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부사의 연구 

---주로 시 점 종접 사를 중심 으로---

趙 炳 泰

필자는 본 논문에서 영어 부사의 한 下位區分인 視點 從接詞(viewpoint

subjunct)의 본질과 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Quirk et al. (1985: 568)은 시 점 종접사의 한 예로서 문장(1)을 제시하고 

있다. 

(1) Morally,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it is urgent that government 

should act more effectively on aid to developing countries. 

그런데 Quirk et al. (1985)의 舊著作인 Quir k et al. (1972 : 429)에서는 

문장(1)의 이 댈릭체 부분의 부사를 視點 付接詞(viewpoint adjunct)로 명 명 

하였다. 동일한 부사를 두고 adjunct라는 용어 를 버 리 고 subjunct라는 새 로 

운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는 부사류의 下位區分을 보다 세분한 결과가 

되 겠으나， Quirk et al. (1985: 613) 이 설정 한 부접 사， 종접 사 및 (참고로) 

이 접 사(disjunct)에 관하여 서 솔한 개 념 을 살펴 보기 로 한다. 

Adjuncts are similar in the weight and balance of their sentence role 

to other sentence elements such as subject and object. 

Subjuncts have in general a lesser role than the other sentence elements; 

they have for example less independence both semantically and grammat

ically and in some respects are subordinate to one or other of the 

sentence elements. 

Disjuπcts， by the same analogy, have a superior role as compared with 

the sentence elements; they a re syntactically more detached and in some 

respects ‘superordinate’ in that they seem to have a scope that extends 

over the sentence as a whole. 

1 본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솔연구 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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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rk et al. (1 985: 503)에서 위에 열거한 것 외에 合接詞(conjunct)를 설 

정 • 서 술하고 있으나， 본 논문과 직 접 관련이 없으므로 논솔하지 않겠다 

Subjunct의 새 용어를 도입한 Quirk et al. (1 985)의 의도를 더 명확히 밝 

히 기 위 하여 그들의 舊著述인 Quirk et al. (1 972: 429)에 서 副詞類(adver

bials)의 분류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분류에서 문 구조안에 중요한 문 

요소로서 통합되 는 ‘부접 사’ 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 하였다. 

adjunct 

;viewpoínt 

focussing-=r---- additive 
"' ___ restnctlve 

~ emDhasizers 
in tensifier든二二_ amplifiers ‘--- downtoners 

_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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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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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야빼th따빼뼈h바떠따er없r섭s """"~二많C앓펀eason 
한펀 Quirk et al. (1985: 503)에서는 부전사를 다음과 같이 부접사와 종 

접 사로 T位區分하고 있다. 

{‘^-l;^^‘;^_ , obligatory 
f'diun<바없댔U“ Loptional 

wide orientation--다;Z짧;1t 
, subjcct 

Adverbial-+-subiunct riμtc띠짜f껴n L ! ! L냐pr따따때rπ따때c야얘d빼1 
Lna따rπrrow orientation 뉴cmphasizer 

I-intensi fì.er 
Lfocusing 

Fig. 8. 24 

2 Quirk et al. (1985: 440) 의 다음 서 술에 주목한 것 Adjullcts and subjuncts 
are relatively integrated within the structure of the clause ... ßy contrast, disjuncts 
and conjuncts have a more peripheral relation in the sentence. 



영어 부사의 연구 353 

Quirk et a1. (1972, 1985)의 네 저 자중의 한 분인 S. Greenbaum이 

(Greenbaum 1986: 13)에 서 종접사의 도임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 

였다. 

(Another) major change in analysis is the introduction of the adverbial 

category of subjuncts (8.88- 120), formerly subsumed under adjuncts. 

Subjuncts, which include intensìfying and focusing items, are now 

differentiated syntactically from adjuncts. 

Greenbaum의 주장에 의 하면 부접 사와 종접 사의 구분을 구문상의 차이 에 

서 합리화시 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Quirk et a1. (1985: 566f)에서 

종접 사의 구문상의 특성 과 부정 사의 그것과의 차이 를 다음과 같이 서 솔하고 

있다. 

Let us consider the matter in respect of two very different subjuncts, 
visually as in (lJ and fairly as in [2J : 

This play presents v ist‘ally a sharp challenge to a discerning audience. (1] 

He fairly sprang at her with his questions.3 (esp Br E) (2J 

If we now attempt the processes of 8. 25 with [0 and (2J , we either 

move away from the subjunct to the adjunct reading or produce an 

incomprehensible sequence: 

1t is νisιally that this play achieves a sharp challenge . .. 

Does this play achieve a sharp challenge .. . visually or. .. ? 
This play achieves only visually a sharp challenge ... 

How did this play achieve a sharp challenge .. . ? 
(Perhaps, however, ‘From what point of view .. . ?J 

*It was fairly that he sprang at her .. . 

*Did he spring at her fairly or .. . ? 
-J<'He only fairly sprang at her ... 

*(How did he spring at her ... ?J -J<'Fairly. 

3 Quirk et a1. 0 985 : 566) 에서 (lJ의 ν isually 룹 ‘as a visual experience' 의 의미 

콸 가진 향점 사로 규정 하고， He studied the play νiSltally (but scarcely listened to a 
word) . 의 νisua lly를 ‘with his eyes (a lone) ’ 의 의미 를 가진 부정사와 구별한다. 또한 

(2)의 fairl y플 ‘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의 의 미 를 지 닌 종진 사로 규청 하고， ‘m a 
just and impartial way' 의 의 미 언 부검 사 fairly가 들어 있 는 한 예 로 He questioned 
her (quite) f airly. 를 제 시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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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ordinate role' to which we referred at the beginning of this 

section may apply to the whole clause in wmch the subjunct operates: 

this is what appears as ‘wide orientation' in Fig. 8.88. 

종접사를 다시 분듀하여 ‘광역지 향’ (wide orientation)과 협역지 향(narrow 

orientation) 종칩 사로 양분한다. 광역 지 향 종접 사에 서 도 시 점 종접 사와 鄭重

(courtesy) 종접사로 다시 양운하고 있는 바， 동일한 광역지 헝:의 두 종접사 

도 구문상의 특성 이 다르다. 

첫째 차이점은 시접 종정사인 경우， 한 문장내에서도 여러개가 벙렬하여 

도 非文이 아닝이 문장 (1)이나， 다음 (2) 및 (3)에서 알 수 있다. 

(2) Physícally as well as ηzentally 1 have reached the limit of my 

endurance. 

(3) 1t could have been a serious defea t, not only militarily but 

psychologically and politically. 

한편 정 중 종접 사의 경 우는 한 문장내 에 힌- 개 만이 가능하며 , 두 개 (이 상) 

의 뱅렬은 불가하다. 

(4) * Kindly we cordially invite you to our party. 

(5) *Will you graciously consent to our request, please? 

두번째 차이 점은 시정 종집사에는 강의부사인 very에 의한 수식이 불가능 

한 반면， 정중 종접사는-please의 경우를 제외하고-very의 수식이 가능 

하다. 

(6) 용John is very logically wrong. 

(7) He very kindly offered me a seat on the crowded bus. 4 

세번째 차이점은 구문상의 치-이라기보다는 형태흔상의 차이점이 되겠는 

데， 정중 종접사는 그 수효가 적고， 그 生成이 극히 지l 한되어， 폐쇄종류 항 
목(closed set items)에 속한다고 규정 지 을 수 있다. 즉 please, kindly, 

graciously, cordially, humbly 등이 고착이 다. 한펀 시 점 종점 사는 그 수효 

가 비l 우 많고 그 ~I~成도 비 교척 지유로외-서 개 방총츄 항목(open class itcms) 

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펄지-기- 수진한 에중 철자기- a로 시작된 시접 

종접 사로 alchemically, algebraically, academically, administratively, artis-

4 Kindly도 의 피 • 딘윈 등응- 표시 하는 분에 시 는 please :<] 런 very에 의 한 수식 은 
불가하다_ Will you C? very) kindly turn o[f the radio?jC ’ Very) kindly turn off the 
radio.jYou will C? very) killdly turn off the radio 



영어 부사의 연구 355 

tically, architecturally, aesthetically, archaeologically, arithmetically 등에 서 

판단하건대， 주로 (추상)영사에서 유래된 형용사에 ly를 첨가하여 생성된 

다. 또 campuswise, busìnesswise, taxwise, educationwise, weatherwise, 

pricewise, qualitywise, programwise 등처 럼 명 사에 부사 접 미 사 -wise가 첨 

가된 부사가 주로 (미국)영어의 시접 종접사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처럼 시 

정 종접 사는 그 語形成의 자유로움이 폐쇄적 성격 의 정중 종정사와 명확한 

대조를 이 룬다. 

이 런 차이 에 도 Quirk et a l. (1985 : 567) 이 시 점 종접 사와 정 중 종접 사를 

하냐로 묶어서 동일한 광역 지 행:의 종정사로 규정한 이유는 펄자의 견해로는 

이 들 종접사가 문장내에서 정유하는 위치가-다른 종접사와는 달리-前位 · 

中位 • 後位의 넓은 법위 에 결쳐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8) a. Physically 1 was in poor shape. 

b. 1 was physically in poor shape. 

c. 1 was ín poor shape, physically. 

(9) a. Please leave the room at once. 

b. Leave the room at once, please. 

c. W rite on this form, please, your name and address. 5 

Quirk et al. (1985: 567)은 광역지향 종접 사의 의미가 미 치는 作用域이 

한 節전체 (the whole clause)에 걸친다고 서솔하고 있는 바， 이 것도 시정 종 

정사와 청중 종접사 사이에 구문상의 차이가 있다. 우선 시점 종칩사부터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 문장을 검토한다. 

(10) a. They behave with respect to their morals as they always have 

done. 

b. Many of these people have suffered, economically speaking, 
because of their political affiliations. 

문장 (1 0a)의 시 점 종접 사인 with respect to their morals는 현 위 치 안 中

位는 물론 前位나 後位로 이 동이 가능하다. 숭어 동사 behave가 副詞類의 수 

반을 필수적 으로 요구하기 때 문이 다. 한펀 (1 0b)의 economically speakiηg은 

현 위 치 인 中位이 나 前(立의 위 치는 가능하지 마는 後(立로의 이 동은 불가하다. 

이 유는 종접 사의 作用域이 because句에 이 르기 까지 미 치 지 못하고， because 

5 정중 종정사 please가 文의 中位 및 後位에 놓일 때는 커머흘 찍 거나， 음성언어 
에서는 휴지 (pause)를 두는 정에 유의할 것 . Quirk et a1. (1985: 570) 에 의하연 청중 
종정사 kindly는 문의 前{立置만이 가능하다. Kindly leave the room. /K떠dly don' t 
make a noise. /*Leave the room, kindly. J*Don't kindly make a noise. 



356 語쟁Hvf究 第23卷 第 3 짧 

句가 文尾인 有標적 (marked) 위 치 를 차지 하기 때 문이 다. 다음 because節이 

포함된 문장도 아울러 참고하기 바란다. 

(10) c. Campuswise, professors are important, chiefly because they give 

grades. 

d. Professors are important, campuswise, chiefly because they give 

grades. 

e. 용Professors are important, chiefly because they give grades, 
campuswise. 

시접 종접사와 because句의 어순관계를 다음 문에서 파악할 수 있다. 

(1 0) b'. Ecoπomically speaking, many of these people have suffered, 
because of their political affiliations. 

b". *Many of these people have suffered because of their political 

affiliations, economically speakiηg.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가 있는 ‘한 節전체’의 개녕이 모호한 감이 있다. 

이는 節이 소위 말하는 전통 학교 문법의 文·節·句를 통틀어서 지칭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중 종접사의 作用域은 그 범위가 한 節 전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節까지 뻗어 갈 수 있음을 다음 문장 (11)에서 알게 된다. 

(ll) a. Please do come agaìn soon and enjoy talking to each other. 

b. Kindly don' t make a noise and study hard. 

c. W i1l you graciously consent to my request and help me out of 

this difficulty. 

d. Could you move to one side and let me sit down beside you, 
please? 

Quirk et a1. (1 985 : 567) 이 섣정한 광역 지 향 종접사에는 異質的인 시 접 

종접사와 정중 종정 사가 공존하고 있어 피성적 분류임 이 자영 하다. 

2 

제 2 장에서는 시점 종접 사를 중심으로 구문상의 특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다음 문장을 검토한다. 

( 1) a. Morally, they didn’ t help him very much. 

b. They morally didn’ t help him very much. 

c. They didn’ t help him very much , mo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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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1)의 종정 사 morally는 ‘if we consider what we are saying from a 

moral point of view' 나 ‘ if we consider what we are say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morality’로 고쳐 쓸 수 있으며 , 이 런 유형 의 부사를 시 접 
종접사라고 호칭한다 話者의 l視點에서 판단하여 발언하는 ‘命題態度’ 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單純몹IJ詞， 副詞句 빚 副詞節의 형태중 어느 것도 가능 

하다. 학자에 따라， 영 청 이 (조금씩 ) 다르다. Nilson (1972 : 131f)는 “참초” 

의 부사(adverbs of reference) , Greenbaum (1 969: 163)은 “양상”의 부접 사 

(aspectual adjunct) 로， Quirk et al. (1972: 429) 및 van Ek et al. (1984: 

352f)에 서 는 “시 접 ” 의 부접 사(viewpoint adjunct)로， . T.B. Ernst (1984 : 39f) 

는 “領域”부사(domain adverb)로， Quirk et al. (1985: 568)은 “시정” 종첩 

사(viewpoint subjunc t)로 호칭 하고 있는 바， adjunct와 subjunct의 차이 점 외 

는 명칭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펀 다음 문장(1d)의 부사 morally를 검토한다. 

(1) d. They didn’ t help him very much morally. 

문장 (1 c)와 (ld) 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시점 종접사 바로 앞에 커머 나 

休止가 있고， 후자에는 morally앞에 커머나 休止가 없는 점 이다. (1d)의 부 

사인 morally는 “과정 " (process) 부접 사의 下位區分인 “양태 " (manner) 부접 

사로서 help를 수식하는 숭어부사이며， “ in a moral manner"로 고쳐쓸 수 

있겠다. 이 경 우는 morally이 ηot의 作用域안에 포함되 며 The manner in 

which they helped him very much was not moral. 로 고쳐 쓸 수 있는 점 에 

서 양태 부접 사임 이 확실하다. 문장(1a ， b, c)의 morally이 “양태” 부접사로 

간주될 수 없는 이 유는 대 표적 양태 부접 사인 quickly로 morally를 대 치 하면 

문장 (1a' , b', c')는 모두 非文이 되 기 때 문이 다. 

(1) a'. *Quickly, they didn’ t help him very much. 

b'. *They quickly didn’ t help him very much. 

c'. *They didn’ t help him very much, quickly. 

(1a' , b' , c')에 선 quickly가 not의 f쑤用域의 밖에 놓여 지 게 되 고 節否定을 

quickly의 fF用域안이1 포함하게 되 어 *The rate at which they didn’ t help 

him very much was quick . 로 고쳐 쓸 수 있게 되 는데 이 런 고쳐 쓰기 는 無

意味하다. 부정문은 비록 본동사가 동작동사일지라도， 전체로서는 상태적 

6 cf. Quirk et aL (1985: 456) . Correspondence between adjective and adverb. 
Politica/ly it is a bad decision. ~ From the political poiηt of view, it is a ba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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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 며， 과정 • 변화 • 활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태 부접사는 과정 • 

변화 • 활동을 의 미 하므로 節否定을 그 作用域안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따 

라서 문장 (1a', b', c')는 모두 非文이 다. 이 와 관련하여 Quirk et al. (1972: 

421f)의 부접 사의 기 준에 관한 다음 서 슐에 주목하기 바란다. 

(1) If an adverbial cannot appear initially in a negative declarative 

clause, it is an adjunct. For example, although quickly can appear 

initially in a positive clause, as in 

Quickly they left for home. 

it cannot do if the clause is negative (with the negative particle 

not or -π’ t): 

융Quickly they didn’ t leave for home. 

Hence, quickly is an adjunc t. On the other hand, perhaps is 

unaffected by whcther the clause is positive or negative: 

Perhaps they- left for home. 

Perhaps they didn’ t leave for home. 

위 서 솔중 문제 가 되 는 점 은 Quirk et al. (1 972)가 부접 사(adjunct)로 규정 

한 시 점 (viewpoin t) 부정 사， 定型的(formulaic) 부접 사 및 意志的(volitional) 

부접사가 否定文 앞에도 위치 할 수 있는 점이다. 

(2) a. Schedulewise they didn’ t leave for home. / Scheduleψise they left 

for home. 

b. Kiηdly don’ t tell him what I said. / Kindly tell him what I said. 

c. Deliberately, they didn’ t send him the money./ Deliberately, 
they sent him the money. 

따라서 부접 사가 否定節의 文頭에 위 치 할 수 없다는 Quir k et al. (1 972: 

421f)의 기 준은 quickly 등의 과정 부접 사에는 적용이 되지마는， 시점， 정형 

적 및 의지 적 부접사 등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이 런 이유로 Quirk et al. 

(1985)가 종접사(subjunct)를 별도로 설정한 근거가 되고， 또한 부접사 

(adjunct)의 구문상의 기준을 새로이 (1985: 504)에서 제시하게 펀 것이다. 

이 제 는 統合的(integrated) 副詞類와 周邊的(peripheral) 副詞類의 구분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뼈l註 2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부접사와 종접사는 前

者에 속하고， 이접사와 함접사는 後者에 소속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Quir k et al. (1985: 621)에 서 다음과 같이 서 울되 어 있 다. 

The distinction is often a fÌne one between content disjUllc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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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point subjuncts, particularly when the same formal item is involved: 

Teclznically, our task is to recycle the waste products. [disjunctJ 

Technically, recycling the waste product will be easy. (subjunct; cf 

‘Recycling ... will be technically easy’]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장을 검토한다. 

‘~) a. Politically it is a bad decision. 

b. We didn’ t like the movie very much. 

c. Fortunately he noticed the mistake. 

d. However, it could have been worse. 

문장 (3)에 van Ek et al. (1984: 350)에 제 시 된 ‘it is true that [ ... J ’의 

[ .. . J 틀안에 삽입가능 여부 식 별법에 의하여， 숭어부사에 해당되는 ‘통합적 
부사류’인지， 문장부사에 해당되는 ‘주변적 부사류’ 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3) a'. It is true that (it is politically a bad decisionJ . 

a". *It is politically true that [it is a bad decisiönJ . 

b'. It is not true that [we liked the movie νery muchJ. 

b" 용 (값3 앓cXe펌ir짧 앓) that [we liked the movieJ 

c'. *It is true that [he fortuηately noticed the mistakeJ. 

c". (함떻껍양짧찮 trn§) that [ he noticed the mistake]

d' 용It is true that [however it could have been worseJ. 

d". However, it is true that (it could have been worseJ . 

이 로써 문장 (3a, b) 의 부시-류는 ‘it is true that ( . .. J ’ 를의 ( ... J 안에 삽업 

되고， (3c, d)의 부사류는 ( ... J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부접사의 

경우는 딸할 것도없이 광역 지 향종접 사 (3a) 냐 협역지향 종접 사 (3b)는 ‘통 

합적’ 부사류에 해당된다. 한면 이접사 (3c)의 경우와 함접사 (3d)의 경우 

는 ‘ it is true that [ . .. J ’ 틀의 ( .. . J 안에 삽입되지 않고 밖에 위치하묘로 ‘주 

변적 ’ 부사류에 해당원다 하겠다. 이런 이유로 Quirk et al. (1985: 621)에 

제시된 

Technically, our task is to recycle the waste products.는 Technically, it 

is true/It is technically true that (our task is to recycle the waste productsJ . 

로 고쳐 쓸 수 있는 반면， 

Technically, recycling the waste products will be easy.는 It is true that 

(recycling the waste products wi1l be technically easyJ. 로 &書되 므로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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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통합적 ’ 부사류인 시점 종접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 지적할 사실 

은 ‘주변적 ’ 부사인 이 접 사와 ‘통합적 ’ 부사인 종정 사에 서 very, just, only 

등이 수식 가능여부도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 Very ) technically, our task is to recycle the waste products. (disjunctJ 

선Very) tech껴cally， recycling the waste products will be easy. (subjunct] 

시정 종접사가 ‘통합적 ’ 부사류에 소속됨을 알게 되 었다. 이제는 시 점 종 

접 사의 몇가지 특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시 접 종접 사에 對應하는 語句否定의 語形의 부사는 시 정 종접 사가 될 수 

없다. 즉 시 점 종접 사는 항시 의미상의 肯定形에 限定된다. 

(4) a. *Immorally , they have won a victory. 

b. 용Not morally, they have won a victory. 

c. 용John is illogically wrong. 

d. *Not politically, it was a good decision. 

시정 종접 사의 어 형태가 否定 • 反對를 표시해도 의미가 부정적 이 아니면 

시점 종접 사의 역 할은 가능하다. 

(1) e. Non-politically j Antipolitically, such a violent demonstrat ion does 

not pose serious problems. 

f. Non-morally j [J;ηmorally， abortion is sometimes indispensable. 

(4f)의 시점 종접사의 의비는 ‘도덕과 무관한 관점에서 보면’ 정도의 뜻이 

고 다음 문장 (4g)와 비교하연 종접사는 孩鼠騎의 의미 내용에 유의할 필 

요가 있다. 

(4) g. Medically, abortion is sometimes indispensable. 

이 지l 는 시 접 종접 사의 문갱내 의 位i펀에 관해 서 논하겠 다. Quirk et a l. 

(1 985: 569)에 Viewpoint subjuncts, whatever their structure, tend to be put 

in 1 position. 이 라고 서 술되 어 있 다. 1 position은 文의 前位를 의 미 한다. 피 

상적 으로 관찰하면 시 정 종정 사의 無標位땀(unmarked position)는 前位인 듯 

여겨진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광역지 향 종접사인 시접 종접사는 문의 前

位 · 中位 및 後位 어느 위 치 에도 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수행에서 

즉 둘(및 그 이상) 사람의 대화가 진행될 경우， 시점 종접사는 문의 前位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5) A: How is your country faring in terms of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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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ell, economically, we’ ve solved many problems, but þolitically, 

we’ re still a mess. 

운장 (5) 의 경우 B의 표현에서 시접 종접사가 文頭에 위치함은 A의 말 

연내용과의 연관상 자연스럽 다. 그러나 談話가 아닌 단독A로 표현되는 경 

우， 시 점 종집 사의 無標位置(unmarked position)는 文中位라고 생 각된다. 

(6) a. His argument is theoretically sound. 

b. The plan is techπically impossible. 

(6a, b)의 이탤릭체 부사는 모두 명사에서 派生한 것으로서 각각 soundη 

theory j impossible in resþect 01 techπiques라는 점 에 서 -ly부사가 시 점 • 영 역 

종접사로서 ， 補語의 역할을 보강하고 있다. 보어인 形容詞句의 구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Adjective phrase• adjective x prepositional phrase에 서 전 

치사句가 副詞의 형식을 취하여 형용사앞에 위치하여 형용사와의 결합을 밀 

접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 것 이 시점 종접사의 원천인 듯 생각된다. 이와 관 

련하여 van Ek et al. 0984: 394)의 서 술에 주목하기 바란다. 

Viewpoint adjuncts, no matter how realized, normally occur in initial 

þositioπ when they refer to all the rest of the clause they belong to: 

Medically, the operation was a success. 

However, víewpoint adjuncts may also occur close to the part of the 

clause they refer to more particularly: 

The operation was medically a success. 

문의 술어 동사가 상태 동사-특히 be동사-인 경 우， 시 점 종접 사는 소위 

주격보어 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자연히 be동사의 뒷 위치인 中位에 

놓여지기 마련이다. 

시 점 종접사는 평서문외 에， 의문문 및 의문 및 조건을 표시하는 if節/

whether節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런 문장내 에서 의 시 점 종접 사의 위치는 

中位가 無標위치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7) a. Is this example linguistically j mathematically right? 

b. He wants to know whetherjif this example is linguistically j 

mathematically righ t. 

c. If a camel is, metaþhorically sþeaking, a ship of the desert, the 

desert would be the ocean. 

문장 (7)에 서 시점 종접 사가 文의 前位에 위치하게 되면 그 문장은-문장 



362 E홈 [~1Wf究 짜23캄 했 3 하i 

(7)의 의미와 同義라는 조건의 경우-부지인스란다. 

(7) a'. 'r Linguistically is this example right? 

b'. *He wants to know whether linguistically this example is right. 

c'. ??? If metaphorically speaking a camel is a ship of the desert, 
the desert would be the ocean. 

(7b' , c')의 if節 jwhether節 내 에 서 의 前位의 시 점 종접 사는 각별히 休止를 

두지 않으맨， 不可한 듯하다. 문장 (7) 의 이 런 근거로 시점 종접사의 문장 

내 의 無標位置는 中位라고 생 각한다. 그런데 문강 (7a')가 談話의 한 부분 

이라면， 즉 잎 문과 연관올 짓든지， 話題化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해서 有標(marked)적 위치에 놓아도 談話

構造의 입장에서 고려하띤 운장 (7a')는 전혀 잘못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Mortimer 0972: 185)에 ;<1] 시펀 다음 문장 (8)을 검토한다. 

(8) A: Would this new boundary line take in both of these villages, 

or only one? 

B: It’d take them both in. 

A: 1 see. 

B: Don' t you think the larger unit will be much more convenient, 
though admiπistratively speaking? 

A: Administratively speaking, yes. But humaπly speaking, 1’ m not 

qUlte so sure. 

문장 (8)의 대 화에 서 시 점 종접 사가 들어 있는 부분만을 단축한 다음 문장 

을 (9)로 삼고 논술하기로 한다. 

(9) A: Ðou' t you think the larger unit will be much more conveuient, 
though admiηistratively speaking? 

B : Admiπistratively speaking, Yes. But humanly speaking, 1’ m not 

qulte so sure. 

이 탤 릭체의 시접 종접사가 모두 有標 위치에 있음에 유의 하기 바란다. 

文의 中位가 아니 라 後位 및 前位에 시접 종접사가 위치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다음 서 숭을 참조하기 바란다 (Enkvist 1980: 149). 

ln a topicalized structure, the fronted element often evokes a presupposi

tional set recoverable from an earlier portion of thc text (such linking is 

indeed a prime motive for topicalization) . And the final element is stro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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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matic, carrying new information and often linking up with something 

coming later in the text. Therefore marked focus goes on the topicalized 

or commentized elements or on both, ra ther than on the informationally 

more neutral elements in the middle of the sentence. 

문장 (9A)의 시 정 종정 사인 administratively speaking은 有標的 題述

(marked rheme)의 기 능을 가지 며 (9B)의 시 정 종접 사인 administratively 

speaking과 humanly speaking은 有標的 主題(marked theme)를 표시 하는 듯 

하다. (9A)의 시점 종접사의 본질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서 

술에 주목하기 바란다. (T aglicht 1984 : 25) 

Some clause elements which a re final without ‘end-shifting’ can be made 

into marked rhemes of Type 3 by the inser tion of a ‘partition’ . 7 

(I2] Theyj j prefer,j I think,ja warmer climate 
Th Rh MRh 

(l3] They j jarej jreturning,jhowever,jto England 
Th Op Rh MRh 

문정- (9A)에서 though부분이 分離語句(partition)에 해당되므로 adminis

tratively speaking은 ‘유표적 재솔’ 기 능을 하고 있으며， 신정보(new infor

mation)를 제공한다. 지척할 점은 分離語句로 확연히 구분된 경우를 재외하 

면 文後位에 위치하는 語(句)기- 언제나 유표적 제솔로 신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Quirk et al. (1985 : 1364 및 1 366)에 수록된 에문을 중심으로 이를 

구명한다. 

(10) a. She’ s buying a scàrf for herself. 

b. She’s buying her mother a birthday present but she’s also 

buying a scárf for hersèlf. 

c. 1 am 1 painting my lìving room at preseπt 1. 

문장 (10b)의 文後位의 어 구인 for herself만이 ‘유표적 題述’ 적 기 능을 가 

진 다. 이 는 for herself가 先行하는 문의 her mother와 서 로 對照적 신경 보 

7 cf. Taglicht (1984: 23). There are three basic types of marked rheme: 
(i) The ‘end-shifted’ subject 
( ii ) An ‘end.shifted’ constituent of the predicate 
Ciü ) A fina l item separated by a ‘partition’ from the item that would precede 

it if it were part of the unmarked rheme. 
또 인용부분의 (12)와 (13)에 ‘Th’, ‘Op’, ‘Rh’ 및 ‘MRh’는 각각 Theme, Operator, 
Rheme 및 Marked Rheme플 표시 한다. 



364 語學fiIf究 第23卷 第 3 !j1J~ 

Cnew information)를 가진 데 비하여 Cl Oa, c)의 이탤릭체 부분의 文後位 어 

구는 다만 구정보(givenjold information)릎 부연하여 첨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근거로 ClOb)의 경우처럼 의미의 對立을 표현하는 어떤 語(句)가 文後

位에 놓이연 또한 “유표적 題述n적 기능을 수행함을 알게 된다. 이제는 (9B) 

의 시 점 종접 사인 Administratively speaking과 humanly speaking의 기 능을 

실펴보기로 한다. 논제 전개상， 문장 (9)를 다시 제시한다. 

(9) A: Don’ t you think the la rger unit will be much more convenient, 
though administratively speaking? 

B: Administratively speaking, Yes. But humaπly speaking, 1’m not 

qUlte 50 sure. 

문장 (9A)의 administratively speaking은 신갱 브를 지 닌 유표적 題述임 은 

분명 하다. 한펀 C9B)의 첫 시 정 종정 사인 admini5tratively speaking의 기 능 

은 무엇인가? 先行하는 담화인 A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작A로， 즉 先

行하는 A의 당화와 앞으로 발언되는 B의 담화와의 연결을 원활히 함과 동 

시에 B의 답변의 상호 대렵되는 정보제공의 獲告구실을 한다. 문장 (9B)에 

서 의 後半部언 But humanly speaking, 1’ m not quite 50 sure.가 가령 발언되 

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그러연 (9B)는 Ye5, 1 think 50. 정 도의 문장이 될 

것이 다. 왜 냐하면 administratively speaking 시 점 종접 사는 이 미 (9A)와의 

관계 상 구정보의 주제가 되어 잉여적 (redundant) 요소가 되어 삭제되기 마 

련인 탓이다. (9B)에는 前半部와 後半部가 서로 대렵되는 시점 종접사로 유 

도되는 정보내용이 있으므로， 시점 종접사가 각각 文前位의 有標적 위치에 

오게 된 것이 다. 이 주장을 보강하는 (Quirk et al. 1985: 1434)의 다음 서 

승을 참조하기 바란다 . 

. .. irrespective of the type of text, interpretation depends on recognizing 

whether or not parts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 or the relation 

may be one of contrast: 

The ordinary hand drill is not easy to use; this electric type is 

something any novice can handle. 

Reluctance or inabili ty to recognize compa tibili ty is often expre5sed by 

another speaker ’5 interjection beginning ‘Sorry, what abou t. .. ’ or ‘Wel!, 

I’ m not sure .‘ .’ . 

위 서 술과 문장(9B)의 後半부분인 But humanly speaking, 1’ m not quite 

50 sure. 의 표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C9B)의 시점 종첩사는 無標적 위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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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中位가 이니라 有標적 위치인 文前位에 위치하기 마련이다. 또한 有標적 

主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유표적 주제’ 를 섣명한 (Taglicht 1984: 20)의 다 

음 서술을 참고하기 바란다. 

Marked sentences are characterized by the breaking of one or more of 

the links in the corresponding unmarked sequence and the detachment 

of a syntactic element from the element or elements with which it is 

contiguous in the unmarked sequence. The detached item may be initial 

or final in the marked sentence. If it is initial, it is a marked theme; 

if it is final, it is a marked rheme. 

In the following sentences we have marked themes of the most familiar 

types ( ‘MTh’ stands for ‘marked theme’ ): 

(IJ a. YesterdayjJohn j jpainted the shed 
MTh Th Rh 

b. The shed, /Johnj j painted yesterday 
MTh Th Rh 

In each of these sentence-forms, the marked theme is an element whose 

unmarked, neutral place is in the rheme, as we see in the corresponding 

unmarked form of the sentence: 

(IJ c. Johnj jpainted the shed yesterday 
Th Rh 

대부분의 시점 종접사가 文前位에 위치하지마는 이는 談話文法의 입장에 

서 고려할 경우 앞 진슐과의 연관 등과 관련되어 文前位가 有標적 위치가 

되기 마련이고 시점 종접사의 無標적 위치는 文中位임을 필자는 주장한다. 

이 제 는 이 주장을 보강하기 위 해 서 시 접 종접 사가 分짧文(cleft sentence) 

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 Quirk et al. (1 985: 566)에서 

It is visually that thís play achieves a sharp challenge to a discerning 

audience. 

」를 제시한 후， 분C넌문에서 는 visually가 시점 종점 사의 기 능을 하지 않고 부 

접사(adjunct)의 기 능을 담딩 하게 된다고 서 솔하였다. 분열문의 ‘it is ... that 

~’ 틀안의 ... 부분에는 시 접 종접사가 삽입 될 수 없는 점을 넌지시 언급한 

다. 그러 나 van Ek et al. (1984: 352ff)에 서 

Strategícally, these naval bases are no longer very important. (34) 

의 strategìcally를 vìewpoìnt adjunct로 규정 한 후， 分짧文 형 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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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be + focal element+subclause introduced by that /rþ /whoJ 

를 제시하고서 

It is strategically that these naval bases are no longer very important 

(34a) 

의 예 가 있다. 

그러 나 이 운장의 strategically가 시 정 종접 사의 기 능을 가진 경 우는 非文

이다. 시접 종접사는 앞서 지적된 바처 럼 only, very, even 등의 초점화 

(focusing) 종정 사로 수식 될 수 없다. 이 런 이 유로 分짧文도 일종의 초점 화 

기능을 표시하므로 시점 종접사는 분열문에 사용될 수 없다 유표적 위치 

인 文前位에 놓여지는 것 자체가 시점 종접사를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초점 

화 현상인 바， 설상가상으로 분열문에 사용하게 되면 초점화 현상이 더욱 

강해져서 종접사 자체의 성질과 충돌되는 것이므로 van Ek et a l. (1 984: 

354)의 서술은 오류엽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장을 참고하기 바 

란다. 

(11) a. Physically as well as mentally 1 have reached the limit of my 

endurance. 

b. *It was physically as well as mentally that 1 have reached the 

limit of my endurance. 

문장 (1lb)가 非文인 것은 physically as well as mentally를 시 접 종접 사로 

간주하는 경 우에 限定됨 은 물론이 다. 

이제는 시접 종접사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魚點의 위치에 놓일 수 있 

는지 여 부를 고찰하기 로 한다. Greenbaum 0969: 163) 의 disjuncts and aspec

tual adjuncts의 서 솔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 을 읽 게 된 다. 

It is possible to show that 1T!orally, for example, is not a dis junct since 

it can be the focus of negation: 

• It isn't a matter of urgency morally, but it is matter of urgency 

politically. 

윗 운장플 OZa)로 깎고 서술하기로 한다. 

8 ‘부칩 사’ 가 모두 분열 문에 시-용되 는 것 은 아니 다. 과갱 (process) 부점 사의 사용 
은 不可하며 ‘종정 사’ 의 분열 문에 서 의 사용역 시 不可하다 It was last night that John 
ca l1ed in on Mary.J*It is quickly that he left for home. j*It is kindlyJplease that he 
ushered me to the room. j*It is only that Mary smiled. j*It is really that 1 like your 
new 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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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1t isn’ t a matter of urgency morally, but it is a matter of 

urgency politically. 

b. He was not rich ecoπomically， but he was rich ~ mentally. 

문장 (1 2)의 이탤릭체의 부사는 시점 종접사로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모 

두 文尾에 위치한 점 에 서 有標적 題述의 표현으로， 신정보를 제공한다. 참 

고로 (1 2a)를 풀어 고쳐 보연 (12a ')가 되 리 라 생 각한다. 

(1 2) a'. The viewpoint from which it isn’ t a matter of urgency is 

moral, but the viewpoint from which it is a matter of urgency 

is political. 

시점 종접사의 원래 의 無標位置인 中位에 위치한 경우보다 훨씬 情報量이 

많고 더구나 not ,-...,but .. . 의 구문으로 對比됨드로써 순수한 시점 종접사가 포 

함된 다음 문장 (l2c, d)와 확연히 구분이 된다. 

(12) c. Morally, it isn’ t a matter of urgency. 

d. 1t isn't morally a matter of urgency. 

따라서 시점 종접사 morally가 지닌 ‘정보량’의 많은 서열에 관해서 말하 

연 (12a):> ( 12c):>(1 2d) 의 순서가 되어 그 만큼 시점 종접 사의 본성이 증대 

되어가는 점차성 (gradience)이 있음을 안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Yes/ No 의문문에서 시점 종접사가 文尾에 위치하여 뚫點 

의 구실을 하며 ， 對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Green

baum (1969 : 1 63)에 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읽게 된다. 

Aspectual adjuncts can also be the focus of interrogation. 

• 1s it a matter of urgency 까orally or is it a matter of urgency 

politically? 

시접 종접사가 의문문에서도 文尾에 위치하여 有標적 재 술의 커능을 수행 

함을 Greenbaum은 안정 한다. 다음 운장 

(13) a. Did the country decline to a second-class power ecoπomically 

or did she decline to a second-class power politically? 

b. Was he rich ecoηomically or was he rich meηtally? 

에서 이 탤릭체의 부사는 시점 종접 사로서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 각될 

까 ? 시점 종접사가 서로 對比한 의미를 지니고서， 의운문에 사용되기는 우 

리 인 듯하다. 이 와 관련하여 Quirk et aL (1 985: 567)의 서 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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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this play achieve a sharp challenge to a discerning audience 

visually or audibly? 

의 경우 이탤릭체의 부사는 시점 종정사보다는 양태의 부접사로서 해석하는 

것이 다당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 3) a'. Did the country economically decline to a second-class power 

or did she politically decline to a second-class power? 

b'. Was he economically rich or was he meηtally rich? 

시 점 종정 사가 無標적 中位에 놓인 문장 (1 3a' , b')편 이 더 시 점 종정 사적 

인 기능이 영벡하고 문징.(1 3a ， b)의 갱우는 有標적 文尾에 놓여져， 양태 부 

접사로서의 기능을 가진데다기 더구나 서로 對比한 기능마저 담당하고 있 

다. 서로 다른 시점 종접사가 많은 정보량을 표시하는 有標적 題述의 기능 

을 담당하는 文尾의 위치에 놓이고 더구나 서로 對比의 초점이 되는 것은 

종속적 운장요소인 시정 종접사의 본질성， 어색하다. 그 이유는 부사가 文

尾에 위치하게 되면 그 위치의 압력과 題述적 신정보의 제공으로 그 부사는 

양태적 부접사로서의 기능이 부여되고， 시점 종접사로서 의 기능은 상실되기 

때문이고 또 시첨 종접사는 對比 및 魚點化 기능을 원래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의운문내에서 시점 종접사가 對lt되지 않은 경우를 고찰하기로 

한다. 

(13) a". Did the country decline to a second-class power economically? 

윗 문장처럼， 즉 단일 命題의 의문문의 경우-두 명제를 대조시키는 운장 

(13a)의 경 우보다-시 점 종접 사적 기 능이 넌 어 색 하게 표현되 내 , economically 

등의 시점 종정사 앞에 休止를 두거 니， 카마를 찍 A떤 시점 종접시의 구실 

이 더 명확해진다. 의 문문에서 시점 종정사로서의 기능의 히용도에는 점 차 

성이 있으며， (1 3a')> (1 3a")>03a)의 차리1 로 시점 종갱 사성이 감소펀다. 

운징. (1 2a, b)처 럼 부정 문이 節전반부에 둡어 있는 정 우는 문장 (1 3)의 yes/ 

no 의문문의 경우보다 두개의 대핍되는 시점 종칩사의 佳뿔li 1"t가 더 허용되 

는 이유는 무엇일까의 문제기- 세기 된 다. 의미플 고려하떤， 전자의 경우는 

9 cf. Enkvist (1 980: 1 52) 의 다음 서 숨을 창조할 것. 1n English , the most 
rhematic, informationally most strongly focused elements tend to be the last open' 
class items or proper noun of the sentence. 1n active sentences, this position can be 
taken by adverbials .. .In yes/ no questions, the most strongly focused element tends 
to go Iast, and so forth. When the information focus thus coincides with fina I 
position, focus placement is clear even withöut further marking by intonation and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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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중 하나는 선돼되어 後行하는 시정 종접사가 긍정 • 초점화되는 반면， 후 

자의 경우는 두 시정 종첩 사의 타당성을 청자에게 내맡긴 상태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시접 종접사에 관한 한， 두개가 서로 對比 및 篇點化되어 사용 

되는 경우 yes/no 의운문쪽이 부정문의 경우보다， 허용도가 훨씬 저하된다. 

3 

제 3 장에서는 시접 종접사의 의미상의 특성과 그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 

다. Ernst (1984: 41f)에서 논한 시점 종접사의 의미적 분류를 살펴보고 필자 

나름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Quirk et al. (1985: 568)가 호칭한 시점 

종접사를 Ernst는 영역 부사(domain adverb)라고 부르고 있음은 앞서 지적 

한 바가 있으니， 본 논문에선 시점 종접사와 영역 부사를 同義의 기능을 가 

진 부류의 부사로 간주할 것이며， Ernst (1984: 41f)에서 제시된 예문을 본 

논문에 안용할 경우， 펀의상， 번호를 변경한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 Ernst는 

a VP-reading of Domain adverb와 구별하여 시 점 종접 사를 ‘an S-adverb

or at least a VP-external adverb’ 라고 규정 한 후10， 다음과 같이 예 운 몇 을 

제시하면서 서솔하고 있다. 

(1) Demographically, these statistics are highly signifìcant. 

(2) Legally, no one is allowed to do tha t. 

(3) Academically, John Smith is climbing up a steep slope. 

(4) Diachronically, then, we are led to postulate a different analysis. 

In all these cases, the notion of a domain is fairly clear intuitively. 

Statistics may be significant demographically, but not at all politically or 

economically; some practice that is forbidden by the legal system (as in (2)) 

may be common, perhaps even obligatory, as a custom that persists 

culturally. (4) makes use of two contrasting domains which are familiar to 

all linguists ... And in (3) , academically acts to “ metaphorize" a sentence 

which could be taken literally, indícating that climbing up a steep slope is to 

10 cf. Ernst (1984: 53) She increased her prestige politically. This sentence is 
ambiguous: politically can have both a VP-reading and an S.reading. Note again 
how in the S.reading case, the traditional Domain occurrence, politically is external 
to the verh, taking the verb pl us its direct object her prestige in its scope. The 
increase-of-prestige takes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political paradigm and thus 
the prestige is political. But in the VP-reading context politically is, an Ad-Verb, 
saying something only about the act of increasing, i.e. that it was accomplished by 
political means. Prestige is not in its scope, .. . Perhaps more accurately put, the 
question of “ what kind of prestige is involved" is simply un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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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taken , in the academic domain, as a fìgure for, say, trying to get tenure. 

Ernst는 운장 (1), (2)의 시 접 종접 사를 specify型으로， 문장 (3)의 시 정 

종접사를 shift型￡로， 문장 (4)의 시점 종접사를 ignore型으로 下位區分하 

면서 이런 型의 구분을 시점 종접사의 전재영역 (presupposed domain)과관 

련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었다(Ernst 1984: 44). 

These labels indicate that in these cases the adverb seems to (respectively) 

ignore, specify, and shift the presupposed domain . .. The three types are 

distinguished primarily by how they deal with a sentence’s presupposed 

domain, if it has one. A presupposed domain is simply the domain in 

which a proposition is normally understoodj for example, ... a predicate like 

siπg could be considered to be in the physical, musical, or artistic domainj 

solνe a quadratic equation is in mathematics j . .. go 0η a date, be at a 

party, and make friends are usually in the social domain. Not all predi. 

cates have a presupposed domainj those like be consistent, be significant, be 

ψrong， improve, be allowed, líke and respect are not tied down in this 

way. One can be wrong morally, logically, conceptually, and (alas) many 

other waySj one can be allowed to do something by various codes of 

behavior, legal or other; respect can be based on a wide number of 

grounds, and so on. The domain in a given case is determined in part by 

the sense of the predicate involved, but it is mostly a matter of context. 

Many domains may be applicable, but in context some will be more salient 

than others. 

明示型(specify-type) 시 점 종접 사의 몇 예 를 제 시 하변 다음과 같다. 

(5) a. Surgically, abortions are not difficult; morally, they may pose a 

problem. 

b. Politically, he solved the problem. 

c. His ideas are increasingly accepted politically, but not respected 

intellectually. 

d. Frank is a good student academically and he is in the college 

athletics team. 

명시형 시정 종접사는 前提된 시점(영역)이 없거나， 아주 약한 述語표현 

과 더불어 사용된다. (5b)의 경우 solve a problem 동의 약한 前提領域표시 

의 술어 표현에 politícally란 명 시 된-economically， militarily, acade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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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ly 등파는 무관한 익] 장에 서 -시 점 종접 사를 제 시 하여 문을 보다 명 

확히 해석시키는 데 기여히는 역 할을 한다. (5c)에서 의 시점 종접사는 有標

적 위 치 에 놓여 지 고， 그의 생 각의 받아집 이 나 존중됨 이 각기 politically와 

intellectually의 두 다른 시점(영역)에서 마련됨을 독자(청자)에게 알려준다. 

앞서 지 적한대로 명시형이 기정- 흔히 사용되는 시점 종접사행이다i 다음 문 
장 (5e)와 (5f)를 ul 교하기 로 한다. 

(5) e. Medìca lly , he rose from the dead. 

f. Politìcally j Busiηesswise， he rose from the dead. 

(5e)애 서 의 솔어 표현 이 rise from the dead인 정 과 시 정 종첩 사가 medically 

인 점을 참조하면 medically가 明示型으로 간주되는 반면에， (5f)처럼 시정 

종첩사가 politically나 businesswise의 경우는-통일한 솔어표현이면서도 시 

점 종접사의 영역과 숭어표현 내용과의 괴리현상을 고려하면-이는 比u兪型

(shift-type) 이 다. 11 Ernst (1984 : 45)는 비 유형 영 역 부사를 두고서 마음과 같 

이 시솔하였다. 

Shift cases occur when a contrasting domain is used in a situation where 

another domain is alrcady specified. There arc two possibilities here: either 

the sentence is unacceptable, or the new domain “ takes over" , shifting the 

interpretation to its own turf. This is in fact the process of metaphor. In 

(79) , . 

(79) Academically, Charlie is climbing up a steep slope. 

Climbing a slope- in the physical domain- is metaphorized or shifted to 

the academic domain. Unacceptable sentences arise only when shifting is 

impossible. But this impossibility is not absolute: as some things are more 

appropriate than others for being metaphors, so we have the same gradation 

when a Domain adverb is plugged into a sentence. 

비유형 영역부사는 타당성이 순어표현과 멜접한 관련이 있음을 문장 (6) 

에서 알 수 있다. 

(6) a. 

b. 

SpirituallyjComηzercially， he is climbing up a steep slope. 

?? Sμrgically j Matlzematically, he is climbing up a steep slope. 

c. * Botanically / Synclzroηically， he is cI imbing up a steep slope. 

11 PoliticallyJ Businesswisej Acadeηzically ， he rose from errand boy to presiden t. 
의 경 우는 明示型 시 정 종점 사가 포함펀 예 문이 여 president의 多義性애 문에 politically 
와 businesswise 빛 academicall y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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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st (1984: 46)의 다음 서 솔 ‘ these three cases and all the gradations 

between them are a result of two factors: the salience of the domain, and 

the compatibility of a proposition with the domain. ’을 참조하면 문장 (6)의 

문법성의 단계성 을 이해하게 된다. 또 Ernst 0 984: 46)의 다음 서술도 아울 

러 참초하면 명시형/비유형/무시 형 의 시점 종접 사의 본질을 보다 명 확히 파 

악할 수 있겠다. 

We have seen that Shift. and Specify.cases are really two extremes of 

the degree to which a sentence involves a salient, presupposed domain 

which can be 안netaphorized". The more there is such a domain, the closer 

we are to the Shift end; the more unspecifìed a predicate is, the closer we 

are to the Specify end. Ignore.cases, the third possibility, are able to sidestep 

this question of specifìcity by defìning domain on “ larger considerations". 

Ernst의 주장은 비 유형 과 명시헝은 서로 對立되는 영 역 부사이 며 ， 비유화 

될 수 있는 뚜렷한 前提영역 의 R度가 클수록 비유형 영 역 부사가 사용되고 

전제영역이 빈약히-거나， 작을수콕 영시형 영역부사기 더 사용되는 段階性이 

있다는 것이다. 

한면 무시 형 (ignore- typc) 영 역 부사는 보다 사원 높고， 더 큰 고려 를 前提

한 후， 질문의 답변형식드로 도입 되 어 사용된다. 

Ernst는 무시 형 영 역 부사가 사용된 예 문을 다음과 같이 제 시 하였다. 

(7) a. A: What has he done in h is various responsibili ties? 

B : Well, socially he’ s arranged a few parties, and administra

tively he’ put together a report on company structure. 

b. A: How is your country faring in terms of development? 

B: Well, deηlographically we' ve solved many problcms, bu t 

ecoπomically we’ re s till a mess. 

c. ?? Demographically, the fer tility rate is dropping. 

문장 (7a)의 경우， 이 미 정해진 큰 차원의 젝 임을 두루 살펀 후에 ， 그것 

이 사교적 및 행갱적 젝입으로 밝히는 것이 영역부사의 본분이 되고， 전지l 

된 한 영역은 영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다. (7c) 이 꽉3獨으로 사용되 

띤 극허 어색하며 ， (7b)의 B전반부에 삽엽된 경우는 可하다. 일만적 ￡로 

말하연 Wh-의 문문의 덤 변에 는 ‘무시 형 ’ 영 역 부사가 사용되 고， yesjno 의 문 

문의 답변에는 ‘명시형’이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문장 (7b)의 영역부 

사를 ‘명시헝 ’ 이 아니고 ‘우시형’으로 간주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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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였다. (Ernst 1984: 47f) 

(7c) is odd '" unless the “larger context" is set up as in (7a) , demogra

phically wìll try to provide a domain for the sentence. But (internal) 

context has already provided that same domain, and this clashes with the 

normal domain function of providing a contrast. In Specify cases the 

adverb selects one token (corresponding to the domain) for the type 

represented by the sentence, e.g. solve a problem, be significant, etc. 

Ignore-cases, on the other hand, involve sentences expressing two different 

tokens,12 each corresponding to two different types. What ties them 

together is that they are the representatives of a “higher type" -e.g. 

responsibilities, .. . or areas of national development- in two domains. 12 

Ernst의 세 가지 유형의 시점 종접사에 관한 설은 이 정도로 매듭짓고， 

펼자 나름의 보완을 논솔하겠다. 다음 문장 (8)을 검토한다. 

(8) a. 업싫상짧l악 you must not kick a man when he is down 

b. Physically, you must not kick a man when he is down. 

(8a)의 시 정 종접 사는 비 유형 (shift-type) 입 이 분명 한데 , (8b)의 시 접 종 

첩사인 physically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것일가? (8a)에서는 시점 종접사는 

펼수적 표현임에 비해서 (8b)에서의 시접 종첩사는 명시적 영역부사와는 달 

리， 잉여적 (redundant) 인 것이다. 즉 후속하는 발언내용을 부연 • 설명하는 

기능을 하묘로 이를 따로 분류하여 elaborate- type(數仍型)의 영역부사로 설 

정할 수도 있겠다. 언어사용은 때로는 펼수적이 아닌 표현이 文意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중복 • 잉 여적 a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시정 종접사가 운 

의 前提된 영역을 부연 •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다음 문장 

은 그 예이다. 

(9) a. Mathematically , John-a pupil in an elementary school- managed 

to solve even the quadratic equation. 

b. Mathematically, Dave-a mathematic-major college student

failed to solve the quadratic equation. 

c. The play has histrioηically run more than 30 years. 

d. Dramatically, the play didn’ t catch on as favorably as it should 

12 two different tokens/ two domains으로 표헨되 어 있으나 반드시 둘만 지칭치 

않고 varíous/ more than two different tokens 등의 표현이 더 다당하다고 생각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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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erve. 

e. Musically as well as theatrically, the opera has been staged 

with enthusiastical applause. 

f. We are sociably displea '‘얘 with their company. 

g. John Smith has socially been out of touch with society. 

h. Communicat ionwise the news quickly spread abroad. 

i. The schoolmaster is educatiollwise abroad.13 

문장 (9a , b)의 경 우 대쉬 사이로 설명한 부분이 있￡면 더 타당하며， 이 

런 부연 • 설명부분이 나， mathematically 등의 부연형 영역부사가 첨가될수 

록 문의 의마내용이 보다 명확혜진다. 이런 연유로， 문장 (9)의 시접 종접 

사를-Ernst가 설정한 ‘영시형’， ‘비유형 ’ 및 ‘무시형’￡로 下位區分한 것 

외에-따르 한 유형드로 설정하여 이 를 ‘부연형 ’ (elaborate.type) 영역부시-의 

범주에 소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한다. 

4 

결폰으로 본 논문에서 고찰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Quirk et al. (1985)기 부사류의 분류에 서 새 로 설정한 종접 

사 (subjuncts)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점 (v ie wpoint) 종접사가 지닌 구문 빛 

의미 상의 특성 때문에 부접사(adjuncts)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종접사를 따로 

설정한 근거 가 있음을 알았다. Quirk et al. (1 985)에서 시 점 종접사와 정중 

(courtesy) 종정 사를 한 단위 로 하여 , 팡역 지 헝'(wide orientation) 종접 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두 종접사간에， 구문 및 語形成 방식성의 차이가 많아시， 

문장내의 위치 이동 가능성만을 근거로 한 부류는 피상적 분류임을 알았다. 

제 2 장에서 는 시 점 종접사의 구운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 시정 종정사는 

문의 통합적 부사류에 해당되며， 시정 종접사의 문에서의 無標적 위치는 文

中位임을 여 러 근거를 제시하야 종영히려 하였으며， 談話文法의 입장에서 는 

시 접 종접사가 文前位에 위치하기 마련인데 ， 이는 主題化로 인한 현싱 이 고， 

有標적 주제의 기 능을 담당한다. 또한 시경 종청사가 有標적 요휠述위치인 文

後位에 놓여지면 신청보블 지니게 되어， 시칩 종정사의 기능에서 부정사적 

기능￡로 옳겨기-는 경향이 있음을 익]증하었다. 일반적으로 시 점 종정사는 

문의 주요요소에 비하면 ， 종위적 요소임으로， 分짧文에 사용될 수 없3며， 

문장내 의 魚點化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찰하였다. 

13 The schoolmaster is abroad 는 영 국 정 치 가 Lord Brougham (1778"" 1868) 의 下
院에서의 연설 ( 1828) 의 한 표현￡로， ‘교육이 보급되어 있다 ’ 의 뜻인 마， 평으로 교 
육이 시들고 있다.’ 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영어 부사의 연구 375 

제 3 장에서는 Ernst (1984)의 시정 종정사 연구를 검토대상무로 삼아， Ernst 

의 의미론적 관점에서 시정 종접사를 명시형， 비유형 및 무시형의 3종류로 

구분한 점을 고찰하였다. 이런 3종류외에 문의 내용을 부연 • 설명하는 잉여 

척 (redundant) 시정 종접사로 부연형 (elaborate-type)을 설정하는 근거가 있 

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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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English Adverbs 

-with special reference to viewpoint subjuncts-

Byung Tae Ch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syntactic and semantic properties 

。f viewpoint subJuncts of English-a subdivisiøn of English adverbials. 

Quirk et al. (1 985) recently introduced the adverbial category of subjuncts 

that had formerly been subsumed under the adverbial category of adjuncts 

in Quirk et al. (1 972) . They furthermore proposed to divide the category 

of subjuncts into the two large groups: wide orientation and narrow 

orientation, both of which contain various adverbial categories of English. 

The following gives a brief outline of my assertion in this paper~ Wide 

orientation subjuncts of Quirk et al. (1 985) include viewpoint subjuncts and 

courtesy ones; both of them are marked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a 

morphological aspect as well as in syntactic' aspects, only having the 

comparatively wide range of their movabílity in common. Their classilÏcation 

of wide orientation subjuncts has therefore a very unsolid foundation. 

The position of a sentence which English viewpoint subjuncts can OCCupY 

are roughly of three kinds, that is to say, the initial, medial, and final 

positìons. 

As a viewpoint subjunct has generally a smaller role than the other 

sentence element, it tends to be put at the least salient position of a 

sentence, - the medial position. The unmarked position of a vie￦point 

subjunct is, therefore, a medial position of a sentence, not an initial lpbsition 

that has been uncritically assumed to be so by most English grammarians. 

If a viewpoint subjunct is put at the final position of a sentence with no 

pause or comma, it tends to have an adjunct reading because of the semantic 

weight of the final element of a sentence, which carries rnarked ' rhematic 

information. 

Most viewpoint SUbjuDCts are apt to occur in the initial position. This is 

because a viewpoint SUbjUDCt at the initial position is usually topicalized, so 

that, from the standpoint of discourse analysis, it functions . not only.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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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 connecting element between the preceding and the following 

utterances but also as a topicalized, thematic element of the following 

utterance. 

In this paper 1 also maintain that to Ernst’s (1984) three semantic types 

of viewpoint subjuncts/domain adverbs, -the Specify-type, the Shift-type, 
and the Ignore-type, the Elaborate-type of viewpoint subjuncts can be added 

with reason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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