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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관계구문의 명사구가 갖는 양화의미 가운데 주로 총칭
척 (generic) 의미를 특칭적( existential) 의미와 대비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절 중에 여기에셔는 양화사가 붙지 않온 이른바 원형
명사 (bare noun) 의 형태로 존재하는 중섬명사 (head noun) 를 갖고 있는 관

계절만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관계절 명사구가 총칭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를 살펴 보고， 이런 경우
(1 984) 의 분석 방법의

Cooper (1 983) 의 이론척 모렐을 따른 이영현
대안으로서 Montague의 PTQ 모렐 안에서 유형인상

( type-lifting) 의 방법을 적용하여 의의있는 분석이 가능함을 보이고자 한
다. 그리고 명사구 표현의 양화의미는 격표지가 결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격표지 이외에도 명사구의 서술어나 문맥 둥에 의해 명사구의 양화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이고， 총칭적 해석과 특청척 해석 두 가지가 가능한 관
계절의 경우 각각의 의미해석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계절의 중의성

Cooper (1 983) 의 storage 개념을 받아들여 한국어 명사구의 양화의미를
분석하고 있는 이영현 (1 984: 67) 은 다음과 같은 두 명사구 표현올 풍사
척， 의미척으로 구별하고 있다.

(1) a. 부지런한 학생

b.

푸지련한 모든 학생

우선 (1a) 의 경우 중섬명사언 ‘학생’은 자기 바로 앞에 명시척언 양화 표현
이 없는 원형명사인데， 이련 원형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관계철이 아닌 단

순한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1b) 에서 ‘부지련한’은
(1a) 에서와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뒤에 양화사자 따라오므로 관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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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라는 것이다. 원래의 관계절에서 관계사 생략 및 서술어 이통과 같은

변형과정을 거쳐 표면으로 나오다 보니 (1a) 의 형용사와 같은 형태가 되었
다고 본다. 의미적으로도 명사구 (1a) 의 외연은 형용사 ‘부지런한’의 속성

을 갖고 있는 개체의 집합과 명사 ‘학생’의 집합 사이의 교접합으로 표시하
는 반면， (1 b) 처럼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의 외연은 그 명사를 관
계절의 부분집합으로 표시하고 었다.

이 분석에서는 명사구의 의미척언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통사척으로 렬
직관적인 가청을 하고 었다. 즉 (1a) 처럼 양화사가 없는 원형명사구의 경우
이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는 향상 단순한 형용사로 보아야 한다고 못박아 두
고 있기 때문에 다음 (2) 에서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가 통사적으로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최종 의미해석 단계에서는 형용사가 되게끔 하는 문
법적 유도과청이 필요해진다.

(2) 내가 어제 길올 걷다가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와 마주친 학생
즉 (2) 에서 ‘내가 어제 길을 걷다가 우연히 자신의 아버지와 마주천’이란

표현은 통사척으로야 어쩨되었든 원형명사 앞에 나왔으므로 관계철이 아니
라 형용사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형용사로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청이 불가능하지는 않다하더라도 불필요할 정도로 복잡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책’과 같은 명사구에서는 원형
명사 ‘책’ 앞의 수식어 ‘새’를 관계절에서 서술어의 위치에 었다가 표면상으
로 수식어의 위치로 옮아가는 변형이 얼어났다고 보아야 하는데， (1)의 ‘부

지련한’과는 달리 ‘새’는 셔술어의 자리에 원래부터 나타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2
통사척언 문제 외에 더 중요한 문제점은 원형명사가 있는 관계절 구문이
의미상으로 중의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본 이영현 (1 984) 의 양화

의미 분석을 적용하면 다음 (3) 과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은
(3a) 에서는 단순한 형용사이지만 (3b) 에서는 관계철이 된다.

(3) a. 어 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b.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장난감

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3a) 의

외연은

(4a) 와 같고，

(3b) 의

외연은

(4b)와 같게 된다 3

2 혹시 ‘새 책’에서 ‘새’는 서술척으로는 쓰얼 수 없으니까 훤래는 ‘새롭다’라는 서
술어에서 변형되어 ‘새로운’을 거쳐 ‘새’로 도출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과
정에서 의미차이가 발생활 수 있다.

3E는

Cooper (1 983) 에서 말하는 개체들 (entity) 의 집합으로 화역올 이루며， X

는 이 런 접합에 대한 변항 (set variable)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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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11 장난감 11 n {aEE 1 어 린아이들이 a를 좋아한다}
b. {X 드 E 1 {xl{xlx는 장난감이다} 드 {xl 어린아이들이 x를 좋아한
다}} 드

X}

그런데 문제점은 (3a) 는 반드시 (4a) 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중의성을
갖고 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3a) 가 들어간 문장올 버교해 보면

(5) a.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도 었다.

b.

철수가 사온 장난감은 어느 하나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
감]이 아니다.

예문 (5) 의 괄호로 둘러 싸언 푸분은 (5a) 에서는 총청척 의마로， (5b) 에서

는 특칭적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01 와 같은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더 살펴 보자.

(6) a. 철수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본고사를 이툴씩이나 본다.

b.

남들이 다 가는 대학교를 너만 왜 못 가니?

(6a) 에서 철수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화역에서 특칭적으로 청해진 학
교언 반면 (6b) 에서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학교나 화역에 있는
모든 학교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남들이 다 가는 대학

교’에서처럼 관계절 원형명사구가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외를 인청할 수도 있는 유개념으로셔 총청척 의미로 쓰일 경우 이의 외연은
단순한 개체의 접합 (a
종류， 즉

set of individuals) 이 아니라， 개체로 구성된 사물의
Carlson (1977) 에서의 ‘ kind’, 또는 Ojeda (1 991) 에서의 ‘genus’와

같은 컷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관계절에 초점올 두
고 다음 (7) 의 예문들을 보자.

(7) a.
b.

이 회사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만든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대부분 밀수품이라고 한다.

화자가 (7a) 의 문장올 발화했을 때， 화자는 모든 장난감 중에서 일부 청해

진 부분에 대한 어린아이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특정한 창난감올 염두에 두고 있는 컷이 아니라， 얼반적으로 어련아이들이
라면 장난감올 좋아하게 마련인데， 그처럽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올

바로 이 회사가 만들고 었다는 뭇으로 말할 수도 었다. 이때 전자의 경우
관계철의 선행사인 목척어 명사구， 즉 ‘장난감’은 특칭척언데 비해， 후자의
경우는 총칭적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영현 (1 984) 에서는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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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원형명사구의 의미해석은 명사구에 붙는 격표지의 차이에 의존하는데，
(7) 의 예문들은 관계절 명사구의 격표지가 (7a) 에서는 ‘-올’， (7b) 에서는
‘-가’로 각각 하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중의성올

셜명할 방법이 없게 된다. 관계문과 격표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곧 다
시 살펴 보겠다.

그런데 얼핏보면 (7a) 의 두 가지 의미는 양화논리의 언어로 각각 다음처
렴 나타낼 수 있어 보인다.

(8)

Vx[ 장난감 (x) •

좋아하다( 어 린아이들，

(9)

~x[ 장난감 (x)

좋아하다(어린아이들，

&

x) & 만들다( 이
x) & 만들다(이

회사，
회사，

x)]
x)]

그러나 (7a) 는 (8) 의 전청척 의미가 아니라 총청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화논리에서 논리척 형식으로

표시된 (8) 의 해석은 (9) 의 해석을 논리척으로 함의한다고 본다.

다른 유

사한 예를 들면

admire(John, x)])
(1 1) John admires some logicians (~x[logician(x) & admire(John,
(1 0) John admires every logician (Vx [logician(x)

•

x)])
(1 0) 이 참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1 1) 은 참이 되므로， (1 0) 은 (1 1) 를 함의
한다고 할 수 었다. 그러나 (7a) 의 문장은 직관적으로 볼 때 (10)-(11) 의
경우와 같은 함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7a) 의 의미 중 특청척 의미는

명백하므로， 함의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7a) 가 특청척 의미는 었
으나 전청척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올 뭇한다. 뿐만 아니라

Enç (1 991:

11) 의 주장이 맞다면 모든 양화사는 특청척 (specific) 해석을

갖재 되는데 만약 (7a) 가 전청 양화사로 나타내야 한다면 자연히 특청척
의미 (specific reading) 만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는 총청적 의미로 쓰일 경우 버특정적 의미도 있으므로 (7a) 의

(7a)
의미를 (8)

과 (9) 로만 나타낼 수 없다.

Dowty (1 979) 에서는 한 원형명사가 특청척 해석과 총청척 해석으로 동
시에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있올지에 대해 그 예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

고 추청했지만 한국어의 경우 관계절의 수식올 받는 원형명사구는 원래 원
형명사구가 갖는 총청척 해석 이외에 특청척 해석까지도 가능한 예가 된다.
그렇다면 이련 중의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알아볼 훨요가 있는데， 이에
앞서 관계절의 양화의미와 격표지의 문제를 다음 절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의미 해석의 문제를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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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의미와 격표지

3.

명사구 표현의 양화의미와 격 (Case)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었다는 것은

많은 언어에서 관찰되어 왔다. 예를 들어

Enç (1 991) 의 연구를 보면 터키

어에셔 대격표지의 유무가 그 명사구의 특정성 (specificity) 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고，

de Hoop

(1 989) 에서는 핀랜드어에서 명사구의 한정성 (definite

ness) 이 대격/부분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한국어에서도 이영헌 (1 984) ,
이정민

(1989) 풍의 연구에 의하면， 논리적 양화사가 붙지 않은 명사구의

특청척 의미 (existential meaning) 는 조사 ‘-이/-가’와 연결되고， 전칭척 의

01 (universal

meaning) 는 ‘-은/-는’과 연결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이영현

(1 984) 에 따르면，

(12) a. 개가 짖는다.

b.

개는 짖는다.

(1 2a) 와 (1 2b) 에서 양화척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격표지의 차이 때
문인데 (1 2a) 에서 ‘-가’는 전청 의미를 갖게 해주는 전칭양화함수표현이고，
(1 2b) 에서 ‘(는’은 특청 의미를 갖게 해주는 특청양화함수표현이라는 것이

다. 그런데 (12) 의 예문과 다음 (1 3) 의 예문을 버교하면 (1 3) 의 예문들 사

이에셔는 (1 2) 에서와 같은 전청/특청의 의미 차이가 푸렷이 나타나지 않는
다.

(1 3) a. 술이 철수를 망쳤다.

b.

술은 철수를 망쳤다.

(1 3) 에셔의 의미 차이는 양화척 차이라기보다는 초점이나 대조의 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따라서 격표지의 차이가 반드시 양화의미의 차이를 가

져온다고 볼 수 없다. (1 3) 의 예는 격표지가 달라도 양화척 의미는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앞 철에서 본 (7a) 의 예문은 역으로 격표
지가 같아도 양화의미에 중의성이 발생할 수 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었다.
그리고 앞서 본 (6a) 와 (7b) 의 예문에서는 격표지와 양화의미에 대한 이영

현의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 예문올 다시 보면

(6) a. 철수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본고사를 이틀씩이나 본다.
(7) b.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투가 대부분 밀수품이라고 한다.
(6a) 에서는 전청양화함수표현이라는 ‘-는’이 중섬명사에 붙였지만， 전청의
의미가 아나라 오히려 특청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고， (7b) 에서는 특칭양

화함수표현이라는 ‘-가’가 붙였지만 특칭이라기 보다는 총청적인 뜻으로 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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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어야 한다 4 뿐만 아니라 양화함수표현이라고 간주되는 격표지는 주어
의 자리에서만 유효하고 앞의 예문 (7a) 에서도 보았듯이 목척어와 같은 기
타의 위치에셔는 변별력이 없는 바， 단순히 격표지에 의해 양화의미를 해석

하려는 시도는 이른바 함수적 표현에 대한 의미해석이 통사척 청보에 구속
되는 약점을 노출하게 된다.

이영현 (1 984: 52) 은 또한 Carlson (1977) 에서와는 달리， “원형명사구
의 의미는 동사구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보다 원형명사구 자체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다음 예문 (1 4)-(16) 을 보면 원
형명사구를 서술하는 동사구의 역할이 양화의미 해석에 중요한 역할올 한
다는것을알수있다.

(1 4) 철수가 좋아하는 술이 결국 그를 망치고 말았다.
(1 5) 철수가 좋아하는 술이 요즈음 잘 활련다.
(1 6) 철수가 좋아하는 술이 요즈음 가장 잘 팔린다.
우선 문장 (1 4) 를 발화할 때 화자는 어떤 특정한 술을 말한 것이 아닐 수
도 있으므로 (1 4) 의 주어 명사구는 반드시 특청척이다라고 볼 수 없다. 대
신 이 명사구는 시간척으로 제한이 없는 일반척 대상으로서의 술올 지칭하

고 있는 것이므로 총칭적으로 보는 쪽이 더 타당할 것이다. 반면에 (1 4) 에
서 (1 5) , (1 6) 의 문장으로 옮아갈수록 총칭성보다 특청성이 더 강해진다.
(1 4)-(1 6) 에서의 차이점은 단지 술어 부분의 차이뿐언더l ’ 이들의 의미유형
에 따라 앞선 명사구의 양화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사구의 양화의미

를 그 명사구를 서술하는 동사의 특성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구의 격표지에 의해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특정성 (specificity) 의 관점에서

(1 4) 의

명사구가 총청척으

로 해석될 때， 화자는 머릿속에 정해 놓은 것올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비특정적([ -specific]) 명사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점은 이청
민 (1 989: 482) 의 결론， 즉 -가(또는 -이)가 붙은 명사는- [
자질을 부여받아

existential

+ specific ]이란

force를 얻게 된다는 것과 상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격표지 자체가 함수표현이라기 보다는 명사구의 유형에 따라 그

양화의미도 달라지고， 격표지의 종류 또는 격표지의 유무가 명사구의 유형
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e Hoop (1989) 은 명사구

4 (7b) 의 문장을 다음과 비교해 보라.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는 빛이 깨끗하게 굴절하는 다이아몬드이다.
위의 예문에서 ‘다이아몬드’는 ‘-는’이 붙였지만 전칭이 아니라 특칭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격표지의 함수적 특성은 적어도 이영현 (1 984) 에서 주장한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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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정성( definiteness) 과 그 명사구의 격 (Case)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었

다고 한다. 즉 내재적인 격 (inherent Case) 이 아닌 구조적인 격( structural
Case) 을 할당받는 명사구만이 보편양화사 (generalized quantifier) 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Enç

(1 991) 의 터키어 예에서 대격 격표지가 있는 명사구

는 특정척으로 해석되는더l 비해 격표지가 없는 명사구는 비특정적 해석만
을 갖는 것은 아마도 격표지의 유무가 격의 내재성/구조성을 보여주기 때
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한국어의 예문을 보자.

(17) a. 돈올 먹은 사람

b.

폰 먹은 사람

(1 7a) 에서는 대격올 나타내는 격표지 ‘-올’이 있는 반면， (1 7b) 에서는 탈락

하고 원래 목적어와 동사의 어휘척 통합(lexical incorporation) 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1 7a) 의 문장은 중의성이 있는 반면， (1 7b) 는 중의성이 없고
대신 비유적 의미로만 쓰이고 었다. 즉 마술사같은 사랑이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묘기를 보이려고 지폐를 삼켰다면 (1 7a) 의 말은 가능하지만， (1 7b)
는 쓸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런 명사구에서의 격표지는 의미척으로 그 명사

구가 특정하다는 것 (being specific) 올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격표지가 있다는 것은 그 명사구가 구조적인 격을 할당받고 었다는 것
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반대로 격표지가 탈락하게 되면 이는 내재

적 격만을 받게 되어 그 담화 상황에서 특정한 명사구가 아닌 일반적인 명

사구를 나타내게 되어 버유적 표현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5 즉 이럴 경우 명
사구의 유형 (type) 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1 7a) 에서 목적어 ‘돈’은 ~e，

t >, t> type 의 명 사구로 [ + specific ] 언 데 비 해， (1 7b) 에 서 ‘돈’은
<e, t> type의 명사구로서 [ -specific] 이다. 이와 유사한 예를 보면
(1 8) a. 철수는 서울역에서 구두를 닦았다.

b.

철수는 서울역에서 구두 닦았다.

(1 8a) 는 (1 8b) 보다 중의성이 캉한데， 즉 하냐는 ‘철수가 과거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버반복척으로 구두를 닦은’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으로는 ‘철수가 과거 어느 시구간에서 반복척 또는 직업적으로 구두를 닦

은’ 것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18b) 에서는 주로 후자의 의미， 즉 철

수의 과거 칙업을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았다. 이럴 때의 명사구
5 격표지가 탈락하고 어휘통합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버유척 의미만올 갖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너 밥 먹었니?’에서는 비유적 의미는 없다. 이 경우
격조사의 단순한 탈락인지 아니면 어휘통합까지 얼어난 것인지는 더 조사해 볼 필
요가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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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ower-order type으로서 내재적인 격만올 받는 것으로 볼 수 었다 6
마지막으로 명사구의 양화의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명사구의 격이
나 서술어의 유형뿐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1 9) a. 철수는 폼에 해로운 술율 매 일 먹는다.

b.

철수는 몸에 해로운 약올 매일 먹는다.

(1 9) 의 경우는 중심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양화의미가 결청된다. 즉 대부분
사람이 술은 몸에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약의 경우는 반드시 다 폼에 해롭
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았으므로 (1 9) 에 제시된 문장에서의 명
사구의 양화의미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이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예외를 언정하더라도 현재 대부분의 사람
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19a) 는 총칭적으로， (1 9b) 는 특칭척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는 이영현 (1 984) 의 주장과는 달리

Cooper (1983)

식의 단순한 형식의미론적 분석의 범위를 뛰어 넘는 것이 된다.

4.

관계절 명사구의 의미유형

Partee

(1987) 는 Montague가 PTQ 에서 제시한 범주체계를 수정하여， 명

사구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다른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1) 먼저
유형 e는 PTQ 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체(또는 실재물

2)

entity) 를 나타내고，

PTQ 에서 단순히 일반명사 (common noun) 의 유형으로 설정했던

유형에 술어척

명사구 (predicative NPs) 가 포함되며，

<e, t>

3) p1‘Q에서 명사구

(term phrase) 라고 푸른 ~e， t> , t> 유형의 명사구에는 양화척 명사구
(quantificational NPs) 가 속한다고 보고 었다 7 이러한 명사구의 세분화는
여러 가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중의 하냐는 명사구의 쓰임이 언어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영어， 불어， 네럴란드어 문장
을 보면 be동사의 서술어 위치에 오는 명사구의 유형이 서로 다르다. 그러냐

이들 문장의 의미는 기본척으로 같기 때문에 각 문장에 있는 서술어 명사구의
유형이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

Partee (1987) 는 모든 명사구

8 그런데 대격 표지의 유무가 특정성을 바로 결정짓는 터키어와는 달리 한국어에
서는 격표지의 유무와 특정성 사이의 관계가 반드시 성렵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를 쓰는 것은 어렵다’라는 문장에서는 목척어를 나타내는 격표지가 있지
만 화자가 마옴 속에 갖고 있는 특정한 대상올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 -specific ]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격표지가 있음에도 비특정척 해석
이 되는 이유를 셜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7 여기서는 편의상 intension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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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 , t> 유형으로 해석펼 수 있도록 유형변경( type-shift-

ing) 이라는 연산의 사용을 제안하고 었다.

(20) a. John is *teacher/a teacher.
b. Jean est professeur/*un professeur.
c. Jan is leraar/een leraar.
한국어에서도 서술어의 명사구는 일반명사의 형태를 취하지만， 의미해석을
위해서는 어느 단계에서는 명사구， 즉

<::e, t> , t> type으로 의미 유형이

바뀌어야 한다.

(2 1) 철수는 선생이다/*한 선생야다.
그런데 이런 유형변경이 우리가 이 글에서 보고 있는 총청척 관계절의 해석

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모형의미론적 방식으로 관계
문을 다룬

Partee, et a l. (1 990:

357) 의 분석을 보자.

(22) a. CN • CNREL
b. Àx.[CN’ (x) & REL’ (x)]

(단 x는

e

type의 변수)

(22a) 의 통사규칙에 의하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일반명사 (CN) 로서 관
계절 (REL) 과 결합하여 또다른 일반명사를 만들어낸다. 이에 대한 의미해석

규칙은

<e, t> type 에 대한 À-.표현으로 (22b) 처럼 나타난다. 예를 들어

(23a) 의 의미는 (23b) 처럼 나타낼 수 있다.

(23) a. woman who hates John
b. ÀX.[ woman’ (x) & hate’ (x, j)]
그런데

Carlson (1 977) , Dowty (1 979)

퉁이 이미 지적했듯이 총청적 원형

명사구는 의미적으로 PTQ 에서 말하는 범주 CN 이 아니라 범주 T 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명사구를 포함한 관계구문은
앞서 본 (22) 의 통사， 의미 규칙으로는 도출할 수 없고 (24) 에서처럼 통사

척， 의미적으로 별도의 규칙올 필요로 한다 8

(24) a. NP • RELNP
b. ÀP[P{NP} & REL’]
이 결과는

(단 P는

<e, t>

type의 변수)

Cooper (1 983) 에서의 버제한적인 (non-restrictive) 관계절을 유

도하는 과정과 기본적으로 같은 성격으로 다음에 언급하겠지만 총칭적 해

8αúerchia and Turner (1988)도 이런 규칙의 휠요성을 주장한 바 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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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관계문은 비제한적 관계문과 의미적으로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을 말한다. (24) 의 규칙을 우리의 예문에 적용하되 먼저 총칭척 의미의 관
계문일 경우부터 보자.

(25)

어 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

ÀP[P{ 장난감} & 좋아하다’(어린아이들， 장난감 )J
(25) 에서 중심명사 ‘장난감’은 원래

e type의 명사이었지만， 총칭적 의미를
지니게 되면 마치 고유명사처럼 <:e, t> , t> type의 명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유형언상 (t꽤e-lifting 또는 type-shifting) 이라는 방
법울 사용한다.

(26)

명사구 유형 인상

(Partee and Rooth 1983)
If a든 PT and a translates as a' EMEe, then a also translates as á'
in ME<<e. t>. t> , where á' =ÀP[P(a’ )J

(2.6) 은 보다 간단히 말해서

f: <e>

•

<:e, t> , t>: f(a) = ÀP[P(d)J로

나타낼 수 었다. 유형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에서 언급이 되
어

왔다.

Dowty

예를 들면 coordination의

문제와 관련해서

Steedman (1 985) ,

(1 988) 퉁이 명사표현의 type을

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고，

higher-order type으로 바꿔주는 기
Hoeksema (1 988) , Partee (1 987) 동에서

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형언상이 적용되면 명사표현의 외연이 개별
체의 집합 (a

set of

individuals) 에서 개별체의 집합의 집합 (a

family of sets

of individuals) 으로 확장된다.9 (25) 의 총칭척 명사구가 주어로 쓰인 문장
올보면

(27)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행진한다 ~
ÀP[P{ 장난감}

& 좋아하다’

~ 행진하다’ (창난감)

(어린아이틀， 장난강 )J( ‘행진하다’)

& 좋아하다’

(어린아이들， 장난감)

즉 의미상으로 총청척 의미를 띨 경우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창난감이 행
진한다’라는 문장은 ‘장난감이 행진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한
다’라는 두 문장의 접속과 같은 해석을 얻는다. 01 것은 영어의 경우 비한정
척 언 관계절의 의미해석과 통일한 것이다. (27) 에서 주어의 중심명사 ‘장난
감’은 어떤 양화사의 영역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같은 원형명

사구 예문의 특칭척 의미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를 알아 보기 전에 양화사

g 앞에서 entity를 ‘개체’라고 한 바 있으므로 혼란올 피하기 위해 individual은
‘개별체’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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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시적으로 명사 앞에 갖고 있는 경우를 먼저 살펴 보자. 관계문의 통사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다음 (28) 의
구조가 (29) 보다 통사척으로 타당한 구조로 보고 있다.

(28)

NP

/\
DET

NOM

/\
N

8

DET

N

이 글에서도 (28) 의 구조를 받아들여 다음 전칭양화사가 있는 문장의 의미
해석올 보기로 하자 10

(30)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장난감
전청양화사 ‘모든’이나 존재양화사 ‘어떤’ 둥올 명시척으로 포함하고 있는
관계절은

p1‘Q에

제시된

규칙들율

이용하여

속범주적으로( syncategore-

matically) 유도해 낼 수 있다 11 다만 여기서 한 가지 PTQ와 다른 첩윤
양화사를 Bach (1979: 516) 가 제안한 RWRAP으로 처리하는 것이 추가된
다는 점이다.

(3 1) Determiner-Noun Rule:
82: If ðePT / CN and {;'ePCN, then F 2 (ð, neP T , where F 2 (ð, {;')=
RWRAP({;', ð) , and if a has the form [x)C W] , then RWRAP
(a, b) = X b W
위의 규칙이 어떻게 척용되는지 다음의 분석 수형도와 번역 과청에서 알 수

10Hudson (1 989) 에 의하면 every, the, most 둥과 같은 Milsark (1 974) 의 “ quantificational determiner" 는 Abney (1 987) 가 말하는 DP(Determiner Phrase) 의
DP
SPEC 자리에 와야 하고， a , some, two 둥과 같은 "cardinal
/、
quantifier"는 NP 의 SPEC 자리에 오지만 양화척으로 쓰얼 혜
SPEC D’
.

에는 DP 의 SPEC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결과척으로
determiner가 양화적으로 쓰일 경우에는 그 구 안에서 가장 넓

/\

D

NP

은 scope를 취하게 된다는 것인떼， 이 주창 역시 간접적이나마

/\

SPEC
11

0 1 영현

N

(28)을 지지하는 것이 된다.

(1 984) 에서는 이같은 속범주척 척용이 합성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으

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척을 하고 었다. 여기서는 PTQ의 모렐 안에서도 판계
철의 원형명사구가 갖고 있는 중의성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데 목척이
었으므로 속법주척 적용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체계 안에서도 집합이론척인

분석 역시 가능하다.

범

성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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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32)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장난감

/

\

모든

어련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

\

어련야이들이 he3를 좋아한다

장난감

위 수형도에서 ‘모든’은 원래 (28) 의 구조처럼 관계절 앞에 위치해 았으나
(31) 의 척용올 받아 관계절과 중심명사 사이로 위치하게 된다. ‘모든’의 번
역이 ÀPÀQVX[P{X} •

Q{x}]라고 하고， PTQ의 관계철 해석 규칙올 따르

면， (30) 의 의미는 다음의 과정올 거쳐 나오게 된다.

(33) 1. 어린아이들이 X3를 좋아하다

•

좋아하다’ (어린아이들， X3)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

2.

X3[ 창난감 (X3)

&

좋아하다’ (어

린 아이들， X3)]

3.

모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

CÀX3[ 창난감 (X3)

4.

& 좋아하다’

ÀQVx[[ 장난감 (x)

ÀPÀQVx[P{x} • Q{x}]

(어린아이들， X3)])

& 좋아하다’ (어린아이들， x)]

•

Q{x}]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란 명사구가 갖고 있는 특청적 의미는
(24) 의 규칙을 적용받아 우선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34)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특청적 의미)~
ÀX[ 장난감’ (x)

& 좋아하다’

(어린아이들， x)]

여기셔 주목할 것은 (34) 의 중심명사 앞에 명시척 양화사가 없는데도 존재

양화사가 있는 것처럼 특청척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de Hoop

(1989) 이 언급한 바 있는

zero

article과 같은 것의 존재를 인정하

기로 한다. 즉 앞서 본 (20) 의 예문 중 불어에서 be통사 다음의 술어가 관
사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이냐， 다음 한국어의 예문 (35) 는 아마도 (35b) 처

럼 번역될 것인더l 명사구가 아무런 지정사 (determiner) 없이도 양화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올 셜명하기 위해서는 음성적 실체는 없으나 의미척 기능이

있는 지청사(‘μ’로 표시)를 가정해야 한다 12

(35) a. 철수는 μ 사과를 먹었다.
12 한 가지 다른 분석방법은 원래 some과 같온 지정사가 있었으나 유도과정 중에
생략된다고 보는 것이다. Bennett (1 974) 은 영어에서 이련 과정올 택한 바 있는
데 이에 대한 이영현 (1 984) 의 비판올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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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 사과 (x)

&

먹다(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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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이 경우 보이지 않는 지정샤 μ는 (35b) 에서 보듯이 보통 양화사가 갖추어

야 할 자질들， 즉 술어적 특성， 의미영역으로서의 수식범위 확보， 변항올 묶
올 수 있는 결속력， 중성명사를 논향으로 취할 수 있는 능력 둥과 같은 성

격올 모두 갖고 있다. null operator로셔 똑칭척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지정
사를 앞에서 본 음성척 실체가 있는 지청사와 구별하기 위해 TjjCN 의 범
주로 나타내면， 이 경우는 다음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36) Zero Determiner-Noun Rule:
83: If

8든 PT/lCN

and

RWRAP(δ， ~)，

~EPCN，

n

then F3 (δ，
EPT, where F‘3(8, ~)=
and if a has the form [x){ W] , then RWRAP

(a, b) = X b W

T3: If 8EPT// CN and ~ E P CN , then F3(8,
3x[P{x} & Q{x} ]]C'~').

n translates into AP[AQ

83 규칙을 (34) 에 척용하면 통사척으로는 공허한 척용 (vacuous application) 처럼 보이지만， 의마적으로는 (37) 처렴 달라지게 된다.

(37)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특청적 의미)=>

AP[AQ3x[P{x} & Q{x} ]]Ax[ 장난감’ (x) & 좋아하다’(어린아이
들， x)] => AQ 3: x[[ 창난감’ (x) & 좋아하다’(어린아이들， x)] & Q
{x}]
(37) 의 특청척 명사구가 주어로 쓰인 문장의 의미해석을 보면 x라는 변향
이 존재양화사에 의해 결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결과를 총청척 해
석의 (27) 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었다.

(38)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행진한다 (특청척 의미)=>
3x[ 장난감’ (x)

& 좋아하다’(어린아이들， x) & 행진하다’ (x)]

영어에서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관계철이 고유명사를 선행사로 삼올 수
있다. 즉 영어의 제한척 관계철은 <e, t> type 명사하고만 결합하여 새로
운

<e, t> type 의 명사구를 만들어 내고， 버제한척 관계철은 ~e， t> , t>
type 명사와 결합하여 또다른 ~e， t> , t> type 명사구를 내놓는 반면， 한
국어에셔는 관계절이 고유명사나 총청척 명사가 선행사로 올 경우에는 ~e，

t> , t> type의 명사구를 내놓고， 그밖에 다른 명사가 선행사로 올 경우에
는 <e, t> type 의 명사구를 내놓기 때문이다. 이것은 총청척 명사구의 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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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을 고유명사처럼 처리한

성

범

Carlson (1 977)의 분석과 일치하는 것이다.

(39) a. 내가 신뢰하는 철수/그 남자를 보내겠다.

b. 1 will send *John/the man that 1 trust.
c. 1 will send John/the man, whom 1 trust.
총청적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은 특청척 명사구를 선행사로 하는
명사구와는 달리 영어의 비제한척 관계절처럼 행동한다. 문법척인 방법으로
판계절이 제한척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영어와는 달리 한국어에서는 의미
적으로만 판단해야 하는데， 총칭척 해석이 가능하면 이 관계철은 제한척이
라기 보다는 동격절 (appositive) 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40) 여자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는 값이 버싸다.
(40) 에서의 관계절은 총청척으로 해석되어， 특칭 해석일 때와는 달리 존재
양화사의 범위 안에 변수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자들이 좋아하는

리차드 기어는 출연료가 버싸다’에서와 같이 고유명사와 같은 해석을 받게
된다. PTQ 에서는 고유명사를 일반명사와 달리

noun

명사구 (term

phrase) 로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총청명사구의 의미를

phrase 또는
term phrase

로 처리하는 것은 PTQ식 분석에 근본적언 수정을 가할 필요가 없게 된다.

5.

요

약

한국어의 관계구문에서 중심명사가 명시척 양화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칭척 의미와 총칭척 의미 사이에의 중의성을 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명사의 유형을 검토해 보고 겉으로는 통일한 명사 표현일

지라도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올 부여받는다고 보았다. 원형명사구에
는 명시적언 양화사가 들어있지 않으면서도 특청 또는 총청의 의미해석이
가능한 것은 보통명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격표지가 양화합수표현의 기능올
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명사구 자체의 유형이 구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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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mantic Interpretation of Generic NPs
in Relative Clauses
Sungbom Lee
This paper discusses a type of semantic ambiguity in relative clauses in
Korean. Among the various forms of relative sentenc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ose where the head noun (or antecedent noun) occurs without
any explicit quantifying expressions and thus constitutes by itself a socalled bare NP. The focus is laid upon the ambiguity between generic meaning and existential meaning of those relative clauses. Specifically noted are
the role of the case markers played in generalizing quantíficatíonal meanings of the generic and exístential NPs; the semantic types of NPs and the
corresponding difference in semantic interpretation of ambiguous relative
clauses; and the use of type-lifting and a null determíner. A model theoretíc analysis wíth a mínimal modification of Montague’s PTQ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a Cooper-style set-theoretic analysis of quantificational
meaníngs of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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