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문문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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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1
기 환 

이 논문의 목적은 의문문이 지닐 수 있는 의미를 체계적A로 분석하려는 의문의 논리 

를 비형식적인 면에서 논의하여， 의문문이 전하는 의미는 관연 무엇이며 또 어떻게 표현될 

수 있겠는가를 밝히려는 데 있다. 통사적 기구로서의 의문문은 의문의 의미를 전하는 것￡ 

로 간주되어 왔다.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 인 뭇A로서의 의문문에 대하여는 언어학자들 

(예 , Jesperson 1909"-'1940: 480"-'482) 도 관심 을 가져 왔고 논리 학자들 (예 : Pri0r& Prior 

1954 : 46 Hintikka 1978 등)도 관심을 보여왔다.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의문문의 통 

사적 특성을 밝히려고 애써 왔고(참조， Baker 1968, 1970; Chomsky 1977, 등) 논리학적 

측면에서는 진리조건에 입각해서 의문문이 지닐 수 있는 의마를 밝히려는 시도를 해 왔다. 

또 의문문의 논리적 측연에서 고찰된 사실을 통사적 국연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해보려는 

시 도도 있 었 다 (참조， Katz & Postal 1964 ; Katz 1972등)， 그뿐 아니 라 화용적 (pragmatic) 

인 국연으로서의 의미 개념을 의문문의 일면을 설명하는데 적용하려고도 했다(참조， Gordon 

& Lakoff 1971 ; 장석진 1973 , 1975).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의문문의 이론을 세우려는 언에학적 입장은 대체로 통사적 

--의미적 국연을 함께 생각해보려는 경향을 보인다 통사척인 면에서 의문문은 각 언어 

마다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1)과 (2) 에 주어진 예문에서 볼 수 있다. 

(1) a. Where, does John live? 

b. Is John a good student? 

(2) a . 촌이 어디 에 사느냐? 

b. 폰이 우수 학생 이냐? 

(1)에 주어진 영어 의문문과 (2) 에 주어진 국어의 의문문은 통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 

가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첫채로， 문장 (la) 와 문장 (2a)를 비교해 보면 영어문장 

(la) 에는 도치가 일어 나 있으나 국어문장 (2a)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영어문장 (la) 에는 의문사 (question word)가 긍정 평서 문의 상대적 지위에 해당할 말이 있 

을 자리로 부터 문장 앞의 위치로 옮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2a)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국어 (일본어도 비슷함)에서는 이 러한 전치의 현상이 일어 나지 않는다. 이처 럼 통사면 

* 이 글의 모체 가 되 는 연 구를 하는 동 안 美텍 사스대 학교 (오스틴 )의 Stanley Peters 교수와 Lauri 
Karttunen 교수의 친절한 지도 및 논의에 힘 엽은 바 크다. 

1 Chomsky (1977) 동의 입장은 이와는 다르며， 의미의 고려 없이 영어와 같은 언어 의문문의 통사 
적 이론올 세울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참조 Lightfoot 1977). 

143 



144 등훌學liff究 第16卷 第 2 號

에 있어서는 국어 와 영어가 상이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통사규칙을 얼마간 달리할 수 았 

다. 이에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이익환 출판예청 ) Baker (1968, 1970)의 영어 의문문통λF 

규칙을 수정 보완하여야 국어에 맞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여 Baker 이 론의 통어적 적용 

(universal applica tion) 가설을 약화시컸A며 그 보완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의문문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그 통사적인 차이가 언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반면에， 의문문이 전하는 의문의 의미에 있어서는 위의 문장 

(1a) 에 있는 영 어 의문문이나 (2a) 에 주어진 국어 의문문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의문 

의 의미플 밝히려고 하는 의문논리 ( “erotetic logic" ) 는 어떼한 언어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 

지더라도 다른 언어에 적 용이 될 수 있흐리라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의 문문에 

대한 논리가 서연 (형식적이건 비형식적이건 간에 ) 이 논리와 어떤 한 언어에 있는 의문문 

의 통사론과 짝을 지워 그 언어 특유의 의문문 문법을 정럽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 

문문의 의미 즉 의 문논리를 세우는 것은 그 자료가 국어이든 영어 이든 별로 큰 차이를 초 

래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전제 하에 필자는 의문논리플 논하는 데 있어서 자국어인 한 

국어를 자료로 쓰되 그 논리의 타당성은 다른 언어에도 적용된다는 통어적 개념 (universal 

notion) 을 갖는다. 

2. 으|문문과 응답 

이제 의문문이 전하는 의미를 논의해 보겠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 라는 것은 진리초건 

적 의미론에 입 각한 의미이다. 01 러한 의미 를 따져 보기 위하여는 주어진 하나의 의문문이 

어떠한 경우에 진 (true) 이 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얼핏 생각하기에 위 예문 (1a) 

나 (2a) 에 주어진 의문문은 다같이 다음 (3) 과 갈이 표현될 수 있을 것 같다. 

(3) John l ives at x (즉 John lives sornewhere) 

여기서 의문문 (1a) , (2a) 가 요하는 것은 z에 해 당할 만한 정보를 알려는 것일 것이다. 

그러연 (3) 은 그 자체로는 불완전한 문장이 며， 한 곳이 비어 있는 문장무로서 전체로서의 

의미를 규정할 수가 없다. 즉 (3) 이 하나의 진술문 내지는 서술문￡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 

하며， 따라서 그 진--위 (true.false) 의 성 격을 규정할 수 없다. 이 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는 의문문 (1a) 나 (2a) 가 의미를 지니지 뭇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진리조건에 입각한 의미론적 입장에서 의 운문의 의미 즉 의 문논리를 세우려는 노력은 

그 의문문에 대한 웅담 (answer)의 개념을 생각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일반척 

인 접근 방법과는 달리 Åqvist (1965 [1975J : 9, 137 ; 1972 : 29) 는 의문의 논리를 세우는 
데 의 문문--웅답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결정적인 잇점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펀다. 

이와 의견을 같이하는 Hintikka (l978 : 279) 는 의 문논리가 웅답의 개념없이 이루어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들의 접근 방법은 Åqvist.Hintikka approach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Hintikka의 episternic logic과 Åqvist의 imperative logic을 함했 다는 의 미 에 서 imperative

epistemic approach라 불리우기도 한다.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이익환 1980 :접필중) 동) 

2 이는 영어나 국어 나(즉 1a나 2a) 의문푼이 그 본래의 의 문의 미 흘 전하는 이외에 다른 가능한 의 

미 를 정할 수 있다는 정에서는 같다(참조， 이익환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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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mperative-epistemic approach가 영 어 의 문문의 통사적 국연에 바람직 하지 못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논한 바 있다. 그리고 영어 통사 구문의 설명을 위해 세워진 Baker의 Q형태 

소가 타당하지 못하며 이 현 상은 Åqvist-Hintikka의 개 념 을 ‘imperative'와 ‘epistemic' 

operators (1와 K)로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Wachowicz ( 1978)의 견해가 지니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도 위에 언급한 필자의 논문(이익환 출판예정 ) 에 상술하였다. 

의 미 론적 인 입 장에 서 볼 때 도 Åqvist-Hintikka의 방법 (현 이 상 이 후 ÅH 방법 으로 칭 함) 
은 다음과 갇은 약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첫째로 이들이 말하는 의문문의 의미는 의문 

문 자체의 의미플 표현한다기보다는 이 의문문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밝히려하는 듯 

한 인상을 준다. Hintikka (l978: 290) 자신도 ÅH의 의문문 논리를 ‘Contextual' 한연을 고 
려하여 세우고 있음이 다른 의미론자들의 방법과 다르며 강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약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ÅH의 방법묘로는 의문논리를 
하기 위하여 (4) 에 주어진 정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a. the surface form of a direct question 

b. its desideratum 

c. its presupposition 

d. its matrix 

이 개념들을 다음 (5) 에 주어진 의문문A로 설명하여 보자. 

(5) Who lives here? 

이 문장은 ÅH의 입장에서는 다음 (6) 과 같이 분석된다. 

(6) Bring it about that [1 know who lives hereJ 

여 기 서 imperative opeator 부분 ( “Bring it about that") 을 빼 고 남은 부분 즉 “1 know who 

lives here"가 desideratum에 해당한다. 이를 Hintikka 공식부로 쓰연 다음 (7) 에 보인 것 

과 같다. 

(7) (E, ) Kl (x lives here) 3 

여 기 서 epistemic operrator “1 Know" 를 빼 면 (8) 과 같이 된 다. 

(8) (E,) x lives here 

즉 “Someone lives here" 

이 것 이 의 문문 (5) 의 presu pposi tion이 다. 그리 고 이 presu pposi tion에 서 (Ex) 를 빼 고 남은 

것을 matrix라고 하며 이것은 (9) 와 같다 . 

(9 ) x lives here.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6) 에 주어진 분석이다. (6) 의 분석 안에는 ‘who 

lives here'라는 의문문이 간접의문문 형태로 그대로 들어가 있다. 즉 이것은 (9) 에 주어진 

3 (Ex)는 existential quantifier로 Hintikka가 그의 epistemic logic에 입 각한 의 문논리 에 서 쓰는 

것이다. 



146 語學Ilff究 第 16卷 第 2 號

matrix 그대로이며 의문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적은 것 뿐이다. 바꿔말하면 (6) 에 주어진 

분석 자체에는 직접의문문 (5) 가 그대로 담겨져 있으며 의문문의 내 적 의미에 대하여는 아 

무런 언급이 없는 분석 이 다. 그리 고 분석 (6) 안에 있는 imperative와 epistemic operator (즉 

Bríng ít about that [I know .... . . J) 는 의문문이라는 하나의 통사적 기구가 화자와 청자 사 

이에 어떤 관련성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즉 이 두 operators는 청착 

의문문 (5) 의 내적의미 즉 「의미론적 (semantic) 의미」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여겨진 

다. 이 런 돗에 서 ÅH의 방법 은 의 문문의 「화용론적 (pragmatíc) 의 미 」를 정 의 하는 분석 (6) 

을 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로， AH의 방법은 의문문의 논리를 응답의 개념 없이 세 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착 의미론적 의미 (sematic meaning) 을 생각하는 곳에서는 응탑의 개념을 별 말없이 그냥 

사용한다 (참고， Hintikka 1978 : 288f. ) 즉 epistemic logíc에 입 각하여 위 (5) 에 주어 진 의 문 

문에 대한 desídera tum (7) 의 충족 등을 논하는 데에 「결론적 인 응답 (conclusive answer) J의 

개 념 을 쓰고 있으며 , 이 를 위 해 청 자가 응답으로 급여 해 주는 이 름으로 b를 받아 desideratum 

안의 z에 대입하여 화자 즉 의문자에게 

(10) I know b lives here 

라는 인식론적 지 위 (epistemic sta tus) 를 가져 다 주변 ‘b lives'4는 가능한 응답이 되 며， 여기 

에 곁들어 의문자가 

( ll ) I know who b is 

를 「진」으로 말할 수 있을 해 "b lives' here" 는 하나의 응답으로 된다는 것이 다. 이 렇게 볼 

째 진정 정수 의문문 즉 desíderatum 안의 간접의문문￡로 들어가 있는 matríx ‘x lives here' 

플 「진」으로 만족시켜주는 현상을 청자가 급여해주는 가능응답을 인식 론적 개념을 곁들여 

서 (함조 위 (11) ) 설 명 하고 있 다. 이 렇 게 보면 ÅH 방법 에 서 desideratum을 만족시 켜 준 

다는 것은 matrix안에 z에 적절한 「진」의 맙을 받아 그 Z에 그 답이 대 치된 상태로서의 

matrix가 「진」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ÅH의 방법 에서도 
청작 의문문의 의미 론적 Csemantíc) 의미를 밝히는 데는 본인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사실상 

응답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ÅH의 방볍을 두고 지금까지 지적한 두가지 정을 종함하여 검토할 때 ÅH의 방법론 상 
의 약점 이 자명해지는 것 갇다 ÅH의 방볍에서 의문논리 가 응답의 개념과 별개로 세워질 
수 있다는 주장을 사실상 의문문 의비의 두가지 국면--화용론적 의미와 의 미 론적 의미

중 한가지 즉 화용론적 국면만 생각하는 듯하다 그들이 말하는 desíderatum의 만족은 사 

실상 응탑의 개 념을 쓰고 있A며 이 를 의 문문의 의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옷한 

것 같다. 오히려 의문문의 의미론적 의미는 이 matríx에 x의 대치 로 들어와 이 matrix를 

진의 명제로 되게 해주는 뭇에서 응답의 개념을 도입해야만 정확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AH의 ímperative-epístemic logic에 의 한 의 문문 분석 은 그 의 문문의 화용흔적 분석 

(참조， 장석진 1975) 이 라고 볼 수 있3며， 이러한 뭇에서만 웅맙의 개념 없이 가능하다는 

뭇A로 밖에 받아들여 지 지 않는다. 

4 이것은 matrix의 z에 b라는 이름을 대입한 결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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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상의 논의로서 ÅH의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브였다고 생각하며 의문문의 
의미를 그 의문문에 대한 응답의 개념으로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려한다 

3. 응답의 정의 

위에서 필자는 의문문의 의미론적 의미를 밝히는 데 응탑의 개념이 중요함을 논했다. 

즉 의문의 의미론을 의문문--응답의 관계에서 밝힐 수 있￡리라는 견해를 폈 다. 그러연 

이제 응탑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 여기에서 「의문문」이라는 것은 가장 중럽적이고 정상적인 의둔을 전하는 통사적 

기구를 말한다 이러한 의문문에 어떤 것들이 응답의 자격을 지니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언어적 표현으로 응당될 수도 있고 또 비언어적 형태 (예 : 고개를 그L덕이거나 특 

정 물건을 가리키는 등)로도 응맙될 수 있다. 이 논문애서는 응탑의 개념은 우선 언어적 

표현의 형태로서의 응답을 뭇하겠다. 따라서 다음 (1 2) 에 주어진 의문문에 대해 (1 3) 에 주 

어진 여러가지 언어적 표현은 모두 응답으로 간주된다. 

(12) 미자가 어느 과목을 공부하느냐? 

(13) a. 미자가 철학을 공부한다. 

b. 철학을 공부한다. 

c. 철학 

응탑 03b) 와 Cl 3c) 는 (13a) 의 축약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응답은 명제를 표현하는 서술 

문 (statement) 이 다 

이 러 한 주장에 반해 Hull (1974 : 36f, 53f, l03f) 은 의 문사 의 문문 (WH.q uestion) 에 대 한 

응답은 서 숭문장이 아니 고 영 사구 (noun phrase) 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Cl4b) 가 

Cl4a) 에 대한 응답이 된다. 

(1 4) a. Q: 마자가 누구를 초대했느냐? 
b. A: 철수. 

04a) 와 (14b) 의 관계는 의문--응탑의 짝 (question.answer pair) 으로 나타내지는데 (5) 

에 보인 것과 갚다. 

(1 5) (Q.A) , 즉 (마자가 누구를 초대했느냐? 칠수) 

진리치는 이 짝에 부여된다. 만일 미자가 철수를 정말 초대했￡면 진 (t~ue) 이고 그렇지 

않￡면 위 (false) 이 다. 특히 WH-question의 양화적 성 격 을 감안하면 Hull의 주장이 그럴듯 

5 많은 학자들이 논의 없이 이 입장을 취한다(창조， Harnblin 1976; Karttunen 1977; Hii 1978 등〉 
8 의운문의 종류에 대하여는 필자의 다른 논문(이익환， 점펼증)에서 자세히 는한다. 이 논운에서 

의 의문문은 서솔문을 억 양의 변화로 하여 의문의 뜻을 전하는 것 둥은 제외하고 있다. 
7 응당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의문과 응답의 분석을 시도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갖는 입장이다. 

참조， Harnblin (1958: 162) , Harrah (1961: 42) , L1ewelyn (1965: 301) , CresswelI(l965: 65) , 
Bromberger (1966: 598) , Hii (1 978: 213) , Katz (1972) , Belnap and Steel (1 976 : 12) , Hintikka (1976: 
29- 30) , Karttunen (1977: 20) , 따라서 응당으로서의 ‘Yes’나 ‘No’는 서슬문장을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Hamblin (1958 : 162)은 “ staternent in code" 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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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하다. 하지 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 유로 Hull의 주장을 받아들이 지 않는다. 

첫째로 Hull이 목적하는 진리 치 부여는 응답이 서술문장이라는 가정하에서도 얼마든 

지 행해질 수 있다. 바꿔 말하면 Hull의 주장이 응탑이 서술문이라는 주장과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다음의 (16a)와 (16b) 가 어떼한 면에서 

크게 다를 수가 있을까 ? 

(16) a. (미 자가 누구를 초대 했느냐 ? 철수) 

흑은 (미 자가 x플 초대 했 다. 철수) 

b. 비자가 철수를 초대 했다. 

여 기 에 (1 6b) 는 대 충 (16a) 의 둘째 괄호 앞부분에 주어 진 의 문문의 matrix애 많은 대 치 예 

(substitution instance) 의 하나이 다. (1 6a) 에서 칠수는 오직 matrix가 응답자의 마음에 남 

아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1 6b)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고려되지 않S며， 응탑이 

므로 역시 하나의 대 치예로 간주된다. 따라서 (16a) 와 (16b) 안의 칠수는 논리적으로 같은 

지위를 가지며， 응답이 단순히 칠수일때는 이는 (16b) 의 축약형 이다. 

둘째 로 Hull의 주장은 단지 의문사 의문문에 국한되어 있다. 선택 의문문 (alternative 

questron) 8에 대 한 응답은 그 의 문문에 탑이 되 는 완전한 문장들의 전체 나열로 간주되 고 

있다 (Hull 1974 : 128) . 만일 응답을 모두 서솔문장ξ로 하면， 이러한 구별이 불필요해지며， 

이론이 전체적A로 단순화된다. 

셋째로， 응답을 명사쿠 (noun phrase) 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필수 불가결한 주장이 아닌 

것 같다. 그의 이유를 (17) 에 인용한다. 

(17) a. First, in normal naturallanguage usage , which.questions [즉 의 문사-의 문문] 

are most cornmonly answered by noun phrases rather than statements. 

b. Second, answers like (ii) to the question (i) do not correspond to any 

directly derivable sentence : 

(i) Which students will study abroad next year? 

(ii) the girls who live on Fritzroy Street. 

Later on this section , 1 will demonstrate that (ii ) ,given in answer to (i) , 

does not , in fact, mean exactly the same as the sen tence (iii) . 

(iii ) The gi r1s who live on Fritzroy Street wjll stud y abroad next yea r. 

(Hull 1974 : 55. Numbering inserted ‘ IHL) 

( 17a) 에 주어진 첫번째 이유에 있어서 Hull이 주장하는 영 어 운장에 대한 용례에 대하여는 

그 직강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겠다. 하지만 만일 응답이 명사구로 표현된다면 다음과 같 

은 통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갇다. 

(1 8) a. 누가 철수를 츠대 했는가 ? 
b. 비자 

c. 미자가 초대했다. 

d. 미 자가 했다. 

a 의문문의 종류에 대하여는 필자의 다른 논문(이익흰 칩펼충)올 창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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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적어도 국어에서는 C18b) 의 응당보다는 (18c) 나 Cl8d) 의 응탑이 더 보통이 다. 사실상 

(18b) 형의 응답은 우뚝하거나 덜 겸손한 것A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피해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l7b) 에 인용한 Hull의 두번째 이유에 대하여는， Hull이 사실상 왜 

(l7b iii) 가 (17b ii ) 와 꼭같지 않은가를 보여주지 ( “demonstate" ) 않고 있다. Hull (l974: 

58"-'59) 은 응답07b ii)가 "all the gìrls who live on Frítzroy Street will study abroad next 

year"를 뭇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의 요점을 다음과 갈이 정약할 수 있겠다: 질문-

응답의 짝 (i-ii)은 Fritzroy Street에 살지만 학생아닌 소녀들은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응당은 의문의 영역 (domain) 에 속해 있는 멤버들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로 이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응탑의 통사기구에 나타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응탑 

에서는 학생임을 말할 펼요가 없다는 뭇이다. 이 현상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갚다. 

(19) A C B 

a, A( @]l ) 학생의 칩합 

b,P : 용 ) : Fritzroy Street에 사는 소녀 들의 정 합 

c, C ( @ ): Fritzroy Street에 살고 동시 에 학생 인 소녀 들의 정 합 

의문--응당 짝(17b i- ii ) 이 위 표 C로 나타내진 정합을 응답￡로 급여해준다. 이 현상 

은 분명히 응탑은 의문문과의 관련에서만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의문문 (17b i) 에 대한 응탑07b ii) 가 직접 도출될 수 있는 평서문장에 

합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실이 응답(l7b ii) 가 응 

답 (17b iii) 와 꼭 같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 역 시 아니 다. 만일 문장 (17b iii) 가 의문문(I7b 

i ) 과 관련이 없는 독힘된 문장이 라연， 그리고 명사구 (17b ii) 가 의문문Cl7b i) 의 직접 응답 

이라면 Hull의 요점은 타당하다. 즉 이러한 상황이라띤， Cl7b ii) 에 나타내진 소녀들은(19) 

에서 C로 표시된 소녀들의 접합일 것이고 07b iii) 에 나타내진 소녀들은 B의 접합일 것이 

다. 따려서 (17b ii)와 (17b iii ) 가 의마가 다르므로(17b ii ) 가 (17b íii) 의 축약형으로 간주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그럴듯한 이 설명은 분명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문 

장 (17b iii) 의 타당성은 그것이 의문문 (17b i) 에 웅답￡로 있다는 데에서 그 타당성을 지난 

다. 우리가 하나의 서술문장이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어진 한 의문문에 대한 응답을 

생각하는 것이지 관련이 없는 독럽된 문장3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단 문장 

(17b iii ) 가 의문문(17b i ) 에 응답의 관계에 선다면， 똑같이 의문문(17b i) 에 응답의 관계에 

서는 (17b ii) 와 07b iii) 가 의비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바꿔 말하면， (17b 

ii) 와 ( 17b iii) 가 둘 다 의문문 (17b i) 에 응답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되연， “ the girls'는 둘 

다에서 도표 19의 C에 의해 나타내지는 칩합의 소녀들을 뜻한다. 따라서 Hull의 두번째 이 

유(17b) 는 다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의문사 의문문이나 가부 (YesjNo) 의문문을 포함한 선택의문문이나 서술 

문이 응답￡로 쓰이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제 응당의 유형을 간략히 정의하겠다. 



150 語學liff究 第 16卷 第 2 號

4. 응답의 유형 

4.1. 가능응답 

가능응답 (possible answer)의 개념을 논하기 전에 우선 몇가지 다른 용어들을 검토해 보 

겠다 Belnap과 Steel (1976 : 13- 14, 역 시 참조 Harrah 1961 : 41 ; 1963 : 39) 은 직접응답 

(direct answer) 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주어진 의문문에 응답의 일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애매하지 않도록 하여 응답￡로서 더 할 일을 남겨놓지 않음을 뭇한다. 다음 (20) 에 ‘ 

주어진 예문들과 그 개념을 확실히 해보자. 

(20) a. Q: 마자가 어느 과목을 공부하느냐? 
b. A: 미 자가 수학을 공부한다. 

c. A: 마자가 어려운 과목을 꽁부한다. 

d. Q: 그 어려운 과목이 무엇이냐? 

의문문 (20a) 에 대하여 응답 (20b) 는 직정응답￡로 간주된다. 반띤에 (20c) 는 의문자가 다시 

(20d) 와 갚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직접응답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 

서 (20c)는 부분응답 (partial answer) 으로 지칭띈다. 고려되고 있는 세계에서 수학이 어 려운 

과목무로 간주된다고 하자. 그러면 직접응탑(20b) 는 부분응답(20c) 를 합의 (imply) 한다. 이 

현상은 Harrah 0963 : 39) 의 부분응답의 정의에 부응한다.9 Hintikka (l979 : 41-44 ; 1978 : 

287) 는 결정응당 (conculsive answer) 과 부분응답(partia l answer) 의 용어로 비슷한 개념을 

정의한다. 따라서 Hintikka의 결정응답과 여기서 말하는 직접응탑은 개념이 같다. 

주어진 하나의 의문문에 대하여 한 접합의 직접응답 군이 있다고 간주된다. 이 집합의 

한 직정응답은 고려되고 있는 상황 내지는 세계가 어떠한가에 따라 「진」이 될 수도 있고 

「위 」가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의문에 대한 직정 응답들의 이 접합은 직접응탑의 수단을 빌 

린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고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어진 한 의 문문에 대한 직접 

응답들의 점 합은 가능응답 (possible answer : Hamblin 1958 : 163-164)들의 접 합과 같아진 

다. 하나의 가능응당은 고려되고 있는 세계의 상황에 따라 「진」이 될 수도 있고 「위」가 될 

수도 있다. 하나의 가능응답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그 자체의 「진 J r위」에 구에 됨 이 없이 하 

나의 직접응답이어야 한다. 다음 (21 -22) 에 주어진 문장들을 보자. 

(21) 누가 미 자를 초대 했느냐 ? 
(22) a. 젤수가 미 자를 초대 해 다. 

b 동수가 미자를 초대 했 다. 

c. 순자가 미자를 초대했다. 

d. 영자가 미자를 초대했다. 

의문문 (21) 에 대하여 (22) 에 주어진 응당들은 가능응답들의 한 접합(즉 (a ,b,c,d) ) 을 이룬 

다. 만일 동수가 미자를 초대하지 않았으면 가능응답 (22b) 는 「위 」가 된다. (22c) 와 C2Zd) 

9 Harrah Cl963 : 39) 의 부분응답에 대한 정의 : “F is a partial answer to a question q if and only
if there is some consistent direct answer d to q such that d L.implie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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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리치도 같은 방법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가능응탑들의 접합은 

그 의문문에 있는 의문사에 적절한 말(즉 명사구)을 대치시켜서 얻어지는 가능한 모든 문 

장들의 칩항이다. 

선택 의문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응탑들의 접합은 의문문에 언급이 된 접속문장들의 

정합이다. 가부 (Yes/No) 의문문에서는 가능응탑의 칩합은 두개의 member를 갖는데 한 

member는 다른 한 member의 부정형이다. (23-24)의 문장들이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3) a. Q: 철수가 학교에 가느냐， 비 자가 교회 에 가느냐， 혹은 등수가 접 에 가느냐 ? 
b. A: 철수가 학교에 간다. 

c. A: 미자가 교회에 간다. 

d. A: 동수가 집 에 간다. 

(24) a. Q: 철수가 학교에 가느냐 ? 
b. Q: 철수가 학교에 안가느냐 ? 
c. A: 철수가 학교에 깐다. 

d. A: 철수가 학교에 안간다. 

(23) 에서는 응답 (b.c， d) 가 의문문 (23a) 에 대한 가능응답의 정합이다. (24) 에서는 응담(c ， d} 

가 가능응탑의 접 합을 이 루고 있다. 

다시 (2 1 -22)로 돌아기-서 철수가 미자를 초대 했고 또 동수가 미자를 초대 했다고 가정"8")

자. 여기에 덧붙여 순자도 미자를 초대했다고 하자. 다시 말해서， 응탑(22a) , (22b) , 그리 

고 (22c) 가 모두 「진」이 고 C22d) 는 「위」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하에서 의문운 (21)에 

대 한 응답으로 다음과 같이 생 각해 보자. 

(25) a. 쉴수가 미자를 초대했다. 

동수가 미자를 초대했다. 

= [22a, 22b} 

b‘ 철수가 미자를 초대했다. 

동수가 미 자를 초대 했다. 

순자가 미자를 초대했다. 

= {22a, 22b, 22c} 

응답 (25-á) 는 『진」이기는 하지만 비자를 초대한 순자를 말하지 않고 있으묘로 이는 불완잔 

응답 ( ‘'incomptete answer" Cresswell 1965 : 66 ; Hull 1974 : 6 1) 10이 다. 이와 반면에 응납 

(25b) 는 완전응답이다. 따라서 필자는 완전응당이라는 용어로 주어진 한 의문문에 대한 

모든 「진」의 응탑들을 모아놓은 접합을 뭇하려고 한다. 따라서 불완전 응답은 완전응랍의 

부분 접합이 된다. 여기서 어떠한 환경하에서 의문문 (21)에 대해 주어진 가능응답의 접합 

중에서 (22a)와 (22b) 만이 「진」이 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25a) 는 완전응탑이 될 것이며 

(22a) 나 (22b)는 하나씩 생각하면 불완전 응탑이 된다. 또 우리는 단지 (22d) 만이 「진」이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는 의문문 (21)에 대해 이 (22d) 만이 「진」의 응당 

10 불완전 응당의 한 가지 의미로는 부분응답의 개념과 비슷하다. 그러나 부분응당플은 「진 」얼 수 

도 있고 「위」일 수도 있는 반연에 불완전 응답은 「진」이라는 점이 그 차이。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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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며， 완전응답의 정합은 member가 하나뿐이게 되고 이 정합이 이 상황에서는 의문문 (21) 

에 대한 완전응탑이 된다. 지금 논의한 것을 (26) 에 보인 것처럼 정리할 수가 있겠다. 

(26) P= (A , B} 

C= A, I =D, DcA 여 기 서 

주어진 의문문 q에 대해서 

P=가능응당의 접합 

A= I진」 응답의 접합 

B= I위 」 응탑의 접합 

C=완전응당 

1=불완전 응답 

D는 A의 부분집합 

4. 2. 부적 응답 : 교정 응답 : 회 피 응답 

위에서 논거한 응답 이외에 다른 종류의 응답이 있다. 이 응답들은 응당자가 의문자의 뭇 

즉 의문문의 함의를 주어진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비정상적 응답이라고 일 

컴겠다. 이 법주에 속하는 응답들은 이 논문에서는 가능응답들의 접합에서 제외되었다. 필 

자의 다른 논문(이 익환 발표예정 b) 에서 의문문이 어 떻게 부적절해칠 수 있는가를 자세히 

논했다. 부적절한 의문문에 대한 직접응탑은 부적응답이 된다. 또 (27-28)에 주어진 문장 

들을보자. 

(27) 미 자가 무엇을 먹느냐? 

(28) a. 미자가 아무것도 안먹는다. 

b. 미자가 우엇인가 먹는다. 

c. 나는 모른다. 

밑에서 곧 논거되겠지만， 의문사 의문문 (WH-question) 은 무엇인가기- 존재하고 있음을 약 

정 함의 (conventional implicature) 로 갖고 있 다 (Karttunen & Peters 1976 : 363) . 즉 의 문문 

(27)은 미자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렇게 불 해， 응답 (288.) 는 이 함의가 

「위」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의운문 (27)을 모호하게 ( “vague") 만들어 버린다 

(Hi.i 1978 : 24) . 이런 유형의 응답은 교정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다 11 두번째 응담 (28h) 는 

단순히 의문문 (27)의 함의에 대한 불필요한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응답은 이미 「진」으 

록 간주되는 약정함의 형태로 의문문 (27)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이외의 아무것도‘ 펴 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웅답은 회피응당이다. 세번째 응답 (28c)는 무지의 고백A로 특수화된 

화용론적 함의 (Grice 1975) 즉 “의문자는 상대방이 자기 의문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사실을 부청하는 셈이 된다‘ 12 근본적A로 비숫한 논의를 선택의문문으로도 할 수 

있다. 아놓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비갱상적 응탑은 논의하지 않겠으며， 위에서 사용한 

11 창죠. Prior & Prior (1955 : 52. 57) . Katz (l972: 231 )는 이 와 비 숫한 개 념 올 의 둔의 거 철 ( “ re
j ec tion") 이 라고 말하고 있 다. 

12 Lyons(1977 : 763)는 이런 형의 옹당을 “울흔 응답은 아니지 만 척 철한 반응”이 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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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응답의 접 합에 는 (28) 에 주어 진 것 과 같은 응답은 포함시 키 지 않는다. 

5. 의문문의 함의 

전통적￡로 선댁의문문은 배제 이 접 (exclusive disjunctive)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간주 

되어 왔다. 이는 주어진 선택항들 중에서 어느 한가지가 주어진 세계 안에서는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자의 의문을 객관화( “externalize" : Lyons 1977 : 755) 해 준다는 뭇에서이다. 이 논 

문에서는 의문문의 의미의 이런 국면을 약정함의 (conventìonal implicature)로 간주하겠다. 

즉 선택의문문은 선택항들 중에 단지 하나만이 「진」이 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의문사 의문 

문은 「진」의 응답의 존재 에 관한 함의 를 갖는 것￡로 간주한다. (29) 에 주어 진 예 문으로 

요점을 분명히 하자. 

(29) a. 미 차가 학교에 가느냐 혹은 철수가 학교에 가느냐 ? 
b. 마자가 어느 남자를 좋아했느냐? 

의문문 (29a) 의 약정함의는 다음과 같다: 미자가 학교에 가는 것이 「진」이거나 아니연 철 

수가 학교에 가는 것이 「진」이다. 그리고 의문문 (29b)는 미자가 누군가를 좋아했음을 함의 

한다. 

윗 절에서 교정응탑(corrective answer) 을 논의했다. 교정응답은 의문문이 지니는 약청함 

의를 교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29) 의 의문문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답들은 교정응답이 된 

다. 

(30) a. (참초， 29a) 미 자가 학교에 안간다. 그리 고 철수도 학교에 안간다. 

b. (참조， 29a) 미 자가 학교에 간다. 그리 고 칠수도 학교에 간다. 

c. (참조， 29b) 미자가 아무 남자도 안좋아한다. 

만일 의문문 (29a) 에 대하여 (30a) 나 (30b) 가 되는 경우라면 의문문 (29a) 그 자체를 부적 

절 의문문 혹은 다당치 않은 의문문 ( “invalid question" 참조 Leonard 1959 : 183 ; Hull 

1974 : 116) ..9...로 간주한다. 만일 의문문 (29b) 에 대하여 (30c) 의 경우가 된다면 의문문 (29b) 

도 타당치 않은 의문문이 된다. 약정 함의가 허물어지지 않을 때 그 의문문은 타당한( “valid" ) 

의문문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타당하다는 말은 의문문 자체가 진리치를 지닌다는 말은 아 

니다. 단지 효력있는 의문문이라는 돗이다. 이 논문에서는 타당한 의문문에 대한 이야기 를 

하고 있다. 

6. 의문문의 표현의미 

위 3 절에서 응답은 평서둔2로 간주되어야 함을 논했다. 따라서 보다 모델--이론적 형 

식의미론의 용어를 빌린다띤 응탑은 그 외연 (extension) ..9...로 진리치 (1진」 아니연 「위 J) 를 갖 

게 되고 그 내포 (intension)의 의미로 명제 (proposition) 를 갖게 된다. 그러면 위의 4절에서 

논한 가능응답들의 집합을 가능응답들이 표현하는 명제들의 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리하여， 주어진 의문문에 대한 완전응답(complete answer: 즉， 1진」의 응답들의 집합)은 이 

의문문에 대한 「진」의 응답들이 표현하는 명제들의 접합A로 나타내질 수가 있다. 

의문문은 그 자신이 진슐문 (statement) 을 만들지는 못한다 (Hamblin 1963 : 62-63 ; H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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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 213) . 따라서 진리 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의문운의 의미가 확인될; 

수 없다는 말인가? 위 2절에서 이 미 논한 것처럼 다행히도 의문문의 의미는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Hamblin (1958 : 162) 은 “무엇 이 응탑의 자격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그 

의문문을 아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는 의문문이 그에 대한 응답의 힘을 벌어 간접적무 

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뭇한다. 

Hamblin (1 958 : 162-163) 온 의문문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진」의 응답과 「위」의 응답 

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4 그리하여 Hamblin (1977 : 254) 은 하나의 

직접 의문문을 그것에 대한 가능응담들이 표현하는 영제들의 정합을 뜻하는 것무로 간주할 

것을 제 안한다. 반연에 Leonard (1959 : 181-183) 나 Harrah (1961 : 40-42)는 의 문문을 그에 

대한 「진」의 응답들로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 최근에 Karttunen (1977 : 10) 은 간접의문문 

을 그에 대한 「진」의 응답들이 표현하는 명제들의 정함을 의미하는 것A로 간주 할 때의 

잇점을 논한다. 펄자의 다른 논문(이 익환 1980) 에서 직접의문문이나 간접의문운이나 갇은 

것을 의미하는 것A로 논의하었다. 따라서 Karttunen의 논의는 필자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 

Karttunen은 자신의 주장이 depend on과 같은 영어 동사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유효함을 말 

하고 있다. (31)의 문장을 보자. 

(31) who is elected depends on who is runn ing 

이 문장에 서 , Karttunen은 주어 자리 에 있는 의 문문에 대 한 「진」의 응답은 목적 어 자리 에 

있는 의문문에 대한 「진」의 응탑에 전적A로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잇점 이외에 필자는 의문문을 정의하는 데에 그 의운문에 대한 「진」의 응당들에 

의해 표현되는 명제들의 점함이 유용함을 보이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선 

택의운문의 경우에는 잇점이 크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택의문문은 

가능응답으로서의 제한된 선돼항들이 이미 선영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l 를 들어 다 

음 (32) 의 의문문이 가능응답이나 「진」의 응답의 접합A로 확인될 수 있을 것 이 다. 

(32) 미자가 맥주를 마시느냐 혹은 물을 마시느냐? 

Hamblin의 분석에 의하면 의문문 (32)는 (33) 에 보여준 가능응답들이 나타내는 명제들의 접 

합을 뜻하는 것￡로 간주 될 것이다. 

(33) a. 미자가 맥주를 마신다. 

b. 미자가 물을 마신다. 

즉 의문문 (32)는 (33a) 와 (33b) 를 모은 접합을 의미한다. 하지만 「진」의 응답 분석방법a 

로는， 의문문 (32) 는 단접합(Unit Set) 을 의미하게 된다. 이 단접합의 유일한 member는 

(33a) 이 든지 (33b) 가 될 것 이 다. 

이제 의문사 의문문을 보자. 

(34) 미지가 어제 무엇올 샀느냐? 

13 창조， Prior & Prior(1955 : 52) , Harrah(l961: 40) , Hull (1 974 : 116) , Belnap & Steel (1976: 
109) , Karttunen & Peters(l976 : 109 ; 1976: 359) , Karttunen(1977: 15) 둥. 

1‘ 참조， “A question has no greater logical even pragmatic relation to its correct answer than 
to any incorrect one," (Hamblin 1963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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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 (34)를 가능응당 분석방법을 따른다면 가능응답들로 나타내지는 명제들의 정합은 

우한 접합 (indefinite set) 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접합은 결국 (35) 에 보인 것과 같은 문장 

함수 (sentential function) 나 혹은 명 제 함수 (propositional function) 와 다를 바 없 어 진 다. 

(35) 미자가 어제 책을 갔다. 

하지만 (35) 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34)의 반증 형식화되어 있는 의문문이다. 바꿔 말하면 

(35)는 의문문 (34)의 의미 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34) 그 자체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따라서 (34) 와 갇은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가능응답들에 의해 표현되는 명 

제들의 집합이 효과적으로 정의될 수가 없다. 반연에， ["진」의 응탑에 의한 분석 방법 o 로 

보면， ["진」의 응답들에 의해 표현되는 명제들의 접합이 유한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미자가 책과 연펼과 만년필을 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완전웅탑을 형성하는 「진」의 응담 

을에 의해 표현되는 영제들의 진합은 (36) 에 보여준 응답들에 의해 표현되는 세개의 명제 

를 member로 하는 접 합이 된 다. 

(36) a. 미자가 어제 책을 샀다. 

b. 미자가 어제 연필을 샀다. 
c. 미자가 어제 만년훨을 갔다. 

주어진 하나의 의문문에 대한 「진」의 응답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될 수 있다. 위에 말 

한 바와 같이 「진」의 응탑들이 표현하는 명제들의 접합이 주어진 의운문에 대한 완전응딸 

을 이룬다. (34) 와 같은 의문사 의문문은 바로 이 명제의 접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문문의 의미를 그 의문문에 대한 「진」의 응답들에 힘입어 정의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선 

택의문문에 대해서는 일반화될 수 있다. 

필자는 이제 상커의 논의를 Leonard -Harrah -Karttunen 등의 논의들에 첨가하면서 「진」의 

웅당들이 표현하는 영제들의 접합이 의문문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겠다. 

이렇게 보면， 이 명제 접합은 위에서 (4 . 1) 논한 완전응답과 확인되는 결론을 얻는다. (37) 

에 주어진 예문도 생각해보자. 

(37) a. 마자가 학교에 갔느냐 혹은((미자가) (학교에 )) 안 갔느냐? 

b. 미자가 학교에 갔느냐? 

필자의 분석A로는 (37a) 의 생략변형들이 모두 생략되지 않은 형이나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37a) 나 (37b) 가 다 마찬가지로 단정항을 의미로 갖게되며 그 member는 

고려하고 있는 세계의 형현에 따라 (38a) 나 (38b) 중 하나가 될 것이 다. 

(38) a. 미 자가 학교에 갔다. 

b. 며자기 학교에 안 갔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로 얻은 명제들의 칩합으로서의 의문문의 의미를 의문문의 표현의미 

라고 해서 우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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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과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제 1 절에서 배경적 설명을 했고， 2절에서는 의문문의 논리 

에 대한 Hintikka의 방법을 검토하여 그 약점을 논하고， 의문문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는 

의문문과 그에 대한 응답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을 논했다. 3절에서는 응답에 대 

한 정의를 하였고， 4절에서는 응당의 유형을 논했 다. 그리고 끝에 5절과 6절이 이 논문의 

중추적 내용이며 결론이다. 다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의문문의 의미는 우선 약정함의와 

표현의미로 구별해서 말할 수 있으며 이 들이 힘께 주어진 의문푼의 의미를 이룬다. 약정 

함의로서， 선택의문문은 선택항 중 하나가 「진」이라는 것이며， 또 의문사 의문문은 「진」의 

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약정으로 합의한다. 그리고 표현의미 로서는 우선 이 의미가 「진」의 

응답을 통해서 정의될 수 있음을 논했다. 이 「진」의 응답들은 함께 완전응당을 이룬다. 그 

래서 주어진 의문문은 모든 「진」의 응답들이 표현하는 명제들의 접 합으로 확인된다. 이렇 

게 하여 이 논문은 의문문의 의미론적 의미를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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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emantic Meaning of Questions 

Ik-Hwan Lee 

This paper defines the semantic content of questions. In section 1 1 discuss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section 2 1 noted weakness in Hintikka' s approach to the 

logic of questions. 1t was discussed and assumed that the semantics of questions can be 

‘constructed in terms of answers. 1n section 3 the answerhood was defined. Answers were 

argued to be statements, but not noun phrases. 1n section 4 types of answers were dis-

‘ cussed. The notions of p05sible answers, true answers, and complete answers were d~ined. 

Conventional implicatures of questions were discussed in section 5. 1t was 잉neluded that 

an alternative question conventional1y implicates that one and only one .of the presented 

alternatives is true. A WH-question is assumed to implicate that there exists at least one 

true answer to it. In section 3 1 discussed expressed meanings of questions. The expressed 

meaning of a question was defined in terms of its true answers , which collectively consti

tute a complete answer to the question. That is, a question denotes the set of propositions 

expressed by a l1 true answers. This set actua l1y defines a complete answer to the given 

question. These two aSFEcts of meaning-expres~Ed l; nd implicatE C: - cc r. ~titute the ~fmlln tic 

‘content of a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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