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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빈도부사와 부정표현이 한 문장 안에 실현된 경우, 언어 사용자가 문장 내 두 연산자와 관련하여 보이
는 작용역 한정 책략(scope taking strategy)에 관심을 둔다. 이를 통해, 빈도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에서의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 해소가 단지 발화 시 주어지는 화용론적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실현된 빈도부
사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특성과 긴밀히 관련되어 일어나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이론
적 설명은 Partee(1991), von Fintel(1994) 등에서 다루어진 양화 의미의 삼부구조 개념에 바탕을 두며, 설명의 타
당성은 다시 실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본고의 연구 가설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가설: 개별 빈도부사가 가지는 제약부(restrictor, 양화 의미의 평가 영역) 관련 특성- 해당 빈도부사가
구체적인 사건들의 집합으로서의 제약부를 강하게 요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정의 작용역 해석이 달라
진다.
(2) 실험 항목의 예
i. 지민이는 택시를 항상 타지 않았어.
ii. 지민이는 택시를 가끔 타지 않았어.
(3) 예상되는 실험 결과: ‘항상’, ‘대개’가 포함된 부정문이 ‘자주’, ‘가끔’을 포함한 부정문보다 [양화사[부정]](부정
이 좁은 작용역)의 해석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각 실험 항목은 (2)에서와 같이 빈도부사의 부류에 따라 두 조건(i와 ii)을 가지며, 피험자에게는 이 중 하나가
실험 자극으로 주어진다. 피험자는 자극 문장을 읽고 작용역 중의성이 해소된 두 가지 해석 문장 중 하나를 선택
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2-i)가 자극 문장으로 주어질 때 피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 문장
이 가능한 선택지로 제시된다.
(4)
“지민이는 택시를 항상 타지 않았어.”
a. 지민이는 택시를 타는 법이 없었다.
b. 지민이가 어떤 때는 택시를 탔다.
Ibex 플랫폼을 통해 21명의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험 과제를 수행한 결과, ‘가끔’류보다 ‘항상’류 빈도
부사에서 [양화사[부정]]의 작용역 해석이 월등히 높게 선택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한국어의 빈도부사가 제약부의 특성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과 함께, 부정의
작용역 중의성 해소에는 발화 맥락뿐 아니라 문장을 구성하는 언어표현의 본연적 의미 가 관여함을 말해준다. 기
존에 한국어의 빈도부사와 관련하여서는 강양화사/약양화사의 구별이 별다른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치
부되어 온 것, 부정의 작용역 해소 양상이 온전히 화용론적인 특성의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지면 제약상 따로 언급하지는 못하였지만, 실제 실험과 분석에서는 문장 내 빈도부사의 실현 위치와 부정의 작
용역 중의성 해소 양상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루어진다. 이 부분 또한 한편으로는 빈도부사의 의미
특성(한국어 빈도부사는 초점 표지로 기능하는가에 대한 논쟁)와.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의 중의성 해소 문제(부정
표현의 표면적 작용역과 심층적 작용역의 구별이 가능하며 또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와 관련되는 것이다.
핵심어(keyword): 부정(negation), 작용역 중의성(scope ambiguity), 빈도부사(frequency adverbs),
삼부구조(tripartite structure), 제약부(restrictor), 실험언어학(experimental seman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