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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역 해석 양상을 통한 빈도부사의 의미 특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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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부사의 출현 제약: 강 양화/약 양화의 구분

실험 결과의 분석

• 빈도부사: 문장이 기술하는 사건(e)을 양적 의미에서 한정
(1) ㄱ. 지민이는 재채기를 가끔 했다.
ㄴ. ??지민이는 재채기를 대개 했다. (백인영 2019: 95)
• 빈도부사의 출현 제약: 사건의 가산성 + 적절한 평가 영역

(Heim 1982)

• 요구하는 제약부의 특성에 따라 한국어의 빈도부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항상’, ‘대개’는 ‘자주’, ‘가끔’과 달리 언제나 구
체적인 사건들의 집합으로서의 제약부를 요구한다.
• 제약부의 두 부류: 사건들의 집합, 시간 영역

제약부 구성의 간접적 확인: 작용역 한정 양상
• 문장 내 다른 양화사와의 작용역 한정 양상(scope-taking
strategy)의 활용 (Brasoveanu & Dotlačil 2015)
(2) ㄱ. 학생들은 셔틀버스를 자주 타지 않았다.
ㄴ. 학생들은 셔틀버스를 항상 타지 않았다.
• 빈도부사와 부정표현 사이의 scope-taking strategy
• 개별 빈도부사는 [양화사[부정]] vs. [부정[양화사]] 해석에서 서
로 다른 선호를 보인다. ‘항상’, ‘대개’는 ‘자주’, ‘가끔’에 비해
[양화사[부정]]의 해석을 훨씬 선호한다.
• 부정문의 처리 과정에는 항상 대당하는 능동 명제가 배경(맥락)
으로 상정(Tian and Breheny 2019).
• 제약부 확보 책략으로서의 부정의 선처리 가능성

실험: 작용역 중의성이 해소된 해석문 선택 과제

• 빈도부사의 종류에 따른 [양화사[부정]] 작용역 해석 선택 비율
및 표준오차
• 독립변수: 빈도부사의 종류, 빈도부사의 문장 내 실현 위치
• 종속변수: 작용역 해석 양상
• [양화사[부정]] 해석을 선택한 경우는 숫자 1로, [부정[양화사]]
해석을 선택한 경우는 숫자 0으로 코딩

• “‘항상’, ‘대개’는 ‘자주’, ‘가끔’에 비해 [양화사[부정]]의 해석을
선호할 것”이라는 실험 예상에 일치하는 결과
• 빈도부사 ‘항상’, ‘대개’는 그 의미구조상 사건들의 집합으로서
의 제약부 한정을 필요로 하는 강 양화사라는 가설의 확인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실험 설계: Brasoveanu and Dotlačil(2015)의 실험 설계 기반
• 2X2 design, binary choice task
(3) i. 엄마는 아이에게 용돈을 자주 주지 않았다. (VP 안, 약 양화)
ii. 엄마는 아이에게 용돈을 항상 주지 않았다. (VP 안, 강 양화)
iii. 엄마는 아이에게 자주 용돈을 주지 않았다. (VP 밖, 약 양화)
iv. 엄마는 아이에게 항상 용돈을 주지 않았다. (VP 밖, 강 양화)
• IBEX platform, 12개의 실험 항목, 21명의 실험 참여자

• 실험적 방법의 활용을 통한 빈도부사 제약부 관련 의미 특성의
간접적 확인
• 빈도부사의 위치와 제약부 해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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