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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이 글은 ‘모두’가 비례적 양화사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약
부 명사구의 구조를 살펴보고, 사건 양화의 쓰임새를 보이는 ‘모두’의 특
성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비례적 양화사를 Q라고 하면, Q(A, B)는 A
와 A∩B 모두에 의존하며, 구체적으로 A 속에서 A∩B가 얼마큼을 차지
하느냐가 진릿값을 결정한다. A는 A∩B의 상대적 크기를 재기 위한 참
조점(Et)으로 작용한다. ‘모두’는 A와 A∩B의 크기가 같다. ‘모두’는 제
약부 명사구가 나타내는 집단을 개체들로 개별화한 뒤 다시 개체 합으로
집합화한다. ‘모두’는 개체 합의 무리 중에서 최대 집합을 선택하여 참조
점으로 삼는다. ‘모두’의 개별화 양상은 제약부 명사구의 유형에 따라 다
르다. 명사구 유형에 따라 집단이 개체들로 개별화할 수도 있고, 개체의
내부 구성원으로 개별화할 수도 있다. ‘모두’의 제약부 명사구는 단수 개
체가 될 수도 있다. 단수 개체가 ‘모두’와 결합함으로써 단수 개체를 이루
는 부분으로 개별화하고 이 부분들의 합이 전체 집합을 형성한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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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 양화의 용법도 가진다. 이 경우,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제약부의
명사구로 지시되는 한정된 개체가 영향을 받는다. 만일 한정적인 개체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그 사건은 완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 주제어 : 모두, 양화사, 비례적 양화사, 제약부, 사건 양화

1. 서론
이 글은 ‘모두’가 비례적 양화사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약부 명사구
의 구조를 살펴보고, 사건 양화의 쓰임새를 보이는 ‘모두’의 특성을 살피는 것
이 목적이다.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인간은 언어 기호를 개발하
고 발전시켜 왔지만 언어 기호만으로는 완전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란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서 지적한

Clark(1996)

언어 기호의 지표성(indexicality)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 문제에 관해
서는 가시적인 언어 기호의 한계를 넘어서서 화용론적인 맥락에 의존하는 것
이 완전한 의사소통에 접근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화
용론적인 맥락만큼은 아니지만 언어 기호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또 다른

ㆍ

언어 기호를 꾸준히 개발 발전시켜 온 것도 우리 인간이었다.
고유명사의 지시대상은 하나여서 지표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그
러나 보통명사는 지시대상이 복수여서 지표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1)

이 때문에 보통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여러 언어 수단이 개
발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가 대표적인 것이라 여겨진
다. 이 밖에, 특정 대상을 지정할 만큼의 정밀한 초점을 가지지는 않지만 특
1) 특정한 대상, 사건, 상태, 과정들의 내용은 대체로 지시적이다. 대화에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가 현재 공유하는 공통기반에 근거하여 지시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지시대상을 확인하는 수단이 언어 기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기호는 잠재적으
로 가능한 지시대상만 확인할 뿐 대화 상황에서 특정되는 지시대상을 구체화하지는
못하는 편이다. Clark(1996)에서는 이를 ‘지표성(indexicality)’의 문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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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수량을 지정하여 보통명사의 존재 양상을 드러내는 언어 수단도 개발되
었다. 그것이 바로 양화사다.
이 글에서는 비례적 양화사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 동안 비례적 양화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어 왔다. 엄정호(1996)과 최재희(2005)는 국어의 전칭
양화사 구문의 구조와 의미를 살핀 종합적 논의다. 그리고 이복희(1997)과

ㆍ

곽혜영 이미선(2010)은 전칭 양화사의 작용역을 살핀 논의다. 또 이성범
(2007),

ㆍ

구일민(2007), 김현주 정연주(2011)은 전칭 양화사 중 ‘다’를 중심

으로 그 특징을 살펴본 논의다. 이렇게 비례적 양화사는 전칭 양화사를 중심
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많은’을 대상으로 한 논의도 있다. 최재웅(1997)이 그
논의다.
이들 연구에 힘을 입어 국어 비례적 양화사의 특징이 다수 밝혀졌다. 무엇
보다도 전칭 양화사 ‘다’는 양화적 용법뿐만 아니라 과장, 의외성의 용법까지
관찰되는 터여서 여러 연구에서 주목해 왔다. 그렇지만 양화적 용법에 한정
되어 그 특징을 보이는 ‘모두’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모두’는 그저 비례적 양화사의 특징을 논하는 데 언어 자료로만 쓰일 뿐이었

‘

다. 따라서 ‘모두’과 ‘모든’의 차이, ‘모두’와 ‘다’의 차이는 주요하게 연구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사의 쓰임을 보이는 연구 자료로 한정하여 양화사 ‘모두’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2)

양화 부사 ‘모두’는 명사구를 앞에다 두고 그 명사구

가 지시하는 대상의 양적 존재 양상을 한정한다.

3)

이 글의 2장에서는 양화

부사 ‘모두’가 명사구의 지시대상을 양적으로 한정하는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
2)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사전에서는 표제어 ‘모두’에 대해 명사의 용법과 부사의
용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부사의 용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3) 국어에서 부사의 우측에 피수식어가 오는 것을 감안하면, 양화 부사 ‘모두’가 서술어를
수식하면서 동시에 선행 명사구를 양화하는 것은 언뜻 모순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재희(2005)의 다음 설명이 답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본다. “부가어
는 통사적 구조의 기술이고, 양화는 의미론적 지시 관계로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
다. 즉, 선행사 지시의 양화 의미가 양태적 의미를 얻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동사의 의미
를 한정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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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것이다. ‘모두’에 선행하는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가 ‘모두’의 양화 의미
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장에서는 ‘모두’에 선행하는 명사구를
제약부 명사구라 칭하고, 이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를

들’의 연구 성과를 활

‘-

용하여 살펴볼 것이다. ‘모두’는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양적 크기
를 전칭으로 지시하는 것이 주요한 양화 의미로 알려져 있다. 한편 ‘모두’가
문장의 상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를 사건 양화로 칭하여, 이 글
의 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모두’의 양화 기능
박철우(2012)에 의하면, 양화란 질적 존재 양상만 존재하는 보통명사 또는
성상사+보통명사 구성에 양적 존재 양상을 부여하는 기능을 말한다. 지칭대
상이 언어로 관습화한 고유명사와는 달리 보통명사는 지칭대상이 착근하지
못한, 이른바 ‘유형(type)’의 상태에 있다. 문맥 환경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
은

가)의 ‘짐’이 그런 상태에 있는 명사다. 그 때문에 ‘짐’으로 예시된 보통

(1

명사가 유형의 수준인 채로는 화자와 청자가 적절히 소통하지 못한다. ‘짐’ 유
형에 속하는 ‘짐’ 개체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1) 가. 짐

나. 철이는 쿠바에서 부친 짐을 찾았다.

그래서 화자가 보통명사 ‘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청자와 소통하기 위해
서는 개체 수준으로 강제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
는 맥락상에서 두드러지는 대상에 함께 주의함으로써 이 요구 조건을 충족
할 수 있겠으나, 요구 조건을 부분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언어 수단도 우리
인간은 꾸준히 진화시켜 왔다. ‘이’, ‘그’, ‘저’ 따위의 지시관형사로써 ‘짐’
을 수식하게 할 수도 있고, (1나)에서처럼 ‘쿠바에서 부친’ 따위의 관형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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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한정할 수도 있다. 양화사도 지시관형사나 관형절처럼 보통명사의

존재 양상을 한정하는 언어 수단이다. 지시관형사나 관형절 따위와 달리 양
화사는 양적 존재 양상을 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장에서 양화사가 수행하는 양적 존재 양상의 한정은 세 부분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범모(2014)에서 설명한 양화의 삼부 구조는 바로 그
세 부분을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맞추어

4)

분석해 본 것이

를 양화의 삼부 구조에 맞게

(2)

의 표이다.

(3)

5)

(2) 가. 세 명의 학생이 지각했다.

나. 일부 학생이 지각했다.
(3)
연산자(Q)

제약부(A)

작용역(B)

(2가)

세

학생(x)이 있다

학생(y)이 지각하다

(2나)

일부

학생(x)이 있다

학생(y)이 지각하다

연산자인 ‘세’와 ‘일부’가 나타내는 양화 대상의 양적 크기는 제약부와 작용
역 사이의 교집합 크기와 같다.

6)

4) 강범모(2014)에서 든 양화의 삼부 구조는, 전칭, 존재 등 양화의 종류를 나타내는 양화
연산자(operator), 양화의 제한 영역을 나타내는 제약부(restrictor), 양화 진술의 핵심이
되는 작용역(nuclear scope)으로 구성된다.
5) 아래 예는 양화사를 양수적 양화사와 비례적 양화사로 구분하여 설명하기 위해 박철우
(2012:19)에서 든 것이다.
6) 아래의 그림은 (2)의 양수적 양화사와 비례적 양화사를 비교하기 위해 박철우(2012:20)
가 도식으로 나타낸 것을 약간 변형하였다. 원래 (나)에서는 선으로 원을 그리지 않았으
나 양화사가 지시하는 양화 대상의 양적 크기가 제약부와 작용역 사이의 교집합에 의존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4)에서는 선으로 원을 그렸다. 그리고 ‘학생’에 대해 굵은 선을
그린 것은 주어 명사구에 의해 지칭되는 대상은 담화상에서 한정된 것임을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박철우(2012:20)에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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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

그런데 연산자 ‘세’와 연산자 ‘일부’는 교집합의 크기를 셈하는 방법이 다르
다. 이 차이에 근거하여 양화사는 양수적(cardinal) 양화사와 비례적
(proportional)

양화사로 나뉜다. ‘세’로 대표되는 양수적 양화사와, ‘일부’로 대

표되는 비례적 양화사는 제약부와 작용역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지칭대상들이
양화되는 값이 절대적인 것이냐, 아니면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
체 값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되는가에 차이가 있다. 양수적 양화사가 표시하
는 양은 ‘한, 두, 세,

…

따위의 절대적인 수 체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약부

’

명사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양적 비교가 가능하다.
(5) 가. 세 개의 짐

나. 세 명의 학생
다. 다섯 그루의 나무

짐’, ‘학생’, ‘나무’가 가리키는 지시체가 각각 다르더라도,

‘

수량은 같고,

가)나

(5

나)에 비해

(5

가)와

(5

나)의

(5

다)가 수량이 더 많음을 양화사 ‘세’, ‘다

(5

섯’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6) 가. 모든 선생님

나. 모든 학생
다. 일부 학생

반면에 비례적 양화사가 표시하는 양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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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설령

가)와

나)에서처럼 ‘모든’으로 양화사가 같다고 해도

(6

나)의 수량이 같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고, 심지어 ‘일부’가 쓰인

(6

(6

(6

(6

수량이

가)와

다)의

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6

비례적 양화사가 뜻하는 양적 의미는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
체 값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되며, 양적 의미의 구체적 해석 방식은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7) 비례적 양화사를 Q라고 하면, Q(A, B)는 A와 A∩B 모두에 의존하

며, 구체적으로 A 속에서 A∩B가 얼마큼을 차지하느냐가 진릿값을
결정한다(강범모 2014:73).7)

의 양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자 참조점은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

Q

하는 대상의 전체 값, 즉
이

에 해당한다. 이제

A

이다. 다음 예에서는 ‘쿠바에서 부친 짐’의 전체 값

A

의 전체 값을 참조하여

A

∩

A

의 양적 크기를 측정해

B

본다. 다음의 예에서는 ‘쿠바에서 부친 짐(x)’과 ‘찾아와 정리한 짐(y)’이 공유
하는 개체들의 교집합이

∩

A

에 해당한다.

B

(8) 집 꾸미기도 끝나고 쿠바에서 부친 짐도 모두 찾아와 겨우 정리가

끝나자 이번에는 내 무릎에 이상이 왔다.
(9)

∩ 는 ∅보다 크고 참조점

A

∩

A

B

B

와 같거나 작을 수 있다.

A

에 대한 상대적

A

크기에 따라 ‘일부’, ‘절반’, ‘대부분’, ‘모두’ 등으로 비례적 양화사의 표

7) 여기서 기호 Q, A, B는 (3)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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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대응된다. 특히 ‘모두’는

와

A

∩

A

의 크기가 같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B

다른 비례적 양화사와 구별된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바, ‘모두’의 비례적 양화사가 작동하는 그림으로 얼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10)

(11) 가. 화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챙기거나 꾸려 놓은 물건’을

뜻하는 대상의 유형을 ‘짐’으로 특정화했다.8)
8) 그런데 아래 ‘모두’의 쓰임은 위에서 보인 ‘모두’의 쓰임과 달라 주의를 요한다.
가. 그림이 있는 바위는 모두 103개이다.
나. 일행은 모두 105명으로서 대사는 하복연(賀福延)이고, 부사는 왕보장(王寶璋)이
며, 그 아래에 상급관리[判官], 서기[錄事], 통역[譯語], 하급관리[史生], 기상관
측자[天文生] 등이 있고, 그밖에 65명의 수령(首領), 28명의 뱃사공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나이 말이 “어제 식칼값으로 500원 드렸고 지금 또 500원짜리 식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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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쿠바에서 온’의 관형절을 사용하여 이 유형의 특정 개체 무리(A)
를 선택했다.
다. 선택한 특정 개체 무리의 전체 집합을 참조점(Et)으로 삼았다.9)
라. 참조점을 기준 삼아 제약부와 작용역이 공유하는 개체 무리(A∩
B)의 양적 규모를 상대적으로 측정한다.

마. A와 A∩B가 같다면 ‘모두’를 비롯한 전칭 양화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3. 제약부 명사구의 구조
3.1.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체 값
비례적 양화사가 뜻하는 양적 의미는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
체 값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으므로, 그 전체 값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들’에 관한 연구 성과에 도움을 받아 제약

‘-

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체 값이 확정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을 드렸으니 모두 합계 1000원이 되지 않소.
라. 수업시간 수는 마이너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 수업시간 수는 일년 동안 모두
얼마나 되겠습니까?
위의 예들에서는 비례적 양화사로서의 ‘모두’와 차이가 나는 분포상 특징적인 면이 발
견된다. ‘모두’의 뒤에 수사가 분포하거나, 또는 ‘얼마’가 분포한다. 때로는 (다)와 같이
‘합계’나 ‘합하여’ 따위가 ‘모두’와 수사 사이에 오곤 한다. 이런 분포를 보이는 ‘모두’는
비례적 양화사라 보기 어렵다. 비례적 양화사가 표시하는 양적 크기는 A의 전체 값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위의 ‘모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곳의 ‘모두’는 중세국어에서
‘會’의 뜻을 가진 동사 ‘모도다’의 흔적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화사에까
지 문법화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모두’의 양화 의미를 다루기를 목적으
로 삼은 이 글에서는 위의 예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
전에서는 위 예의 용법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고려대사전에서는 위 예의 용법을
“일정한 수효나 수량을 다 합하여”라는 뜻풀이를 주어 구분하고 있다.
9) Et는 Langacker(2008)에서 가져온 기호로서, 주어진 어떤 유형(t)에 대해 그 유형의 최대
외연(maximal extension)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비례적 양화사 구문에서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체 값에 해당하고, 비례적 양화사의 양적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참조점으로 역할을 하기에 이 글에서는 ‘참조점’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로 차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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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체 값을 구하기 위해

들’에

‘-

관한 연구 성과에 도움을 받으려는 것은 아래 (가)와 (나)의 문장 의미가 같
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12) 가. 집 꾸미기도 끝나고 쿠바에서 부친 짐들도 모두 찾아와 겨우 정

리가 끝나자 이번에는 내 무릎에 이상이 왔다.
나. 집 꾸미기도 끝나고 쿠바에서 부친 짐도 모두 찾아와 겨우 정리
가 끝나자 이번에는 내 무릎에 이상이 왔다.

두 예는

들’이 있고 없음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들’이 ‘짐’에, 다시 ‘짐

‘-

들’에 ‘모두’가 작용하는 의미 양상이, ‘모두’가 곧바로 ‘짐’에 작용하는 의미
양상과 같다고 보면, ‘모두’의 의미 기능에는

들’의 의미 기능이 일부 포함되

‘-

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13) 철이가 사과들을 내다 팔았다.

의사소통 전에 ‘사과’ 자체는 개체들의 집합으로서 속성(property)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명사 ‘사과’는 유형으로서 질적인 존재 양상만
가진 상태에 있다.

10)

이것이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 무언가를 가리키게 되

는데 그 외연적 존재 방식은 아래

와 같은 구조를 보인다.

(14)

(14)

10)

X, Y, Z

세 개의 사과가 이 세상에 있는 사과의 전부라고 가정하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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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을 전체로 하는 단위를 집단이라고 하고 그 단위의 구성원을 원자라고 할
때 그 사이의 전체 부분 관계가
와

X

⊕

는 각각

Y

X

와 같다. 이 구조 속에서

(14)

의 부분(part),

Y

⊕

X

는

Y

와

X

⊕

X

에 대해,

Y

의 접합(join)이라고 가

Y

정하고서, 부분이 원자일 때 그 부분들의 접합을 개체들의 합(sum)이라고 한
다. 합과 집단의 차이를 말하자면, 합은 불특정한 개체들의 접합인 반면, 집단
은 그 합이 하나의 단위로서 고유성을 가지게 된 경우다(박철우
이에 따르면 ‘사과’ 자체는 유형이자 동시에 집단이다.

여기에

11)

미하여 야기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사과’에
을 제외한

②나 ③

,

즉

⊕

{X

⊕

Y, X

⊕

Z, Y

2010:53).

들’이 접

‘-

들’이 붙어서 원자 수준의

‘-

⊕⊕

Z, X

Y

Z}

①

중 어떤 것이라도

선택될 수 있는 개체 합으로 개별화한다. 임홍빈(1979)이 설명한

들’의 기

‘-

②나 ③으로 개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①로 개별화
를 한 후 이를 다시 ②나 ③으로 집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 ⊕ ⊕ ⊕ 이라는 개체 합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들 의 몫이 아니며 또 ⊕
⊕ ⊕ 를선
택할지 ⊕ ⊕ 를 선택할지도 역시 들 이 할 몫이 아니다 반면에 양화
사는 적어도 ⊕
⊕ ⊕ 를 선택할지 ⊕ ⊕ 를 선택할지는 정
능에 따르면, 유형을 직접

.

{X

Y, X

Z, Y
‘-

{X

Y

{X

해 준다.

12)

Z, X

Z}

’

,

Z}

Y, X

Y

‘-

Z, Y

Z}

{X

Y, X

’

Z, Y

Z}

.

{X

Y

Z}

가령 “준이가 사과 두 개를 내다 팔았다.”의 문장에서는 ‘두’라는

10) 아래의 도식은 Link(1983, 1984)에서 취한 것이다. 두 연구에서 비롯된 복수 이론은
복수 명사구가 복수성(plurality)을 설명하기 위한 형식의미론적 방법론이다(전영철
2015:802). Link(1983)에서는 개체 영역에 단수 개체뿐만 아니라 복수 개체도 포함함으
로써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복수
명사는 복수 개체들의 집합을 지시하는 반면 단수 명사는 단수 개체들의 집합을 지시한
다고 차이를 두었다. Link(1984)는 복수 명사가 개체 합뿐만 아니라 집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밝혀 복수 명사의 의미를 정교화하였다. Link(1983, 1984)은 국내의 ‘-들’
연구에 미친 영향이 크다. 전영철(2004, 2013, 2015), 박철우(2010) 등이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들’ 연구다.
11) Link(1984)에서는 단순한 개체 합과 집단을 구분하기 위하여, 집단에 대해서는 ↑{X⊕
Y⊕Z}이라고 표시하였다.
12) 양화사가 ‘한’이나 ‘하나’라면 {X, Y, Z} 수준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범위를 한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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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화사가

{X

⊕

Y, X

⊕

Z, Y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중 어느 것을 선택하도록 범위를 한정한다.

Z}

의 예에 사용된 ‘모두’의 기능을 유추해 보기

(12)

⊕
⊕ ⊕ ⊕ ⊕ 로 일단 개별화한 후 이 중에서 ⊕ ⊕ ⊕
⊕ ⊕ 을 택하여 개체 합으로 구성한다 이때 ⊕ ⊕ ⊕
⊕ ⊕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정하는 몫은 들 에 있지 않
다고 했다 그 대신 양화사 모두 가 개체 합 중 ⊕ ⊕ 을 선택할 수 있는
로 하자. ‘짐’ 자체는 집단이다. ‘짐’에
X

Z, Y

Z, X
X

Z, X

Y

Y

Y

들’이 덧붙음으로써

‘-

Z}

{X, Y, Z, X

{X

.13)

Z}

{X

Z}

Y, X

Y, X
‘-

.

‘

’

{X

Y

나)에서는

Z}

들’이 없이 ‘모두’만 있기 때문에

‘-

⊕ ⊕ ⊕⊕

X

Z, Y

Z, X

⊕

{X, Y, Z, X

Z}

있을 것이다. 그러나

(12

나)와

가)의 문장 의미가 같다는 점에 주목하자.

(12

이는 양화사 ‘모두’의 의미 작용에

들’의 의미 작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

것을 증명한다. 즉, 양화사 ‘모두’는 유형 혹은 집단으로서의 ‘짐’을

⊕

⊕

Y, X

⊕

Z, Y

⊕⊕

Z, X

Y

로 개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Z}

을 공유하지만, 개별화한 후 이 중에서
는 것은

Y,

로 개별화를 할 언어 수단이 없다고 생각해 볼 수도

Y

X

Z,

’

14)

(12

Z, Y

Z, Y

권한이 있다.
그런데

Y,

⊕⊕

{X

Y

{X, Y, Z,

들’과 기능

‘-

이라는 개체 합을 선택하

Z}

들’과 다른 ‘모두’의 기능이다.

‘-

15)

13) (12)만으로는 ‘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체들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몇 개의 개체인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상 (12)의 ‘짐’이 {X, Y, Z}의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14) 더 정확히 말하자면, {X⊕Y⊕Z}는 ‘모두’, ‘대부분’, ‘절반’ 등의 비례적 양화사가 공통
적으로 선택하는 최대 집합이다
15) 제약부 명사구 ‘유형/집단 → 개체화 → 개체 합’의 순서를 지키지 않는 예도 많다.
가. 국방 경비대 초대 사령관 원용덕과 그 뒤에 한국군을 이끈 채병덕, 장도영, 박정희,
정일권 등은 모두 일본군 장교 출신이었고, 동족을 상대로 악행을 저지른 일제
경찰의 앞잡이들이 새로 창설한 경찰의 중추부에 들어앉았다.
나. 바이킹이 북해 연안에서 활약하고, 당나라 문화가 완숙하게 되고, 통일신라가 극성
기를 누리고, 일본의 나라 시대에 텐표[天平] 문화가 만개하게 된 것이 모두 8세기
에 일어난 것도 온난기 기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다. 치질 따위는 모두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생긴다.
‘유형/집단 → 개체화’의 순서가 따로 없다. 위 예들은 제약부 명사구가 처음부터 개체
화된 것이다. 이때 개체화하되(개체를 나열하되) X⊕Y⊕Z를 다 나열하지 않아도 된다.
일부를 나열하여 전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환유’라는 의미 작용 덕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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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비례적 양화사가 뜻하는 양적 의미는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체 값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
하는 대상의 전체 값을 확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들’의 의미 기능을

‘-

통해 이 전체 값을 확정하려 했다. 유형/집단으로서의 국어 명사에 붙어서 유
형/집단을 개체들로 해체한 뒤 다시 개체 합으로 집합화하는
모두’가 포함한다. 단, ‘모두’가

‘

들’과 다른 것은,

‘-

들’의 기능을

‘-

들’의 경우 개체 합의 무

‘-

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권한이 없지만, ‘모두’는 유형/집합을 구성하는 전
체 집합을 선택하는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
는 대상의 전체 값은 제약부 명사구를 구성하는 핵어 명사의 부분 집합 중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3.2. 제약부 명사구의 유형
박철우(2010)과 전영철(2015)에서는 무표지 명사에

들’을 덧붙임으로써

‘-

집단의 개별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명사의 유형을 나
누었다.

들’의 개별화 방식을 ‘모두’가 공유하므로,

‘-

들’의 개별화 방식에 따

‘-

른 명사의 유형 구분은 ‘모두’가 제약하는 명사구의 유형을 나누는 데도 적용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박철우(2010)과 전영철(2015)에서 나눈 각 명사들의 특징을 다음에 약술
해 보기로 한다.

16)

첫째로 개체적 일반명사의 경우, 무표지 명사에

이면 집단을 구성하는 개체들이 부각된다. 일례로 ‘짐’에다

들’을 붙

‘-

들’을 접미한 ‘짐

‘-

들’은 집단으로서의 ‘짐’을 구성하는 개체들이 부각된다. 둘째로 ‘위원회’와 같
은 집단명사의 경우다. ‘위원회’는 위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개체들이겠으
나

들’을 ‘위원회’에 덧붙여도 그 구성원들이 부각되지는 않는다. 대신 ‘위원

‘-

16) 두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가 다르기는 하나, 용어 사용은 큰 문제가 아니기에 일단은
박철우(2010)에서 사용한 용어를 따르기로 한다. 참고로 전영철(2015)에서는 박철우
(2010)에서 개체적 일반명사, 집합명사, 집단명사라고 칭한 것에 대하여 각각 보통명사,
의사집합명사, 집합명사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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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들’이라고 하면 위원회가 개체 수준으로 재구조화한다. 셋째로 ‘가족’이 예
가 되는 집합명사의 경우, 앞서 기술한 개체적 일반명사와 집단명사의 특징
을 중의적으로 갖는다. ‘가족’에다

들’을 접미하게 되면 가족을 이루는 아버

‘-

지, 어머니, 아들, 딸 등의 구성원을 부각시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
의 구성원을 부각시키는 대신 ‘가족’이 개체 수준으로 재구조화할 수도 있다.
들’의 개별화 방식에 의해 나뉜 명사의 유형은 ‘모두’가 제약하는 명사구

‘-

의 유형을 나누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각 명사에 대해서는 위에
서 이미 약술하였다. 미리 약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두’가 제약하는 명사구
의 유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15) 가.

나.

다.

와 같을 것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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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는 차례로 개체적 일반명사 집합명사 집단명사를 나타낸 도식

가)

(

이다.

17)

(

)

,

,

제약부 명사구의 유형에 따라 ‘모두’가 집단을 개별화하는 방식은

의 도식과 아래

(15)

의 예를 함께 참고하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18)

(16)

(16) 가. 집 꾸미기도 끝나고 쿠바에서 부친 짐도 모두 찾아와 겨우 정리

가 끝나자 이번에는 내 무릎에 이상이 왔다.
나. 가족을 모두 잃은 프랑크 씨는 옛 집에 돌아왔다가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던 안네의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
다. 월급은커녕 온갖 선후배들을 자료회원으로 모집하여 푼돈을 끌
어 모아 겨우겨우 어렵사리 꾸려나가던 연구소마저 문을 닫았고,
다른 단체도 모두 인원을 감축하여, 갈 곳이 없었다.

가)의 ‘짐’은 개체적 일반명사의 예시다. 이 유형의 ‘짐’이 ‘모두’와 결합

(16

함으로써 ‘짐’을 구성하는 개체들로 개별화하고, 그 이후 개별화한 개체 집합
중 최대 집합

⊕⊕

{e1

e2

을 선택하여

e3}

의 전체 값으로 삼는다.

19)

A

다)의

(16

단체’는 집단명사로서 ‘단체’가 ‘모두’와 결합하면 {단체 , 단체 , 단체 }이 정체

‘

1

가 되는
e2

3

로 개별화되고, 이후에 개별화한 개체 집합 중 최대 집합

{e1, e2, e3}

⊕⊕

{e1

2

을 선택하여

e3}

의 전체 값으로 삼는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보아

A

단체’는 그 구성원으로 개별화될 수 있을 것 같으나 ‘모두’와의 결합 환경에서

‘

는 구성원으로 개별화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은 집합명사에 속하는 단어다. ‘모두’와 결합하면

(16

가족’은 두 가지 종류의 개별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첫째, ‘가족’을 이루는

‘

17) 집합명사는 개체적 일반명사와 집단명사의 성질을 중의적으로 갖는 만큼 (15나)는 도식
이 두 개다. 앞의 것은 개체적 일반명사에 해당하고, 뒤의 것은 집단명사에 해당한다.
18) (15)의 도식에서는 T에 대한 개체가 {e1, e2, e3}의 총 세 개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한다.
(나)와 (다)에서 T의 개체 e2는 {m1, m2, m3}의 구성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19) 상기한 과정을 거쳐 선택된 최대 집합, 즉 A의 전체 값은 향후 A∩B의 상대적 양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참조점(Et)이 된다. 이는 (16나)의 집합명사에서도 그렇고, (16다)
의 집단명사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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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예컨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등)으로 개별화하고, 이후 그 구성원의

⊕ ⊕

최대 집합

{m1

m2

을 선택하여

m3}

의 전체 값으로 삼는다. 이 경우,

A

(17

가)처럼 ‘가족’의 앞에 수 관형사 ‘한’이 와도 ‘모두’와 공기하는 데 부자연스럽
지가 않다.

20)

나)에서는 이 종류의 개별화 양상을 관찰하게 된다.

(16

(17) 가. 교통 사고로 식물 인간이 된 막내아들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다가 세상을 떠나자, 한 가족이 모두 목숨을 끊어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나. 4인 가족이 모두 이런 식이라면 낭비되는 물의 양도 4배로 늘어
난다.

둘째, ‘가족’의 구성원으로 개별화하지 못하고, {가족 , 가족 , 가족 }이 정체
1

가 되는

{e1, e2, e3}

{e1

e3}

3

로 개별화되고, 이후에 개별화한 개체 집합 중 최대 집합

⊕⊕
e2

2

을 선택하여

와 흡사하다.

의 전체 값으로 삼는다. 이 과정은 집단명사의 경우

A

나)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다.

(17

3.3. 단수 개체에 대한 ‘모두’의 제약 양상
지금까지 제약부 명사구의 핵어 명사를 보통명사로 한정해서 ‘모두’의 자료
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지시대상이 언어로 관습화한 고유명사도 ‘모두’의 양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가. 나는 하루 만에 부산을 모두 둘러보았다.

나. 나는 철이를 모두 훑어보았다.

20) 그에 비해 집단명사에 해당하는 단어 앞에 수 관형사 ‘한’이 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가. 여섯 단체가 모두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나. *한 단체가 모두 예산 지원을 신청했다.
(나)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모두’가 집단명사 ‘단체’의 내부 구성원의 수준으로 개별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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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에서 ‘부산’을 ‘그곳’으로, ‘철이’를 ‘그’로 바꾸어도 ‘모두’와 공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이는 ‘모두’와 공기하기 위해 제약부 명사구의 핵어 명사
가 보통명사이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고유명사이어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아
니라는 뜻이다.

(18)

예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 내용은 ‘모두’가 단수 개체와도

공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때 ‘모두’는 단수 개체를 부분(part)으로 해체하
고, 다시

⊕ ⊕ ⊕

{p1

p2

p3

으로 전체 집합화한다.

p4}

(19)

이런 양상은 집합명사가 ‘모두’와 결합했을 때 보이는 의미 해석(곧,

나)

(16

의 용법)과 비슷하다. 다만 둘이 다른 것은, ‘모두’가 집합명사와 공기하였을
때는 내부 구성원이 두드러지지만, ‘모두’가 단수 개체와 공기했을 때는 부분
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21)

유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20) 가. 손가락에 골무를 끼더라도 자갈논에서 모를 꽂다 보면 손톱이

모두 갈라지고 부러져 손끝이 퉁퉁 부어오르는 아이들이 많았다.
나.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콩을 모두 갈 때까지 계속되었다.

집합명사가 ‘모두’와 결합한 경우에는 전체 집합, 즉 참조점이 두 개로 설정
되어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위의 ‘손톱’과 ‘콩’의 예도 마찬가
21) 이때 집합명사의 내부 구성원은 이산성(discreteness)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가산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수 개체를 구성하는 부분 사이에는 이산성이 뚜렷하지 않아서
물질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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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 한 개의 ‘손톱’이, 한 개의 ‘콩’이 단수 개체로서 일종의 집단이 되어 부분
으로 개별화되는 과정이 부각될 수도 있지만, ‘손톱’과 ‘콩’이 개체들의 집합으
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해석되면 이는 개체들로 개별화되는 과정이 부각될 수
있다. 즉, 아래의 참조점이 하나 더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21)

가)의 ‘손톱’은 어느 한 손가락 끝의 ‘손톱’으로 해석되는 것이 불가능한

(20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두 손의 열 손가락 끝의 ‘손톱’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우세해 보인다. 그리고

나)의 ‘콩’은 낱개의 ‘콩’으로 해석되는 것보다 여러

(20

개의 ‘콩들’로 해석되는 경향이 우위에 있다.

의 예로 알 수 있는 사실은,

(20)

화자의 인식상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 예들이 오로지 단수 개체로만 해석되는 이유는 그 예의 공간적 크기가

(22)

내적으로 부분을 취하기에 충분한 규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화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가. 현재 성 안은 모두 논으로 변해버렸고 내성이 있던 자리만이 마

을을 이루고 있다.
나. 그렇게 되면 농토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됩니다!
다. 오직 양지만 느껴왔으니까 세상을 모두 양지로 만들려는 억측!
라. 거리가 모두 악기 시장이었다.

그런데 같은 전칭 양화사라고 하더라도 ‘모든’의 분포는 ‘모두’의 분포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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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면이 있다.
(23) 가. *나는 하루 만에 모든 부산을 둘러보았다.

나. *나는 하루 만에 모든 그곳을 둘러보았다.
다. *나는 모든 철이를 훑어보았다.
라. *나는 모든 그를 훑어보았다.

에서 확인되듯, ‘모든’은 ‘모두’와 달리 단수 개체와 공기할 수 없다. 이

(23)

는 ‘모두’와 ‘모든’의 양화가 다르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서, ‘모두’는 단
수 개체를 부분으로 개별화하고 다시

⊕ ⊕ ⊕

{p1

p2

p3

으로 전체 집합화하지

p4}

만 ‘모든’은 그러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이 포함된 아래의 문장은 중
의적이지 않다.
(24) 가. 모든 손톱이 갈라지다.

나. 모든 콩을 까다.

4. ‘모두’의 사건 양화적 용법
전칭 양화사 ‘다’에는 개체 양화의 용법과 사건 양화의 용법이 있다(엄정호
1996,

최재희

2005,

이성범

2007).22)

그런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같은 전칭 양

화사라도 ‘모두’에는 사건 양화의 용법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최재희
2005,

이성범

2007).

그러나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는 ‘모두’의 사건 양화적 쓰

임을 다수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다’에 비해 ‘모두’가 사건 양화적으로 쓰이
는 데 제약을 받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

22) 엄정호(1996)에서는 논항 양화와 서술어 양화로, 최재희(2005)에서는 개체 양화와 행위
양화로, 이성범(2007)에서는 개체 양화와 사건 양화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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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 철이는 집에 다 왔다.

나. *철이는 집에 모두 왔다.
(26) 철이는 집을 모두 칠했다.

가)의 문장의 상적 의미는 ‘사건의 완결’이다.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

(25

완결’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이 유계성(boundedness)을 갖추어야 한

‘

다.

23)

비록 ‘오다’가 어휘 의미적으로는 완성성이나 완결성을 갖지 못하지만

완료상의 ‘-었-’ 덕택에

가)의 문장이 ‘사건의 완결’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

(25

성을 높였다. 한편 양화사 ‘다’도 이 문장을 ‘사건의 완결’로 해석되도록 기여하
는 바가 매우 크다. ‘오다’의 의미역으로 전제된

와

SOURCE

집에’)을

GOAL(‘

전체 집합(A)으로 삼고, 그 사이에서 ‘오다’의 연속된 동작으로 발생한 이동의

∩

누적을 교집합(A

으로 삼아서, ‘오다’의 연속된 동작이

B)

을 ‘다’가 드러냄으로써

에 닿았음

GOAL

가)의 문장이 ‘사건의 완결’로 해석될 수 있다.

(25

(27)

위와 같은 토대, 즉 ‘오다’가 구축한 의미역 구조상에서는 ‘모두’가 사건의
완결에 기여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집’이 포함되었음에도

에서는 ‘모

(26)

23) 김송희(2017)에서 인용한바 Frawley(1992)에 따르면, ‘유계성’이란 어휘소의 지시적 한
계(referential limit)와 관련된 의미적 특성을 말한다. 김송희(2017)에서는 부사 ‘거의’의
기능을 살피는 과정에 ‘유계성’이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부사 ‘거의’에 후행하는 요소
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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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사건의 완결’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까닭은 ‘집’의 어휘적 의미 때문이
다. 김현주 정연주(2011)은

의 주장을 인용하여, “한정적인 개

Dowty(1991)

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동시에 사건의 진행도 마무리된다.

24)

이런

경우에 ‘다’는 본래 선행하는 개체와 관련되면서 그 개체를 전칭 양화하던 것
이지만, 사건이 모두 진행되었다는 것도 함의함으로써 사건 진행의 정도성을
수식하는 역할도 겸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위에서 ‘모두’와 ‘다’의 교체 가능성을 점검했으므로, 김현주 정연주(2011)
의 주장을 ‘모두’에 대입해 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주장의 내용 중 밑
줄 친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먼저 ‘한정적인 개체’는 유계성을 말한다.
집’은 가산성이 있어서 유계성이 있다. 다음으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

는 것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집’은 부분으로
구성된 단수 개체로 가정하면, ‘집’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
영향이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동시에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은 ‘칠하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그 사건이 ‘집’에 영향
을 미친다는 뜻이다. 아울러 ‘칠하다’ 사건이 누적되면 거기에 비례해서 ‘집’
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되며, 이는 ‘칠하다’ 사건에 영향을 받는 ‘집’의 부분
이 커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모아 ‘한정적인 개체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동시에 사건의 진행
도 마무리된다’를 해석하면, ‘칠하다’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집’의 부분이 ‘집’ 전
체와 일치하면 동시에 ‘칠하다’ 사건이 완결된다는 뜻이다. 이때 ‘칠하다’ 사건
의 영향을 받는 ‘집’의 부분이 ‘집’ 전체와 일치하는 것을 ‘모두’로 표현한 것이
고, 이는 동시에 ‘칠하다’ 사건이 완결됨을 함축한다.

24) 이 밑줄은 필자가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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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는 “세 집을 모두 칠했다.”에 쓰인 ‘모두’의 사건 양화적 용법을 따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집 하나를 모두 칠했다.”에서의 용법과 유사하
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집 하나를 모두 칠했다.”와 차이가 나는 점만 언급하
기로 한다. “세 집을 모두 칠했다.”의 ‘집’은 단수 개체가 아니라 개체들의 합
이다. 그 때문에 여기의 전체 집합은 집의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한 채로 구성된다. 그래서 ‘칠하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집의 부분이 영향
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 한 채가 차례로 영향을 받는다. 이로써 ‘칠하다’
사건의 영향을 받는 ‘집’이 ‘집’을 구성하는 전 개체와 일치하면 동시에 ‘칠하
다’ 사건이 완결된 것이고, 이를 ‘모두’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29)

최재희(2005)에서는 전칭 양화사가 선행 명사구를 양화한다고 할 수 없고,
오직 후행하는 동사가 지시하는 행위를 양화하는 해석을 가진다고 하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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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의 해석에 선행 명사구가 관여할 수 없음을 못박기도 했지만 동시에 “동
사의 행위가 전칭 양화사의 양화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다소 의아스럽기는
하지만’이라고 하여 곤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대로 ‘모
두’의 사건 양화적 용법은 개체 양화적 용법과 마찬가지로 선행 명사구의 전체
집합과 교집합과의 관계에서 투사된 것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칠하다’ 사건의 진행 단계가
기점이나, 혹은 기점과 종점 사이의 어느 곳에 놓인다면 ‘모두’는 더 이상 사건
양화로 해석되지 못하고 다시 개체 양화로 해석된다.
(30) 가. 집을 모두 칠하기 시작했다.

나. 집을 모두 칠하는 중이다.

가)에는 사건의 기점을 부각하는

(30

나)에는 사건의 진행 도중을 부각하는

기 시작하다’가 포함되어 있고,

‘-

(30

는 중이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

모두’가 각 문장을 사건의 완결로 해석되게 하는 것을 봉쇄하게 되니, 다시

‘

집’을 개체들의 합으로 처리하여 이와 결합한 ‘모두’는 개체 양화로 해석될 수

‘

밖에 없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 더 있다.
(31) 가. 풍선이 모두 터졌다.

나. *철이는 풍선 하나를 모두 터뜨렸다.

우리는

을 가지고 논하면서 제약부 명사구의 공간 크기에 따라 제약부

(20)

명사구가 개체들의 합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단수 개체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공간의 크기로 보면 ‘풍선’은 단수 개체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그렇
지만

가)는 단수 개체로 해석되지 않고, 여러 풍선이 동시에 또는 시간 차

(31

이를 두고 터졌음을 뜻한다. 이는 동사 ‘터지다’가 [순간성]의 의미 자질을 갖
기 때문이다. ‘풍선’의 뒤에 ‘하나’를 넣어 ‘풍선’을 단수 개체로 만든 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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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뜨리다’와 공기하게 했을 때

나)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도 ‘터뜨리다’가

(31

순간성]의 의미 자질을 갖기 때문이다.

[

순간성]은 기점과 종점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매우 짧은 성질이다. 따라서

[

이런 성질을 갖는 ‘터뜨리다’는 ‘풍선’의 공간 크기와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기
점과 종점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짧지 않은, 다시 말해서

순간성] 자질을 가

[-

진 동사와 결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완결’의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32) 철이는 풍선 하나를 모두 불었다.

5. 결론
이 글은 ‘모두’가 비례적 양화사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약부 명사구의
구조를 살펴보고, 사건 양화의 쓰임새를 보이는 ‘모두’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었다. 5장에서는 본론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
함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양화사가 지시하는 대상의 양적 크기는 제약부와 작용역 사이의 교집합의
크기인데, 그 크기가 절대적인 수 체계에 의존하는 양수적 양화사와 달리 비례
적 양화사는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양적 크기에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강범모(2014)를 수용하여, “비례적 양화사를
와

A

∩

A

B

모두에 의존하며, 구체적으로

A

속에서

라고 하면,

Q

∩

A

는

Q(A, B)

가 얼마큼을 차지하

B

느냐가 진릿값을 결정한다”고 비례적 양화사의 기능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 의 상대적 크기를 재기 위한 참조점 으로 작용한다 에 대한
상대적 ∩ 크기에 따라 다양한 비례적 양화사가 대응되는데 모두 는 와
∩ 의 크기가 같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비례적 양화사와 구별된다
는

A

A

B

A

A

B

(Et)

B

. A

, ‘

’

A

.

비례적 양화사가 뜻하는 양적 의미는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
체 값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으므로, 그 전체 값을 우선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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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그간 진행된

들’의 연구 성과를 활용

‘-

하기로 했다. 집단으로서의 국어 명사에 붙어서 집단을 개체들로 개별화한 뒤
다시 개체 합으로 집합화하는
들’과 다른 것은,

‘-

들’의 기능을 ‘모두’가 공유한다. 단, ‘모두’가

‘-

들’의 경우 개체 합의 무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권한이

‘-

없지만, ‘모두’는 유형/집합을 구성하는 전체 집합을 선택하는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의 전체 값은 제약부 명사구를
구성하는 부분 집합 중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들’의 연구를 통해 집단 표현은 개체적 일반명사, 집합명사, 집단명사로 구

‘-

분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의 구분은 제약부 명사구의 유형을 나누는 데
도 유용하다. ‘모두’를 통한 개별화 후 집합화의 양상은 제약부 명사구의 유형
에 따라 다르다. 개체적 일반명사의 경우 개체들의 집합이 전체 집합을 이룬
다. 집단명사의 경우 내부 구성원을 존재론적으로 가지지만 개별화 대상은 아
니다. 집합명사의 경우 때로는 집단명사와 같은 특징을 보이지만, 때로는 내부
구성원 수준으로 개별화하여 이를 다시 전체 집합화하기도 한다.
들’과 달리, ‘모든’과 달리 ‘모두’는 고유명사를 포함한 단수 개체를 제약부

‘-

명사구로 취할 수 있다. 단수 개체가 ‘모두’와 결합함으로써 단수 개체를 이루
는 부분으로 개별화하고 이 부분들의 합이 전체 집합을 형성한다. 다만 ‘모두’
의 제약부 명사구가 화자의 인식상 충분한 공간적 크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
다면 더 이상 단수 개체로 해석되지 못한다.
모두’는 개체 양화적 용법뿐만 아니라 사건 양화적 용법도 갖는다. 후자의

‘

용법은 ‘다’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모두’의 경우,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제약
부의 명사구로 지시되는 한정된 개체가 영향을 받는다. 만일 한정적인 개체가
사건의 진행에 따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그 사건은 완결된 것으로 해석
된다. 제약부 명사구가 지시하는 대상이 개체들의 집합이라면, 그 개체들의 전
체 집합이 한정된 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개체들이 순차
적으로 영향을 입으면서 이윽고 전 개체들이 영향을 입으면 그 사건은 완결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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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Meaning Construction of Quantifier ‘modu’

Lee Dong-hyeok(Busan National Univ.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tructure of the restrictor NP, which
is necessary for the ‘modu’ to function as a proportional quantifier,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du’ which shows the use of event quantification. If Q is
a proportional quantifier, Q(A, B) depends on both A and A∩B, and more
specifically, how much A∩B occupies in A determines the value. A acts as a
reference point (Et) to determine the relative size of A∩B. In the case of ‘modu’,
the size of A and A∩B is the same. ‘modu’ individualizes the group into individuals
and then aggregates them into an individual sum. ‘modu’ selects the largest set
among the set of individuals to be the reference point. The individualization pattern
of 'all'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restrictor NP. Depending on the type
of NP, a group can be individualized into individuals or individualized into internal
members of an entity. The restrictor NP of ‘modu’ can be a singular entity. A
singular entity is individualized into parts, and the sum of these parts forms a
complete set. ‘modu’ has the use of event quantification. In this case, as the event
progresses, the limited entity is affected. If a definite entity is totally affected by
the progress of the event, the event is interpreted as complete.
* Key words : modu, quantifier, proportional quantifier, restrictor, event
quan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