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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年代에 들어서서 부터 生成文法과 言語哲學이 관심을 갖고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話行

(speech act) 에 대하여 問答(question-answer)을 중심a로 삼아 그 形式， 意味， 使用의 記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중점을， (1) 疑問文l에 있어서의 인텍스 사용과 屬行動
詞(performative verb)의 통제 (control) , (2) 問答의 形式과 話用上前提(pragmatic presuppo

sition) 에 두고， (1)을 논함에 있어서 인렉스 사용이 불필요하며 統制의 원칙만￡로 複數疑

問詞質問(multiple wh question)을 기술할 수 있다는 Kuno-Robinson (1972)의 주장이 부당 

함을 보이고 (2)에서는 會話의 장연에서 應答의 形式이 問答者의 話用上의 前提에 따라 좌 

우핑을 보임A로써 Pope (197l)의 贊否質問(yes-no question)의 問答形분류가 미비함을 지적 

하고， 나아가 「可能한 應答J (possible answer)은 Katz(1972)와 같이 形式에 치중해서 규제 

되어질 것이 아니라 問答者間의 話用上의 前提를 포함하는 話行의 측면에서 폭넓게 다루어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혼에 들어 가기 전에 疑問文의 形成過뚫을 간단히 살펴 고， 본롱에 이 어 서 는 間接話行

(indirect speech act)의 記述方法을 살피기로 한다. 

1. 質問의 形成過훔 

英語에서 質問를 보통 두 가지로 냐누어 yes-no question(이하 YNQ라 약칭)， wh-question 

(이하 WHQ라 약칭)이라 부른다 둘 다 그 形成과정은 離接構造(disjunctive structure) 

에 서 유래 하는 것 으로 특징 지 을 수 있 겠 다 (이 점 에 대 해 서 는 Kuroda 1969, Langacker 1969, 

Katz 1972, Chang 1973 참조). 

WHQ의 形成은 論理構造에서 命題의 어떤 項(argument) 이 아래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離接構造에 서 存在量化(existential quantification)의 構造로 기 술되 어 3 이 不定項(SOME x) 

이 會話의 장연에서 새 정보(new information)의 춧점(focus) 이 될 때， 달리 말해 質問述語

* 이 논문은 서울大學校語學맑究所주최 第9回語學%究會(1975.10.24) 에서 같은 제목으후 발표한 
것을 정려한 것임. 

l 統蘇연에서 「疑問文J (interrogative sentence) 이 라 부르고 意味 • 使用연에서 「質問J (question). 
「應答J (answer) -이를 합쳐 「問答J-이 라 부르기로 한다. 統鷹 • 形式연에서 「質問文」이 라 부릉직도 
하지만 慣用에 따라 그대로 「疑問文」이라 부른다. 

2 J espersen (1933)은 yes-no question을 nexus-question. wh-question을 x-question이 라고 풀렸다. 

Nexus-question을 l(atz (1972:217) 처 럼 simple nexus-question 예 Did Mary go? ) 와 complex nexus
question (예 Did Mary go home or did Mary go to school? )로 나누거 나 후자를 yes-no question과는 
별도로 alternative question이 라고 부르기 도 한다 (Quirk기 타 1972 :387 참조). 

3 Disjunctive structure와 existential quantilication의 論理척 규명 에 대 해 서 는 McCawley (1973)의 

여러 논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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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predicate)에 이 項이 묶일 때 이 不定項이 疑問詞로 바뀌 는 것 이 라고 그 유도과 

정을 설명 할 수 있겠다 

(1) a. X 1 V X2 V … V Xn => 
b. SOME x (cf. 3:x) 

c. Vq( ... SOME x ... ) 
[FJ 
μ 

WH+SOME x 
μ 

{관~t } WflO 

(la)의 離接構造는 英語의 接續雖 or, 國語의 助詞 가， 日語의 ψ로 表示될 수 있3며 이런 

接續離를 경 계 로 하는 非文末 位置에 서 빼揚은 非下降(non-falling) 이 되 어 YNQ의 非下降

調웹1揚과 일치한다는 점은 일찍이 Langacker(1969)에서 지적된 바이며 또한 日語에서 tJ'는 

接續詞 (‘OR’)로도 쓰이고 疑問文形成의 助詞로도 쓰인다는 사실도 널리 얄려져 있다. 

--_./ 

(2) Xl i왔} x
2 {왔} .. , {혔rn 

(1c)에서 보인대로 英語의 SOME x는 what (x가 사물인 경우)， who (x가 사람인 경우) 

when (x가 시간인 경우)따위로 形態가 달라지는 반연에 國語나 日語에서는 

(3) a. SOME x : 무엇 누구 언제 

SOME x: 무엇 누구 언제 
[FJ 

b‘ SOME x: ts.. κψ 컨hψ ν 、?ψ

SOME x: ts.. l':' 컨h ν、?
[FJ 

에서와 같이 不定詞와 疑問詞의 形態가 동일하며 그 대신 疑問詞인 경우 國語에서는 彈勢를 

받고 (3a) , 日語에서는 助詞 ψ가 소거되어 표연에 나타나지 않는다(3b).6 不定에서 疑問3

로 話行의 魚點이 옮아갈 혜 言語에 따라 (홉題을 포함하는) 形式的 과정 이 달라져 英語에 서 

는 形態자체의 변화(somethiηg‘→what) , 國語에서는 彈勢의 유무， 日語에서는 助詞의 유무 

로， 不定과 疑問을 구멸할 수 있게 된다. 

4 Chang (1973) 에 서 discourse operator로 information focus ( [FJ) 라는 개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庸行的， 非脫行的으로 쓰이 는 ask , inquire, question이 나 tel\, wonder 둥 疑問述語와 이 에 묶이 는 不
定項(SOME x)의 기 능으로 記述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같은 것이 라 올 수 있다. 

5 質問의 生成過程에 대 해서는 Chang (1973 :111-5) 참조. 
6 ZJS-웠文， 疑問文둥이 文尾의 形應에 의해서 구별되지 않는 끓階 (speech level ) 에 있어서는 때]揚과 

彈勢로서 다음 3文章이 식별되어야 할 것이다. 
(i) 혼이 무엇을 먹었어요. (John ate something.) 

j 
(ii ) 혼이 무엇을 먹 었어 요 ? (Did John eat something?) 

/ 
(i ii) 혼이 무엇을 먹 었어 요 ? (What did John eat?) 

( ii ) 와 (iii) 이 「무엇」의 彈努유무로서 식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정일한 홉聲學척 실험에 의해 해 
결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능상 彈勢로써 (i i) , (jii) 의 疑問文을 분간할 수 있다고 봄이 다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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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Q는 WHQ의 특수형 으로써 肯定과 否定의 二{直의 離接구초를 가진 

(4) Vq (OR(aS , -aS) ) (a는 +, -를 취하고 Vq는 質問述語)

와 같은 論理구조로 表示할 수 있겠다(Chang 1973: 112-3 참초). 英語 예를 들어보면 

(5) Did John eat something? 
。

-c 

(6) Did John eat something or didn’ t John eat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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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肯定과 否定의 =11直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7)과 같은 구조로 취급되어왔 

다 (Katz-Postal 1964; Katz 1972창조). 

(7) Q [WH+either CJohn ate something) or CJohn didn’ t eat something) J 

What did John eat?와 같은 WHQ는 (8)과 같은 구조로서 表示되어 왔다. 

(8) Q CJohn ate WH + something) 

Katz-Postal (1964)이래로 이른바 深層構造(deep structure)에 Q나 WH와 같은 훨素를 써 

서 疑問文의 統雖的구조를 記述하려고 했는데 WH라는 훨素는 英語의 wh-word와 形態上 관 

계가 있다는 점에서 統雖적견지에서 그 실체에 대해 일단 수긍이 가지만 國語냐 日語에서 

는 같은 견지에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a로 쳐리되어야 할 것이다.Q의 설청은 鏡嚴的 관 

점에서 자의적인 要素라고 지적되기도 했으며 Langacker(1974)는， Baker(1970)에서 취급한 

Q를 포함해서， Q설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굳히고 있다. 

2. 활問文: 인댁스와 統制의 原則

Baker(1970)는 본시 Katz-Postal식으로 Q와 WH만￡로는 (9)와 같은 複數 WHQ의 구조 

를 記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9) Who remembers where we bought which book? 

(9)의 質問에 대해 (10)의 a， b와 같은 應答이 있을 수 있다는 접을 들어 Baker는 (9) 가 

構造上 짧味(structurally ambiguous)하다고 말하고 이 런 構造上의 慶味性을 해 소하기 위 해 

서 Q를 일종의 論理記號(logical operator)로 취급하여 疑問詞의 인텍스를 묶는 기능을 Q에 

부여하여 (10a ，b)를 Clla ，b)와 같이 각각 인텍스를 매겨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했다. 

(10) a. John remembers where we bought which book. 
b. John remembers where we bought Fanny Hill and BilI remembers where we 

bought Caηdy . 

(11) a. Qi some‘ one remembers [Q ;,k we bought somej book at somek placeJ 

b. Q"j somei one remembers [Q :c we bought somej book at somek placeJ 

Baker의 이 러 한 제 안에 대 해 Kuno-Robinson (1972)은 (9)의 문장이 構造上 慶味한 것이 

아니 라고 주장하연서 그 논거 로 (9) 가 which book 대 신 those books로 된 경 우， 즉 疑問詞

가 아닌 경우에도 (10b)와 같은 應答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결국 Baker식 인텍스가 

불필요하고 그 대신 일종의 「統制의 原則J (principle of control)7이 적용되어 이 경우 疑問

7 이 principle of control은 본시 Langacker ( 1969b)에서 command의 개 념과 더불어 파악되는 것으 

로: r통일한 두 節點(node) Al. A2가 다른 節點 B를 각각 command하며 아울러 A1이 A2를 command 
하고 A2는 A1를 command하지 않을 때 .A와 B사이 의 意味의 領域관계 는 (A10 1 아니 라) A2와 B사이 에 
만 성 립 된다 (Langacker 1974창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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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는 적접 指揮(command)하고 있는 疑問述語의 지휘권얀에 놓-인다고 제창하였다. 

Kuno‘Robinson의 이 런 주장은 인텍 스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統制의 一般原則만으로 설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 만일 많은 言語에 적용될 수 있다면， 아주 강력한 제안이라 할 수 

있겠으나 다음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國語의 경우에는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역시 모종 

의 인텍스나 이와 유사한 고얀이 훨요한 것 같다. (12)와 같은 두가지 質問을 생각해 보 

자-
(12) a. (촌이 벌에게〕 무엇을 먹 었니 ? 

b. (" "J 빵을 먹 었 니 ? 
또 이 질문올 바탕으로 하여 (13)의 질문이 있다고 하자. 

(13) 누가 벌에게 무엇을 먹었느냐고 물었읍니까? 

누가와 무엇이 疑問詞로 쓰였는가 不定詞로 쓰였는가， (12)의 a ， b중 어느 것에 의거하는가 

에 따라 (13) 에 대해 (14)와 같은 여러 應答이 가능하다. 

(14) a. 촌이 〔벌에게 무엇을 먹었느냐고 물었어〕요. 

b. 네 〔누가 벌에게 무엇을 먹 었느냐고 물었어요. J 
c. 촌이 〔빌에게 〕 빵을 먹었느냐고 물었어요. 

d. (누가 벌에게〕 빵을 먹었느냐고 물었어요. 

應答 (1 4a)는 質問의 춧점 이 누가에 있고 應答 (14b)는 (13)을 YNQ로 본 것으로써 누가 

는 不定詞， 무엇은 疑問詞나 不定詞로 풀이되며， (l4c)는 質問의 춧점 이 누가와 무엇 두 

成分에 놓 여 ， 複行分析을 하면 言外의 짧行動詞가 이 두 NP를 묶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 

다. 應答 (14d)에서는 누가는 不定詞이 고 무엇은 摩行動詞에 묶여 있으며 (14c)와 마찬기찌 

로 表패의 「묻다」에는 묶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4가지의 상이 한 應答形을 유발하는 (13)의 質問의 구조를 인텍스를 써서 (15)와 

같이 대 충 표시할 수 있겠다. (X ，Y는 隊行文에서 話聽者를 V는 質問의 短行動詞를 각각 

가리킨다. ) 

(15) a . X-Y-(누구벌-(-- .무엇 j ... )-묻;]-Vi 

b. X - Y- (Si- OR-(S‘- not)J-V 

c. X-Y-(누구일-( .. . 무엇 j . .. )-묻J-V;， j 

d. X-Y-(Z-빌- ( ... 무엇 j .. . )-묻J-Vj 

(1 5)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Cl 5c，d)의 경우로서 무엇은 직점 지배하고 있는 「묻다」에 의해 

統制되 지 않고 보다 上位의 國行動詞 V에 의 해 통제 되 고 있 어 서 Kuno-Robinson의 「統制의 

原則」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國語에서는 話者의 質問의 춧점이 아주 갚숙히 매 립된 부푼에 까지 미칠 수기 있어 (16) 

과 같은 質問에 대해 (17)의 應答이 가능하다. 

(16) 벌이 찾아와 물으면 어디에 갔다고 말하라고 흔은 자기 비서에게 일러두었읍니까? 

(17) 도서관에 〔갔다고 말하라고 자기 비 서에게 일러두었어〕요. 

(16-17)과 같은 예 외에도 國語에서는 英語가 받는 統離的制約-이를테띤 ~lr.ij~꾀句의 이 

B Cl 4a) 에서 무엇은 不定詞나 아니연 「묻다」에 묶인 疑問詞로 취급된다. (1 5a )에서는 「묻다」에 묶인 

경우로 풀이하고 [ '"무엇 j ... J -뭉1로 그 묶인 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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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없어 (19)의 여 러 問答이 모두 가능하다 

(18) a. 누가 온 다음에 촌이 떠났니 ? (메리가 온 다음에요. ) 

b. 누가 가서 그 애를 데려오는 것이 좋을까요'? (큰언니가요. ) 

(19) a. 년 어디서 월 하는 놈이냐? (난 시골서 농사짓는 촌놈이다. ) 

b. 우체국은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펀지 부치는 데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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疑問詞가 (18a)에서는 副詞節에서， (18b)에서는 것節을 형성하는 從屬部에서， (19)에서는 

關係節에서 쓰이고 있다. 英語같으면 이런 종류의 疑問詞가 表面構造의 文頭에 위치할 수 

없어 非文이 된다. 

疑問詞의 이동이 요구되지 않는 國語냐 日語에서는 疑問詞는 複行動詞를 포함하는 칠문 

술어에 의해 직접 통제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Baker가 제안하는 바 

와 같은 인멕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지는 것 같다. 인텍스는 필요하지만 Langacker 

(1974) 가 지적한 바와 같이 Baker식의 Q는 그 설정이 자의적이어서 이를 배제하고 屬行(또 

는 非짧行)的으로 쓰이 는 質問述語(묻다， 질문하다 둥)와 間接疑問을 수반할 수 있는 情報

動詞(information verb) 10가 疑問詞를 묶는 機能을 갖는 것으로 WHQ의 問答구조를 기술하 

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WHQ의 기 술에 있어 質問述語가 명시되지 않는 (20)과 같은 문장에서는 (21)과 같이 

「質問의 體言」 즉 「質問J ， r問題」 등-을 넣어 意味構造를 설정 할 수 있겠다 11 

(20) 무엇을 말하느냐는 무엇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21) 무엇을 말하느냐하는 질문/문제/홉사실은 무엇을 느끼느냐하는 질문/문제 1*사싣에 

9 (18- 1 9) 의 各文은 (i-iv)와 같이 統廳的으로 대응하는 英文으로 옮겨볼 수 있겠으나 英語자체의 

鏡離的制約때 문에 非文이 흰다. 
i. *After who came, did John Ieave? 

ii . *Wi ll it be good of whom to go and bring the child? 
iii. * Are you a guy who does what and where? 
iv. *ls the post oflice a place where you do what? 

英語의 關係節의 훨素는 疑問등허로 쓰이 지 못하는 것 이 統購的制約이 지 만 다음 (v)와 같이 代名힘를 

삽업하연 會話體文章으로 쓰일 수 있다 (Quirk기타 1972:398 참조) 

v. Who else did you notice whether they passed the exam? 
10 이런 意味類의 用言에는 말하다. 알다， 모르다， 알리다， 문제다，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등이 있 

고 疑問節을 同格으로 받는 體言에 는 질문， 으l 문， 문제 둥이 있다. Ross (1973: 331)는 英語에서 質問
述語를 離接 (disjuncti ve ) 과 同援(conjunctive ) 울로 갈라 wonder , ask , inq u.íre , u.nsu.re , tmclear 동은 
전자에 ， odd, su.rprise, remember, su.re , clear , 동은 후자에 들어 간다는 재 미있는 관찰을 하고 있다. 

(i) It was uncIear to whom she sent it- to Jim or/*and to Pete 
(i i) It’ s (*un)cIear what contains DDT-(namely) coffee and/?or tea. 
11 ( 20)은 Kuno-Robinson (1 972: 471-2) 에 서 시 도한 (i) What he says depends on what he feeJs . 를 

國語에 옮겨 생각해본 것 인데 Kuno-Robinson은 (ii) 와 같은 Baker식 分析이 부당한 것을 보이며 (i ii) 
과 같은 基底構造를 제시하였다. 

(i i) S 

Q(i, j) NP depends NP 

S S 

he says what (i) he feeJs what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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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 있다. 

(21)의 풀이에서 疑問節은 「質問j ， 1"問題」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 이 間接疑問부분이 先行詞

(antecedent) 1"質問/問題」와 同格關係에 있는 (22)와 같은 構造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 

(22) (x가 무엇을 말하느냐〕 문제는 (x가 무엇을 느끼느냐) 문제에 달려있다. 

先行詞로서 「質問j ， 1"問題」는 올 수 있지만 「事實j ， r說明」등은 올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間接疑問節은 先行詞 「質問/問題」와 同짧관계에 있는 것A로 볼 수 있다. 

3. 問쏠의 形式과 話用上의 前提

Pope (l 973)는 YNQ의 問答形式에 대해 英語가 속하는 肯定否定(positive-negative)式과 

國語(나 日語)가 속하는 贊反(agreement-disagreement)式으로 대 별하였다. (23) , (24)에서 英

語와 國語의 예를 보기로 하자. 

(23) Is it good? a. Yes, it is. (PA) 

b. No, it i5n’ t. (ND) 

Isn 't it good? c. Yes, it 15. (PD) 

d. No, it isn’t. (NA) 

(24) 좋으니 ? a. 네， 좋아요 (PA) 

b. 아니 요， 좋지 않아요. ( ND) 

좋지 않니 ? c. 네 , 좋지 않아요 (NA) 

d. 아니요， 좋아요 (PD) 

英語 (23)에서 應答形 yes는 肯定贊同 (PA)과 肯定反對(PD) 에 쓰이고 no는 否定反對(ND)와 

否定贊同 (NA)에 쓰이고 있드며， 國語 (24)에서는 應答形 네는 肯定贊同과 否定贊同에 아니 

요는 否定反對와 肯定反對에 쓰이고 있다. 

否定質問에 대 해서는 應答形이 간단하지가 않아 獨語에서는 (25)의 예와 같이 ja , nei.χ 외 

에 doch가 쓰이 며 佛語에 서 도 0μi， ηoη 외 에 si가 쓰인 다. 

(25) Geht’ s dir gut? a. Ja. (es geht mir gut) (PA) 

b. Nein. (ND) 

Geht ’s dir nìcht gut? c. Doch. (es geht mir gut) (PD) 

d. Nein. (NA) 

(the answer to 
the qu es tion) 

NP 

S 、U ·u / , ‘ 
、

S 

Q(i) he says what (i) 

VP 

V NP 

depends on (the answer to 
the q uestion) 

Q(j) he feels what ( j) 
위 (iii ) 에서 「質問」의 名휩(즉 ‘q uestion’)을 基底에 설청한 것은 좋으나 疑問節 S와의 構造관계가 분 

명 하지 않으며 그 밖에 the aηswer (to the questioπ) 이 라고 보충한 것 도 일 반성 이 결 여 된 것 드로 풀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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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語에 있어서 否定疑問文은 話用上의 前提여하에 따라 慮答形이 좌우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26)의 否定質問에 대해서 위 (24)에서 본대로 (27)의 두 應答이 보통이지 

만 (27)대신 (28)과 같이 청반대의 應答形이 나타날 수도 있다. 

(26) 좋지 않아요? 

(27) a. 네 , 좋지 않아요. 

b. 아니요， 좋아요. 
(28) a. 네， 좋아요. 

b. 아니 요， 좋지 않아요. 
(28)은 質問者의 話用上의 前提(pragmatic presupposition)-즉 「좋다」라고 質問者가 前提하 

면서 聽者의 同意를 요청 하는 話用面-에 입 각하여 이 에 應、答한 것 이 다. 이 런 話用上의 前

提를 내포하는 (26)의 語法은 (29) 나 英語의 附加疑問文(tag.question) (30)과 통일한 전달내 

용을 갖는 것으로 풀이 된다. 

(29) 좋지요-그렇지 않아요 ? 12 

(30) 1t’s good, isn’ t it?13 

國語에 서 (26)과 같은 否定疑問文은 話者의 話用上의 前提에 따라 두 가지 로 應答形이 달 

라지는 사실을 살펴보았는데 英語의 附加疑問文은 話者의 이렌 前提와는 상관 없이 應答形

은 고정되어 (23)의 一般疑問文이건 (30)의 附加疑問文이건 동일한 應答형식(즉 Pope의 肯

定否定식)을 취하게 된다. 國語의 問答의 形式과 內容의 대응관계를 볼 혜 話用上의 前提

가 결정적 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점에서 Pope의 YNQ의 問答분류는 보완되어야 한다. 

話服이 應答形式을 통제하는 예를 國語에서 보았지만 質問形式이 話用上의 前提에 의해 

통제되는 예를 英語의 附加疑問文， 修용뿜疑問文(rhetorical question)에서 보기로 하자 Borkin 

(1971)에서 肯定的환경에서 쓰이는 副詞 pretty같은 polarity item은 보통 否定文에서는 쓰 

이 지 못하나 (31참초) 이 제 약은 形式上 否定文이 아니 라 傳達內容이 否定일 때 에 국한하는 

것임을 (32)와 같은 예로 보이고 있다. 

(31) a. Lucy is pretty smart. 

b. 올Lucy isn’ t pretty smart. 

(32) a. 융Lucy isn't pretty smart, is she? 

12 國語에서는 (29) 와 같이 附加부분이 否定形이연 끓者의 質問에 대한 中立的 업 장도 나타나지만 

그 밖에 아래 (i)과 같이 肯定形으로 肯定켜인 호응을 기대하는 話者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i) 좋지요-그렇지요 ? 
이 갱 에 서 本文부와 附加부의 肯定 • 否定形式이 상반해 야 하는 英語의 tag'question의 表面形式과는 
다르다. (물론. Quirk기타(1972:392)에서 지적하고 있드시， 英語에서도 두 부분이 다 肯定이거나 否
定이 되는 경우도 있다. ) 

(ii) So he likes his job, does he? 
(iii) So he doesn’ t like his job, doesn’ t he? 
13 英語의 tag.question에 서 話者의 命題에 대 한 태 도의 차이 가 文末빼揚의 차이 로써 나타난다는 것 

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Quirk기타(전게 391-2) 에 의하면 話者의 肯定的前提(positive assumpt
ion) 와 肯定的期待(positive expectation) 가 下降調에서 나타나고 肯定的前提와 中立的期待(neutral
expectation) 가 上昇調에서 나타나여 전자의 경우 話者는 陳述올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고， 質問이 라기 

보다는 感慶의 iIIocutionary force가 있 다. 이 間接話行에 대 해 서 는 다음 Sadock의 附加疑問文에 대 한 
意味構造와 같이 살피 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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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ucy is pretty smart, isn’ t she? 

c. Isn't Lucy pretty smart? 

(32b)의 附加疑問文에 서 附加된 疑問部는 話者의 肯定 또는 否定的 태 도를 나타내 는 것이 

아니다. 否定疑問文 (32c)도 話者의 肯定的期待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현상은 修騎疑問文(또는 queclarative)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33) 이 肯定的應、答

을 예기하는 경우에만 正文이고 보통 情報를 훨請하는 質問으로서는 非文이 된다. 

(33) What park isn’ t pretty crowded in the summer? 

즉 (33)은 전달내용에 있어서 (34)와 같은 肯定的내용이 되어 이런 肯定的인 내용을 요구 

하는 pretty가 제대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34) Every park is pretty crowded in the summer. 

이상 간단허 肯定的 내용을 요구하는 pretty의 用法은 表面形式으로서 결정될 수 없고 어 

떤 話行드로 쓰였는가에 따라 즉 話用相에 따라 결정됨을 보았다. 

英語의 附加疑問文에서 話者의 肯定的(또는 否定的)期待나 中立的期待와 같은 話用相이 

附加부문의 때1揚의 차이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 (註12참조) 이에 대한 意味記

述을 Sadock (1974)에서 보기로 한다. 

(35)의 두 文章의 話行의 차이 를 Sadock는 屬行分析의 차이 로 보이 려 고 시 도하였는데 14 

(36)의 두 가지로 약술할 수 있다 15 

- --' 
(35) a. Y ou are serious, aren ’ t you? (중립적기대 ) 

---χ 

b. Y ou are serious, aren ’ t you? (긍정 적 기 대 ) 

(36) a. 1 inform you 1 assume [you are seriousJ s and 1 ask you if S is true. 

b. 1 remind you [you are seriousJs and 1 request you confirm S. 

話用上의 前提는 國語의 特妹助詞 는， 도의 용법 에 도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예 에 서 話服과 

관련되는 問答形과 는， 도의 용법을 엿볼 수 있다 16 

(37) (다들 가는데 ) 녁도 안 가겠니 ? 
a. 네 /융아니 요， 저 도1*는 가겠 어 요. 

b. 아니요1*네， 저 는1*도 얀 가겠어요. 

(38) (아무도 안 가는데 ) 너도 안 가겠니 ? 

14 脫行分析과 관련하여 suppose같은 動詞가 |府加疑問文을 형성하는 다음 (i키ii) 을 보자. 

i. 1 suppose you are serious , aren’ t you? 
ii. *1 suppose you are serious, don’ t 1? 

iii. 1 don’ t suppose you are serious, are you? 
附加疑問部는 主節언 1 suppose (명시펀 國行文과 흉사)와 관련되 어 형성되는 것이 아니 라 그 內容언 
you are serious에 따라 형성됨을 알 수 있다. 

16 肯定的期待를 나타내 는 (36b)는 본래 Sadock (1971 ) 에 서 는 그의 ‘queclarative’와 같은 意味構造로 

보아 兩者를 다 1 assert you [you are seriousJ . and 1 ask you if S is not (true). 와 같이 나타냈었 
다 이와 비슷한 시도에 대해서는 Chang (1 973)참조 

16 (37) , (38)에서 괄호 속의 부분은 회화에서 실제 발화되는 文JlIK (l iteraJ context) 으로 폴 수도 있 
고 말화되지 않고 話者의 머리속에 있는 想服(conceptual context)으로 볼 수도 있어 。1 둘을 함해 話
n따 (context) 이 라 부른다연 想뼈은 pragmatic presupposition의 일 종으로서 발화로 명 시 되 는 文l派과 같 

은 意、味表示가 부여되어야 마땅하다 (장석 진 1974:5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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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용아니요， 저 도1*는 안 가겠어요. 

b. 아니 요/윷네 , 저 는/융도 가겠 어 요. 
너도 안 가겠니 ?라는 質問에 대한應、答은 (38)의 경우가 보통이겠으나 (37)의 話服에서 쓰 

일 경우는 「네」는 그 肯定的前提에 대해 동의할 때， r아니요」는 肯定的前提에 대해 반대할 

때에 쓰이며 이 점에서 否定的前提를 話服으로 하는 (38)과는 청반대로 쓰이게 된다. 포괄 

적 (inclusive) r도」와 배 다적 (exclusive) r는」도 話服의 肯定 빚 否定에 맞춰 쓰이 고 있 다 11 

(37) , (38)의 예를 통해 國語의 問答에서 네， 마니요 나 助詞 도， 는의 용법이 問答의 話眼

에서 결정되며 회화의 장연에서 前述文요로써 명시되지 않더라도 問答의 想服， 즉 話用上의 

前提가 있으면 應答의 形式은 그 想服의 제약을 받아야 함을 살펴보았다. 

4. 可能한 훌홈 

Katz-Postal (1964)이래 WHQ의 疑問詞句를 不定詞句로 바꾼 표현을 「質問의 前提」

(presupposition of questions) 라 하여 Katz(1972)는 「可能한 應答J (possible answer) 이 라는 

개념을 質問의 前提를 받아드리는 범위 안에서의 應答으로 국한하였다. (39)와 같은 質問에 

대 해 그 前提부분을 되 풀이 하는 (40a)의 廳答은 「質問의 회 피 (evasion) J , 前提를 부갱 하는 

(40b)와 같은 應答은 「質問의 거부(re jection) J라 플러 「可能한 應答」으로부터 제외하였다 

(Katz 1972:211-5 참조). 

(39) What did John eat? 

(40) a. John ate something. 

b. John didn’ t eat anythingIJohn ate nothing. 

또한 Katz는 (39)에 대한 (41)과 같은 廳答도 應答者의 무지를 말한다 하여 「可能한 應

答」에서 제외하고 있다. 

(41) 1 don’ t know what he ate. 

Katz식으로 言語의 사용연 -話用相-을 무시하고 협의의 意味論을 전개하여 (40b) , (41) 

과 같은 廳答을 일단 「可能한 應答」에서 제외시키는 記述도 가능하겠으나， 실제로 (41)과 

같은 應答은 회화에 있어서 극히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이며 이것은 Katz도 지적하고 있다시 

피 (Katz천게 : 215) 應答者가 質問에 대 한 答이 될 정 보를 알고 있으리 라는 質問者의 {뭉定 
(presumption) 18이 들어 맞지 않는 이 를태 연 

(42) 1 assume you know what he ate. 

17 r도」와 「는」은 論理的으로는 al1과 some, 必然(necessity) 와 可能(possibility) 의 inverse relation올 
유지하고 있어 「도」를 T, r는」을 N로 업의로 표시하여 logical operator 취급을 한다연 대충 다음과 
같이 표시 할 수 있다 (장석진 (1 974: 62-3) 참조). -.T.三Nx -' .Nx르Tx-.(cf. -'Vx三:>!x-' -':>!x르 
Vx-') 가 성 렴 된 다. r도」와 「는」의 유도과청 을 살펴 보연 

(37) a. 네 Tx (x 간다나도 간다) 
b. 아니 요 -.Tx(x 간다나도 가는 것 아니 다) 

Nx-'(x 간다) (냐는 안 깐다) 

(38) a. 네 Tx-' (x 간다) (나도 안 간다〕 

b. 아니요 -.Tx-'(x 간다) ((나도 안 가는 것) 아니다〕 
NX --,--, (x 간다) 

Nx(x 간다나는 간다) 
18 話者가 몰라서 묻는 경우외에도 테스트의 경우처럼 聽者가 아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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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質問者의 회화상의 일반적인 가정이 빗나간 것으로 1 assume you know ( ... )5를 

質問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1 don ’ t know ( ... )5 도 적절한 應答으로서 

취급되어 마땅할 것이다. 

Katz와 같이 (41)이 

(43) Do you know what John ate? 

에 대한 可能한 應答이며 (39)에 대한 可能한 應答은 아니라는 협의의 問答論理를 주장한다 

면 실제 問答의 形式과 傳達內容의 상관성의 얼부분 밖에 기술하지 옷하는 셈이 된다. 물 

론 可能한 應答， 質問의 거부， 회 피 등을 Katz식의 質問의 「前提」를 바탕￡로 하여 定義지 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S로 話用相 즉 話廳、者간의 가정의 일치， 불일치 또는 간접적 非表現

力(indirect illocutionary force)의 이 해 등 요인을 고려 에 넣는 폭넓 은 問答의 論理가 필요하 

다. 質問(43) 에 대해서는 (41)이나 (44) 같은 應答외에 (45)와 같이 疑問詞句부분을 적절한 

갱보로 메꾸는 應答 또한 可能하며 이것은 Grice식 協同의 原則이 會話의 효율을 위해 작용 

하고 있기 혜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44) Yes, 1 know. 

(45) (Y es.) He ate lots of ra w :6.sh. 

(43)은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質問임과 동시에 「알연 말하라」는， 즉 

(46) If you know, teIl me what John ate. 

와 같은 要請으로 전달되어 問答者간에 이해가 성립된 間接話行이다. 

質問者가 싱 황을 찰못 알고 따라서 「質問의 前提」가 잘못된 경 우(39)에 대 해 (40b)로 應

答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 경우에는 (39)의 質問이 

(47) 1 assume John ate something. Tell me what John ate. 

와 같은 話行드로 풀이될 수 있3며 이에 대해 (40b)는 

(48) Y our assumption is wrong. J ohn didn’ t eat anything . 과 같은 話行으로 應答된 것 

이다. 이런 각도에서 (39)와 같은 WHQ의 「質問의 前提」라는 개념을 재검토하연 여기서의 

前提란 質問者의 假定(assumption) -話用上의 前提-인 것이고 이런 假定(또는 前提)은 

(40b)와 같이 否定될 수 있는 것으로， (39)에 대한 (41)의 問答관계와 마찬가지로 (40b)도 

적절한 應答이 된다. 

일정한 質問에 대한 應答은 話服에 따라 이론상 무한정하다 할 것이며 「可能한 應答」이 

라는 개념도 이 話服과의 관련밑에서 규정지어져야 할 것이다. (49)와 갚은 단순한 質問에 

대해서도 (50)에 보인 여려가지 應答이 가능히며 話用上前提에 따라 다 적절한 應答이 될 

수 있다. 

(49)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니 ? 
(50) a. 네 . 

b. (네， ) 10시예요. 

c. 왜 볼라요. 

d. 아직 11시 인데 요. 

e. 늦어서 미안해요. 

f. 네， 곧 잘게요. 

(50 a ， b) 가 직접적인 應答이라고 한다면 (50 c-f)는 다 간접적 인 應答이며 C는 「너 몇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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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르지 ?J하는 質問者의 의 도로， d ，e는 「시 간이 늦었 어 ! J와 같은 前提로， f는 「시 간이 

늦었A니 잠 자라」는 훨請으로， 應答者가 주어진 問答의 상황에서 풀이하고 대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間接的인 應、答이 적절하냐하는 문제는 주어진 話行의 상항에서 問答者가 바르게 間

接的 非表現力(illocutionary force)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호응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라 하겠다. 間接話行에 있어 問答者의 상호이해를 마련하는 Grice식 會話의 일반원려 또 

는 推理(inference)의 일반원칙이 言語 개별적인 특수성을 념어서서 보펀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방면에 대한 연구도 요망된다. Katz식의 「質問의 前提」에서 출발하여 정의 

된 統離위주의 「可能한 應答」이라는 개념은 間接話行과 話用上의 前提를 고려에 넣은 보다 

넓은 테두리에서 재검로되어 마땅하다. 

5. 間接話行의 記述

生成意、味論에서는 疑問文의 意味表示에 題行分析을 하여 情報要請(I request you to tell 

me S)을 직접적인 非表現力(illocutionary force)으로 表示하여왔다. 이런 直接話行3로서의 

의 문문을 떼 나 間接話行으로써 의 疑問文의 形式ξL로 行動의 要請(‘whimperative’) ， 19 隆離的

質問 (rhetorical question 또는 ‘queclarative’), 附加疑問文의 非表現力둥을 대 표적 인 것으로 들 

수 있다. 

疑問文形式으로 行動의 要請을 전달하는 間接話行은 많은 言語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言語現象이다. 이것은 要請을 부도럽게 한다는 會話의 한 原理 (이를테면 principle of 

politeness) 가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聽者의 능력을 묻거나 (51참조)， 의향을 묻는 (52참조) 

形式으로 많이 쓰인다 20 

(51) a. 너 지금 올 수 있니 ? 
b. Can you pass the salt? 

(52) a. 너 지금 오겠니 ? 
b. Do you want to hand me that hammer? 

이 間接話行에 대한 記述方法에는 言語學的으로 다읍 세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 

다 (Sadock (974) 참조): (1) Gordon-Lakoff (1 971) 가 제창한 것￡로 疑問構造를 기본으로 

삼고 會話公準(conversational postulate)을 설정 하여 間接話行의 意味를 파생 하는 方法，

(2) Heringer (1 972) 가 제 안한 것으로 使用面을 중시하여 直接， 間接話行을 각기 기본적인 

활、味構造로 설정하는 方法， (3) Sadock (1970) 자신이 제 안한 것부로 (1) , (2)의 절충안 21 

이 런 시 도는 言語學에 좌표를 둔 (특히 生成意味論에 서 출발한) 記述方法의 모색 이 고， 이 

와 달리 言語哲學측면에서는 Searle 0969, 1975)의 시도를 들 수 있다 Searle는 Gordon-

19 Sadock (1971, 1972, 1974) 가 만든 合成語로서 whirnperative (wh十 irnperative) ， queclarative 
(question +declarative) , requestion ( request+question)퉁이 있다. 

20 Searle은 그의 이른바 話行理論전개에 있어서 (51 ) 과 같이 聽者의 能力을 물음으로써 훌請을 나타 

내는 것을 話行의 據備條件이 라 하여 felicity condition 중의 하나로 보고， (52) 와 같이 聽者의 意向을 
불어 횟請을 나타내는 것을 行動의 理由를 묻는 (Gordon-Laleoff (1 971) 식) reasonableness condition 
중의 하냐로 보고 있다 (Searle 1975 : 65-72참조). 

21 Sadock (1974) 에 서 는 이 세 가지 를 (Gordon -Laleoff식 ) Surface-Meaning (SM) , (Heringer식 ) 
Use-Meaning (UM) , (Sadock식) Meaning-Meaning (MM) 方法이 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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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off식 會話公準을 부정하연서 22 그가 전개하는 話行의 理꿇 ( theory of speech acts)에서 

제시한 여러 條件23과 거치서 추출되는 會話의 -般原理， 話 • 聽者가 공유하는 사실에 대한 

배경갱보， 聽者의 推理능력둥을 종합척으로 고찰하여 記述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問答의 話用相에 대한 조직적야고 포괄적인 記述은 話行전반에 관한 理論의 확립에 뒤따 

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 言語學은 言語哲學， 心理言語學， 社會言語學동 인접과학과의 유대 

를 굳혀 공동으로 이 主題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 절실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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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gmatic Aspects of Question and Answer 

Suk-Jin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ddition to a general survey of the disjunctive structure of question formation and 

of different approaches to the description of indirect speech acts,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foIlowing points: (1) in questioning and answering, the speech participants' assump

tions (or pragmatic presuppositions) play a determining role in the use of yes and no ( in 

Korean) , thus requiring a revision of Pope ’s answering systems; (2) in wh-questions, some 

indexing device such as Baker’s is needed as the ‘principle of control' (à la Langacker) 

proposed by Kuno and Robinson in place of indexing is inadequate to account for deeply 

embedded questioned elements in Korean; (3) Katz’ notions of ‘possible answer' and 

‘presupposition of questions’, which are syntacticaIly characterizable, need be modified 

to acount fór answer forms used appropriately in con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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