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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문의 화용론적 기능과 양상에 대한 재고*1)

주 치 운

[국문초록]

전통적인 관점에서 부정문은 진리조건의 진리치를 반전시키는 것으로 간주되

어, 진리치가 ‘진’인 어떤 명제를 부정문으로 변환하면 진리치가 ‘거짓’으로 전

환되고, 역으로 거짓인 어떤 명제를 부정하면 진리치가 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인지되어 왔다. 그러나 어떤 명제를 부정하면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진리치를 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한 발화의 어떤 양상을 거부하는 많은 부정 표현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정문은 어떤 명제의 진리치를 반전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부

정문인 서술적 부정과 선행된 발화의 태도, 상태, 정도 등과 같은 발화의 어떤 

양상을 부정하는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는 서술적 

부정과 상위 언어적 부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두 부정의 차이가 부

정문의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양인석의 ‘척

도눈금부정’ 가설의 이론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척도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의

미 함축을 지닌 부정문에 대한 수정된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 진리조건, 반의성, 서술적 부정, 상위 언어적 부정, 척도눈금부정.

* 이 논문은 인하공업전문대학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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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정문에 대한 의미․화용론적 분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통적으

로 어떤 명제 P를 부정한 ∽P는 진리조건의 관점에서 순수하게 진리치의 반대 

값을 갖는 의미적 기능을 나타낸다. 즉 P의 진리치가 진(True)이라고 가정하면, 

∽P의 진리치는 거짓(False)이 되고, 거짓 명제를 부정한 ∽∽P는 진리치가 진인 

명제 P가 된다. 그러나 단순한 논리적 부정 운용소를 통한 진리조건의 반대 값

을 구현하는 부정문의 분석은 의미․화용론적 다양한 분석으로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음을 다양한 연구에서 보여준다. 일례로 Dillon(1997)의 부정문의 논리구

조(logical structure) 분석에서 어떤 문장의 부정은 다양한 상황이 내포되어 각 상

황에 대한 의미적 중의성이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Sapir(1944), Lyons(1968), 

Palmer(1984)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어휘의 반의어조차도 진리치의 반대

를 구현하는 이분법적인 분석이 아닌, 비교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 반의어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를 소개하고 부정문과 연계하

여 부정문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전통적인 부정의 개념으로서 진리조건상

의 진리치의 역(reverse) 또는 반대를 유도하는 서술적 부정(Descriptive Negation), 즉, 

사건의 상태를 중립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명제부정의 양상을 분석한다. 이어서 진리

조건 상의 이분법적인 관점인 서술적 부정으로는 설명 될 수 없는, 선행 발화(previous 

utterance)에 대한 정도, 태도, 척도 및 상태를 암시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수정하거

나 거부하는 화용론적인 상위 언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의 개념을 소개하

고 서술적 부정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거나, 척도를 매길 수 있는 어휘의 

부정에서 야기되는 화용론적 의미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X is not happpy’는 ‘X is unhappy'와 달리 ‘X is sad'를 바로 함의하지 않으며 다양한 

화용론적 중의성을 내포한다. Yang(1993)은 이런 관점에서 척도 눈금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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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point negation) 가설을 제안하여 ‘X is not happpy’가 내포하는 중의성의 문제

점을 설명한다. 그러나 Yang(1993)의  가설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됨을 

본 연구에서 입증하고 홍종화(1984)에서 소개한 Ducrot(1972,1980)의 이론을 분

석하여 서술적 부정의 양상과 상위 언어적 부정 양상의 차이로 인해 야기되는 

화용론적 중의성(pragmatic ambiguity)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반의성(Antonymy)과 부정(Negation)의 

양상(Aspect)

1. 반의성(Antonymy)

반의성은 어휘소(lexeme)간의 의미적 반대(oppositeness)를 표현하는 전문용어를 

표준적으로 반의성이라 부른다. 또한 어휘소의 ‘반의어 쌍(antonyms pairs)’으로

서 분류할 수 있는 ‘어휘 반의어(lexical opposites)’로 용법상 분류하여 표현하기

도 한다. Palmer(1981)는 반의성이라 함은 ‘의미의 반의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 번째로, 반의어는 

hot/cold, big/small, wide/narrow, old/young과 같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떤 

성질의 정도를 표현하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반의어이고, 두 번째로, 

male/female, alive/dead, married/single과 같은 상보적 관계(complementarity)를 이

루는 반의어, 마지막으로 Lyons(1968)에서 ‘역의 관계(converseness)’로 정의한, 

lend/borrow, above/below, buy/sell, husband/wife와 같은 ‘관계적 반대어(relational 

opposite)’로 분류한다. 

Palmer(1981)는 반의성을 보이는 모든 단어들은 ‘등급차등의 관점에서 명시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분석해야한다’는 Sapir(1944)의 주장을 수용한다. 즉, hot/cold는 성질의 

정도를 등급으로 매길 때, 우리는 비교급형태로 ‘더 더운’, ‘더 추운’, 또는 ‘덜 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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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추운’의 형태로 표현한다. 이는 마치 어떤 등급을 재는 저울 위에 놓고 hot/cold의 

성질의 정도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1). 비교급형태는 절대적인 물리적 척도가 

아닌, 결국 상대적인 것으로서 사물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준을 택하여 등급을 매

기게 된다.2) 우리가 ‘날씨가 춥지 않다’라고 표현했을 때, 알래스카 원주민이 발화한 

경우와 아프리카 원주민의 척도는 분명히 다른 기준에서 표현된다. 반의어들이 이와 

같이 등급이 매겨 질 수 있다는 것은 hot/cold, wide/narrow, old/young, high/low와 같

은 대조적 반의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scorching(boiling)/hot/warm/cool 

/cold/freezing의 온도를 나타내는 척도에서 중간적 용어 warm과 cool과 양극에 위치

한 scorching(boiling)과 freezing도 등급 척도 상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Palmer(1981)는 심지어 관계적 반대어를 제외하고, male/ female, alive/dead, 

married/single과 같은 상보적 관계를 이루는 반의어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고 주장한

다. 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남성적(very male)’이거나 ‘매우 굳게 결혼으

로서 화합된(more married)’, 그리고 ‘살아있다기보다는 죽은 편에 가까운(more dead 

than alive)’같은 비교급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hot/cold, wide/narrow, old/young과 

같이 등급으로 매겨야 하는 반의어로 분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반면에 

Lyons(1977: 271)는 상보적 반의어 관계에 있는 male/female과 같은 어휘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근거로, “X is not as 

feminine as Y”와 같은 완벽하게 허용되는 발화와는 달리, “X is as female as Y” 또는 

“X is more female than Y”라는 표현을 정상적으로 발화 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

다. 물론, Palmer(1981)가 분석한 상보적 반의어도 등급을 매길 수 있다는 상술한 설

명과 유사하게 Lyons(1977: 278)도 정상적인 언어행위에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반의

어도 특정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등급이 매겨 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Is X still alive then?”이라고 질문한다면, “Very much so” 또는 “And how!”라고 대

답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언어체계에서 ‘dead’와 ‘alive’의 등급을 매길 수 없다

는 점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상기 두 대답에서 등급을 매

기는 것은 ‘alive’의 다양한 부차적 암시(implication) 또는 함축(connotation)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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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반의어를 중심으로 아

래에서 논의 될 부정의 개념 중에 상위 언어적 부정을 서술적 부정과 대비하여 설명

한다. 

2. 부정(Negation)

Lyons(1977)에서 제시했듯이“X is good”의 부정문인 명제 “X is not good”의 의미

는 저절로 “X is bad”를 함의하지는 않는다. 즉 “He is not good, but he’s not bad 

either: he’s fair/pretty good/just about average“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의 개념이 

의미적 기능에서 진리조건의 진리치를 반대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부정의 의미

론적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즉, 논리학에서 진 명제 P(True)

를 부정하면 ∽P(False)가 되고 ∽P(False)를 부정한 ∽∽P가 진 명제 P(True)로 

전환된다는 부정개념은 언어체계에서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

여, 홍종화(1993)의 설명에 의하면 프랑스 언어학자 Ducrot(1972, 1980)는 언어의 

모든 부정개념은 일반적으로 서술적 부정, 논쟁적 부정,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구분하여 부정의 개념을 설명한다.4)

서술적 부정은 부정문 발화자가 이전에 선행된 발화나 선행된 담화의 전제

(presupposition)를 대립, 거부 및 시정의 의미가 아닌 사건의 상태를 중립적인 관점에

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데 사용한다. 외출하지 않은 사람이 밖에서 돌아온 어떤 사람

에게 외부 날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래 (1a)와 같이 대답 한 경우를 살펴보자.

(1)  a. Il n’a pas un nuage au ciel.

       (There is not a speck of cloud in the sky.)

     b. Le ciel est absolument pur. (The sky is very clear.)

부정문인 (1a)에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라는 표현은 (1b)에서처럼 ‘하늘이 매

우 맑다’와 어떤 의미적 차이도 없이 대체 될 수 있다. 즉, X에 대한 어떤 정보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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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견이 없이 “X is not good”이라고 할 경우 “X is bad”를 일반적인 긍정서술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치환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술적 부정은 전제된 선행 발화를 수정하거

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사건의 상태를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가리킨

다.

상기 서술적 부정이 사건의 상태를 중립적 묘사에 사용되는 반면에, 논쟁적 부정의 

개념은 사건이나 상태에 대한 상반된 대응으로 긍정적 전제 개념에 대한 반박으로 사

용된다. 어떤 사람에 대한 화자 X의 평가인 아래 (2a)의 부정표현을 살펴보자.

 

(2). a. Elle n’est pas intelligente. (She isn’t intelligent.)

    b. Je crois qu’elle est intelligente.

      (I believe/am sure that she is intelligent.)

(2a)의 “그녀는 똑똑하지 않다”라는 화자 X의 부정표현은 상대방 화자 Y의 실제적 

또는 가상적 긍정 표현인 “나는 그녀가 똑똑하다고 믿는다”라는 표현에 대한 반박을 

목적으로 사용 될 경우, 즉 긍정전제에 대한 반박의 경우로 사용되면 논쟁적 부정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논쟁적 부정은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부정표현 형식에 해당한

다.

상위 언어적 부정은 이전 발화 속에서 사용된 특정한 어휘 사용을 반박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정표현 형식으로 이전 발화에 대한 거부, 반대 및 시정 할 경우에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아래 (3)에서처럼, 선행된 발화에 대한 의미의 정도(degree)를 반박하거나 

특정 용어 선택을 수정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선행된 발화의 발음을 수정 할 때도 사

용된다. 

(3) a. Elle n’est pas intelligente, elle est géniale. (홍종화 (1994))

      (She isn’t intelligent, she is a genius)  

    b. I don’t like you; I love you. (Lee (2015))

    c. We didn’t see the hippopotamuses. We saw the hippopotami. 

                                                (Lee (2015))



부정문의 화용론적 기능과 양상에 대한 재고  163

    d. She’s not buying tomaytoes, she’s buying tomahtoes. 

                                            (Sweetser (1990))

(3a)는 화자 A의 “Elle est intelligente(그녀는 똑똑하다)”라는 발화에 대해 화자 B

가 (3a)와 같이 발화했다면, 이때의 부정은 “그녀는 똑똑하다”라는 단언의 의미를 거

부한 것이 아니라 선행발화의 부적절한 단어 “intelligente”를 더 강한 단어 “géniale

(천재적인)”로 대체하는 발화행위다. 마찬가지로 (3b)에서는 선행된 “like”보다 의미의 

정도를 강화한 “love”로 대체했으며, (3c)에서는 첫 문장에서의 복수형을 단수형으로 

수정하고 있으며, (3d)에서는 선행된 발화의 발음을 수정한다.5) 결국 선행된 부정문은 

진리조건상의 진리치가 진에서 거짓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발화를 수정 및 

시정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상위 언어적 부정은 궁극적으로 논쟁적 부정의 범주에 포

함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쟁적 부정을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포함하여 분류하

고 부정을 크게 서술적 부정과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대별하여 분석하면 부정문의 중

의성 문제를 적절히 설명 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III. 상위 언어적 부정과 서술적 부정을 통한 부정문 고찰

1. 척도눈금부정(Scale-point negation)

Yang(1993)은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단어의 반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척도눈금 부

정의 개념을 도입한다. Sweetser(1990:10-11)의 예문을 차용한 Yang(1993: 2-3)의 

예문인 아래 (4)를 살펴보자.

(4) a. She’s not happy, she’s sad.

   b. She’s not happy, she’s ec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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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1993)에 의하면, Sweetser(1990)는 Horn(1985)의 분석을 수용하여 (4a)와 

(4b)에서 부정어 not은 동일한 부정의 의미적 기능을 나타내지 않으며, (4a)에서 부정

은 happy라는 단어자체를 부정하는 반면에 (4b)는 선행절에서 “그녀가 행복하지 않

다”라는 단언(assertability)에 대한 부정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Yang(1993)은 (4a)와 (4b)에서 not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부정의 의미적 기능을 척도눈

금부정(Scale-point negation)을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Yang(1993)은 (4)의 예문들이 후속 절(follow-up sentence)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특

별한 의미가 있으며, 첫 번째 문장을 주절(main sentence)이라고 칭하고 두 번째 문장

을 후속 절이라 한다6). 그는 주절 부정문의 기능은 주어진 담화에서 척도(scale)의 어

떤 특정 눈금(point)을 저하(decline)시키는 역할인 반면에, 후행 절은 저하된 눈금을 

대체하여 척도 상의 특정 눈금을 확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즉, (4)에서 

후속 절이 없을 경우에 “She is not happy”의 의미는 중의적으로 해석되지만, 후속 절

이 척도눈금의 특정지점을 확정하여 의미를 명확화 한다. 이런 관점에서 

Yang(1993:84-85)은 주절을 ‘척도눈금 부정구문(Scale-point negation sentence)’으로 

후속 절을 ‘척도눈금 확정구문(Scale-point affirmation sentence)’이라 칭한다.

Yang(1993:85)의 ‘행복/슬픔 척도(happiness/sadness scale)’을 살펴보자.

(5)      

       miserable     sad                 happy    ecstatic

Yang(1993)은 (5)의 척도에서 어떤 특정 눈금을 부정하면, 동일 척도눈금 상의 다

른 여러 지점들을 의미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happy를 부정하면 sad, miserable, 심지

어 ecstatic을 함축 할 수 있고, sad를 부정하면 happy, ecstatic, 심지어 miserable을 함

축하고, miserable을 부정하면 sad, happy, ecstatic의 의미로, ecstatic을 부정하면 

miserable, sad, happy와 같이 동일 척도눈금 상의 다른 눈금들을 의미 할 수 있다고 

한다. Yang(1993: 86)은 이런 현상을 ‘척도부정원리(scalar principle of negation)’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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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며 아래 (6–9)의 예문들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6) The main sentence: She’s not sad.

    The follow-up sentence:   (a) She’s miserable.

                            (b) She’s happy. (or)

                            (c) She’s ecstatic.

(7) The main sentence: She’s not miserable.

    The follow-up sentence:   (a) She’s sad.

                            (b) She’s happy. (or)

                            (c) She’s ecstatic.

(8) The main sentence: She’s not happy.

    The follow-up sentence:   (a) She’s ecstatic.

                            (b) She’s sad. (or)

                            (c) She’s miserable.

(9) The main sentence: She’s not ecstatic.

    The follow-up sentence:   (a) She’s happy.

                            (b) She’s sad. (or)

                            (c) She’s miserable.

Yang(1993)은 예문 (4b)와 관련한 Sweetser(1990)의 문제제기도 ‘척도부정원리’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b)에서 ‘being not happy’가 ‘being happy’를 의미 함

축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순을 야기한다는 우려와는 달리, Yang(1993:87)은 예문 

(10-13)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척도가설(scalar hypothesis)을 수용하면 모순이 아

닌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5)의 척도눈금 상의 지점들이 아래와 같은 의미 함

축이나 내포를 허용하기 때문에 (4b)에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

(10) Given: She’s miserable.

        Implied or entailed:   (a) She’s sad.

                            (b) She’s not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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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he’s not ecstatic.

(11) Given: She’s sad.

        Implied or entailed:   (a) She may not be miserable.

                            (b) She’s not happy.

                            (c) She’s not ecstatic.

(12) Given: She’s happy.

        Implied or entailed:   (a) She may not be ecstatic.

                            (b) She’s not sad.

                            (c) She’s not miserable.

(13) Given: She’s ecstatic.

        Implied or entailed:   (a) She’s happy.

                            (b) She’s not sad.

                            (c) She’s not sad.

Yang(1993)은 (10-13)에 제시한 의미함축을 근거로 (4b)에서 제기된 모순이 해결된

다고 주장한다. 그는 어떤 이가 “She’s ecstatic”을 말할 의도로 “She’s not happy”라고 

발화 할 때, “being not happy”가 (8a)와 (13a)의 과정을 통해 “being happy”를 의미함

축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8a)에서 “not happy“가 “ecstatic“을 함축하고, (13a)에서 

“ecstatic“이 “happy”를 함축하기 때문에 의미함축관계가 “not happy” → “ecstatic” 

→“happy”로 연결되어 (4b)의 문맥에서 “being not happy”가 “being happy”를 의미함

축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Yang은 주절에서 척도 상의 어떤 눈금을 부정하게 

되면, 동일한 척도 상의 모든 다른 눈금의 의미를 내포 할 수 있어서 의미의 중의성이 

초래되고, 이러한 의미의 중의성을 제거하는 척도 상의 특정 눈금의 의미를 명시 하는 

것이 후속 절의 역할이라고 한다. 

Lyons(1997:272)는 명제 “X is hot”이 “X is not cold”를 함축하고, “X is cold”가 

“X is not hot”을 의미 할 수 있지만, “X is not hot”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7)하고는 일

반적으로 “X is cold”를 의미 함축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기 논의 된 서술적 부정이 

아닌 상위 언어적 부정의 관점에서 선행된 발화의 수정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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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1993)의 “not happy” → “ecstatic” →“happy”로 이어지는 의미함축관계를 통해 

“not happy (∽P) → happy (P)”라는 의미함축은 논리적 비약으로 진리조건의 진리치

가 진(True)이 거짓(False)을 함의하는 모순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논리적 전개는 

기본적으로 (8a)의 상위 언어적 부정의 함의 관계를 (13)의 긍정 발화의 함의관계와 

연결하여 “not happy” → “ecstatic” →“happy”의 함의관계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

다.8) 서술적 부정의 관점에서는 “not happy”가 “ecstatic”을 함의하지 못함으로 이러

한 함의관계의 일반화는 논리적 비약을 초래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2. 부정하강규칙(Loi d’abaissement)

Ducrot(1972, 1980)의 논증 ․ 발화 ․ 다성이론을 소개한 홍종화(1994: 314-318)에서

는 서술적 부정에 적용되는 ‘부정하강규칙(loi d’abaissement)’을 소개한다9). 즉, 

담화상의 ‘논증적 척도(échelle argumentative)’에서 모든 서술적 부정은 언제나 

‘논증적 열등성’으로 해석된다는 규칙이다. 그러나 온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척

도를 수직선상에 영하(−)에서 영상(+)로 배열한 아래 (14)의 논증적 척도에서는 

chaud (hot)을 부정하면 +에서 −으로 하강하지만, 반면에 froid (cold)를 부정하면 

−에서 +으로 상승하여 논증적 열등성이 아닌 상승으로 부정하강규칙에 위배된

다. 따라서 서술적 부정은 논증적 열등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부정하강규칙

을 위배함을 아래 (14)의 도식이 잘 보여주고 있다.

  

(홍종화(1994: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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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화(1994)에 따르면 (14)에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ucrot(1972, 

1980)는 ‘논증부류(class argumentative)’개념과 ‘논증척도(échelle argumentative)’개념

을 도입하여 설명한다고 소개한다. 논증부류의 개념은 화자가 발화 상에서 두 표현 p

와 p’를 동일한 결론 r을 지향하는 공 지향적 논거(arguments co-orientés)로 사용했다

면, p와 p’은 결론 r에 대해 동일한 논증부류이지만, 반면에 선행발화 p와 후행 발화 

q의 결론이 각각 r과 ∽r로 상반된 결론을 지향하면 서로 다른, 즉 상이한 논증부류에 

속하게 된다. 아래 (15)를 살펴보자.

(15) a. Pierre est venu (p) et même Paul est venu.(p’) 

       La réunion a été un succès.(r)

       (p: 삐에르가 오고 p’: 뽈까지 왔다. 

       r: 그 모임은 성공적이었다)

     b. It wasn’t the red one (p(r)) but the blue one. (q(∽r))

                                             

(15a)의 p와 p’의 공 지향적 관계는 이원적인 진리치의 진․거짓이 아니라 정도, 즉 

과(寡)․다(多)에 의한 등급(degree)의 차이인 단계적 논증서열관계인 반면에, (14b)에서

는 but에 의해 선행요소 p와 후행요소 q는 각각 상반된 결론 r과 ∽r을 지향함으로서 

서로 상이한 논증부류에 속하게 된다. 

논증척도는 동일한 논증부류에 속한 여러 논거(argument)들의 점층적 서열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15a)에서 동일한 논증부류인 p’는 p보다 결론 r을 위한 더 강한 논

거로 사용된다. 아래의 도식을 살펴보자.

    

상기도식의 논증척도개념에서 p와 p’는 반드시 동일 논증부류간의 서열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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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것으로서, (16a)는 지향하는 결론 r에 대해 p’는 p보다 점층적 서열상에 더 강

한 논거로 해석되며 (16b)는 담화 상에 일정한 결론 r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두 문장 

간의 논증서열을 나타낸다.10) 
논증부류와 논증척도의 개념을 도입하면 (14)에서 제기

된 문제를 해결하고 논증 서열상의 하강개념으로 체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온도를 나타내는 froid (cold)와 chaud (hot)은 ‘추위’와 ‘더위’라는 논증방향 상의 

상반된 결론을 지향하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논증부류에 속하여 다른 논증부류로 분

리한다. 따라서 홍종화(1994:317)에서는 ‘추위’에 대한 동일한 결론을 지향하는 동일

한 논증부류로서 논증척도 (17a)와 ‘더위’에 대한 동일한 결론을 지향하는 동일한 논

증부류로서 논증척도 (17b)로 서로 다른 논증척도로 분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17)에서와 같이 ‘추위’에 대한 동일한 논증부류는 +에서 −로 공 지향적 결과를 나

타내며, ‘더위’를 나타내는 동일한 논증부류는 −에서 +로 향하는 공지향성을 보인다. 

즉, ‘추위’는 논증척도 상에서 추울수록(-값이 클수록) 결과 r에 대한 더 강한 논거가 

되고, ‘추위’와 상이한 논증 부류에 속한 ‘더위’는 더울수록(+값이 클수록) 결과 r에 

대한 더 강한 논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froid (cold)’의 논증척도 상의 부정은 아래 

(18)의 도식과 같이 부정하강규칙의 적용을 준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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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화(1994:317))

(18)에서 très froid (very cold)를 부정한 pas très froid (not very cold)는 척도상의 

기준점인 −5이하를 함의하고, froid (cold)를 부정한 pas froid (not cold)는 척도상의 

최하 기준점 +5이하를 내포하고, pas frais (not cool)은 척도상의 기준점 +15이하를 

의미 함축한다. 마찬가지로 froid (cold)와 상이한 논증부류에 속한 chaud (hot)도 논증

척도 상 부정하강규칙을 적용 받게 되어 논증결과 r에 대한 부정은 우등성을 배제한 

열등성만을 함의하게 된다. 따라서 서술적 부정에서 어떤 가치의 부정은 우등성이 아

닌 항상 열등성으로만 해석되어야만 함을 잘 설명해 준다.  

3. 부정의 양상(Aspects of Negation)

서술적 부정은 진리조건에서 진리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긍정논거가 

거짓논거로 전환됨을 논리적으로 나타낸다. 아울러 Ducrot(1980)의 ‘부정하강규

칙(loi d’abaissement)’은 긍정논거에 대한 부정적 열등성을 잘 표현하여 서술적 

부정의 양상을 적절히 보여준다.11) 그러나 부정은 의미론적으로 한 가지 의미만

을 가정하는 단일의미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진리조건

적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상위 언어적 부정의 다양한 양상이 존재한다. 이와 관

련하여 Lee(2015:57-60)는 상위 언어적 부정의 세 가지 양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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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a. (Mary called the POLice.)

        Mary did not call the POLice; she called the poLICE.

 (20) A: Sue is happy that he’s gone.

      B: Sue is NOT HAPPY that he’s gone; she is ELATED.

 (21) Sue doesn’t regret that she married a foreigner; she never 

      married a foreigner.

전형적 상위 언어적 부정의 예인 (19)는 진리조건의 변화가 아닌, 부정어 not이 

police에 대한 잘못된 발음을 부정하여 수정하고 있다. 척도함축의 대표적인 예문인 

(20)에서 (20A)의 발화를 부정 할 경우 서술적으로 She must be sad 또는 She must 

be unhappy로 해석되어져야 하지만 (20B)에서 수정 및 명확화를 수행하는 후행 절은 

주절과 모순적 의미를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21)에서 부정은 주절의 전제 자체를 부

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술한 서술적 부정과 상위 언어적 부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Yang(1993)이 제시한 상기 (5)의 ‘happiness/sadness 척도눈금’을 아래(22)의 수정된 

척도눈금을 제안하여 부정의 양상에 대한 재고를 시도하고자 한다. 아래 그림에서 기

준점 0을 중심으로 −방향은 sadness의 강도를 가리키며 +는 happiness의 강도를 가리

킨다.

(22)   

      miserable(--)   sad(-)       (0)     happy(+)  ecstatic(++)

Ducrot(1972, 1980)의 논증부류와 논증척도 개념에 바탕을 둔 부정하강규칙에 의한 

서술적 부정을 수용하면 (22)의 척도는 (17)의 ‘추위’와 ‘더위’에 대한 상이한 논증부

류로 분류한 것처럼, ‘행복’과 ‘슬픔’의 상이한 논증 부류로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상

기 척도 상의 한 지점을 부정하면 자신이 가진 진리치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함을 보

여준다. 즉, miserable을 부정하면 자신의 진리치인 (--) → (-) → (0) → (+) → (++)

의 방향으로, ecstatic을 부정하면 (++) → (+) → (0) → (-) → (--)방향으로 의미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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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함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진리조건상에 진리치의 반대

를 함의한다. 따라서 진리치 (+)를 지닌 happy의 부정인 being not happy는 (22)에서 

진리치의 역방향인 being sad (-)와 being miserable(--)은 함의하나 being ecstatic(++)

는 함의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sad의 부정인 being not sad는 진리치의 역방향인 

being happy나 being ecstatic을 함의할 수 있으나 진리치의 순방향인 being miserable

을 척도 상에서 함의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서술적 부정은 진리조건상의 역방향으

로 함의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언어체계에서 한 척도상의 부정은 진리치

의 역방향에 있는 척도 중에 가장 가까운 척도지점을 내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따라서 being not happy의 부정은 진리치의 역방향에 있는 가장 근접 지점에 있는 

being sad를 가장 자연스럽게 함의함을 볼 수 있다. 

상기 도식에서 상위 언어적 부정은 자신이 지닌 진리치의 역방향이 아닌 순방향의 

의미를 내포한 경우를 지칭 할 수 있다. 즉 being not happy(+)가 being ecstatic (++)

의 의미로 해석되거나, being not sad(-)가 being miserable(--)의 의미로 해석된다면 논

리적 반대의 의미가 아닌 화용론적으로 해석 될 수밖에 없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23) a. Mary is not happy that he’s gone; She’s ecstatic.

     b. Mary is not sad that he’s gone; She’s miserable.

(24) a. She’s not sad; she’s ecstatic.

     b. She’s not happy; she’s miserable.

(23a)의 예문에서 진리치 happy(+)의 부정은 역방향 sad(-)나 miserable(--)을 의미

해야하나 순방향(++)인 ecstatic을 후행 절에서 의미하고, (23b)에서는 sad(-)의 부정은 

역방향 happy(+)나 ecstatic(++)의 의미를 함축해야하나 순방향 miserable(--)을 의미한

다. (24)에서는 서술적 부정의 한 형태인 진리치의 역방향으로 의미해석 되나 척도상

의 가장 근접한 지점이 아닌 먼 지점을 함축함으로 순수한 의미론적 관점으로 일반적

이지 않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서술적 부정은 어떤 한 척도를 부정하

면, 진리치의 역방향으로 가장 근접한 지점에 위치한 지점을 의미한다고 정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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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에 척도함축과 관련된 상위 언어적 부정은 후행 절이 척도 상의 순방향 지

점에 있는 어떤 의미를 함축 할 경우에 해당 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또한 진리치의 

역방향을 함의하지만 순방향 상으로 척도상의 가장 근접 지점이 아닌 지점을 후행절

이 함축한다면, 서술적 부정의 특성과 상위 언어적 특성을 둘 다 공유하는 또 다른 부

정의 양상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자 한다.  

  

IV. 결 론

“X is not happy”가 “X is sad”를 반드시 저절로 함의하지 않는다. happy를 부정할 

경우, 순수한 전통적인 의미론적 관점과 화용론적인 관점 상에 의미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휘적인 관점에서 happy는 sad와 진리조건상으로 상보적인 관계

가 아닌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이분법

적으로 반대관계로 설정 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진리조건에서 진리치의 반대 

값을 갖는 전통적인 부정의 개념인 서술적 부정으로는 부정문 “X is not happy”

의 의미적 모호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Yang(1993)은 

‘척도눈금 부정’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즉, 척도상의 어떤 눈금을 부정하게 

되면, 동일한 척도상의 모든 다른 눈금의 의미를 내포 할 수 있어서 의미의 모

호성을 초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Yang(1993)의 상위 언어적 부정의 함의 관계를 

긍정 발화의 함의관계와 연결하여 “not happy” → “ecstatic” →“happy”로 이어지

는 의미함축관계를 통해 “not happy (∽P) → happy (P)”라는 의미함축이 성립된

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진리조건의 진리치가 진이 거짓을 함의하는 논리적 모순

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상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서술적 부정과 상

위 언어적 부정에 대한 개념과 다양한 부정문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Ducrot(1972, 1980)의 논증척도, 논증부류의 개념과 서술적 부정의 결과인 부정하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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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상위 언어적 부정의 개념과 연관하여 Yang(1993)의 척도눈금부정가설에서 함의

관계에 야기되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서술적부정은 

척도 상에 진리치가 반대인 가장 근접 지점을 함의하고, 상위 언어적 부정은 후행 절

이 척도 상의 순방향 지점이나 역방향에서 최 근접 지점을 제외한 지점을 의미 함축

한다. 따라서 Yang(1993)의 지나친 의미함의 관계의 일반화를 해결하고, 부정의 양상

을 서술적 부정과 상위 언어적 부정으로 상보적인 관계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서술적 부정이 척도 상에서 상위 언어적 부정의 부분 집합적 성격을 보임을 알 수 있

다. 

Notes

1) Palmer(1981)의 5장 5.4에서는 대부분의 반의어는 아래처럼 비교급 형태들 간에 성립되는 
관계의 집합이라고 본다.

   
      The road is wider than the lane.
      The lane is narrower than the road.
      The road is less narrow than the lane.
      The lane is less wide than the road. 

2) Sapir(1944)는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비교급 형태로 표현 할 수 있다고 하고 Palmer(1981)
도 상기 각주 1)에서처럼 Sapir(1944)의 수용한다.

3) 상기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Palmer(1981)의 5장 5.4 참조하길 바란다.

4)  본 논의와 관련해서는 Ducrot(1972, 1980)의 부정개념 구분을 인용한 홍종화(1994)을 재인
용 및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5) 상위 언어적 부정은 본문 (3)의 각 문장 후속 절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반적인 담화상에서 
기대 할 수 있는 것과 다소 다른 수정구문 및 반박구문이 명시적으로나 함축적으로 반드시 

뒤따라야만 한다.

6) 후속 절을 포함한다는 것은 상위 언어적 부정에서 반드시 이전 발화에 대한 수정, 반박 및 
이전 발화의 강도를 정정하는 후속 구문이 이어지는 것과 동일하다. 결국 척도눈금부정 구
문은 상위 언어적 부정과 거의 동일한 접근이라고 보여 진다.

7) 특정한 경우라 함은 선행 발화의 수정, 반박, 거부를 위한 후속 절이 뒤따르는 상위 언어적 
부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며, 사건이 상태를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기술 적 부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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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함의를 나타내지 않는다.

8) “not happy”가 서술적 부정에서는 “ecstatic”을 함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문인 “She isn’t 
happy at all.”을 살펴보자. 서술적 부정을 허가하는 ‘부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at all
과 함께 쓰인 “not happy”는 결코 “ecstatic”을 함의하지 않음으로 상기 일반화는 오류임을 
알 수 있다.

9) 부정하강규칙은 상위 언어적 부정에는 적용되지 않고 단지 서술적 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반면에, (14)의 그림은 (5)의 척도눈금부정과 함께 오히려 상위 언어적 부  정의 척도개념을 
이해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0) 홍종화(1994: 276)는 논증척도에 의한 논증서열부과는 어떤 사람의 지적능력을 ‘긍정적으
로 평가 (r)’하고자 하는 아래 두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를 적절히 설명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i)  Il a le doctorat de 3e cycle, et même le doctorat d’Etat.
          (그는 3기 박사학위 더 나아가 국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ii) *Il a le doctorat d’Etat, et même le doctorat de 3e cycle.
          (그는 국가 박사학위 더 나아가 3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i)에서 선행절 p보다 후행절 p’가 더 강한 논거로 결론 r에 대한 점층적 서열관계를 유지한 
반면에, (ii)에서는 선행절 p가 후행절 p’보다 결론 r에 대해 더 약한 논거로 (16)의 도식에서
의 점층적 서열관계를 위반한다.

11) Ducrot(1972, 1980)는 논증․발화․다성이론을 통해 상위 언어적 부정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시도하고 화용론적인 상위 언어적 부정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자세한 홍종화
(199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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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consideration on the Pragmatic Functions and Aspects 

of Negative Expressions

Joo Chi-Woon (Inha Technical College)

The negative connective, not, is considered to be a pure reverser of truth-values in 

the classical aspects of negation, turning P to ∽P and ∽∽P to P. If a proposition 

P has the value T then ∽P has the value F; conversely if P is F, then ∽P is T. 

Lyons asserts that “The closest approximation to the negation connective in more or 

less ordinary English is ‘it is not the case that...’ which converts Anthony loved 

Cleopatra to It is not the case that Anthony loved Cleopatra” (143).  However, there 

are lots of negative expressions which do not simply deny a proposition, but reject 

certain aspects of the utterance expressing a proposition. Some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two types of negation: the ‘descriptive negation’ which negates the truth 

of a proposition and the ‘meta-linguistic negation’ which objects to the manner or 

degree of a previous utterance. This paper explores how a distinction between DN 

and MN could be made and how the difference could be applied for the analysis of 

negation. My special concern is with analyzing Yang’s Scale-Point Negation and then 

to suggest a revised solution to the negation of scalar and gradable implication. 

Key Words: Truth Condition, Antonymy, Descriptive Negation, Meta-linguistic Negation, 

Scale-point N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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