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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양화사는 문장에서 각자 자신의 영향권을 가진다. 한 

문장에 양화사들이 둘 이상 들어 있을 경우, 이러한 양

화사들의 영향권은 의미 해석을 위하여 계층적 구조로 

배열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양화사들은 정상 영향권

과 더불어 표면 구조의 성분통어영역과 역전된 영향권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양화문은 의미 해석에서 

중의성을 가지게 된다.

(1) ㄱ. 모든 학생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 (∀＞∃, 

∃＞∀)

ㄴ.모든 학생을 어떤 사람이 만났다. (∀＞∃, ∃＞

∀)

이와 더불어 영향권을 가지는 요소로서 또한 초점이 있

다. 문장 안의 어떤 부분에 초점화가 일어나면, 초점 

연산자에게 주어지는 영향권이 결정되고 의미해석이 가

능하다. 특히 양화문에서는 초점의 영향권이 양화사들

의 영향권과 함께 순서를 잡아야 올바른 의미 해석을

연산자 (   제한자   , 핵 영향권  )

∀ 보통명사 주서술부

always 전제 단언

almost every 화제 초점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화사를 가진 문장에서 초점

이 나타날 때, 영향권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

아보도록 하겠다.

2. 기존 연구 개관

2.1. 양화문

2.1.1. 삼분 구조

삼분 구조(tripartite structure)는 문장을 다음과 같

이 연산자(operator), 제한자(restrictor), 핵 영향권

(nuclear scope)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2) 일반화된 삼분 구조(Partee 1991)

위와 같은 화제-초점(topic-focus) 구조화는 특히 일반 

양화 논리에서 양화문을 제한자와 핵 영향권으로 구분

요   약

양화문 안의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가 전제적 /비전제적 해석과 관련된 영향권 다툼의 과정

에서도 약 양화사가 주어이든 목적어이든지 표면 형태에서 VP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에는 전제적 해석만을 받게 되어 양화문에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타동사의 목

적어나 비대격 주어 등의 약 양화사가 초점에 민감한 경우에 비전제적 해석이 가능하게 되

어 중의적인 문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표면구조상 VP 밖에 위치한 약 양화사라도 초점화

되면, 초점투사를 통하여 논리 형태에서 형성된 초점의 영향권(초점 구문) 안에 들어있게 

되며, 이때의 초점이 가지는 영향권은 핵 영향권과 일치한다. 즉, 초점은 안에 있는 약 양

화사가 핵 영향권 안에서 비전제적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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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은 [ vP 어떤 사람을 만났다 ] ]

↑ ↑ 

전제적, 명시적 해석 비전제적, 가변적 해석

In natural languages, all lexical items with 

denotations of type <<e,t>,<<e,t>,t>> are 

presuppositional, in the sense of the following 

mathematical definition (where δ is a lexical item 

of the appropriate semantic type, such as a 

determiner):

δ is presuppositional iff for all A⊆D, B⊆D : if 

A=∅, then <A, B>∉dom(Fδ).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 (2)에서 연산자는 전칭

(∀), 특칭(∃) 등 양화문의 양화의 종류를 나타내고, 

제한자는 양화사의 정의역을 제공하고, 핵 영향권은 양

화 진술의 핵심으로 해석된다.

Diesing(1992)은 의미 해석에 있어서 논리 형태의 VP를 

핵 영향권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VP 안에 남아있

는 요소들은 비전제적, 가변적인 해석을 받고, VP 밖에 

위치하는 요소들은 전제적, 명시적인 해석을 받는다고 

보았다. 전사 가설1)은 의미해석에 관한 것으로, 표면 

형태에서 VP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 논리 형태에서는 양

화사 인상(quantifier raising)을 통하여 핵 영향권 밖

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어 등이 재구성

(reconstruction)을 통하여 핵 영향권 안으로 옮겨갈 수

도 있다고 본다.

(3) 논리 형태(Logical Form) : (Diesing 1992)

일반양화사의 전제는 제한자인 명사의 논항의 수 또는 

양에 관한 전제로서, 주로 존재 전제(presupposition of 

existence)와 접한 관련이 있다.

(4) Presuppositionality Hypothesis (Diesing 1992)

일반양화사 이론의 전제적 해석은 양화문의 명사의 외연

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 문장에 진리치를 부여할 수 있

지만, 공집합인 경우에는 진리치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

로 분석한다. 이와 달리 비전제적 해석(아리스토텔레스 

해석, 표준해석)은 전제를 함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양화

문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이미 충족된 것으로 가

정한다.

2.1.2.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

(5) 'D N is/are N.'

단언의 진리치가 모형에 달려있으면 D는 약 한정사

그렇지 않으면 D는 강 한정사[긍정 또는부정]

a. 자동적으로 타당(valid)하면 D는 긍정 강 한정사

(every, most, the, both … )

b. 모순이면 D는 부정 강 한정사 (neither, …)

c. 모형 해석에 달렸으면 D는 약 한정사 (a, no, three, …)

(Barwise & Cooper 1981)

삼분 구조는 특정한 "강" 연산자(strong operator)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난다. 강 연산자는 어떤 함축적인 양화

적 힘(force)을 가지면서, 본질적으로 다른 두 논항인 

정의역 제한자와 핵 영향권을 취하여 비대칭적

(non-symmetrical)으로 처리하는 함수로서 삼분 구조를 

가진다. 또한 역동적 접속(dynamic conjunction)도 대칭

적이지 않기 때문에, 삼분 구조를 이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두 논항을 대칭적으로 처리하는 단순한 접속 연

산자는 본질적인 삼분 구조를 나타나게 하지 않는다. at 

least three A's are B's와 at least three B's are A's

가 의미론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대칭적으로) 분석된다

면 at least three와 같은 약 양화사는 삼분 구조를 이

끄는 연산자로서 작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삼분 구조에 참여하지 않는 약 양화

사도, 어떤 유형-전이 연산을 통해서 구성의 의미의 일

부가 되는 어떤 암시적인 강 연산자의 도움으로 삼분 구

조를 이끄는 강 구성(strong construction)에서 나타난

다. 이와 더불어 전제의 차이에 의해서도 두 논항 사이

의 비대칭성이 결정될 수 있기에, 약 연산자가 때때로 

삼분 구조의 연산자로서 강 구성에서 작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우연적 세계에서2) 강 한정사를 지닌 강 양화사는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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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화사 문장 해석의 필수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즉 강 

한정사는 강 연산자로서 제한자를 필수 논항으로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핵 영향권 밖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약 연산자인 약 한정사를 지닌 약 양화사는 핵 영

향권 안에서 비전제적으로 해석되고, 강 구성으로 나타

나 제한자에서 전제적으로 해석된다3). 즉, 양화문은 맥

락과 상황에 따라 전제적 해석과 비전제적 해석을 혼용

하여 해석된다.

2.2. 초점

Krifka(2007)는 “초점은 언어 표현의 해석에 적절한 대

체항들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대체 의미론의 중

심적 주장에 따라 초점(focus)을 정의한다4). 그리고 표

현 자체의 대체항에 관한 표현 초점(expression focus)

과 표현의 지시체의 대체항에 관한 지시 초점

(denotation focus)으로 구분한다5). 그 중 지시 초점은 

only, even, 양화 부사, 양상 동사, 부정 등등과 같은 

일부 초점-민감 연산자와 연계하여 나타날 때만,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2.2.1. 초점-민감 양화사

양화문의 경우, 강 양화사는 초점을 받지 못한다. 이는 

항상 전제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강 양화사의 특성 

때문이다. 약 양화사는 초점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제로서 비전제적 해석이 수의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λ

λ

α 

α 

α

박정섭(1999)은 한국어에서는 약 양화사 중에서도 '누군

가', '무언가'6) 등의 몇몇 형태만 초점을 받는 것으로 

보며, '누군가'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의미 내용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누군가'나 '무언가'가 등장하는 양화문을 살펴보

기에 앞서 '누군가/무언가'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간

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누군가/무언가'는 의문사 '누구

/무엇'에 어미 '-ㄴ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양화사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의문사(Wh-word)는 의문문에서 초

점처럼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6) ㄱ. 누가 나갔어요?

ㄴ. 누군가 나갔어요?

ㄷ. 누굴 만나기만 하면, 말을 더듬는다.

ㄹ.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말을 더듬는다.

(6ㄱ)은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그게 누구냐?'라는 의

미와 '나간 사람이 있느냐?'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여기에서 의문사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며 뒤따르는 담

화에서 그 자리에 초점이 오도록 이끈다. (6ㄴ)은 '나간 

사람이 있느냐?'라는 의미로서, (6ㄱ)의 의미 중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그게 누구냐?'에서 전제로 삼았던 내

용에 대한 진위여부만을 묻는다. 이때 '누군가'는 비전

제적으로만 해석된다.

'누구'와 '누군가'는 평서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6ㄷ)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

면, 말을 더듬는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여기에서 '누

구(ㄹ)'는 그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

정한 한 사람을 지칭하는 전제적 해석만 가능하다. 그러

나 (6ㄹ)의 '누군가'는 전제적 해석에 더불어, '불특정

한 어떤 사람'의 의미로 비전제적 해석 또한 가능하다.

'누군가'는 '누구'에 비하여, 비전제적 어휘 특성을 가

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의문문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요

구하는 의문사로서 둘 다 비전제적 해석을 가지지만,  

평서문에서는 '누군가'만 비전제적 해석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비전제성을 초점-민감성과 관련하여 살

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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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화사들 사이의 영향권 관계

문장에서 각자 자신의 영향권을 가진 양화사들은 다른 

양화사의 영향권과 갖는 관계에 따라 의미 해석에 영향

을 받는다. 그리고 초점도 양화사와 마찬가지로 영향권

을 가지면서 양화사 문장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본고에서는 초점에 민감한 일부 약 양화사에 초점이 주

어졌을 때, 양화사 문장의 의미 해석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에 중점을 두어 자료를 관찰하고자 한다. 먼저 

양화사들의 영향권 변화에 따라 의미 해석에 차이를 보

이게 되는 경우들을 살피고 나서, 이러한 양화사 문장들

에 초점이 얹혀 의미 해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분

석하도록 하겠다. 자료는 2002년 세종 원시 말뭉치에서 

각 양화사들을 가진 용례를 검색하여 수집한 후, 기본적

인 형태를 가지는 단순한 문장으로 수정하여 영향권을 

비교하였다.

3.1.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 사이의 영향권 비교

먼저 기본적인 양화사의 영향권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양화사 문장에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가 함께 등장하는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강 양화사로 '모든+명사', '

모두', '대부분의+명사'와 약 양화사로 '어떤+명사', '

기껏해야 세 명의+명사'를 비교하였다. 말뭉치에서는 강 

양화사 '모든+명사', '모두'와 약 양화사 '어떤+명사'

를 함께 검색하였다.

3.1.1. 주어(강양화사) +목적어 등(약양화사) + 서술어

(7) ㄱ. 모든 학생7)이/모두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 ∃＞∀)

ㄴ. 모두가 어딘가에서 노래하였다. (∀＞∃, ∃＞∀)

  ㄷ. 모두가 어딘가에 갔다. (∀＞∃, ∃＞∀)

타동사 구문(ㄱ) 외에도 비능격(ㄴ)/비대격 구문(ㄷ)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모습의 문장들을 첫 번

째 유형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래의 검색식을 이용하여 

용례를 검색․ 수정하였다.

(8) 검색식: 모든 +(이|가) @ 어떤, 모두가 @ 어떤,

모두 @ 어떤, 모두 @ 어[ㄷ,ㅣ,%]*

ㄱ.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

다. (∀＞∃, ∃＞∀)

ㄴ. 모든 사람이 어떤 색에 대해 같은 느낌을 갖는다. 

(∀＞∃, ∃＞∀)

ㄷ.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있

다. (∀＞∃, ∃＞∀)

ㄹ. 노사 양측 모두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

ㅁ. 이 영역들은 모두 과학 그리고 더 나아가 학문이

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 관심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8ㅁ)은 약 양화사가 밑줄 그어진 "과학 그리고 더 나아

가 학문이라고 하는"이라는 부분에 의하여 맥락적 한정

을 받기 때문에 비전제적 해석이 불가능하여, 약 양화사

가 넓은 영향권만을 갖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강 

양화사인 주어가 앞에 오고, 약 양화사인 목적어 등이 

뒤에 오는 경우, 약 양화사에 특별한 한정 표현이 붙지 

않으면 정상 영향권과 역전 영향권 둘 다 가능하게 되어 

문장이 의미 해석상의 중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1.2. 주어(약양화사) +목적어등(강양화사) + 서술어

(9)8)ㄱ. 어떤 사람이 모든 학생을/모두를 만났다.

(*∀＞∃, ∃＞∀)

ㄴ. 어떤 사람이 모든 방에서 노래하였다.

 (*∀＞∃, ∃＞∀)

ㄷ. 어떤 사람이 모든 나라에 갔다.

 (*∀＞∃, ∃＞∀)

ㄹ. 어떤/한 교수가 대부분의 학생들을 만났다.

(*most＞∃, ∃＞most)

ㅁ. 기껏해야 세 명의 학생이 모든/대부분의 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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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다. (*∀＞at most, at most＞∀)

(10) 검색식: 어떤 +(이|가) @ 모든

ㄱ. 어떤 사건이 모든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 ∃＞∀)

ㄴ. 어떤 기질이 남녀 모두에게 나타난다.

(*∀＞∃, ∃＞∀)

약 양화사인 주어가 앞에 오고, 강 양화사인 목적어 등

이 뒤에 오는 경우, 정상 영향권의 해석은 가능하지만, 

역전 영향권의 해석이 나타나지 않아서 중의성을 가지지 

않는다.

3.1.3. 목적어등(약양화사) +주어(강양화사) +서술어 : 

뒤섞기

(11) ㄱ. 어떤 사람을 모든 학생이/모두가 만났다.

(*∀＞∃, ∃＞∀)

ㄴ. 어딘가에서 모두가 노래하였다.

(*∀＞∃, ∃＞∀) 

ㄷ. 어딘가에 모두가 갔다. (*∀＞∃, ∃＞∀)

ㄹ. 어떤/한 교수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났다.

(*most＞∃, ∃＞most)

ㅁ. 기껏해야 세 명의 교수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났

다. (*∀＞at most, at most＞∀)

(12) 수정된 용례

ㄱ. 어떤 의견을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갖고 있

다. (*∀＞∃, ∃＞∀)

ㄴ. 어떤 일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다.

(*∀＞∃, ∃＞∀)

(11)은 (7)을 뒤섞기한 문장으로, 약 양화사인 목적어 

등이 앞에 오고, 강 양화사인 주어가 뒤에 오는 경우이

다. 이 유형도 (9)와 마찬가지로 약 양화사가 강 양화사

보다 큰 영향권을 가지고, 좁은 영향권을 가지지는 못하

기 때문에 중의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박정섭

(1999)은 약 양화사가 '뒤섞기'되면서 논리 형태에서 핵 

영향권으로 전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제적 해석만을 갖

는다고 설명한다.

3.1.4. 목적어등(강양화사) + 주어(약양화사) + 서술어 

: 뒤섞기

(13) ㄱ. 모든 학생을/모두를 어떤 사람이 만났다.

(∀＞∃, ∃＞∀)

ㄴ. 모든 방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하였다.

(∀＞∃, ∃＞∀)

ㄷ. 모든 나라에 어떤 사람이 갔다.

(∀＞∃, ∃＞∀)

  ㄹ. 대부분의 학생을 어떤/한 교수가 만났다.

(most＞∃, ∃＞most)

ㅁ. 대부분의 학생을 기껏해야 세 명의 교수가 만났

다. (∀＞at most, at most＞∀)

(14) 수정된 용례:

남녀 모두에게 어떤 기질이 나타난다. (∀＞∃, ∃＞∀)

(13)은 (9)를 뒤섞기한 문장으로, 강 양화사인 목적어 

등이 앞에 오고, 약 양화사인 주어가 뒤에 오는 경우이

다. (14)는 '특정한 공통의 기질이 남녀 모두에게서 나

타난다'(∃＞∀)라는 의미와 '남자에게서는 어떤 기질이 

나타나고, 여자에게서도 그와 다르긴 하지만 다른 어떤 

기질이 나타난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정상 영향권과 역전 영향권 둘 다 가능하게 되어 

중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2. 초점을 받는 약 양화사와 초점을 받지 못하는 약 

양화사의 영향권 비교

초점은 초점-민감 연산자와 결합해서 나타날 때만 의미

에 영향을 미친다. 양화사의 경우에는 일부 약 양화사만 

초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점에 의하여 양화사 관

계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받지 않

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어떤 NP'는 초점을 받지 못하

는 약 양화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점을 받을 수 있

는 ' 누군가', '무언가'의 약 양화사가 강 양화사와 어

떠한 영향권 관계를 갖는지 보겠다.

3.2.1. '주어(강 양화사) + 목적어 등(초점화 가능한 약 

양화사) + 서술어', '목적어 등(강 양화사) + 주어(초점

화 가능한 약 양화사) + 서술어 : 뒤섞기'

(15) ㄱ. 모든 학생이 누군가를 쳤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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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모든 학생을 무언가가 물었다. (∀＞∃, ∃＞∀)

(16) 검색식: 모두 @ 누군가*, 모두 @ 무언가*

ㄱ. 그것도 지루해지면 모두 일어서서 스크럼을 짜고

서 보트의 난간에 올라가 누군가를 쳐 떨어뜨리기를 

하기도 했다. (∀＞∃, ∃＞∀)

ㄴ.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한다.

(∀＞∃, ∃＞∀)

(15ㄱ)은 (7)과 같은 유형이고, (15ㄴ)은 (13)과 같은 

유형이다. 이 문장들은 약 양화사가 전제적으로도, 비전

제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가지며, '

어떤+명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3.2.2. 주어(초점화 가능한 약 양화사) + 목적어 등(강 

양화사) + 서술어

(17) ㄱ. 누군가가 모든 학생을/모두를 쳤다.

(*∀＞∃, ∃＞∀)

ㄴ. 누군가가 모두에게 전화하였다.

(*∀＞∃, ∃＞∀)

ㄷ. 누군가가 모든 나라에 갔다. (∀＞∃, ∃＞∀)

(17)의 타동사 구문(ㄱ)과 비능격 구문(ㄴ)은 (9ㄱ,ㄷ)

와 같이 약 양화사가 넓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만 가능하

다. 그러나 (17ㄷ)의 비대격 구문에 있어서는 '누군가', 

'무언가'가 오면 약 양화사가 좁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

도 가능하게 되어, 중의성을 가진다.

3.2.3. 목적어 등(초점화 가능한 약 양화사) + 주어(강 

양화사) + 서술어 : 뒤섞기

(18) ㄱ. 누군가를 모든 학생이/모두가 쳤다.

(∀＞∃, ∃＞∀)

ㄴ. 누군가에게 모두가 전화하였다.(∀＞∃, ∃＞∀)

ㄷ. 누군가에게 모두가 초대받았다.(∀＞∃, ∃＞∀)

ㄹ. 무언가를 모든 학생이/모두가 먹는다.

(∀＞∃, ∃＞∀)

(19) 수정된 용례:

누군가에 대해 모든 사람이 같은 느낌을 갖는다.

(∀＞∃, ∃＞∀)

'어떤+명사'를 목적어 등으로 가지면서 뒤섞기된 (11)의 

유형은 약 양화사가 넓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만 가능하

다. 그러나 약 양화사를 '누군가', '무언가'로 바꿔 넣

으면, 약 양화사가 좁은 영향권을 갖는 해석도 가능하게 

되어, (18)과 같이 중의성을 가진다.

3.3. 초점화 여부에 따른 양화사의 영향권 비교

약 양화사의 초점 민감성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영향권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18

ㄱ)을 가지고 초점에 민감한 약 양화사 '누군가'와 '무

언가'가 강 양화사와 가지는 영향권 관계를 초점 여부에 

따라 비교해 보겠다.

3.3.1. 타동사와 비능격 구문에서 약 양화사가 초점화 

여부에 따른 영향권

(20) [누군가를 [모든 학생이 쳤다]]

(*∀＞∃, ∃＞∀)

(21) 누군가를F 모든 학생이 쳤다. (∀＞∃, *∃＞∀)

(20)과 같이 초점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약 양화사가 표

면 형태에서 VP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논리 형태에

서 핵 영향권으로 사상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 양화사보다 넓은 영향권을 가지며 전제적으로만 해석

된다.

어떤 요소에 초점이 부여되기 위해서는 대화 맥락에서 

여러 비교의 대상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21)의 '누군가

'나 '무언가'는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요소들을 찾기 

힘든 의미적 특성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약 양화사의 

초점 구문은 의미적으로 약 양화사만의 초점화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동사구 등의 초점화라고 간주해야 한다

(박정섭 1999).  한국어에서는 아래의 초점 투사 규칙을 

적용하여 약 양화사로부터 초점이 동사구로 투사되어 형

성되는 초점 구문을 얻을 수 있다. 이때, 초점화되는 영

역을 초점 연산자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다.

(22) 한국어의 초점 투사 규칙 :핵심어 /논항 구조를 위

한 초점 투사 (최재웅 ․ 이민행1999)

𝛼가 𝛽의 논항인 [F . . . 𝛼 . . . 𝛽]과 같은 구조

에서, 𝛼가 𝛽의 논항이고, 𝛼와 𝛽 사이에 또한 𝛽의 

논항인 𝛼′이 나타나지 않을 때, 𝛼가 초점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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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초점 구문 안에 초점을 제외하고 다른 논항을 

가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표면 형태에서 나타

나는 '초점을 받는 약 양화사 + 강 양화사 + VP'의 순서

는 논리 형태에서 초점 구문의 형성을 위하여 강 양화사

는 약 양화사와 자리를 바꾼다. 더 나아가 항상 전제적

으로 해석되는 강 양화사가 비전제적 해석을 피하기 위

하여 초점 구문(초점의 영향권)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약 양화사에 초점을 받은 (21)의 논리 

형태는 최종적으로 (23)과 같은 형태로 해석된다.

(23) [모든 학생이 [F 누군가를F 쳤다]]

(∀＞∃, *∃＞∀)

초점 구문 안의 요소들은 비전제적으로 해석되고, 밖의 

요소들은 전제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바탕으로, 초점 

구문이 핵 영향권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3.3.2. 초점을 받는 약 양화사의 격에 따른 영향권 비교

(24) ㄱ. [[F 누군가가F] [모든 학생을 만났다]]

(*∀＞∃, ∃＞∀) - 타동사 구문

ㄴ. [[F 누군가가F] [모두에게 전화하였다]]

(*∀＞∃, ∃＞∀) - 비능격 구문

(25) 누군가가 모든 나라에 갔다.

 (∀＞∃, ∃＞∀) - 비대격 구문

ㄱ. [누군가가 [모든 나라에 갔다]](*∀＞∃, ∃＞∀)

ㄴ. [모든 나라에 [F 누군가가F 갔다]]

(∀＞∃, *∃＞∀)

목적어의 초점화는 약 양화사가 핵 영향권에서 비전제적

으로 해석되도록 하기 때문에, 영향권에 변화를 일으키

지만, 타동사나 비능격 구문의 주어 위치의 약 양화사는 

초점화가 되더라도 초점구문이 VP 밖에 형성되므로 그 

영향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능격 구문의 주어가 

타동사의 주어처럼 본래 주어의 위치에 있었던 통사 구

조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비대격 구문은 동사 뒤의 

Theme의 의미역을 가진 목적어 위치에 있던 명사가 격을 

부여 받기 위하여 주어의 위치로 옮겨진 통사적 구조를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VP 안에서 형성된 비대격 구문의 

주어는 Diesing(1992)의 전사 가설에 따라 타동사의 목

적어처럼 핵 영향권에서 해석될 수 있다.

4. 초점의 영향권

초점 구문은 운율 구조(prosodic structure)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박철우(2003)는 문장에 초점이 부여된 

곳을 억양핵으로 표시하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 대하

여 '운율적 돋들림'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26) ㄱ. 너 어제 어디에서 숙제했니?

ㄴ. (어제) |9) 집에서F (숙제했어).

ㄷ. 너 어제 어디에서 뭐 했니?

ㄹ. (어제) | 집에서F | 숙제했어F.

ㅁ. (어제) | 집에서 숙제했어F.

(26ㄴ)은 (26ㄱ)에 대한 대답으로 '집에서'가 초점으로 

작용하며, 화제인 '어제'와 '숙제했어'를 생략시키면서 

배제적(exclusive)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26ㄹ,ㅁ)은 

(26ㄷ)에 대한 대답으로 말의 속도와 스타일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 두 개를 한 말토막이나 두 말토막으로 말할 

수 있다.

이호영(1996)에서는 문장의 가운데에 있는 구성 요소가 

부분 초점을 받을 때, 즉 전제적 해석을 받는 요소가 초

점 앞에 나타날 때에는 초점을 받는 요소 바로 앞에 말

마디 경계(intonation group boundary)가 부과된다고 하

였다.

(27) ㄱ.모든 학생이 누군가를 쳤다. (=15ㄷ)

ㄴ. 모든 학생이 누군가를 ||10) 쳤다.

(*∀＞∃, ∃＞∀)

ㄷ. 모든 학생이 || [ 누군가를F 쳤다]

(∀＞∃, *∃＞∀)

(27ㄴ)에서 말마디 경계가 '누군가를' 뒤에 위치하는 경

우, '누군가'는 비전제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7ㄷ)

에서는 말마디 경계가 '누군가'를 비전제적으로 해석하

도록 하며, 초점의 영향권을 제한자로부터 구분해준다.

또한 초점은 A-악센트(하강 악센트)11)로서 나타난다.

(28=6) ㄱ. 누굴(↗,*↘) 만나기만 하면, 말을 더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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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ㄴ. 누군가를(↗) || 만나기만 하면, 말을 더듬는다.

ㄷ. 누군가를(↘) 만나기만 하면, 말을 더듬는다.

(28ㄱ)은 A-악센트가 아닌 B-악센트를 받으면서, 전제적 

해석만 가능하다. 이에 반해 (29ㄴ)는 두 가지 악센트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 B-악센트를 받는 (28ㄴ)의 경우는 

'누군가'의 뒤에 말마디 경계가 함께 화서 전제적 해석

을 받는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말마디 경계와 악센

트라는 운율 구조를 통하여 초점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해석을 파악할 수 있다.

4. 종합

앞서 언급했듯이 문장 안에 여러 양화사가 있으면, 이들 

사이의 영향권의 크기가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강 양화

사와 약 양화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양화사들의 영향

권 다툼에 의하여 중의성을 가질 수도 있다. 강 양화사

는 항상 전제적 해석을 받아 핵 영향권 바깥에서 해석되

지만, 약 양화사는 수의적으로 전제적 /비전제적 해석을 

가지기 때문이다. 약 양화사가 주어이든 목적어이든 표

면 형태에서 VP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제적 해석

만을 받게 된다. 그런데 타동사의 목적어나 비대격 주어 

등의 약 양화사가 초점에 민감한 경우에는 비전제적 해

석도 가능하게 되어 중의적인 문장이 된다. 표면구조상 

VP 밖에 위치한 약 양화사라도 초점화되면, 초점투사를 

통하여 논리 형태에서 형성된 초점의 영향권(초점 구문) 

안에 들어있게 되다. 이때의 초점이 가지는 영향권은 핵 

영향권과 일치한다. 즉, 초점은 안에 있는 약 양화사가 

핵 영향권 안에서 비전제적으로 해석되도록 하는 동력으

로 작용한다.

(29)와 같이 담화상에서 약 양화사가 비전제적으로 해석

되도록 강제하는 경우, 초점이 주어지며 그 의미 해석은 

운율 구조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다.

(29) ㄱ. 수업 과제를 위하여, 누군가를F 모든 학생이 

만나긴 했다. (∀＞∃, *∃＞∀)

ㄴ. 누가 초대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누군가에게F 

모두가 초대받긴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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