는 역할만 한다. 이처럼 전
제에 해당하는 명제를 앞선 맥락에 명시적으로 주었을 때,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이를 다시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그 명제에 대
한 기술만을 담당한다. 바로 이 점에서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이 조응적인 특성
을 약하게 가진다는 것이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들은 어휘 의미가 전제 유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에 언어 보편적이라는 특성을 보이기 쉽다. 이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에 언어
특정적인 항목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 ‘알다’
구성만 해도, 영어의 ‘know’가 일명 사실 동사(factive verb)로 다루어지며 전제 유
발 표현의 대표격으로 자리잡은 것을 보면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39)
취소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조응적 전제 유발 표
현들에 비해 취소가 쉬워 보인다. 관련하여 다음의 예를 살필 수 있다.

(2) 경현이가 어제 네가 노래방 간 거 안다고 얘기하던데?

(2)의 경우 ‘알다’ 구성이 쓰인 절이 말하기 동사 안에 내포되는 경우이다. 상황이
주어지지 않고 (2)만 볼 경우에는 청자가 어제 노래방에 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39) 물론, 영어의 ‘know’는 취하는 보절의 형태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인식 동사의 보절을 이끄는 요소나 보절자
(complementizer)의 형태에 따라 결합 명제의 지위가 뚜렷이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는 착각 표현인 ‘-로 알다’가 보통의 ‘알다’ 구성과 다른 전제를 유발함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경우에도 보절을
이끄는 요소에 따른 언어의 차이도 확인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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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가 유지되는지 되지 않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것
은 청자가 실제로 노래방에 가지 않았을 경우 (2)의 발화에 가능한 (3)과 같은 대
응이다.

(3) 가. 경현이가 어제 네가 노래방 간 거 안다고 얘기하던데?
나. 아니야, 걔가 어떻게 알아. 모를걸.
다. 아니야, 어제 집에만 있었어.

‘알다’가 유발하는 추론 역시 전제이기 때문에 배경적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경현이
가 민수 이사 간 것을 안다’ 정도의 발화를 듣는다면, ‘아니야, 민수 이사 안 갔어’와
같이 배경적인 정보인 전제를 부정하는 응답은 어색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핀 다른
전제 유발 표현들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3가)에 대한 부정 응답을 살펴보자. (3나)는 경현이가 안다는 것에 대한
부정 응답이고, (3다)는 경현이가 안다고 주장한 명제에 대한 부정 응답이다. 보통
의 경우라면 (3가)에서는 ‘알다’의 힘 때문에 청자가 노래방을 갔다는 것이 사실로
전제될 것이다. 이때 전제라면 배경 정보로 기능할 텐데, (3다)의 응답은 그리 어색
하지 않다. 이는 말하기 동사에 내포된다면 전제가 배경 정보의 지위를 잃고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3가)와 같은 질문의 형식은, 화자가 청자가 어제 노래방을 갔는지 확인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단순히 ‘너 어제 노래방 갔어?’와 같이 물어
보는 것에 비하여 넌지시 물어본다는 의도를 더하는 데 쓰이곤 한다. 이때 이와 같
은 특성은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경우 말하기 동사를 모절 동사로 하여 내포될 때 전
제의 배경성이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
(3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배경성의 상실은, 전제를 발화 해석에 필요한 배경
정보로 이해했을 때 전제의 지위를 잃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된다. 물
론, (3나)에서와 같이 여전히 청자가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이 전제로서 존재하는 맥
락도 있겠으나, 그러한 맥락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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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습이다. 이와 같은 관찰을 바탕으로, 특정 맥락에서는 말하기 동사를 모절
서술어로 한 내포절에서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전제가 종종 취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에서 보이는 맥락에서도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전제는 취소가 쉬
운 듯하다.

(4) 가. 너 등에 포스트잇 붙어 있는 거 모르지? 사실 안 붙어 있거든.
나. 만약 정민이 욕하면, 걔 그거 바로 알걸?

(4가)의 경우 ‘알다’의 부정형인 ‘알지 못하다’ 정도의 것보다 일상에서 더 많이 쓰일
법한 ‘모르다’를 활용한 예문이다. 이 역시 맥락, 혹은 상황에 따라 취소 가능성에 차
이가 나겠으나,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이 이와 같이 명시적인 부정으로 취소되기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취소가 쉽다고 할 만하다.
(4나)의 경우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이더라도 전제가 취소되는 가정의 맥락에
‘알다’ 구성을 쓴 예이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인 ‘알다’의 전제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에 비해 취소가 쉽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도 취소
될 만한 가정의 맥락에선 이 역시 쉽게 취소된다는 것은 예상할 만하다.
그런데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달리 어휘 의미와
맥락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른 취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어떤 표현에
쓰인 어휘의 의미가 추가되기 때문에, 해당 어휘 의미가 갖는 맥락의 제약을 동일하
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5)의 예에서는 1인칭 화자를 주
어로 ‘알다’ 구성이 쓰일 경우, 결합 명제가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아는 것의 주
체가 1인칭이고, 발화의 주체도 화자로서 1인칭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일치로 전
제라 할 만한 것이 화자의 맥락 표상에서만 존재하는 명제가 되기 때문이다.

(5) 나는 서희가 날 좋아한다는 것을 안다.

(5)에서 ‘서희가 화자를 좋아한다’라는 명제가 사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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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5)의 발화에서는 이를 순전히 안다는
것의 주체인 화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때 청자의 선택지는 첫째, 화자의
판단을 받아들이거나, 둘째, 화자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의 두 가지일 것이다.
또한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에서 해당 표현에 쓰인 어휘의 의미 자체도 중요
하긴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어떤 어휘와 쓰이는 보절을 이끄는 요소의 종류도 상당
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제시한 예는 목적격 조사 ‘를’이 이끄는 명제와 결합
하는 ‘알다’ 구성만을 제시하였는데, 아래 보절을 이끄는 요소를 달리하여 예문을 제
시하도록 한다.

(6) 경수는 재훈이가 직장 그만 둔다고 알고 있어.

(6)의 예는 ‘알다’라는 어휘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하는 대신, ‘-다고’가 결합하
였다. ‘-를 알다’ 구성이 이에 결합하는 명제가 사실임을 전제하는 것과 달리 (6)에
서 보이는 ‘-다고 알다’ 구성은 이와 같은 전제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실제로, (6)의 예문 앞에 ‘재훈이 한 십 년은 더 다닐 건데’와 같은 맥락을 명시적
으로 주어도 (6)의 예는 전혀 어색하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때 결합된 명제는 전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에서 다룰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대개 보절을 이끄는 요소를 포함한 하나의 구성으로 제시되
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이 어휘의 의미에 따라 보절을 이끄는 요소와 상관없이
전제를 유발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각 항목을 다루며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같이 필수적 쓰임을 가지
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나뉘지는 않는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의미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선 맥락에 명시적
으로 제시되더라도 해당 명제에 대해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없을 때 전제 유발 표
현을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의미 두 부분
중 두 번째인 해당 명제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쓰인다는 것이다. 이는 어
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이 필수적 쓰임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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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그렇다면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다른 특성은 없는 것일까?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특정한 맥락을 요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 듯하다. 다음의 예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피도록 한다.

(7) 가. 이슬이네 강아지가 많이 아프다는 거 알아?
전제: 이슬이네 강아지가 많이 아프다.
나. 이슬이네 강아지가 많이 아프다는 거 알았어?
전제: 이슬이네 강아지가 많이 아팠다.
다. 너도 자기 애는 귀여운 줄 아는구나.
전제: 청자의 아이는 귀엽다.
라. 너도 자기 애는 귀여운 줄 알았구나.
전제: 청자의 아이가 귀여운 것은 착각이다.

(7가, 나)의 예는 ‘알다’ 구성이, (7다, 라)의 예는 ‘-ㄴ 줄 알다’ 구성이 쓰인 것이
다. 같은 구성이 쓰인 각각의 예에서 전자는 현재형의 술어가, 후자는 과거형의 술
어가 쓰였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7가)와 (7나)의 예는 크게 다
른 것 없이 이슬이네 강아지가 많이 아프다는 현재의 사실을, 혹은 아팠다는 과거의
사실을 전제한다. 결합된 명제를 전제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고 다만 모절 술어의 시
제에 따라 해당 명제의 시점 정도만 변화했을 뿐이다.
그런데 착각의 의미를 가지는 ‘-ㄴ 줄 알다’ 구성의 경우 (7다)와 (7라)에 차이
가 보인다. (7다)의 경우에는 청자의 아이가 귀엽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의미는 드러
나지 않는다. 이때는 오히려 청자의 아이가 귀엽다는 명제가 배경 정보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7다)를 통해 이것이 착각임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발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만한 것이다.
(7라)의 경우는 한 가지 해석만이 보인다. 청자의 아이가 귀여운 것은 착각이라는
의미가 전면에 드러나며, 결국 청자의 아이는 귀엽지 않다는 것이 발화 해석의 배경
정보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결국 (7다)와는 다른 것이 전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이때 (7다, 라)의 차이는 (7가, 나)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모절 시제의 차이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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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특정한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시제와 같은 맥락에 상당히 민
감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표현들이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아래 항목
별 관찰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아래에서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을 일부 정리하고, 이들의 실제 쓰임을 살
펴 각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2. 특정한 맥락을 요구하지 않는 전제 유발 표현
4.2.1. 판단 동사 구성
영어의 ‘accuse, criticize’ 등의 동사에 해당하는 판단 동사들은 일찍이 전제 유발
표현으로 정리되어 다루어졌다(Fillmore 1971). 판단 동사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제 유발 표현이다. 어떤 명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해당 명제가 어떤 것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확인의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동사들의 의미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8)과 같은 예를
통해 살필 수 있다.

(8)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케미(궁합)를 강조하면서 북
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8)에는 대표적인 판단 동사 구성인 ‘-를 비판하다’ 구성이 쓰였다. 그런데 이때
(8)의 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무엇을 비판한 것인지, 그 ‘무엇’
에 해당하는 것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볼턴 전 보좌관이 그것을 비판
했다’라는 문장을 맞닥뜨린다고 생각해보자. 이 경우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전
맥락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해당 문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 동사 구성은 일차적으로는 해당 어휘로 기술되는 의미를 나타내기
는 하지만, 이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의미 부분 중 첫 번째인 해당 명제를
확인하는 부분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해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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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8)의 예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명제를 ‘를’이 이끄는데, 이 명제가 다
른 종류의 요소와 결합하면 전제는 사라진다. 다음의 예를 확인해보자.

(9) 가. 그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 해
제를 통해 시간을 벌면서 핵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협상을 추
진 중인 미 정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나. 교황청의 산아제한 반대는 가난한 나라에 빈곤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9)에는 ‘-라고 비판하다’ 구성이 쓰였다. 이때 특히 (9가)의 경우 해당 구성에 결
합한 명제는 비판의 주체의 의견일 뿐이다. 해당 명제가 사실로 전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9가)가 전제를 유발하지 못하는 것이, 혹 보절이 ‘-ㄹ 것’의 형태를 취했
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대개 ‘-ㄹ’은 비현실(혹은 서상법, irrealis)
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되어 왔기 때문에(임동훈 2008, 문숙영 2009 등), 이에 결합
하는 명제가 실제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9
나)를 보면, 보절이 ‘-ㄹ 것’이 아닌 ‘-ㄴ 것’의 형태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때 보절은 비판 주체의 의견일 뿐이다. 결국 (9나)에서 교황청의 산아제한 반대가
가난한 나라에 빈곤을 양산한다는 것이 사실임이 전제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판단 동사 구성은 이에 결합하는 보절이 어떤 어미 상당 구성40)을 취하는
지보다는 보절을 이끄는 요소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전제 구조가 달라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동사 단독으로 전제 유발 표현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판단 동사의 보절을 이끄는 요소까지 함께 처리한 하나의 ‘구성’을 전제 유발 표현
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판단 동사 구성이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 가지는 특성을 살피기 전, 간단하게 판단
동사 구성의 목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40) ‘어미 상당 구성’이라는 술어를 쓰는 것은, ‘-ㄴ 것’과 같이 어미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
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어미라고 한정지을 경우 이와 같은 구성을 포괄하기 어려울 수 있기
에 이와 같은 술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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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어 판단 동사 구성의 목록
{-를/-에 대하여} 비판하다, {-를/-에 대하여} 비난하다, -를 {좋게/나쁘
게} 평가하다41), -를 {좋게/나쁘게} 보다, -를 싫어하다, -를 좋아하다, 를 {좋게/나쁘게} 생각하다, -이 잘못이다

(10)의 예들은 전제를 유발하는 판단 동사 구성의 일부이다. 아래 이들의 전제 유
발 표현으로서의 특징을 살필 때는 이들 목록의 일부를 적절히 이용할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보절을 이끄는 요소가 ‘를’이라는 것인데, 판단 동사 구성의 보절
은 전형적으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를’이 결합했을 것이다. 그리고
대상이라는 점은,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
서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두 의미 부분 중 첫 번째의 것은 결합한 명제, 즉
보절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 것이라 하였다.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를 가진다는 것이고, 이것이 대상을 표시하는 전형적인 목적격
표지 ‘를’의 기능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판단 동사 구성들이 유발하는 전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1 배경성
판단 동사 구성들이 유발하는 추론이 전제라고 할 만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추
론의 배경성을 보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11) 가. 북한 경비정 두 척이 7분 간격으로 NLL을 넘어온 점을 이상징후로 판단했다.
나. 아닙니다. 이는 그렇게 간단하게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북한 경비정은 NLL을 넘지 않았습니다.

41) 대개 ‘평가하다’라는 동사는 ‘–을 {–라고/-게} 평가하다’의 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라고/-게}’에 연결되는 내용은 평가 주체의 주관적인 느낌이므로 사실로 전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보절로서 ‘을’에 결합하는 명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사실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을 평가하다’ 꼴이 단독으로 쓰
이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10)의 예에 ‘{좋게/나쁘게}’와 같은 예를 추가해 두었다. 이
하의 비슷한 예는 모두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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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예는 ‘-를 (어떻게) 판단하다’의 구성을 활용한 예문이다. 전제 유발 표현을
판별하는 데 사용해온 거짓말 테스트가 적용된다는 것은 (11다)로 확인할 수 있다.
‘를’에 결합한 보절은 전제이기 때문에 배경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부정 응답의 직
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부정문에서도 판단 동사 구성의 전제가 살아남는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
의 경우 부정의 영향권에 따라 부정문에서 살아남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대개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특성을 보인다. 판단 동사 구성
역시 (12)와 같이 부정문에서도 전제가 유지된다.

(12) 가. 동운이는 순경이가 주말에 잠만 자는 것을 싫어한다.
전제: 순경이가 주말에 잠만 잔다.
나. 동운이는 순경이가 주말에 잠만 자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전제: 순경이가 주말에 잠만 잔다.

(12가)는 ‘순경이가 주말에 잠만 잔다’라는 것을 전제한다. 이와 같은 전제는 (12
가)를 부정한 (12나)에서도 확인된다. 전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12나) 뒤에
‘사실 순경이는 주말에 잔 적이 없는데 말이다’와 같이 전제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
을 덧붙이면 어색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점은
판단 동사 구성의 추론이 배경성을 가짐을 보여준다.
그런데 배경적이라는 특징과 관련하여, Noonan(2007)에서 제기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명사화된 명제가 전제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행위나 상
태가 명사화된 경우는 본질적으로 이들이 비지시적(nonreferential)이기 때문에 전
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보절로 쓰일 때 배경적인 특성을
보이기는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Noonan 2007: 119).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판단 동사 구성들은, 대상이 되는 명제를 명사화한 형태로 이
끌고 있다. 이때 Noonan(2007)의 주장은 판단 동사 구성의 보절만이 배경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예
에서도 보절이 전제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배경적인 역할은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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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지원이는 선혁이가 빵을 좀 사오기를 바란다.
나. 지원이는 선혁이가 빵을 좀 사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13)의 예에는 판단 동사 구성이 아닌 것이 쓰였다. 희망을 표현하는 동사가 쓰인
것이다. 이때 (13)의 ‘선혁이가 빵을 사오기’로 명사화된 명제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라는 상황을 ‘-기’ 명사절을 이용하여 표현한 것일 뿐, 실제로 사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Noonan(2007)의 지적처럼, (13)에 나타나는 동사 구성에 결합한 명사화된 명제
들은 여전히 배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3가)의 발화에 이어 이를 부정하는 대
답을 한다면 그 대답은 일차적으로 ‘아니야, 지원이가 뭘 그런 걸 원해’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온 거짓말 테스트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전제 유발 표현들
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13가)의 명제가 이에 대응하는 부정문인 (13나)
에서 유지되는 것에서도 배경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보절을 요구하는 동사들은 보절을 배경적인 정보로 가져야 할 것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배경적인 정보라는 점 하나만으로는, 전제로서의 보절과
그렇지 않은 보절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전제는 실제 상황과 비교된 후 실
현된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데서 이들과의 차이를 살필 가능성이 보인다. 즉, 전제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실재 맥락과의 비교를 통해 실제 전제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실제 세계(actual world)와의 비교가 선결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 ‘어떤 사실이 전제된다’라는 표현이 가능함을 지적했는데, (13)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사들은 보절이 사실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13)의 동사가 보절이 사실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휘내용적 전제 유
발 표현들의 의미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점과도 관련이 깊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
발 표현은 명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으로 의미가 나뉜다고 하였다.
이때 (13)의 ‘바라다’도 명제를 확인하는 것과 이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으로 의미가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명제를 확인해야 그것을 바라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단 동사 구성이든 (13)의 ‘바라다’이든 결합 명제를 확인한다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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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통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이
다. ‘바라다’라는 동사는 그 의미상 사실인 것을 희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희망이 ‘바라다’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이므로, 실제 세
계와 명제가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쓰기
쉬운 동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전제 유발 표현으로 쓰일 만한 동사는 실제 세
계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만한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점을 보여준다.

2 취소 가능성
한편 앞서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취소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였다. 판단
동사 구성의 전제 역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에 비해 취소가 쉬워 보인다. 이를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14) 가. 현경이는 정규가 집에 간 것에 대해 비난하지 못했다. 정규는 집에 가지 않
았기 때문이다.
나. 만약 기태가 잘못했다면, 승영이가 그에 대해 비난할 것이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의 전제는 상위언어적 부정에 의해서 쉽게 취소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에 속하는 판단 동사
구성은 이보다는 쉽게 취소된다. (14가)의 예를 보면 정규가 집에 갔다는 전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4나)와 같이 가정의 맥락에 판단 동사 구성이 쓰이는 경우는 전제가 쉽게
취소된다. 가정의 맥락에서 전제가 쉽게 취소되는 것은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경
우에서도 확인되었던 것이다. 다만, 여기서도 선행절에 판단 동사 구성이 쓰인 경우
에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판단 동사 구성으로 유발되는 전제는, 전체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
제의 특성도 보여준다. 이를 다음의 예를 바탕으로 살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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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생들은 총학생회가 학생 복지에 관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했다.
전제: 총학생회가 학생 복지에 관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

(15)의 예는 총학생회가 학생 복지에 관한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제가 사실일 경우, (15)의 예문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다. 그
러나 사실은 총학생회가 학생 복지에 관한 정책을 비중있게 내놓는 상황이고, 청자
도 이를 알고 있다면 (15)의 예문은 상당히 어색해지고, 참이라고 판단할 만하지
못한 예문이 된다. 이처럼 판단 동사 구성 역시 다른 전제 유발 표현과 마찬가지로
전체 발화의 진리치에 영향을 끼친다.

이상에서 살펴본 판단 동사 구성은, 비록 여러 맥락에서 취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
기는 하지만, 전제를 유발하는 데 특정한 맥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전제를 유발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취소될 뿐이라는 것이다. 전제가
유발되기 위해서 특정 맥락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래서 다룰 착각 표현류나 시간 부
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다. 판단 동사 구성은 이와 같은 제약을 가지지 않
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아래 특정 맥락을 필요로 하는 전제 유발
표현들의 특성을 살피며 확인하도록 한다.

4.2.2. 상태 변화 동사 구성
상태 변화 동사 역시 일찍부터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Sellars 1954). 상태 변화 동사 구성은 상태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는 의미를 가지
므로, 이전에 상태와 관련된 전제를 가진다. 변화라는 것은 변화 이전의 상태에서
이후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발화의 중심은 이후의 상태에 있어 이때 상태
가 어떻다는 것을 단언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변화 이전의 상태는 배경 정보로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상태 변화 동사의 대표적인 예는 ‘시작하다’류와 ‘끝내다’류의 두 종류를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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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아래 일부 동사 목록을 제시한다.

(16) 가. ‘시작하다’류: 시작하다(-기 시작하다42)), -에 착수(着手)하다 등
나. ‘끝내다’류: 끝내다, 멈추다, 마치다, 끊다, 그만두다, 관두다 등

(16)에 제시한 예는 상태 변화 동사의 목록 중 일부인 ‘시작하다’류와 ‘끝내다’류를
제시한 것이다. 명제 형식을 보절로 취하는 상태 변화 동사 중 대표적으로 전제 유
발 표현으로 꼽혀온 부류만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각각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16가)는 ‘시작하다’를 대표적으로, (16나)는 ‘끝
내다’를 대표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판단 동사 구성은 보절을 이끄는 요소의 종류에 따라 전제를 유발할 수 있
는지 없는지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16)에 제시된 ‘시작하다’류의 동
사들과 ‘끝내다’류의 동사들은 다양한 요소를 취하지 않고 ‘을’ 정도만을 보절을 이
끄는 요소로 취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다룬 판단 동사 구성,
아래서 다룰 착각 표현들이 인지적 과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어떤 상태의 모습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는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지
적 과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 경우, 보절을 이끄는 요소의 차이를 통해 해당 명
제의 인식적 위상을 표시하는 반면, (16)과 같은 상태 변화 동사들은 사건을 표시
하는 것이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다.43)
(16)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태 변화 동사들은 명제의 인식적 위상을 나타낼 필요

42) ‘-기 시작하다’의 경우, ‘-를 시작하다’와 크게 다른 의미를 가지지는 않고, ‘-기를 시작하
다’와 같이 그 형태를 복원하여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다만, ‘-기 시작하다’는 코퍼
스에서 그 형태가 자주 나타나며 어느 정도 관습적으로 굳어져 쓰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므
로 따로 제시한 것이다.
43) 변정민(2002: 69)에서는 인지 동사 구문의 주어는 경험주이며, 이때의 경험주는 경험 내용
을 자신의 내면으로 수용하는 주체로 보았다. 그렇기에 경험의 명제 내용 자체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사실과 정보로서의 가치가 다른 객관적인 정보들에 비해 제한된다고 본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지 동사 구문의 명제가 사실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경험주의 태
도와 진술 관점에 달려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인지 과정을 나타
내는 동사, 그리고 이들이 포함된 구성이 보절을 이끄는 요소의 종류에 따라 명제를 사실로
전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각 요소가 가지는 의미를 바탕으
로 결합한 명제 내용의 사실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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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의미를 가진다. 어떤 사건 혹은 상태의 지속 또는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
이기에, 객관적인 사건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명제만이 결합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룰 만한 상태 변화 동사 구성은 주로
‘를’이 결합한 것이 될 텐데, 편의를 위하여 (16)과 같이 동사로만 표기하기로 한다.
‘시작하다’류의 동사들은 이전의 상태가 단언되는 상태와는 달랐음을 전제한다. 반
면 ‘끝내다’류의 동사들은 명제로 표현된 상태가 이전에 지속되고 있었음을 전제한
다. (17)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7) 가. 해가 지고 나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전제: 화자가 밥을 안 먹고 있었다.
나. 너 혼자 술 먹는 거 그만해야 돼.
전제: 청자가 혼자 술을 먹곤 했다.

(17가)는 ‘화자가 밥을 안 먹고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17나)는 ‘청자가 혼자
술을 먹곤 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아래에서는 상태 변화 동사 구성으로 유발된 전제의 특성을 살피도록 한다.

1 배경성
상태 변화 동사 구성의 전제는 배경성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준다. (17)에 대응하
는 부정문을 (18)과 같이 설정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전제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
인다.

(18) 가. 해가 지고 나서 밥을 먹기 시작하지는 않았다.
전제: 화자가 밥을 안 먹고 있었다.
나. 너 혼자 술 먹는 거 그만하지 말아야 돼.
전제: 청자가 혼자 술을 먹곤 했다.

(18가)에서 ‘화자가 밥을 안 먹고 있었다’라는 전제는 뒤에 ‘사실 계속 먹고 있기는

- 121 -

했지만’과 같은 문장이 덧붙으면 어색하다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18나) 역시
전제 내용과 반대되는 문장을 덧붙일 경우 어색하다는 점을 통해 전제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예와 같이 거짓말 테스트를 통해서도 이들의 배경성을 살필 수 있다.

(19) A: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현이가 상아랑 살기 시작했어.
B1: 아니야, 걔네 같이 안 살아.
B2: ?아니야, 원래부터 같이 살았는데 뭘.

(19A)는 수현이가 이전에는 상아랑 같이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와 같
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19A)의 발화를 해석하면 지금은 수현이가 상아와 함께 산
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A)의 문장이 표현하
려는 주된 내용은 수현이가 상아와 현재 함께 산다는 것이다. 이때 거짓말 테스트를
적용하면 (19B1)과 같이 문장이 나타내려는 주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
게 느껴지는 반면, 전제를 부정하는 (19B2)는 어색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2 취소 가능성
이들 전제는 취소가 가능하다. 아래 제시된 예의 경우 전제가 취소된다.

(20) 가. 고은이가 아기는 임신 4개월에 신경과 감각 계통이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나. 만약 순용이가 아직 일을 하고 있더라도, 곧 그거 끝낼 수 있을 거야.
다. 임신 6개월에 신경과 감각 계통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전부
터 이미 많이 발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20가) 뒤에 ‘그러나 사실 이전 시기부터 발달된다’ 정도의 발화를 더해도 어색하지
않음을 보면 전제가 취소되었다고 할 만하다. (20나)는 보조사 ‘도’ 역시 취소되는 모
습을 보이던 가정절에 문장을 내포한 경우이다. 앞서 순용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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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 해서 그 상황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다)는 전제 내용을 명시적으로 부정한 경우인데,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은 전제가 취소되었다고 할 만한 상황이다. 이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
현들이 쉽게 취소되지 않던 맥락으로,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에 속하는 상태 변
화 동사의 전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상태 변화 동사의 전제는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21)
의 상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1) (화자가 친구를 괴롭힌 적 없는 상황에서)
A: 이제 기태 괴롭히는 거 그만할 거야.
B1: 뭔 소리야, 언제부터 누구 괴롭혔다고.
B2: *아니야, 언제부터 누구 괴롭혔다고.

(21A)의 발화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21B1)과 같이 문장 전체를 어색한 것으로 처
리해야 한다. (21B2)처럼 아니라거나 맞다거나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전제가 사실이 아닐 경우 전체 발화의 진리치 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4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서의 특징
상태 변화 동사를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들 동사의 의
미가 단순히 앞선 상황을 조응적으로 가리킨다기보다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기술을 하는 두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위 (20나)에서 확인된다.
후행절에서 가정된 앞 상황을 가리키는 것은 ‘그거’라는 표현이지 ‘끝내다’라는 것이
아니다. 앞선 상황을 가리켜 주는 다른 표현이 있으면 상태 변화 동사는 해당 상황
을 어찌한다는 기술만을 담당하게 된다.
앞선 상황에 존재하는 것에 연결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하는 조응적 전제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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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달리, 결합한 명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그 특성상 제보적 전제의 용법으로 쓰이기 쉽다. 전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르더라
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결합된 명제를 확인하는 의미 부분을 발화의 주된 내
용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라이터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청자에게) 아, 이제는 담배 피는 거 그만뒀어요.
전제: 화자가 이전에 담배를 피웠다.
(23) A: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현이가 상아랑 살기 시작했어.
B1: 아니야, 걔네 같이 안 살아.
B2: 아니야, 걔네 같이 산 지 꽤 됐어.

(22)는 화자가 이전에 담배를 피웠음을 청자가 몰랐더라도, 즉 신정보이더라도 적
절하게 인식될 만한 발화이다. 괄호에 제시된 상황과 같이, 청자가 담배를 피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낼 때 지금은 피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하며 이전에는 피곤
했다는 사실을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은 전제 내용이 일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3B1)의 응답은 지금 수현이와 상아가 함께 살고 있다는 (23A)의 단언 내용을 부
정하는 응답이다. (23B2)는 이전에 수현이와 상아가 함께 산 적이 없다는 전제 내
용을 부정하는 발화이다. 거짓말 테스트에 따르면 전제 내용을 부정하는 응답은 어
색할 텐데, (23)과 같이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이 쓰이는 일부 맥락에서는 자
연스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제보적 전제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
라고 할 수 있겠다.
상태 변화 동사들 역시 판단 동사 구성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같은 특정한 맥락에
따라 전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전제를 유발하
는 힘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정 맥락에 국한되어 전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다. 특정 맥락에 국한되어 전제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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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정한 맥락을 요구하는 전제 유발 표현
4.3.1. 착각 표현류
판단 동사 구성이나 상태 변화 동사 구성의 경우, 특정한 맥락에서만 전제가 유발
되는 것은 아님을 이야기한 바 있다. 물론 모든 맥락에서 전제가 유발되는 것은 아
니며 취소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맥락에 국한되어 전제 구
조가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명 착각 표현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특정한 맥락에 국한해서만 전제를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착각 표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결합하는 명제가 사실이 아님을
전제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 이들이 모든 맥락에서 전제를 유발할 가능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보절을 이끄는 요소나 주어의 인칭에 따라
전제 유발 여부가 달라진다. ‘-로 알다’ 구성은 대표적인 착각표현으로, 어떤 맥락
에서 이 표현이 전제를 유발하는지 아래 예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24) 가. 나는 뉴욕이 미국의 수도인 것으로 알았다.
전제: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다.
나. 나는 도서 대출 기간이 30일인 것으로 안다.
다. 노일병은 어머니가 그것을 사내들에게 줘 버리는 것으로 알았다.
전제: 노일병의 어머니는 그것을 사내들에게 주지 않았다.
라. (사람들은) 양보를 하면 자기가 남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으로 안다.
전제: 양보를 한다고 남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은 아니다.

(24)의 예들은 ‘-로 알다’ 구성이 1인칭 주어와 쓰일 때, 3인칭 주어와 쓰일 때, 그
리고 과거와 현재로 쓰일 때의 예를 각각 보인 것이다. 이때 (24가, 다, 라)의 예에
서는 결합하는 명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추론된다. 이들 문장 앞이나 뒤에 해당
명제가 사실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자연스러움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추론이 읽힘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24나)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추론이 읽히지는 않는다. 물론 ‘를’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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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쓰였기 때문에 분명 해당 명제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읽히
기는 한다. 이는 명제의 사실성을 보절을 이끄는 요소를 달리하여 표현해주는 인식
동사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착각 표현류가 결합한 명제가 사실이
아님이 추론되는 것과 달리 (24나)는 사실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도
의 의미만을 가진다.
이는 (24나)의 문장 앞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정도의 표현을 붙이더라
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점, 문장 뒤에 ‘그런데 현승이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정도
의 표현을 붙이는 것도 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4나) 문장의 보절은, 그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로 알다’ 구성이 특정한 맥락에서만 전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로 알다’ 구성이 전제 구조를 가지고 있
고, 특정 맥락에 따라 이것이 실제 전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전제는 충분히 취소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는데,
굳이 이 구성이 특정 맥락을 요구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전제
가 맥락에 따라 쉽게 취소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온 것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점이 지적될 만하다.
‘-로 알다’ 구성, 나아가 착각 표현류에서 보이는 전제의 모습은 다른 표현이 유
발하는 전제가 취소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른 표현들이 유발하는 전제
를 다루며 모든 취소 가능한 맥락을 보이지는 않았다는 한계가 있지만, 취소라는 것
은 대부분의 맥락에서는 전제가 실현되되, 일부 맥락에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견
된다는 상황을 기술하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로 알다’ 구성이 (24)의 예에서 보이는 모습은 이와는 달라서 (24나)와 같은
맥락, 즉 1인칭 주어에 동사가 현재 시제로 표현된 경우에는 항상 전제를 유발하지
못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마치 결합 명제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는 있으나,
이 경우는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이때의 ‘-로 알다’ 구성이 전제를 유발하
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시제라는 연산자는 어떤 상황을 단순히 시구간에 위치시키
는 것으로, 배경 정보를 항상 차단할 만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단언과 함께
배경 정보의 시위치를 알려주는 정도의 연산자는 될 수 있으나 (24나)의 예처럼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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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전제를 차단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로 알다’ 구성이 영향을 받는 원인에는 주어의 인칭도 있다. 착각이라는
것은 타인의 생각을 평가하거나 화자 자신의 과거 생각을 평가할 때 붙일 수 있
는 이름일 것이다. 착각 표현이 유발하는 전제 자체가 결합 명제가 사실이 아니
라는 것임을 생각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이 전제 구조를 올바르게 사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4나)의 경우와 같이 화자를 ‘-로 알다’ 구성의 전면에 내세운 경우,
이것을 착각이라고 판단할 만한 판단 주체와 인식 주체가 동일하게 된다. 결합
명제에 대해 인식을 하는 주체가 착각이라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
운 일일 것이다. 게다가 (24나)는 그 명제를 현재 시점에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문장이 된다. 이럴 경우 (24나)에서 ‘-로 알다’ 구성에 결합한 명제가 착각이라
고 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24가)가 상황을 과거로 위치시키면서 결합 명제가
착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반면 (24다, 라)의 예는 주어가 화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다. 이 경우 결합 명
제를 착각이라고 판단하기는 더욱 쉬워지며, 이와 같은 상황은 ‘-로 알다’ 구성이
가지고 있는 전제 구조가 실제 전제로 유발되도록 해준다. 그렇기에 이때는 시제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실제 전제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4나)에서 전제가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로 알
다’의 전제 구조와 연관된 요소들이 ‘-로 알다’ 구성의 의미와 상호작용한 결과이
다. 그리고 이들 경우에서는 체계적으로 전제가 실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
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전제 취소로 설명하지 않고 전제 유발 표현이 전제를 유발하
기 위해 특정 맥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본다. 전제 취소는 (24가, 다, 라)에 해
당하는 예들이 여러 맥락에서 취소되는 모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로 알다’ 구성과 같은 착각 표현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앞서 ‘-로 알다’ 구성이 필요로 하는 맥락을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표현들
은 1인칭 주어가 결합하고 동사가 현재 시제로 나타나는 경우를 제외한 때 전제
를 유발하는 힘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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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국어 착각 표현류의 목록
-로 알다, -라고 알다, -라고 생각하다, -ㄴ 줄 알다, NP1를 NP2로 알다44)

이들 표현들은 ‘-로 알다’ 구성과 마찬가지로 결합 명제가, 혹은 배경 정보로 이용
되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한다. 앞서 살펴본 전제 유발 표현들은 어떤 사실을
전제하는 반면,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제 의
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들이 보여주는 전제 의미는 그동안 살펴온 전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아래 그
예를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한다.

1 배경성
이들이 배경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은 거짓말 테스트를 적용해 확인할 수 있다.

(26) 가. 두희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 것으로 알더라.
나. 아니야, 두희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다. *아니야,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잖아.

(26가)의 예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전제할 것이다.
이때 (26나)와 같은 응답을 보면, 두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정
하고 있다. 이는 (26가)의 발화에서 단언된 것을 거부하는 응답이다. (26나)에서도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배경적인 정보로 여전히 이
용하고 있다. 두희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는 것은, 그것을 믿을 정도는 되지 않는
다는 것이고 해당 명제는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26다)와 같이 전제될 만한 내용을 부정하는 응답은 어색하다. 이는 (26가)
44) ‘NP1를 NP2로 알다’ 구성의 경우 보절이 결합하는 구성은 아니다. ‘철수는 영수를 바보로
안다’ 정도로 나타나는, 명사구가 결합하는 구성인 것이다. 그동안 다루어 온 전제 유발 표
현 중 동사 구성들은 보절을 요구하거나, 사건이나 행위 등을 지칭할 만한 명사구 정도를
요구하는 때로 한정해온 바 있다. 그런데 ‘NP1를 NP2로 알다’ 구성은 ‘NP1은 NP2가 아니
다’ 정도를 전제 구조로 가지는 듯하다. 이 경우도 전제라고 할 만한 것이기에 기존에 다루
어 오던 구성들과는 다르지만 목록의 하나로 정리해두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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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단언하고자 하는 것이 두희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해야
할 것을 엉뚱한 배경 정보를 부정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전제 의미의 배경적이라는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부정문에서도 살아남는 특성을 보이는 아래의 예를 통해 더 확
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27) 가. 지수는 지구가 평평한 것으로 알았다.
전제: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나. 지수는 지구가 평평한 것으로 알지는 않았다.
전제: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27가)에서 전제되는 것은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부정문
인 (27나)에서도 유지되는데, (27나) 뒤에 ‘사실 지구는 평평한데 말이다’와 같이
전제 내용을 부정하는 문장이 덧붙으면 어색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
은 착각 표현류가 유발하는 추론이 배경성을 보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2 취소 가능성
착각 표현류도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취소가
쉬운 모습을 보인다. 이를 살피기 위하여 아래 예를 제시한다.

(28) 가. 정인이는 용현이가 밥을 이미 먹은 줄 알아.
전제: 용현이는 밥을 먹지 않았다.
나. 한울이는 정인이가 용현이가 밥을 이미 먹은 줄 안다고 말했다.
다. 정인이는 용현이가 밥을 이미 먹은 줄 알진 않아. 사실 먹기는 했는데도
말이야.

(28가)의 예에서는 용현이가 밥을 이미 먹지는 않았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런데
(28나)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가 유발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한울이가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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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장면만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명제를 가정절에 담은 것과 비슷
한 효과를 보일 것이다. (28나)의 문장에 ‘실제로 먹었는데 말이다’ 정도의 문장을
추가한다고 해서 어색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28가)의 전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8다)의 예도 마찬가지로 착각 표현류에 의해
유발되는 전제는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쉽게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28) 예문의 모습들은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들이 취소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가정절에 내포하는 경우에는 착각 표현류가 취소 가능성의 정도가 높다는
점이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제시한다.

(29) 만약 연체료가 300원이 아니라도, 승훈이는 300원인 걸로 알걸.

(29)는 가정의 상황을 연체료가 300원이 아닌 것으로 설정함으로써 뒤의 전제 구
조와 같은 내용임을 보인다. 물론 이 경우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는 가정의 상황 속
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가 취소되었다고 볼 만하다. 이때 ‘-로 알다’ 구성이 조
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다른 점은, ‘-로 알다’ 구성 자체가 선행절의 명제를 직접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후행절의 ‘승훈이는 300원 인 걸’을 ‘그걸’ 정도로 바
꾸면 이는 더 확실해진다. ‘그걸’이라는 표현이 선행절의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지
‘-로 알다’는 그에 대한 기술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착각 표현류가 유발하는 추론은 전체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도
전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착각 표현은 전제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다면 전체 문
장의 진리치를 따지기 매우 어렵게 된다. 아래의 예를 보도록 하자.
(30) *나는 지구가 둥근 줄 알았어.

(30)의 예에 결합한 명제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은 현대인이라면 대개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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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있는 명제이다. 그런데 이것이 ‘-ㄴ 줄 알다’라는 착각 표현과 함께 쓰
이면 지구는 둥글지 않다는 것이 전제된다. 일반적인 청자라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
을 알 것이며, (30)의 발화를 듣는다면 상당히 어색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에 대
한 반응으로는 ‘응’이나 ‘아니야’가 아니라, ‘뭔 소리야’ 정도가 나올 법하다. 이는 전
제가 사실이 아니라면 전체 문장의 진리치를 따지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3.2. 시간 부사절
시간 부사절은 영어의 경우 before-절과 after-절을 대표로 하여 전제 유발 표현
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우리 논의의 기반이 되는 Zeevat(1992)에서는 이를 해
소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로 다루었다. 그런데 이때 해소 전제 유발 표현은 우리의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에 속하는 것임을 제2장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어 시
간 부사절은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 판단된다.
Zeevat(1992)에서는 영어의 시간 부사절에 쓰이는 명제가 앞선 맥락에 등장하지
않을 경우 시간 부사절은 쓰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앞선 맥락을 꼭 필요로 하는
해소 전제 유발 표현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국어 시간 부사절이 유발
하는 전제가 꼭 앞선 맥락에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시간 부사절이 유발하는
전제의 특성이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들과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어
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 보았다.
한국어의 시간 부사절은 ‘-ㄴ 후’나 ‘-기 전’ 정도의 표현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때 이들이 유발하는 전제는 각각 결합한 명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
해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31) 가. 진우는 밥을 먹은 후에 집에 갔다.
전제: 진우는 밥을 먹었다.
나. 우진이는 아침을 먹기 전에 옷을 입었다.
전제: 우진이는 아침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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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황이라면 (31가)의 예문에서는 진우가 밥을 먹었다는 것이, (31나)에서
는 우진이가 아침을 먹었다는 것이 전제된다. 그런데 이때 전제에 해당하는 명제가
꼭 기존에 주어졌던 정보일 필요는 없다. 해당 명제와 주절의 명제 모두 새로운 정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31)의 예가 전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은 시간 부사절 구성이 이에 결합하
는 명제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관련 기술을 하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
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31가)에서는 ‘-ㄴ 후’ 구성을 통하여 우선 진우가 밥을
먹었다는 명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의 일을 기술하겠다는 의미를 보인다. 다른 어휘
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과 마찬가지로 결합 명제의 내용을 확인할 때 전제가 실현된
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는 (31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부사절 구성의 특성은 특정 맥락에서만 전제를 유발할 수 있
도록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다음의 예를 살피도록 한다.

(32) 가. 종이 친 후에 우리는 학교 밖으로 달려갔다.
전제: 종이 쳤다.
나. 우리는 집에 도착한 후에 티브이를 튼다.
다. 노트북이 망가지기 전에 많은 작업을 끝냈다.
전제: 노트북이 망가졌다.
라. 악질적인 범죄자들은 경찰에 발견되기 전에 잘 숨는다.

(32가)와 (32다)는 각각 종이 쳤다는 것과 노트북이 망가졌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
러고 나서 그 이후 혹은 이전에 무엇인가 행동을 했다는 점이 단언되는 것이다. 그
런데 이때 이들의 공통점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는 것이다. (32나, 라)의 경우에는
전제가 유발되지 않는데, 이들은 주절의 시제가 현재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평서문일 때만 시간 부사절의 전제가 유발된다
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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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 술 마신 후에 숙취해소제 먹어?
나.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33가, 나)의 예에서도 모두 전제가 유발되는 것 같지는 않다. (33나)의 경우에는
밥을 아직 먹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까지 추론된다.
(32나, 라), (33가)의 공통점이라 할 만한 것은, 이들이 어떤 일회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문장 주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32나)는 ‘우리’로
칭해질 만한 사람들의 행동을, (32라)는 악질적인 범죄자들의 보통의 경우를, (33
가)는 술 마신 후의 습관을 물어보는 의미를 가진다. 한편 (33나)의 경우에는 손을
씻으라는 명령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 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대개의 경우 실현
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보다 이전의 행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
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 부사절의 전제가 시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사
실은, 시간 부사절이 전제를 특정한 맥락에서만 유발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ㄴ 후’나 ‘-기 전’과 같은 시간 부사절은 기본적으로 주절의 사건과 시간 부사절의
사건 간 시점을 비교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후’나 ‘전’과 같은 어휘들이 가지는
의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로 쓰인다면, ‘-ㄴ 후’에 결합하는 명제는 그 이전
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읽힌다. 이때 주절 사건의 시점인 어느 과거 시점보다도
이전의 사건이 ‘-ㄴ 후’에 결합하는 명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점은 ‘-ㄴ 후’에
결합한 명제가 사실임을 전제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주절 동사가 현재 시제로 쓰일 경우, ‘-ㄴ 후’에 결합하는 명제는 현재 시
점보다 이전의 것이라는 해석이 읽힌다. 이때도 ‘-ㄴ 후’에 결합하는 명제의 시점은
과거라 할 수 있으며, 앞선 논리에 따르면 전제가 될 만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예에서는 ‘-ㄴ 후’에 결합한 명제가 이미 일어난 것이
라는 점이 읽히는 듯하다.

(34) 유난히도 춥던 날. 민규는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라도 자신의 귀환을 반겨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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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지만, 그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사
람의 온기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
을 보내던 거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던 화장실, 늘 커피 냄새가 진동하던 부
엌... 그리고 그는 2층으로 올라간 후 자신의 침실로 들어간다. 그곳은 이미
사람이 살던 곳이라 할 수 없을 만큼 먼지가 쌓여 있었다.

(34)에서 2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34)의 예 전반을 보면 과거의 상황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표현상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 현재 시제의
주절 동사가 선택된 것이지 (32나, 라)의 예와 같이 단독 문장이 현재 시제로 표현
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결국 (34)의 해석에 필요한 맥락도 이들이 모두 과
거의 일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기 전’에서 읽히는 전제도 주절 동사가 과거 시제로 쓰일 때만 보인다. 주
절 동사가 현재 시제를 취한다면, ‘전’의 의미 때문에 ‘-기 전’에 결합한 절이 현재
보다 뒤서는 시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현재보다 뒤에 있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 상황에서 ‘-기 전’에 결
합한 명제가 이미 일어났다거나 사실이라는 전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 시제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늘상 과거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 전’에 결합한 명제가 과거 시점에 일어났을 여지가 생기게 된다. 또한 전제가
배경 정보로 이용된다는 점, ‘-기 전’ 역시 전제 유발 표현의 하나로서 이 표현으로
추론 가능한 명제가 배경 정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기 전’으
로 끌고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간 부사절은 결합한 명제가 의미하는 사건을 발화의 해석에 필요로 한
다. 그렇기에 일차적으로는 해당 명제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표현이다. 이에 더해
그 명제가 주절보다 이전인지 이후인지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
은 의미는 이들이 전제를 유발하는 모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시간 부사절을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일부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편 시간 부사절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전제의 취소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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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만 전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앞서 착각 표현류의 경우와 동일하
다. 이들이 과거라는 맥락에 위치하지 않으면 전제를 유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
며, 각 시간 부사절의 의미 특성은 이들의 전제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는
시간 부사절이 전제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맥락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는 모
습이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시간 부사절이 유발하는 전제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1 배경성
시간 부사절에 의해 유발되는 추론이 전제라는 점은 이들이 배경적인 특성을 가
진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이를 살피기 위하여 아래의 예를 제시한다.

(35) 가. 어제 과제 끝난 후 떡볶이 먹었어?
나. 아니야, 떡볶이는 무슨.
다. *아니야, 과제 못 끝냈는걸.

(35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35나) 정도가 자연스럽고 (35다)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모습은 ‘-ㄴ 후’라는 표현에 결합한 명제가 사실일 것임이 추론되는데 이
것이 발화 해석에 있어 배경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ㄴ
후’뿐만 아니라 ‘-기 전’이라는 표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36) 가. 집 가기 전에 밥은 먹었어?
나. 아니야, 밥은 무슨.
다. *아니야, 집도 못 갔어.

마찬가지로 (36다)처럼 전제라고 할 만한 것을 부정하는 응답을 취할 경우 대화쌍
이 어색해진다. 이와 같은 점은 이들 추론이 배경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거짓말 테스트를 활용한 위의 예 외에도 이들 추론이 배경적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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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 전화한 후에 집에 갔다.
전제: 화자가 전화를 했다.
나. 전화한 후에 집에 가지 않았다.
전제: 화자가 전화를 했다.

(37가)에 대응하는 부정문인 (37나)에서는 (37가)의 전제가 유지된다. (37나)는
화자가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색한 문장이 될 것이다. 이는 (37가)의 전
제가 (37나)에서도 유지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취소 가능성
시간 부사절이 유발하는 추론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역시 전제로 취급될
만한 것이다. 시간 부사절의 전제가 취소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38) 가. 걔가 밥 먹은 후에 전화했다고 하던데?
전제: 걔는 밥을 먹었다.
나. 걔가 밥 먹기 전에 전화했다고 하던데?
다. 과제를 다 한 후에 집에 갔어야 했는데
라. 잠들기 전에 과제를 끝내지 못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38가, 나)는 전제가 취소될 만한 상황인 말하기 동사 안에 전제 유발 표현을 포함
한 문장을 내포한 경우이다. 이때 (38가)는 ‘후’라는 어휘가 가지는 의미 때문인지
전제가 취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전화했다는 사건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표시하기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38다)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 또 다
른 맥락에 내포된다면 어렵지 않게 취소될 수 있는 것이 ‘-ㄴ 후’의 전제이다.
한편 ‘-기 전’의 전제는 (38나)에서 취소될 수 있는 모습을 보인다. 걔라고 지칭
되는 인물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38라)의
경우도 전제가 취소되었다고 할 만하다. 이때는 후행문이 가리키는 상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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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잠들지 못했다는 맥락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쉽게 취소되는 모
습은 앞서 다른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들이 보여주었던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다른 전제 유발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맥락에서도 쉽게 취소된다. 아
래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39) 가. 만약 철수가 이 파이를 먹었으면, 먹은 후에 꽤 아팠을 거야.
나. 만약 민지가 안경을 고쳤으면, 그러기 전에 나한테 전화했을걸?

단독으로 쓰였으면 전제를 유발했을 (39가, 나)의 후행절 표현들이 앞서 전제에 해
당할 내용을 가정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취소된다다. 이처럼 시간 부사절도 어휘내용
적 전제 유발 표현들의 특징인 취소가 쉽다는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39)의 예는 시간 부사절이 조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가정의 맥락에서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들이 전제를 유발하지는 못하
지만 앞선 맥락을 다시 가리키는 조응적인 역할을 보인다는 것은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39)에서 볼 수 있듯 시간 부사절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한다. 이
는 앞선 명제의 일부를 받아주거나 ‘그러다’와 같은 형식을 활용하여 나타나고 시간
부사절이 하는 역할은 그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것뿐이다. 다른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들과 마찬가지로 그 의미 부분 중 두 번째 역할만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고 있
다고 할 수 있겠다.

3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독립성
마지막으로 이들 전제가 전체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들이 전
제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한다.
(40) 가. (집에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에 도착한 후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나. (이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곳은 이사하기 전에 자주 왔던 곳이다.

(40)의 예들은 각각 전제라고 할 만한 상황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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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40가)와 같은 상황에 일어난 발화라면
이에 대한 청자의 응답은 ‘응’이나 ‘아니야’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전체 발화를 어색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진리치를 따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40나)에서도 역시 자연스러운 청자의 반응은 ‘뭐? 이사했었어?’ 정도
의 반응으로 (40나)의 진리치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놀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큰 듯하다. 이 역시 시간 부사절이 유발하는 추론인 전제가 전체 발화 혹
은 문장의 진리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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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전제를 발화 해석에 있어서 배경 정보로 기능하며 발화를 해석할 때 실재
맥락과 비교해 그 사실 여부를 따지게 되는 추론으로 정리하고 이들이 유발하는 전
제의 특성을 살폈다. 구체적으로는 배경성, 취소 가능성, 전체 문장의 진리치에의 비
독립성, 조응성이라는 특징을 중심으로 각 표현들을 확인하였다.
전제 유발 표현은 크게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이전 맥락에 이미 존재하거나 쉽게 추론
이 가능한 명제를 가리키는 것을 일차적인 기능으로 하는 표현들을 말한다. 어휘내
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명제를 확인하는 것과 이에 대해 기술하는 두 부분으로 의
미가 나뉘는 것을 말한다.
전제 유발 표현의 목록은 영어의 논의부터 한국어 논의까지 그 목록이 어느 정도
확립된 듯 보인다. 다만, 영어의 경우 전제 유발 표현을 각 특성에 맞게 분류하려는
시도를 해온 반면, 한국어 논의에서는 개별 항목이 전제를 유발함만을 보이고 이들
특성에 대해 살핀 논의는 적었다. 이에 본고는 영어의 경우를 바탕으로 논의되었던
전제 유발 표현의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큰 틀로 한국어의 전제 유발 표현을 분류
하며 각 항목들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룰 ‘전제’라는 용어를 한정하며, 전제와 혼동되었던 혹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 전제의 범위를 더 확실히 하고자 하였
다. 또한 이렇게 한정된 전제의 개념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제 유발
표현의 범위를 설정하고, 큰 틀에서 전제 유발 표현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과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
현이라는 구분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전제 유발 표현이라고 불릴 만한 항목들을
정리할 때 전제 의미나 그 특성을 검증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다루고 개별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은 앞선 맥락에 이미 공유되어 있거나 충분히 추론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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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를 전제로 발화 해석 시 맥락에 포함하는 것을 일차적 기능으로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청자가 해당 전제 내용을 모르던 상태이더라도 수용하여 전체 발화를 해석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전제가 취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
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기도 한다.
한편 조응적 전제 유발 표현 중에는 앞선 맥락에 전제될 명제가 명시적으로 주어
진다면 필수적 쓰임을 가지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필수적 쓰임을 가지
는 것들은 이때 조응적 역할을 강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조응사가 뒤선 맥락에 항상
쓰여야 한다는 점과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는 보조사 ‘도’, 반복 표현,
분열문을 들어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편 필수적인 쓰임을 가지지
않는 것들은 화자가 앞선 맥락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표현들로서
원인의 연결어미 ‘-니까’, 부사 ‘더’를 다룬 바 있다.
제4장에서는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다루고 개별 항목들을 제시하
였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은 그 의미 부분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특성을 가
진다. 이는 첫째, 결합된 명제를 확인하는 부분, 둘째, 해당 명제에 대해 기술하는
부분의 두 가지이다. 이때 어휘 의미의 첫 번째 부분, 즉 명제를 확인하는 부분이
전제를 유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응적 전제 유발 표
현처럼 이를 강하게 요구하기보다 한번 정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에 상
대적으로 제보적 전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들 어휘내용적 전제 유발 표현들에는 특정한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전제를 유
발하는 표현들과 특정한 맥락에 국한되어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들이 있다. 물론 특
정한 맥락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맥
락에 국한된다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는 전혀 전제를 유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나뉘는 기준은 각 구성에 포함된 어휘가 가진 의미 특성에 따른 것
이며, 특정한 맥락에 국한되지 않고 쓰이는 구성에는 판단 동사 구성, 상태 변화 동
사 구성을 다루었다. 반면 특정한 맥락에 국한되어 쓰이는 표현에는 착각 표현류와
시간 부사절을 그 예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고는 한국어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각 항목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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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간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일부 살폈다. 다만, 일부 항목에 한정하였기에
더 많은 항목을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다양한 전제 유발 표현을 살피고
이들의 특성을 정리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전제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제 유발 표현 자체의 특성을 다루는 데 그쳐 전제와 관련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 본고는 전제의 여러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작업일 전제 유발 표현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제는
투사 문제나 수용의 문제 등 상당히 독특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전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 특성들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 이와 같은 전제의 여러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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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esupposition Triggers in Korean Language
Hwang, Hyeondo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properties of presupposition
triggers

in

Korean

language,

identifying

the

notion

and

properties

of

presupposition. The properties which each presupposition trigger has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in meaning of each trigger.
Presupposition is the inference that functions as the background information
in interpreting an utterance and the hearer should compare the presupposition
with the objective context to reveal whether the presupposition is true. There
are four properties of presupposition: Backgroundness, Suspendability, Influence
on the truth value of an utterance, and Anaphoricity. Presupposition triggers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naphoric presupposition trigger and lexical
presupposition trigger.
In Chapter 2, I examine the related notions and define what presupposition is.
On the basis of this definition, I show the properties of presupposition and the
tests which could be used to verify whether the inference triggered by an
expression is presupposition. Also, the two types of presupposition trigger and
the criterion of this grouping are presented in this part.
In Chapter 3, some expressions that belong to anaphoric presupposition
trigger are listed and their properties are described. The primary function of
anaphoric presupposition triggers is to take the proposition already shared in
the previous context or easily deducible as presupposition. Because of this,
their presupposition strongly requires to be accommodated even if the hearer
does not know the content of it. This characteristic makes the presupposition
of anaphoric presupposition triggers less suspen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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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subtypes of this trigger. First, some triggers should be used
when the presupposed proposition is stated explicitly. These triggers are more
similar to anaphors in that anaphors must be always put when antecedents are
presented in the previous context. In Korean, linguistic expressions such as
auxiliary particle to, iterative expressions, kes-i and kes-un clefts are dealt as
this first subtype. Second, the other triggers do not have to be used in the
same situation. It depends on the speaker’s favour. Ending –nikka and adverb

teo are instances of this subtype in Korean.
In Chapter 4, I list some of lexical presupposition triggers in Korean and
examine their properties. Lexical presupposition triggers’ meaning is divided
into two parts: identifying conjoined proposition and describing about that
proposition. The first part of their meaning is the portion that triggers the
presupposition. These triggers are more readily employed for informative
presuppositional use than anaphoric ones since indicating the presupposed
proposition is not the primary function of the former contrary to the latter.
Some lexical triggers are confined to certain circumstances in order to trigger
presuppositions. It means that these triggers cannot trigger presuppositions
under particular contexts. It is different from the case in which presupposition
is suspended in that they are not able to trigger presupposition always with a
given context. Expressions that have the meaning of delusion and time adverbial
clauses are two of this subtype of lexical trigger. The other subtype of lexical
trigger is not restricted to certain context. Verbs of judging and change of
state verbs in Korean are two of it.
In Chapter 5, the summary of this research and remaining tasks are presented.
Keywords:

presupposition,

presupposition

trigger,

semantic

presupposition,

pragmatic presupposition, backgroundness, suspendability,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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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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