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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실제 담화에서 평서문은 사물이나 사실을 단순히 진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 방에게 요구를 하거나 함축 인 뜻을 달하는 경우도 많다. 특정 상황에서 

평서문이 기본 인 진술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명령, 부탁, 거 , 질책, 질문, 

청유 등 다른 담화 기능을 수행하면서 화자의 어떤 의도나 태도를 드러낼 수 있

는 것도 간  화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평서문 간  화

행을 다양한 맥락에서 발화 의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화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문에 비해 평서문의 간  화행에 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

을 향상시키기 해 그들의 평서문 간  화행의 이해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 

그 문제 을 지 하면서 효과 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Ⅱ장에서는 평서문의 간  화행에 한 이론 인 배경을 검토

하 다. 먼  화행 이론과 간  화행의 개념, 범 , 원리, 그리고 담화 기능

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평서문의 실  방법  기능을 논하 다. 이를 바

탕으로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과 실  양상을 살펴보았다. 주로 드

라마 본을 활용하여 평서문의 담화 기능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에 따라 

평서문 간  화행은 실제 담화 에서 지시, 거 , 질책 기능을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지시, 거 , 질책 기능을 심

으로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검토하 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에서의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을 고찰하 다. 주로 평서문 간  화행 교육

의 필요성과 한국어 교재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제시 황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학습자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 다. 주로 설

문 조사를 통해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이

해  사용 황을 조사  분석하 다. 이를 해 한국인 모어 화자 109명, 

국인 한국어 학습자 229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발화를 비교·분석하 으며 

수용성 단 테스트(Acceptability Judgment Test, AJT), 담화 완성 테스트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 역할극(role play), 회상(retrospection), 

사후 인터뷰(Follow-up Interview) 등의 실험 도구를 사용하 다. 그리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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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자료는 SPSS/WIN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평서문 종결 어미에 한 인식 부족, 언

어  지식의 부재, 상황 맥락의 소홀, 간 성과 공손성의 인식 부족, 략 

의식의 결여, 그리고 문화 차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학습자의 실

 양상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1) 평서문 간  화행의 사

용상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국인 학습자가 매우 부족한 실태이다. 

2)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국인 학습자는 담화 변인을 많이 고려하지 

않고 발화한다. 3) 평서문 간  화행의 어미 사용에 있어서 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다양한 구어체 어미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4) 

평서문 간  화행의 문형 사용에 있어서 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

보다 공손 표 을 많이 활용하지 못한다. 한 학습자 구어 사용상의 문제

를 살펴보면 통사  완화장치, 존 법, 사회  거리, 그리고 간 성의 정도

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시 언어 지식의 

부재, 학습 환경의 한계 , 모국어의 간섭, 담화 변인의 소홀, 공손과 략 

의식 부족, 문화 차이의 향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 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 Ⅱ장에서 고찰한 이론  배

경을 결합하면서 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알맞은 평서문 간  화행의 교

육 방안을 마련하 다. 우선,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 사용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 형태·통사  특징, 담화 기능, 사용 맥락, 략 기능 네 가지 

차원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구체 인 교육 목표를 세웠다. 그리하여 학습

자들이 평서문 간  화행을 제 로 이해하고 악하여, 실제 담화 에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달성하도록 하 다. 다음은 조

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일상생활과 한국어 교육 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30

가지의 평서형 종결어미들, 그리고 26가지의 평서문 문형들을 교육 내용으

로 삼았다. 교육 방법으로는 드라마를 활용한 담화 기능을 부각시키기, 역할

극을 활용한 담화 맥락을 강화시키기, 찰·발견·탐구 교수법 활용하기 등의 

방법을 취하 다. 그리고 담화 맥락을 조명하기 해 동 상을 기반으로 한 

I-I-I 수업 모형을 구축하 다. 마지막으로 I-I-I 수업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

기 해 P-P-P 모형과 조하여 검증 실험을 하 다. 검증 결과, I-I-I 수

업 모형은 목표 문법 담화 기능의 강화, 담화 맥락의 부각, 그리고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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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 유발에 있어서 P-P-P 모형보다 효과 이지만 목표 문법의 강조, 수업 

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P-P-P 모형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  한계

을 제시하 다. 이상의 논의는 담화 차원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기능을 

살펴보고, 폭넓은 조사를 통해 국인 학습자의 학습상의 특징  문제 을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장에서 알맞은 교수법을 활용한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지만 실제 구어 자료의 수집과 분석에 부

족한 이 있어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어: 평서문, 간  화행, 지시 기능, 거  기능, 질책 기능, 실  양상,    

        I-I-I 수업 모형, P-P-P 모형. 

학번: 201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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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본 연구는 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한 평서문 간  화행의 교육 방안을 모

색하고 학습자의 한국어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이를 

해 한국어 모어 화자, 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을 선정하여 설문과 실험 조사

를 통해 두 집단의 발화 양상을 비교·분석하면서 학습상의 특징을 악하고 문

제 을 지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하고 효율 인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해 으로, 학습자들이 평서문 간  화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평서문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체법 에 하나이다.『표 국어

사 』(1999)에 따르면, 평서문은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객 으로 진술

하는 문장이다. 그리고『학교문법』(2002)에서도 평서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담화 에서 평서문은 사물이나 사실을 

단순히 진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 방에게 요구를 하거나 함축 인 뜻을 

달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 문을 보자. 

       (1) 아이: 엄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2) A: 친구야, 과제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B : 과제는 혼자 해야지. 

        (3) 아버지: 다리 떨면 복 나간다. 

        (4) 사장님: 아, 무 시끄럽다. 

        (5) 친구: 계속 이야기를 하느라 지  몇 시인지도 몰랐어.

        (6) 동생: 방이 커서 우리 같이 청소하면 좋을 텐데.

       

 의 문은 표면 으로는 어떤 사실을 진술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특

정 상황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달하고 있다. (1)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아

이가 문형 ‘-고 싶어(요)’를 사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진술한 것 같지만, 실제

로는 어머니께 아이스크림을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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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B가 문형 ‘-아/어/여야지(요)’를 사용하여 표면상에는 의무를 진술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A의 부탁을 거 하고 있다. (3)의 경우는 식사 때 아들

이 다리를 떨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의 발화이다. 표면상으로는 어떤 속담

을 진술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리를 떠는 행 를 질책하고 있다. 그리고 (4)의 

경우 사장님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떠드는 장면을 보고 나서 발

화한 것인데, 실제로 사장님은 사무실의 시끄러운 장면을 단순히 진술한 것

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조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5)는 화자

가 청자와 련된 불확실한 사실을 언 함으로써 청자로 하여  시간을 알

려 줘야겠다는 추론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로써 ‘지  몇 시입니까?’라는 질

문을 간 으로 표 한다. (6)은 표면 으로 자신의 생각만 진술하지만 사

실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과 함께 청소하자는 뜻을 달하고 있다. 

  의 문에서 제시했듯이 특정 상황에서 평서문은 기본 인 진술 기능에

만 국한되지 않고 명령, 부탁, 거 , 질책, 질문, 청유 등 다양한 화행이나 

담화 기능을 수행하면서 화자의 어떤 의도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이런 를 간  화행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화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특정 맥락에서의 발화 의도에 따라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다. 왜

냐하면 이런 발화들을 제 로 이해하려면 어휘와 문법 등과 같은 언어  지

식뿐만 아니라 문화 , 사회 , 화용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주어

진 맥락에 알맞은 발화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화용  능력1)을 갖추어야 원활

한 의사소통을 제 로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일환으로 평서문의 간  화행에 주

목한다. 

  국과 한국은 같은 유교(儒敎) 문화권에 속하므로 문화상의 유사한 이 

많다. 그 지만 역사의 변천이나 경제 발  등의 원인으로 문화상의 차이

도 많다. 그러므로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의 문

화에 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

1)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이란 사회 언어  능력(socialinguistic competence)으로서 

언어와 담화의 사회 문화  규칙에 한 지식이다. 이 능력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  상

황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 때 사회  상황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맡은 역할, 

이들이 공유하는 정보,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기능을 의미한다(김미선, 2011: 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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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히 특정 언어가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도 학습자의 화용  능력

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요한 원인이다. 다음 문을 보자. 

    (7) ＊사무실 에어컨이 꺼져 있고, 에어컨 리모컨은 국인 학습자의 책상 에 

         놓은 상황

        동료: (리모컨을 보며) 아이구, 사무실은 정말 덥네요. 

        국인 학습자: 많이 입어서 그런 거 아니세요?

    (8)  ＊사무실에서 상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상황

        상사: 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난 아메리카노.

        국인 학습자: 네, 도 아메리카노를 마실래요.

    (9)  *선배의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문을 닫지 않은 상황

         선배: 꼬리가 길어.

         국인 학습자: 는 꼬리가 없어요.

  의 문들은 본 연구의 조사 에서 발췌한 것이다. (7)의 경우, 한국인 

화자가 “사무실은 정말 덥네요.”의 평서문을 사용하여 상 방에게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지시하는 상황이다. 그 지만 국인 학습자는 한국인 화자가 

단순히 사무실이 더운 것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해할 뿐 에어컨을 틀어야 한

다는 것은 의식하지 못했다. (8)의 경우는, 과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커피 심

부름을 시킨 경우이고 직 으로 명령하기보다는 “난 아메리카노.”라고 평

서문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 한 것이다. 즉, “나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

으니 사 와.”라는 뜻을 달한다. 한국 사회에서 신입직원은 상사와 선배들

에게 커피 심부름을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화가 한국의 회사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 지만 한국에 비해 국은 이러한 문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국인 학습자는 발화의 진정한 의도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

문에 “네, 도 아메리카노를 마실래요.”라고 답하 다. (9)는 선배가 평서

문의 용구인 “꼬리가 길어.”를 사용하여 암시를 통해 상 방의 문은 닫지 

않은 행 를 질책하는 것이다. 그 지만 국인 학습자는 용구의 뜻을 잘 

모르거나 문맥에 소홀하기 때문에 발화의 의도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해서 

“ 는 꼬리가 없어요.”라고 답하 다.  

  의 문 (7), (8), (9)에서 제시했듯이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언어가 



- 4 -

내포하고 있는 문화나 담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경

우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 장에서는 언어 규칙의 지식을 가르치는 동시에 

실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 즉 언어의 기능  측면에도 을 두어야 한

다. 하임즈(Hymes, 1972)가 지 했듯이 언어 사용자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를 제 로 구사하기 해서는 언어학 으로 정확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이민정, 

2010: 1에서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국인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이해를 강화시키고 실제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화용 능

력 제고의 일환으로 필요한 일이다. 

  사실 최근 십여 년 동안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여러 가지 화행 교육에 한 연구는 비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화행 교육과 련된 

논문은 약 259편이고 내용은 부분 비교문화  화용론의 에서 각 언어

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개별 화행 실  양상을 밝히는 데 집 되어 있다2). 

그리고 문장 종결형과 간  화행의 계는 주로 의문문 간  화행에 한 

연구가 비교  많고 평서문의 간  화행에 한 연구는 아주 미미한 상태이

다3). 일상생활에서 평서문의 사용 빈도는 의문문에 비해 높지 않지만 일정

한 비율을 차지하여 특정 맥락에서 간 성과 공손성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

다. 다음 문 (10), (11)을 보자. 

  

      (10)  ( 화로)

           ㄱ. 이쪽으로 오세요.

           ㄴ. 이쪽으로 와 주세요.

           ㄷ. 이쪽으로 와 주시겠어요?

           ㄹ. 이쪽으로 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ㅁ. 이쪽으로 와 주셨으면 하는데요./감사하겠습니다.

           ㅂ.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2) 개별 화행에 한 연구는 지시·거 ·불평·사과· 지·소개·감사·설득·승낙· 로·인사·주장·충고· 

칭찬·후회·희망 등이 있고, 각 언어권별 연구로는 어· 국어·일본어 등 특정 언어권에 집

된 양상을 보인다(강 화, 2012: 237).

3) 2015년까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통계에 따르면 의문문 간  화행에 한 연구가 약 20

편이고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연구가 모두 의문문, 청유문 등 다른 문장 유형의 간  화행

을 함께 다루는 경우(6편)이고 평서문 간  화행만 논술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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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이쪽으로 와 주실 수 있으신지요?/가능하신지요?

           ㅇ. 이쪽으로 와 주실 수 있을지 궁 합니다. 

           ㅈ. 이쪽으로 와 주실 수 없을까 싶어서요.

      (11) ㄱ. 이 , 돈 좀 빌려줘.

           ㄴ. 이 , 친구, 돈 좀 빌려  수 있니?

           ㄷ.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돈 좀 빌려  수 있니?

           ㄹ. 돈이 다 떨어졌는데, 오늘 은행 간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10)은 이해 (1996)에서 인용한 것인데, 채 주(2010: 17)는 (10ㄱ)에서 

(10ㅈ)으로 갈수록 간 이고 공손한 표 이라고 하 다. 그 지만 공손 정

도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10ㄱ)와 (10ㄴ)는 직 인 표

이고 공손성이 아주 약하다. 다음, (10ㄷ)는 일반 인 의문문이고 직 으

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10ㄹ)와 (10ㅁ)는 ‘-(으)면 좋겠는데요’, ‘-

았/었/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 희망 문형과 감사 문형을 내포한 평서문을 

사용하여 의도를 간 으로 드러내고 청자에게 간 으로 요청한다. 이런 

발화 방식은 (10ㄷ)의 질문보다 공손하다. 한 (10ㅂ)와 (10ㅅ)는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이고 상 방의 명확한 답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10

ㅇ)와 (10ㅈ)는 추측 문형 ‘-ㄹ/을지 궁 합니다’, ‘-ㄹ까 싶어서요’를 사용하

여 질문 형식을 피하고 평서문으로 화자가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 

달하고 있다. 그 에서 평서문 간  화행 (10ㄹ), (10ㅁ), (10ㅇ), (10ㅈ)는 

간 성이 모두 강하고 공손성도 일정하게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1)은 허상희(2010: 41-42)에서 인용한 것인데, (11ㄱ)에서 

(11ㄹ)로 갈수록 더 간 이고 공손하다. 그 에서 (11ㄹ)의 경우 평서문

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의 의도를 완

곡하게 표 한다. 이로써 청자의 체면을 더욱 보호할 수 있어 의문문보다 

공손성이 더욱 강하다. 그 지만 (11ㄹ)의 경우 명확성이 아주 떨어져 머릿

속에서 추론 과정을 거쳐야 화자의 진정한 의도를 악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담화 맥락을 고려한 정확한 추론이 필요하다. 이런 에서 한국어 학습

자들은 평서문 간  화행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문과 같이 평서문은 간  화행을 실 하는 요한 언어  장치로 

성이나 공손성을 비롯한 화용 능력의 향상과 매우 한 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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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정 상황에서 평서문은 의문문보다 간 성과 공손성이 더욱 강하므로 

특정 맥락에서 이해하고 사용하기 더욱 어렵다. 그 지만 한국어 교육 분야

에서 의문문의 연구에 비해 평서문의 간  화행에 련된 연구가 매우 부족

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평서문은 문장 차원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그 의

미 기능을 체계 이고 심층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담화 에서 평서문의 간  화행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즉, 앞에서 문 (1)-(6)에서 제시했듯이, 평서문은 진술 화행뿐만 아니

라 명령 화행, 청유 화행, 질문 화행 등을 실 할 수 있고, 요청, 제안, 부탁 

등의 지시 기능, 거  기능 그리고 질책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서문의 담화 기능을 고찰하기 해 실제 담화 장면을 담고 있

는 6개의 한국 드라마4)의 본을 선정하여 그  평서문 간  화행을 추출

한 뒤, 그 의미와 기능을 통계 으로 분석하 다. 통계된 결과는 다음의 

<표Ⅰ-1>과 같다. 

 

    <표Ⅰ-1> 드라마에서 나타난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별 통계 

드라마 제목  지시 기능  거  기능 질책 기능 기타 기능

달자의   20.53%   36.14%   35.43%   7.90%

내 이름은 김삼순   37.12%   30.45%   27.18%   5.25%

학교 2013   31.56%   30.65%   33.66%   4.13%

시크릿 가든   18.92%   42.18%   34.36%   4.54%

신사의 품격   31.03%   39.20%   26.18%   3.59%

별에서 온 그   30.15%   22.10%   38.94%   8.81%

 평균 비율   28.22%   33.45%   32.63%   5.70%

 

  <표Ⅰ-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드라마에서 나타난 평서문 간  화행

의 발화 수는 일치하지 않고 담화 기능별의 분포도 불균형하게 나타났다. 

그 지만 지시 기능, 거  기능, 질책 기능의 비율은 각 28.22%, 33.45%, 

32.63%이고 아주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 담화 에서 평

4)「내 이름은 김삼순」(1-16회, MBC, 2005), 「달자의 」(1-22회, KBS2, 2007), 「시크릿 가

든」(1-20회, SBS, 2010), 「신사의 품격」(1-20회, SBS, 2012), 「학교 2013」(1-16회, KBS2, 

2013), 「별에서 온 그 」(1-21회, SBS, 2014) 등의 드라마 본이다. 이상의 드라마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담화 장면이나 내용을 잘 반 하고 있다. 둘째, 등장인물의 인

간 계는 그 게 복잡하지 않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 표 어가 사용되고 

발화속도도 지나치게 빠르지 않아서 한국어 ·고  수 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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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간  화행은 주로 지시, 거 , 질책의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도 과

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서문 간  화행의 지시, 거 , 질책 기능을 

심으로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지시 화행, 거  화행, 질책 화행은 아주 빈번하게 발

생한 담화 행 이다. 지시 화행(Directives Speech Act)은 청자에게 특정한 

행 를 하도록 하는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는 화행이고 하  범주로 명령, 

요청, 요구, 부탁, 권고, 권유, 제안, 제의, 충고, 경고, 지 등을 포함한다5).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특정한 행 를 하도록 하

는 발화를 할 기회가 많다. 그 지만 상 방의 사회  지 , 연령, 친소 

계, 담화 장면 등의 사회 변인에 따라 한 책략을 사용하여 지시 행 를 

실행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상 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원만한 인간

계를 유지할 수 없다. 평서문 간  화행은 상황 설명을 주로 이루어져 이

를 통해 지시하면 발화의 공손성이 더욱 강해진다. 

  거  화행(Refusal Speech ACT)은 상 편의 요구, 제안, 선물, 부탁 따

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행 로 청자의 체면을 손상할 험이 큰 화행

이다. 그러므로 한국인 화자는 직 으로 거 하기보다 간 으로 거  

의도를 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 지만 국인 학습자들은 언어 지식, 

사회, 문화, 사고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거  표 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국인 학습자를 한 거  화행의 

교수 방법 등에 련된 연구는 비교  많다6). 이런 연구들은 주로 한·  거

 표 의 조나 거  책략 등의 내용을 많이 제시하 는데 평서문의 거  

기능에 을 둔 연구는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사실 거  화행 에서 평

서문 간  화행은 일정한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자가 <표Ⅰ-1>에서 

선정된 드라마 에서 거  상황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비율을 조사해 본 

결과 33.45%에 달하 다. 평서문을 통해 이유나 상황 제시하기, 주장하기, 

안 제시하기, 과거  미래 수락하기, 조건 수락하기, 화제 환하기 등의 

여러 가지 거  책략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발화 상황에서 차지

하는 비율과 연구 부족의 실태를 감안하여 거  화행 에서 평서문 간  

5) 지시 화행의 정의와 분류는 강 화(2007), 김미선(2011)의 기 을 참조했다. 

6) 국인 학습자를 한 거  화행에 련된 연구는 김유향(2008), 리정화(2008), 이명희(2010), 학

사경(2012), 디팡(2012), 오진환(2013), 손소함(2014), 공서만(2014), 조묘익(2014), 송지나(2015), 

강효정(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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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행에 한 연구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질책 화행(Criticism Speech Act)은 상 방의 실수나 잘못을 지 하는 행

로 상 방의 체면 손상 정도가 가장 큰 화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책 화행에 한 연구는 거  화행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7). 한 

질책 화행 에서 평서문을 통해 암시하기, 이유나 상황 제시하기, 이치나 

원칙 설명하기, 반어법 사용하기, 인용하기, 농담하기 등의 책략도 실행할 

수 있어 이러한 질책 화행은 범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상 연구의 필요성을 통해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연구의 목표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간  화행을 나타내는 평서문의 형태 ·통사 ·의미 ·화용  특성

을 체 으로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의 에서 평서문 간  화행에 련

된 연구사, 이론 배경, 교육 내용 등을 체계 으로 정리한다. 

  둘째, 한국어 모어 화자, 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을 선정하여 설문 조

사를 통해 두 집단의 발화 양상을 비교·분석하면서 학습자의 이해  사용

상의 특징을 악한다. 한 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수집하여 구어상의 문제

을 분석한다. 

  셋째,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 실  양상을 바탕으로 평서문 간  화

행 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 내용을 구안하고,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효율

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구사 

 

  2.1. 평서문 련 연구 

  

 한국어 문장 유형의 분류 기 과 이들을 표 하는 문법 범주의 성격에 

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주로 한국어 종결 어미에 따라 문장 유형을 구분

하 는데, 먼  고 근(1976)에서는 한국어의 문체법의 형태로 설명법, 의문

7) 질책 화행에 련된 연구는 정윤정(2010)이 있다. 그리고 질책 화행과 비슷한 불평 화행

(complaint speech)에 련된 연구는 상 으로 많지만 국인 학습자를 심으로 살펴본 연

구는 곽미라(2010), 진양(2010), 박재 (2012), 유양·양명희(2014), 상일화(2015), 증일첩(2016)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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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감탄법, 명령법, 허락법, 공통법, 약속법, 경계법 등을 논하 다. 이와 비

슷하게 김 희(1987)에서는 한국어의 문체법을 평서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

법, 청유법, 약속법, 허락법으로 분류하 다.    

 이상의 분류 기 을 체계 으로 정리한 권재일(1992)에서는 문장 종결법을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지 여부와 행동의 수행을 요구하는지 여

부에 따라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네 가지로 분류하 다. 서술법은 

요구가 없는 경우이고 하  부류는 평서법, 감탄법, 약속법이 있다.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은 모두 요구가 있는 경우이고 그 에서 의문법은 행동 수

행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명령법은 청자에게만 행동 수행을 요구

하고, 청유법은 청자와 화자가 함께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지만 서정수(1996: 342-4)에서는, 약속법은 다른 문장 종결법과는 구분

되는 색다른 특징을 지니므로 약속법을 독립된 문장 종결법으로 내세웠다. 

 최 배(1997)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주고받는 계에 근거하여 문장의 마침

법은 베풂꼴(서술형), 물음꼴(의문형), 시킴꼴(명령형), 꾀임꼴(청유형)로 나

눠 보았다. 그리고 허웅(1995)에서도 문장 마침법은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함께법 등 네 가지로 분류하 다. 

 그 후에 이익섭·채완(1999), 이익섭(2004), 이주행(2011), 민 식(1999)은 종

결 어미로 실 되는 서법은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의 네 가지로 분

류하 는데 이에 따라 문장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네 가

지가 있다. 그 에서 평서법과 평서문에 련된 논술은 다음과 같다. 

 민 식(1999)에서는 문장의 유형은 진술 목 에 따라 서술문(알림문), 의문

문(물음문), 명령문(시킴문), 권유문(추김문)의 네 가지로 나 었다. 한 상

 높임법의 등 에 따라 평서문 어미는 하십시오체(아주높임) ‘-습니다/ㅂ

니다’, 하오체( 사높임) ‘-오’, 하게체( 사낮춤) ‘-네’, 해라체(아주낮춤) ‘-ㄴ

/는다’, 해요체(두루높임) ‘-아/어요’, 해체(두루낮춤) ‘-아/어’로 분류하여 기

술하 다. 

  이익섭·채완(1999)에서 평서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는 문어체의 표 인 

어미인 ‘-다’를 비롯하여, 구어체를 형성하는 ‘-구나, -군(요), -네(요), -데

(요), -오, -어(요), -지(요), -습니다’ 등이 있다고 논술하 다. 한 상  높

임법의 등 에 따라 평서법 어미의 분류는 다음 <표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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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Ⅰ-2> 이익섭·채완(1999)의 평서법 종결 어미 분류 방법 

 해라체 -다, -마, -구나

 반말체 -게, -세, -ㄹ세, -네

 하게체 -네

 하오체 -오, -소, -구려

 합쇼체 -습니다, -십시오 

  이익섭(2004)에서는 평서문에 쓰이는 어미들은 경어법의 등 을 나타내 

주는 외에도 평서문을 만드는 일만을 하지 않는다. 만일 그 기능이 유일한 

기능이라면 평서문 어미는 상 경어법의 등 별로 하나만 있으면 될 것이

다. 그런데 그 지 않다. 그 각각의 어미들이 어떤 고유한 의미를 나타내기 

해 여러 어미들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서문 어미  가장 

립 인, 어떤 특별한 냄새가 가장 은 어미가 ‘-다/-는다-/-ㄴ다’다. 그 이

외에 어미 ‘-구나/-는구나’, ‘-군/-는군’, ‘-네’, ‘-으마/-마’, ‘-을걸/-ㄹ걸’, ‘-

을게/-ㄹ게’, ‘-을래/-ㄹ래’, ‘-을라/-ㄹ라’, ‘-는단다/-ㄴ단다/-단다/-란다’도 

평서문 어미에 포함시키고 그들의 용법과 기능을 논술하 다. 그리고 경어

법의 등 에 따라 평서법 어미들은 다음 <표Ⅰ-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Ⅰ-3> 이익섭(2004)의 평서법 종결 어미 분류 방법

 합쇼체 -습니다/-ㅂ니다, 

 하오체 -소/-오

 하게체 -네

 반말체 -아/-어/-야 , -지, -군, -네, -을걸/-ㄹ걸

 해라체 -다/-는다/-ㄴ다, -구나/-는구나, 

  이주행(2011)에서는 평서문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사실, 상, 사건 

등에 해서 서술함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정의하 다. 이것은 평서법 종

결 어미인 ‘-(ㄴ/는)다’, ‘-지’, ‘-네’, ‘-오’, ‘-어/아’, ‘-ㅁ세’, ‘-(는)구나’ 등으

로 끝난 문장이다. 그리고 화계별로 평서법 종결 어미들을 다음 <표Ⅰ-4>

와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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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체 

  하십시오체      -습니다

    하오체      -오, -소 

    하게체    -게, -네, -ㅁ세, -세

    해라체     -다, -는다 

비격식체
    해요체     -아요, -ㄹ게요 

   해체(반말)    -아, -지, -야, -ㄹ게

       <표Ⅰ-4> 이주행(2011)의 화계별 평서법 종결 어미 분류

 하십시오체 
-습니다/ㅂ니다, -올시다, -사오이다, -사옵나이다, -사옵

니다/옵니다, -(ㄴ/는)답니다, -나이다, -올시다, -나이다.

 하세요체 -세요

 해요체 -아요/어요, -지요

 하오체 -소/오, -(으)ㅂ디다, -(는)구려(감탄)

 하게체 -네, -ㄹ세, -(으)ㅁ세, -(ㄴ/는)다네

 해체 
-다니까, - , -(으)ㄹ걸(추측), -(으)ㄹ래, -아/어/야, -지, 

-(는)구먼, -(는)군, -네, -(으)ㄹ걸(후회), -(으)ㄹ게(약속)

 해라체 
-(ㄴ/는)다, -(ㄴ/는)단다/란다, -(으)ㄹ라, -(는)구나(감탄),

-(으)마(약속)

  그 지만 임지룡 외(2005), 이 택(2006), 이규호(2010), 남기심·고 근

(2014), 구본  외(2016)에서는 문장 유형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가지로 나눠 보았다. 그들은 감탄문은 평서문에서 제외시키

고 독립된 문장 유형으로 보았다. 

 임지룡 외(2005)에서 평서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진술하는 문장이라고 지 하 다. 평서문의 표 인 종결 어미로는 ‘-다’를 

들고, 다른 어미 ‘-마’ 등도 제시하 다. 그리고 상  높임법의 등 에 따라 

평서문 종결 어미들은 다음 <표Ⅰ-5>와 같이 제시하 다. 

      <표Ⅰ-5> 임지룡 외(2005)의 평서문 종결 어미의 분류 방법

  

  이 택(2006)에서는 말하는 이가 문장 내용을 평범하게 진술하는 것은 평

서문이라고 지 하 다. 그리고 평서문 어미는 상  높임법의 화계를 격식

체와 비격식체로 양분한 뒤에 격식체의 화계를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로 사분하고, 비격식체의 화계를 ‘해체’와 ‘해요체’로 양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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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Ⅰ- 6> 이 택(2006)의 평서문 종결 어미 분류 방법

  격식체 

    해라체       -다, -라

    하게체       -네

    하오체       -오

  하십시오체     -ㅂ니다/-습니다

  비격식체
    해체       -아/-어

    해요체       -아/-어요

  이규호(2010)에서는 자질에 따라서 문장을 분류하면 문장 유형들 간의 상

계를 이해하기가 쉽다고 밝히며 아래의 <그림Ⅰ-1>과 같이 자질에 따라 

문장의 유형을 분류하 다. 

                     

                <그림Ⅰ-1> 자질에 따른 문장 유형 분류 

  <그림Ⅰ-1>에서는 다섯 가지의 자질을 제시하 다. 첫째, [±청자] 자질이

다. 청자를 제하느냐 제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주로 혼잣말을 하는 것은 감탄문이다. 둘째, [±요구] 자질이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답이나 행 를 요구하느냐 그 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듣는 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진술하

는 것은 평서문이다. 셋째, [±행동] 자질이다.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느냐 그 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듣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요구하는 것은 의문문이다. 넷째, [±공동] 자

질이다. 이것은 서술 행 를 공동으로 하느냐 그 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듣는 이에게 어떤 서술 행 를 일방 으로 시키는 것이라면 명령문이고, 말

하는 이가 함께하자고 요청하는 것이라면 청유문이다. 

  그 에서 평서문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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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평서문에 사용되는 종결 어미는 여러 가

지가 있다. ‘-다’, ‘-마’, ‘-게’, ‘-을/ㄹ걸’, ‘-을/ㄹ래’, ‘-라’ 등 어미들을 기능

별로 제시하 다. 한 상  높임법의 등 에 따라 평서문 어미는 하십시오

체 ‘-습니다/ㅂ니다’, 하오체 ‘-오’, 하게체 ‘-네’, 해라체 ‘-ㄴ/는다’, 해요체 ‘-

아/어요’, 해체 ‘-아/어’로 분류하여 논술하 다. 

  남기심·고 근(2014)은 평서문이 한 문장을 평범하게 진술하는 문장유형이

라고 하 다. 진술도 청자에 한 화자의 일방  진술과 청자의 질문에 

한 화자의 응답 진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평서문 형성의 표 인 것

은 해라체의 평서문 어미 ‘-다’이다. 어미 ‘-다’는 선어말어미 ‘-더-, -리-, -

니-’ 뒤에서는 ‘-라’로 교체되기도 한다. 그리고 평서문은 일정한 상 높임의 

등분도 가지고 있다. 주로 ‘한다, 하네, 하오, 합니다, 해, 해요’의 등 이 있

다. 

  구본  외(2016)에서 평서문은 일반 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

하는 바 없이 어떤 정보를 달하고자 하는 문장으로서 ‘서술문’이라고도 한

다. 평서문은 평서형 종결 어미 혹은 문말 억양에 의해 실 된다. 평서문을 

실 한 종결 어미는 상  높임법에 따라 하십시오체 ‘-ㅂ/습니다’, 해요체 ‘-

아/어요’, 하오체 ‘-소/오’, 하게체 ‘-네’, 해체/반말체 ‘-아/어’, 해라체 ‘-다’등

이 있다. 

  이상과 같이 분류 기 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탄문도 상 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을 반 하여 평서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 다. 

즉, 한국어의 문장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이 게 네 가

지로 분류하 다. 

  2.2. 간  화행 련 연구

 

   2.2.1.  간  화행의 개념과 범 의 설정 련 연구  

  

  간  화행은 오스틴(Austin, 1962)의 화행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고 그의 

제자인 썰(Searle, 1975)은 간  화행이 어떤 발화 수반 행 가 다른 발화 

수반 행 를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에서 보다 

일  화행 이론을 도입하고 간  화행을 논의한 것은 이홍배(1970)부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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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홍배(1970)에서는 한국어에서 이행문(performative sentence)8)

은 서술, 명령, 의문, 제안 네 가지 종류로 규정하 다. 그 지만 이희자

(1984)는 언표내  힘과 련된 사항과 혼동을 일으킨 단 을 지 하 다.  

  그 후에 장석진(1975)은 간  화행 에서 화술 방법을 논술하 으며 성

수(1982), 이정민(1984) 등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발화 단 가 화행

의 기  개념이고 그것으로 간  화행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 다. 그리고 

김창익(1984)에서는 그라이스(Grice, 1975)의 화 력 원칙과 리치(Leech, 

1983)의 화 격률(tact maxim)을 사용하여 간  요청 화행을 설명하 다. 

그와 비슷하게 이은재(1993)도 그라이스(Grice, 1975)의 력 원리와 리치

(Leech, 1983)의 암시 책략을 사용하여 간  화행을 논술하 다. 그는 보충·

설명을 하기 해 모건(Morgan, 1978)의 ‘사용의 례성’이라는 개념도 도입

하 다. 

  직  화행과 간  화행의 구분은 김기찬(1987)과 김태자(1989, 1994)에서 

찾을 수 있다. 김기찬(1987)의 연구는 가즈다(Gazdar, 1981)의 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그라이스(Grice, 1975)의 화 격률에 유추한 련성, 질, 양, 

태도, 공손, 도덕성의 격률에 따라 직  화행을 최소치의 맥락 요인을 지니

는 문자  의미의 추상  실체로 설명하 다. 반면에, 간  화행은 최 치의 

맥락 요인을 지닌 것으로 직  화행이 수행되면서 간 으로 수행되는 화

행이며 표층 형태와 수행되는 비표  화행과의 불일치성을 간  화행의 결

정 요인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직  화행과 간  화행은 맥락 의존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직  화행은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 간  화행은 

맥락에 의존한다는 을 지 하 다. 

  김태자(1989)에서도 직  화행, 간  화행(비직  화행), 그리고 함축을 구

분하 다. 간  화행은 좁은 의미의 간  화행(ISA), 화  함축으로서의 

간  화행(CISA), 그리고 은유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한 ISA로서의 간

 화행과 화  함축의 차이를 보면 명제  내용, 례성, 단회로의 의미 

추리, 문자 으로 읽히는  등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 그 특징  기 을 

마련할 수가 있다. 명제  내용에서 보면 그 발화 의미가 명제  내용을 토

8)  ‘performative sentence’라는 용어는 이홍배(1970)에서는 ‘이행문’이라고 번역하 으나 다른 학

자들은 수행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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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거나 내포하는 계일 때는 간  화행이 되고, 명제  내용에 의존

하지 않는 달 의미를 가질 때는 화  함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례

성의 문제에서 보면 그 문장 형식으로의 잦은 쓰임에 의해 그 의미가 어떤 

언어  형태에 부착되어 수행되고 어느 정도 례성이 인정될 경우는 간  

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 않은 경우는 화 함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단회로의 의미 추리 계에서 보면 간  화행이 재구조 되는 그 의미 

추리 과정이 단회로의 함축 계인데 반해, 화  함축은 이  혹은 그 

이상의 함축 계이다. 

  한 김태자(1994)에서는 간  발화는 말해진 바와 의미된 바의 차이에서 

오는 발화 형태로 1차 간  화행과 2차 간  화행으로 나눠 보았다. 1차 간

 화행은 이들의 발화력을 가진 직  발화의 표 이 있으며,  1차  간

 화행의 언어 구조로도 직  수행이 가능하다. 2차 간  화행은 함축, 

은유, 반어 등이 있다. 함축은 문장의 발화에 의해 암시되는 것으로, 맥락을 

근거로 언어  표  이상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은유와 

반어는 함축의 하  부류로서 은유는 언어 의미의 일부분에 의존하여 1차  

간  화행의 성격을 띠나 유추와 추론을 필요로 하므로 2차  간  화행으

로 분류되고, 반어법 역시 2차  간  화행으로 은유와는 다르게 언어  의

미에 직 이지 않으므로 오히려 함축에 가깝다. 

  김태자(1989, 1994)의 분류 방법은 이 의 연구보다 더욱 상세하지만 개념

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단 도 있다. 그 후에 손세모돌(1989), 이 래

(1992), 장석진(1993), 정재은(1994) 등 다양한 각도에서 간  화행을 다루었

다. 

  손세모돌(1989)은 다양한 서법의 변화에 따라 간  화행의 특징을 살펴보

았다. 그는 개인과  는 어린이와 일반에 한 간  화행의 구  방식

이 다르다는 을 지 하 다. 

  이 래(1992)는 그라이스(Grice, 1975)의 화 력 원칙에 따라 간  언어 

행 를 인 계에 두고 살펴보았다. 그는 간  화행이 감정 인 의도를 

가진 언어 행 로 화 원칙과 인 원칙을 수해야 한다고 지 하 다. 

  장석진(1993)은 오스틴(Austin, 1962)과 썰(Searle, 1969)의 화행 분류 기

에 따라 한국어의 화행 동사를 ‘ 정, 평서, 언약, 달, 정표, 지시, 질문, 행

사’로 나 었다. 이 희(1999)에서는 이러한 분류가 국어의 화행 동사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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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제시하 지만 언어 행 의 고정  측면과 비고정  측면을 소홀히 다

루었다고 비 하 다. 

  정재은(1993)은 화자와 청자의 계, 화자의 의도  태도, 상황, 배경 등

의 화용론  측면에서 간  화행을 살펴보았다. 특히 서법 어미와 운소도 

고려하여 한국어의 간  화행을 고찰하 다. 한 ‘명령, 공손, 요청, 분노, 

질책, 의문, 비꼼, 권유, 경고, 통고, 제의, 용 표 , 완곡 표 , 익살, 감탄’

의 15가지 상황에서 간  화행의 실  양상도 분석하 다. 

  이상 연구의 문제 은 간  화행과 련된 용어  개념 혼란을 들 수 있

고 간  화행 이론이 한국어에 단편 으로 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희(1999)는 간  화행의 개념을 체계 으로 정리하고 한국어 간  화행의 

반에 해 기술하 다. 그는 먼  문장 표지가 나타내는 고유 화행은 직

 화행으로, 문장 표지에 의해서 수행되는 고유 화행이 아닌 다른 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간  화행으로 보았다. 즉, 의문문은 질문 화행 이외에 명령, 

진술, 청유 화행, 명령문은 명령 화행 이외에 진술, 청유 화행, 평서문은 진

술 화행 이외에 질문, 명령, 청유 화행, 청유문은 청유 화행 이외에 진술, 명

령 화행을 수행할 때 간  화행으로 간주한다. 한 이러한 간  화행을 수

행할 때 고유 화행이 지니는 명제 내용 조건, 비 조건, 성실 조건, 본질 

조건을 자세히 밝혔다. 

  다음으로 청자의 입장에서 본 간  화행의 해석을 고정  간  화행과 비

고정  간  화행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고정  간  화행은 청자의 언어 

행 를 통해 알 수 있고 고정 함축 이고 용 인 경우가 많은 반면에, 비

고정  간  화행은 어떤 발화를 한 청자가 화자의 언표내  행 를 추론

하여 다른 언표내  행 를 재 추론하는 다단계 추론( 는 해석)을 거친다

고 하 다. 마지막으로 간  화행의 정 이고 부정 인 기능도 살펴보았

다. 간  화행은 일이나 의사소통 행 에 한 부담 완화, 정서  립이나 

의견의 립 완화 등의 정 인 기능이 있는 반면에 심리  거리감의 형

성, 부정  정서의 야기, 불명확한 의사소통의 야기 등의 부정 인 기능도 

있다고 지 하 다.  

  2000년 이후에 한국어 간  화행의 연구는 이 희(1999)를 주로 참고한 

경우가 많다. 이필 (2003)은 문장의 구성요소들을 기능  측면에서 명제 내

용, 명제에 한 태도, 명제의 통보 방식 등의 기능 요소로 나 어,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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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법의 화행  특성과 련지어 보았다. 한 발화 의도와 화행의 계를 

알아보고, 발화 의도를 해석하는 데 여하는 요소들로 명제 내용, 명제에 

한 태도, 부정의문문 형식, 수사의문문 형식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간  화행의 방향성을 도출하 다. 그리고 정종수·이필 (2005)은 한국어의 

종결 어미에 따라 한국어의 화행을 진술 화행, 질문 화행, 명령 화행, 청유 

화행으로 나 었으며 간  화행의 범 는 함축에 포함된다는 것을 밝혔다. 

  간  화행의 범주에 한 연구로 이종철(2005), 권성미·이혜용(2008)도 있

다. 이종철(2005)에서는 간 으로 수행되는 언표내  행 는 발화의 축자

 의미 이외에 달되는 의미인 함축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하 다. 한 권성미·이혜용(2008)에서는 간  화행의 정 기 을 마

련하고, 그 정 기 으로 한국인의 발화에서 간  화행이 실 되는 양상과 

한국어 교재 텍스트에서 간  화행이 실 되는 양상을 분석하 다. 

  이상의 연구는 간  화행에 련된 정의, 개념, 범 , 분류에 한 논술은 

끊임없이 개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희(1999), 권성미·이혜용(2008)의 

기 을 많이 참고하 다. 

   2.2.2.  간  화행 이해 련 연구 

   

  화행을 이해하는 것은 화자의 발화 의도를 악하는 것이다. 간  화행은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간 으로 표 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썰(Searle, 1979)의 연구 이래로 간  화행

의 핵심 쟁 은 간  화행의 이해 과정이었다. 

  간  화행의 이해에 한 논의가 다양하지만 그 에서 표 인 것은 추

론에 의한 이해과정이다. 썰(Searle, 1979)에서는 간  화행을 두 가지 발화 

수반력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으로 제하고 부차  발화 수반력으로부터 일

차  발화 수반력이 추론되는 것으로 설명했다(이성은, 2010: 133). 그 후에 

바흐와 하니시(Bach ＆ Harnish, 1979)·모건(Morgan, 1978)·고든과 이코

(Gordon ＆ Lakoff, 1975) 등의 학자들도 추론 이론을 바탕으로 간  화행

의 이해 과정을 분석하 다. 

  그 지만 모든 간 인 화행은 추론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

독(Sadock, 1974)도 지 했다. 그는 추론 심의 이론에 반 하여, 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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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용어 ‘Idiom’의 일종으로 보고 이해 과정에 추론이  개입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았다(이성은, 2010: 134). 이런 가설은 학자들의 비 을 받았으

며 그 이유는 간  화행에 습화가  나타나지 않는 유형이 있고 추론

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  화행의 이해 과정에서 추론의 

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스퍼버와 월슨(Sperber ＆ Wilson, 1993)은 추론 이론을 발 시켜서 인지

과학의 으로 의사소통의 과정을 해석하 다. 그들은 인간의 기억 장 

장치, 정보처리비용(노력), 앙인지작용으로서의 추론의 성격, 그리고 문법

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다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언어수행이론을 제시하

다. 그들의 인지  화용론의 에 따라 언어  통화 과정은 다음 <그림

Ⅰ-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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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Ⅰ-2> 언어  통화(Sperber ＆ Wils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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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Ⅰ-2>에 따르면 언어  통화 과정은 여러 가지 인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  청자가 화자의 발언을 통해 언어  자

극이 주는 일련의 상정 내용과 화자가 의도하는 일련의 의미표상을 탐색하

도록 노력한다. 다음으로 상정 스키마와 맥락 정보 선택에 의하여 의성을 

제거하고 지시 상을 부여하며 의미를 보충한다. 이로써 합한 하나의 명

제 형식을 가려낸다. 그 지만 이 명제 형식은 명제  태도를 결합하여야 

발언과 생각의 명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축어 , 

은유 , 반향 , 반어  해석과 실제·가능세계 상태의 기술을 통해 명시 의

미를 추측해 낸다. 만약 명시 의미를 화용론 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청자

의 세계 표상을 개선하며 이해 과정은 이 로 마칠 것이다. 그 지 않다면, 

명시 의미는 맥락의 효과를 참고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맥락에는 두 

이 있는데, 새 정보의 합성을 기하는 데 필요한 능동  맥락과, 새 정보

의 제시로 인해 수정되거나 향을 받는 피동  맥락이다. 즉, 구 정보·신념

을 강화하거나 폐기하는 것이다. 한 맥락은 함축 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서 명제 내용과 맥락 정보를 통해 추측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명시 의미에

는 맥락 효과를 부여하여 이해 과정을 완성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성은(2003: 53)에서는 추론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간  화

행의 이해 모델을 다음 <그림Ⅰ-3>과 같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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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Ⅰ-3> 간  화행의 이해 모델 (이성은, 2003: 53)

  

  <그림Ⅰ-3>에서 제시했듯이 간  화행의 이해 과정은 축어  의미의 이

해 과정·문맥과의 련성 검토 과정·실제  발화 수반력 이해 과정의 세 가

지의 과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  축어  의미의 이해 과정은 문자 의

미를 그 로 해석하는 과정으로 음성학 해독, 통사  해독, 의미론  해독, 

발화 수반력 해독 과정을 포함한다. 그 에서 발화 수반력 해독 과정도 발

화 수반력 지시체들 간의 지배 계 습화에 한 인식과 환유  이해 과정

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축어  의미의 이해 과정을 거쳐서 련성 검토 과

정이 된다. 이 과정은 주로 문맥과의 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만약에 문맥과 련성이 있으면 별도의 추가과정 없이 이해된다. 반

면에 문맥과 련성이 없으면 발화 수반력 지시체들 간의 지배 계나 추론

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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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은(2003)의 모델은 간  화행의 습화를 히 설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청자가 인식한 간  화행의 언어 구조  특징이 이해 과정에 

히 반 되어 있다. 그 지만 간  화행 이해 과정의 세 가지 하  과정들

이 반드시 순차 으로 이루어지는지에 한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

성을 느낀 이성은(2010)은 후속 연구에서 이 문제 을 보완하기 해 새로

운 이해 모델을 제시하 다. 한 새로운 이해 모델을 간  화행의 유형별

로 검토하고, 신경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도 논술하 다. 

구체 인 모델은 다음 <그림Ⅰ-4>와 같다. 

  

       <그림Ⅰ-4> 새로운 간  화행 이해모델(이성은, 2010: 145)

  

  <그림Ⅰ-4>에서 제시한 모델은, <그림Ⅰ-3>의 모델과는 달리, 간  화행

의 세 가지 하  과정들이 순차 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하는 신, 세 

가지 과정 발생의 동시성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들은 

뇌의 인지정보처리는 순차 인(serial) 과정이 아니라 병렬 인(parallel) 과

정임을 입증하기 때문이다(이성은, 2010: 142). 그러므로 <그림Ⅰ-4>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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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했듯이 간  화행의 이해 과정은 통제 기능·축어  정보처리·추론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 가지 과정은 동시에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맥과 련성 검토 과정은 간  화행 이해 과정에 반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이를 포함한 통제 기능도 반 인 이해 과정을 주 한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간  화행의 이해 과정은 뇌의 인지와 

매우 한 계가 있어서 반복한 추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론은 축어  의미에 근거하여 맥락에 부합하는지를 단하여 화용

론  지식도 결합하며 명시  의미나 함축 인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

는 이상의 모델을 바탕으로 학습자 평서문 간  화행의 이해 양상을 분석하

고자 한다. 

  2.3. 평서문 간  화행 련 연구 

  앞에서 지 했듯이 문장유형별 간  화행의 연구 에서 의문문 간  화

행의 연구가 비교  많았고, 평서문에 을 맞춘 간  화행의 연구는 미

비한 상태이다. 이 희(1999)에서는 정보를 달하는 평서문은 진술 화행이 

아닌 명령, 질문, 청유의 화행을 간 으로 수행하기도 한다고 하며, 각각

의 화행을 수행하는 상황을 정 조건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표Ⅰ-7>과 

같이 제시했다. 

  

    <표Ⅰ-7> 간  화행 수행의 평서문 발화 상황 (이 희, 1999: 108)

 진술의 정 조건 명제 내용 조건 비 조건 성실 조건 본질 조건 

명령 수행 평서문의 

발화 상황 
     만족    만족   만족   불만족

질문 수행 평서문의 

발화 상황 
     만족    만족   만족   불만족

청유 수행 평서문의 

발화 상황 
     만족    만족   만족   불만족 

  <표Ⅰ-7>에서 보듯이, 평서문은 명령, 질문, 청유의 화행을 수행할 때 모

두 명제 내용 조건, 비 조건, 성실 조건에 만족하지만 본질 조건을 만족시

키지 않는 경우이다. 를 들면, “방이 커서 우리 같이 청소하면 좋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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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발화는 평서문이지만 실제로는 같이 청소하자는 청유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청소’의 미래 행 가 있으므로 진술의 명제 내용 조건을 만족시

킨다. 그리고 화자는 ‘방이 커서’라는 이유를 청자에게 설명하고 청자는 이

해하게 되므로 진술의 성실 조건에도 만족한다. 그러나 화자는 “우리 같이 

청소하면 좋을 텐데.”의 말을 사용하여 자신의 소망만 진술하는데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진술의 본질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 발화는 진술 화행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언표내  행 를 수행하는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평서문은 명령 화행, 질문 화행을 수행할 

때도 본질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이 희(1999)에서는 문장 유형에 따라 

간  화행을 논술하 지만 평서문을 주로는 살펴보지 않았다. 

  이 희(1999)의 분류 기 에 따라 이필 (2003), 김종철(2005), 이한민

(2009), 유팡(2009), 邊境(2012), 조희 (2016) 등에서도 의문문, 평서문, 명령

문, 청유문의 간  화행을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이필 (2003)은 이 희

(1999)에서 정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언어  표 들의 특징에 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 하 으며 간  화행 해석에 용되는 정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언어  장치가 무엇인가를 살폈다. 그는 모쉬(Motsch, 

1978)에 따라 발화의 구조를 (ㄱ)명제 내용, (ㄴ)명제에 한 태도, (ㄷ) 통보

 특징으로 나눠서 분석하 다. 그 에서 평서문의 명제가 사태를 나타낼 

경우, 그것에 한 태도가 정보 련 인 내용이면 질문으로 해석될 수 있

으며 명제가 청자의 미래 행동을 나타낼 경우, 그것에 한 화자의 태도가 

정보 련 이거나 정의 인 것이면 명령이나 청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

혔다. 

  한 김종철(2005)에서는 청자 심, 화자 심, 명제 내용 심의 세 가

지 기 에 따라 평서문의 간  지시 화행의 실  양상을 고찰하 다. 청자 

심의 진술의 경우는 당  문형 ‘-아/어/여야 한다’, 미래를 나타낸 문형 

‘-(으)ㄹ 것’, 조건  ‘-면-’, 능력을 나타낸 문형 ‘-ㄹ/을 수 있다’ 등이 있고, 

화자 심의 진술의 경우는 희망 문형 ‘-기 바라다’와 ‘-았/었/ 으면 좋겠

다’, 의지를 나타낸 종결 어미 ‘-(으)ㄹ게(요)’ 등이 있으며, 명제 내용 심

의 진술의 경우는 ‘-이다’, ‘-아/어/여요’, ‘-네(요)’ 등의 종결 어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 이외에 다른 연구들은 모두 문을 통해 개 으로 평서문 간  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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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술하 다. 그러므로 평서문에만 을 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

다. 

 3.  연구 내용  방법 

  3.1. 연구 내용

  본 논문은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이해  사

용 양상을 고찰하고 그 문제 을 지 하면서 이에 따라 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가 실제 담화 에서 평서

문의 간  화행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소통 능력

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 인 목 이 있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 , 필요성, 연구사, 그리고 연구 상  방법을 살

펴본다. 일상생활에서 평서문은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 담화 

에서 평서문이 간 인 화행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 지만 기존

의 연구는 의문문의 간  화행에 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평서문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평서문의 간  화행은 간 성과 공손성이 비교  강

하므로 심층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용성 

단 테스트(AJT), 담화 완성 테스트(DCT), 역할극(role play), 사후-인터뷰

(Follow-up Interview) 그리고 회상(retrospection)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한

국어 모어 화자와 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조사 실험을 실시한다. 

  Ⅱ장에서는 평서문의 간  화행에 한 이론 인 배경을 고찰한다. 먼  

화행 이론과 간  화행의 개념, 범 , 원리, 기능 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평서문의 실  방법  기능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평서문 간  화행

의 담화 기능과 실  양상을 제시한다. 실제 담화 에서 평서문은 주로 지

시, 거 , 질책 기능을 간 으로 수행하고 있다. 드라마 본을 활용하여 

이러한 기능의 실  양상을 구체 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

에서의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을 고찰한다. 주로 한국어 교육 에서 평서

문 간  화행 교육의 필요성과 한국어 교재 에서 간  화행의 제시 황 

등을 논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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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장에서는 학습자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양상을 고찰한다. 먼  설문 

조사를 통해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이해 

 사용 황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상의 특징

을 악하고 문제 도 지 한다. 그리고 이를 해 한국어 모어 화자도 선

정하여 그들의 발화를 국인 학습자와 비교·분석한다. 다음으로 학습자 구

어 자료를 수집하고 의사소통 문제를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된 결과에 근거하여 Ⅱ장에서 고찰된 이론  배

경을 결합하면서 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알맞은 평서문 간  화행의 교

육 방안을 검토한다. 수업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검증 실험도 실시

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종합 으로 귀납·정리하며 결론을 도

출한다. 

               

  3.2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이하 KK),  국인 한국어 학습자(이하 

CC) 집단을 연구 상으로 삼는다.

1) 한국어 모어 화자 (KK)

 비 실험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국 동외어외무 학교에서 유

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으로 총 15명이었다. 그리고 본 실험에 참여한 한국

어 모어 화자는 부분 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학생이고, 일부는 

국이나 한국 학교의 한국어 강사이며, 소수는 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

가이다. 본 실험에 참여한 유학생은 동외어외무 학교 35명, 산 학교 

33명, 북경 학교 20명, 칭화 학교 18명, 총 106명이었다. 한국어 강사는 

국 동백운 학교 5명, 한국 동국 학교 15명, 총 20명이었다. 그리고 국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사업가도 8명이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 참여

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총 134명이었지만 그 에서 유효 답안지 109부를 

추출하 다. 유효 응답자의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Ⅰ-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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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나이         직업  
합

계남 여
10-19

세

20-29

세

3 0 - 3 9

세

40-49

세

유학

생

한국어 

강사

사업

가

비

실험
 6  9   1   11    3    0   12    2   1 15

본 

실험
42 67   6   85   17    1   87   19   5 109

              <표Ⅰ-8> 한국어 모어 화자 피험자 정보

 

2) 국인 한국어 학습자 (CK)

  국인 한국어 학습자 피험자는 국의 학교에서 한국어를 공하는 

3·4학년 학생들로, 모두 한국어 능력 시험의 ·고  단계를 통과했다는 

에서 한국어 ·고  학습자로 단된다9). 

  비 실험에 참여한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국 GW 학교의 한국어 

학과 4학년 학생 17명이었다. 그리고 1차 본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는 국 

GW 학교,  XW 학교,  BH 학교, YX 학교, BY 학교, ZH 학교, JS

학교, HLJ 학교, QN 학교 총 9개 학교의 3·4학년의 학생 229명이었다. 

구체 인 분포는 다음 <표Ⅰ-9>와 같다. 

          

          

           

9) ·고  학습자들은 기  어휘, 문법, 문형, 문화 등 지식을 모두 학습하기 때문에 평서문의 간

 화행을 일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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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Ⅰ-9> 본 실험에 참여한 국인 학습자의 정보 

        학교      남자      여자     합계

 동외어외무 학교 (GW)       7       18      25

 서안외국어 학교(XW)       5       26      31

 북화 학교(BH)       8       19      27

 강월수외국어 학교(YX)      12       23      35

 동백운 학교(BY)      11       25      36

 길림 학교 주해캠퍼스(ZH)       7       13      20

 길림사범 학교(JS)       4       14      18

 흑룡강 학교 (HLJ)       5       17      22

 청도농업 학교 (QN)       2       13      15

       합계       61       168     229

  그리고 무응답하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1차 본 실

험에서 유효 답안지 203부를 추출하 다. 한 1차 본 실험에 참여한 국 

GW 학교의 학생 9명, 그리고 BY 학교의 학생 12명도 선정하여 2차 본 

실험을 실시하 다. 

  3.3. 연구 방법 

 본 논문에서는 비 실험과 본 실험을 거쳐 조사 연구를 진행하 다. 비 

조사는 주로 평서문 종결 표 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 설문지 설정의 개

연성, 그리고 실시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 

조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 다. 비 실험과 본 실험 에는 수용

성 단 테스트(AJT)10), 담화 완성 테스트(DCT)11), 역할극(role play)12), 사

후-인터뷰(Follow-up Interview)13), 회상(retrospection)14) 등의 도구를 사용

10) 수용성 단 테스트(AJT)는 해당 실험의 연구자가 설정한 리커트(Likert) 척도에 따라 성 

정도나 수용 가능 여부를 단하는 방법이다. 

11) 담화 완성 테스트(DCT)는 피험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화를 완성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12) 역할극(role play)은 피험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화를 하도록 하고, 실험자가 

화 장면을 녹음하거나 촬 하는 방법이다. 

13) 사후-인터뷰(Follow-up Interview)는 실험 후에 피험자들에게 인터뷰를 하며 모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14) 회상(retrospection)은 내성  연구 방법론의 하나로 인간 행동의 바탕이 되는 인지  과정을 

연구의 심으로 보는 방법이다. 내성이란, 자신의 생각, 감정, 동기, 추론 과정과 정신  상태

가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가를 악하기 해 이들을 찰하고 이에 해 성찰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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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3.3.1.  비 실험 

  비 조사는 두 번 진행하 다. 1차 비 조사는 2014년 9월에 진행하

으며 주로 평서문 종결 표 에 한 국인 학습자의 인식을 고찰하 다. 

이를 해 국인 ·고  학습자 15명을 선정하여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빈

번하게 등장한 30가지의 평서문 종결 어미를 추출하여 각각 5간 척도로 평

가하도록 하 다. 이로써 학습자의 평서문 종결 표 에 한 직 인 인식

을 악하고 이해상의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2차 비 조사는 2014년 10월에 한국어 모어 화자 15명, 국인 한

국어 학습자 17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주로 본 실험을 하기 해 만든 

설문지에 지시, 거 , 그리고 질책 상황 24가지를 설정하여 이 상황들에 

한 개연성을 조사하 다. 24가지의 상황은 연구자의 한국 유학 생활 경험과 

한국의 드라마 장면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각 상황에는 ‘지  

계’, ‘친소 계’, ‘담화 장면’, ‘부담 정도’라는 네 가지 사회  변인이 반 되

어 있다15). 한 24가지의 상황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측정하기 

해 피험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해 각각 5간척도로 답하도록 하 다. 구

체 인 양식은 다음과 같다. 

                   

                   

15) 조사 결과, 남성과 여성의 발화에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 요인의 향을 일단 무

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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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성 조사의 시>

[상황 9] 처음으로 듣는 강의에 담당선생님께서는 수업 교재로 문원본 교재를 선정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의 내용이 신입생으로서 배우기에는 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하와 학생들은 이 교재는 다음 학기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

니다. 

  (1) 의 상황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 않다 --①--②--③--④--⑤--매우 그 다 

  (2) 이 상황에서 귀하는 선생님께 어떻게 말 드리겠습니까?

                                                           

  

  이상의 방법에 따라 각 상황별 발생 가능성의 수 을 5  척도로 측정하여 

3  이상 나온 상황을 본 실험의 설문지 상황으로 수용하 다. 조사 결과는 24

가지의 상황이 모두 3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모두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

정될 수 있으며 본 실험 에서 용될 수 있다. 

    3.3.2.  본 실험

 

 1) 설문지의 구성 

  본 실험의 설문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Part 1은 비 조사의 결과

에 근거하여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24가지의 상황을 설정하

다. 그 에서 지시 상황, 거  상황, 질책 상황 각 8가지가 있고 각 상황

에는 ‘지  계’, ‘친소 계’, ‘담화 장면’, ‘부담 정도’라는 네 가지 사회  

변인에 따라 나눠 볼 수 있다. 각 문항별로 상황을 한국어나 국어로 상세

히 설명한 뒤 짧은 화를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각 상황의 사회  변인을 

고려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주 식으로 답하게 된다. 각 상황의 개요는 

다음 <표Ⅰ-10>, <표Ⅰ-11>, <표Ⅰ-12>와 같으며, 구체 인 설문지는 <부

록2>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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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계

친소

계

부담 

정도 

담화 

장면

9. 교재 선정에 한 선생님의 제안을 거 하기 화<청  소  큼  공

10. 친구가 카메라를 빌려  부탁을 거 하기 화=청  친 작음  사

11. 친구의 화를 보자는 제안을 거 하기 화=청  친 작음  사

12. 부모님의 취직 제안을 거 하기 화<청  친  큼  사

13. 후배의 등산 요청을 거 하기 화>청  친 작음  사

14. 옷을 살 때 원의 제안을 거 하기 화>청  소 작음  공

15. 상사의 감원 제안을 거 하기 화<청  소  큼  공

16. 회사 후배의 시장 개발 제안을 거 하기 화>청  소  큼  공

 

       <표Ⅰ-10> 평서문 간  화행의 지시16) 기능 설문 문항 구성

   
지

계

친소

계

부담 

정도 

담화 

장면

1. 이성 친구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요청하기 화=청  소 작음  사

2. 선생님께 수업 내용을 다시 해석해 달라고 제의  

   하기 
화<청  친  큼  공

3. 상사에게 자신의 결혼식으로 오실 것을 요청하기 화<청  친  큼  사

4. 남편에게 비싼 가방을 사 달라고 요구하기 화=청  친  큼  공

5. 학교 후배에게 그의 동생과 함께 자신의 생일   

   티에 올 것을 제안하기 
화>청  소 작음  사

6. 회사 후배에게 커피를 사라고 명령하기 화>청  소 작음  공

7. 회사 선배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기 화<청  소  큼  공

8. 동생에게 컴퓨터를 고쳐 달라고 부탁하기 화>청  친 작음  사 

        

       <표Ⅰ-11> 평서문 간  화행의 거  기능 설문 문항 구성

            

        

16) 본 연구에서는 강 화(2007)에 따라 지시 화행의 하  부류는 명령·요청·요구·부탁·허락·제안·

제의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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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계

친소

계

부담 

정도 

담화 

장면

17. 아버지께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신 행 를 지   

   하기
화<청  친  큼  사

18. 도서 에서 모르는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  

    하는 행 를 질책하기
화=청  소 작음  공

19. 식당의 주인이 밥값을 잘못 계산한 행 를 지   

    하기 
화<청  소 작음  공

20. 친구가 빌린 돈을 제시간에 갚지 않은 행 를   

    질책하기 
화=청  소  큼  사

21. 식사 때 동생은 다리를 떨고 있는 행 를 질책  

    하기
화>청  친 작음  사

22. 학교 후배가 과제를 제 로 비하지 못하는 행  

   를 질책하기 
화>청  친 작음  사

23. 상사가 회의에서 숫자를 잘못 읽은 행 를 지   

   하기 
화<청  친  큼  공

24.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규정 속도가 넘도록 빨리  

   가기를 재 하는 행 를 질책하기 
화>청  소  큼  공

      <표Ⅰ-12>  평서문 간  화행의 질책 기능 설문 문항 구성

  

  한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이해 상황을 조사

하기 해 16가지 특정 상황에서의 한국인 화자의 발화를 선정하여 학습자

가 이어진 말과 행동을 작성하도록 하는 설문지 Part 2도 제작하 으며 구

체 인 내용은 <부록2>를 참고할 수 있다. 

 2) 실시 단계 

  본 실험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로 진행하 다. 1차 실험은 한국인 모어 화자 109명, 국인 한국어 학

습자 229명을 선정하여 설문지 Part 1, Part 2의 내용에 해 서면 담화 완

성 테스트(DCT)를 실시하 다. 이경숙(2012: 44)에서 지 했듯이 담화 완성 

테스트(DCT, Discourse Completion Test)는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

할 수 있어서 규모의 피험자에 한 실험이 가능하고, 상황 변인을 연구

자의 임의 로 조정할 수 있어 변인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동안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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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행 연구에서 범 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DCT는 구어 발화를 

문어로 수집한다는 제한 도 있고, 발화 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비언어  

요소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담화를 보여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그러므로 피험자 에서 한국인 화자 20명, 국인 화자 23명을 선정하

여 그들의 생각이나 동기 등에 하여 사후-인터뷰(Follow-up Interview)를 

진행하 다. 

  한 담화 완성 테스트의 단 을 보완하기 해 2차 실험에 국인 한국

어 학습자 21명을 선정하여 그들이 역할극(role play)을 수행하도록 하 다. 

수업 시간에 피험자들을 2-3명으로 을 짜서, <표Ⅰ-10>, <표Ⅰ-11>, <표

Ⅰ-12>에서 나타난 24가지의 상황 개요를 피험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상황

에 맞는 화를 만들도록 하 다. 그 후에 피험자들은 역할극의 형식으로 

연출하 으며 별로 휴 폰을 통해 화를 녹음하 다17). 그리고 녹음 내

용은 피험자가 사하 다. 역할 수행의 방법은 피험자들의 억양, 말투, 비

언어  표  등을 찰할 수 있지만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1차 실험의 담화완성테스트와 상호보완 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리고 역할 수행이 끝난 후, 불명확한 내용이나 학습자의 의도를 악하기 

해 회상(retrospection) 기법을 사용하여 인터뷰도 실시하 다. 

 3) 자료 수집  분석 차 

   

  이상의 실험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 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피험자들의 인원수가 많고 설정 문항도 다양하기 때문에 비디오로 촬 하기가 곤란하 다. 그

러므로 피험자들 스스로 녹음하도록 하고 녹음 일을 제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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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수집  도구 개발 

                            비 실험 

                  본 실험 자료 수집  문항 개발

                       1차, 2차 본 실험 실행 

                         회상,  사후 인터뷰

                           실험 결과 분석 

                                  ⇩

                                  ⇩

                                  ⇩

                                  ⇩

                                  ⇩

  

  

  한 실험 결과에 한 분석 과정에서는 주로 SPSS/WIN 로그램 18.0

을 활용하여 자료 통계를 하고 t 검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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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을 한 이론  고찰

  

  본 장에서는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이론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  화행 이론과 간  화행 이론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평서문의 실  방

법과 기능을 고찰한 후에 평서문 간  화행에 을 맞춰서 살펴본다. 즉,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과 실  양상을 밝 본다. 

 1.  화행 이론 

  화행 이론(Speech Acts Theory)은 오스틴(Austin, 1962)으로부터 시작하

다. 오스틴(Austin, 1962)은 화자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행

한다.”라는 에서 화행을 발화 행 (locutionary acts), 발화 수반 행

(illocutionary acts), 발화 효과 행 (perlocutionary act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발화 행 (locutionary acts)는 어떤 것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행

하는 일련의 것들을 구별했고, 이것들을 함께 묶어 수행하는 것이다. 체 으

로 발화 행 는 어떤 뜻과 지시를 가진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며, 그리고 뜻과 

지시는 통 으로 ‘의미’(meaning)와 같다. 발화 수반 행 (illocutionary acts)

는 통보, 명령, 경고, 보증 등과 같은 행 를, 즉 어떤 습 인 힘을 갖는 발화

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발화 효과 행 (perlocutionary acts)는 확신시키기, 설득

하기, 지하기 그리고 심지어는 를 들어 놀라게 하기 는 오도하기와 같이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성취하거나 이루는 것이다. 즉, 발화함으로써 얻

는 효과라는 것이다(오스틴, Austin, 1962: 94-108).

  그 후에 썰(Searle, 1969)은 오스틴(Austin)의 발화 행 를 ‘발화 행

(utterance act)’와 ‘명제 행 (propositional content)’로 분류하여 네 가지 화

행으로 세분화하 다. 발화 행 는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소리에라

도 해당되는 것이며 명제 행 는 의미를 지니는 행 를 말하는데 발화가 있

다는 것이 제된다. 발화 수반 행 (illocutionary acts)는 어떤 문장의 발화

를 통해 진술, 명령, 질문, 청유 따 의 발화의 힘을 갖는 것이다. 발화 효과 

행 (perlocutionary acts)는 특정 환경이나 상황에서 문장을 발화하여 청자 

측에 향을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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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분법(오스틴, Austin, 1962)        사분법(썰, Searle, 1969)

   발화 행 (locutionary acts)
   발화 행 (utterance act)

   명제 행 (propositional content)

   발화 수반 행 (illocutionary acts)    발화 수반 행 (illocutionary acts)

   발화 효과 행 (perlocutionary acts)    발화 효과 행 (perlocutionary acts)

  

                         <표Ⅱ-1> 화행의 분류 

  오스틴(Austin, 1962)과 썰(Searle, 1969)은 모두 발화 수반 행 가 가장 

심이 된다고 지 하 다. 특히 썰(Searle, 1969)은 인간의 언어  의사소통의 기

본 단 는 발화 수반 행 라고 하 다. 

  한 썰(Searle, 1969)은 발화 수반 행 가 의사소통의 기본 단 로 이루어

지기 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명제 내용 조건

(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 성실 조

건(sincerity condition), 본질 조건(essential condition)이다. ‘명제 내용 조건’

은 화자가 발화함으로써 어떤 내용을 달하는 것과 계된 것이다. ‘ 비 

조건’은 발화 행 와 련된 배경 상황, 화자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등

을 말한다. ‘성실성 조건’은 어떠한 행 를 수행하거나 어떤 사건이 발생하

기를 원하는 화자의 심리  태도에 한 것이다. ‘본질 조건’은 발화 행 의 

효과와 련된 것이다. 

  이러한 정 조건에 따라 썰(Searle, 1969)은 발화 수반 화행을 단언형

(assertives), 선언형(declarations), 언약형(commissives), 정표형

(expressives), 지시형(directives)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다. 단언 화행은 

화자가 주장이나 진술 등을 하며 명제의 진리치에 임하는 행 이고 그의 

하  부류에는 주장, 언, 통보, 증명 등의 화행이 있다. 선언 화행은 사회

 사실을 선포하는 행 이고 그의 하  부류에는 심  등의 화행이 있다. 

언약 화행은 화자로 하여  어떤 미래의 행동을 취하게 하고 책임을 갖게 

하는 행 이고 그의 하  부류에는 약속, 수락, 선언, 양보 등의 화행이 포

함된다. 정표 화행은 화자의 심리  상태를 표 하는 행 이고 그의 하  

부류에는 칭찬, 축하, 감사, 환호, 불만 등의 화행이 있다, 지시 화행은 화자

가 청자로 하여  무엇인가를 하도록 시도하는 행 이고 그의 하  부류에

는 명령, 권고, 요구, 부탁, 제안 등의 화행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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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  화행 이론 

 

  2.1. 간  화행의 개념  범   

  

  화행 이론 연구에는 간  화행에 련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썰(Searle, 

1975: 59-64)에서는 어떤 발화 수반 행 가 다른 발화 수반 행 를 수행하

는 화행은 간  화행이라고 하 다. 이와 비슷하게 그라이스(Grice, 1967)는 

직  화행(Direct Speech Acts)을 문자  의미18)의 추상  실체로 규정하

으며 간  화행(Indirect Speech Acts)은 표층 형태와 수행되는 비표  화행

과의 불일치성을 가진다고 설명하 다. 즉, 특정한 언표내  힘이 명시 으

로 나타나는 발화는 직  화행이고, 간 으로 나타나는 발화는 간  화행

이다. 

  리치(Leech, 1981: 335)는 통사론  범주, 의미론  범주, 화용론  범주를 

설정하고 직  화행과 간  화행의 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 다. 

            <그림Ⅱ-1> Leech(1981)의 직·간  화행의 계

   그림에서 제시했듯이 의미론  범주와 화용론  범주에서 수직 계가 

유지될 때 평서문(declarative), 의문문(interrogative), 명령문(imperative)은 

각각 단언(assertion), 질문(asking), 지시(directing)의 언표내  힘을 갖게 

18) 발화의 의미는 문자  의미와 화용  의미로 구분되는데, 문자  의미는 발화를 구성하는 어

휘소들의 의미의 통합으로 형성된 의미이고, 화용  의미는 맥락에 의해서 문자  의미 이외로 

달되는 의미이다(박선태, 1996: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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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직  화행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평서문이 질문의 언표내  힘, 지

시의 언표내  힘을 함축하거나 의문문이 단언 내지는 지시의 언표내  힘

을 함축할 때, 혹은 명령문이 단언  질문의 언표내  힘을 함축할 때는 

간  화행이 된다. 따라서 통사·의미론  범주와 화용론  범주가 종  계

를 유지할 때는 직  화행이 되며, 횡  이동 계를 가질 때는 간  화행

이 된다.

      (1) 정말 춥네요. 

 

  (1)의 경우 문장 형태는 평서문이지만 발화 수반 행 는 질문이 아니라 

“문을 닫아.”의 명령으로 쓰일 때 <그림Ⅱ-1>에서 수직 례가 성립되지 않

고 횡  이동 계를 가지기 때문에 간  화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간  화행은 일반 으로 문 (1)에서처럼 상황 맥락  요인에 

하게 연 되어 있다. 만약에 문 (1)은 문을 닫지 않은 맥락에서 벗어

나고 단순히 날씨가 춥다는 것을 감탄하면 간  화행이 아니라 직  화행으

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직  화행은 언표내  행 를 수행하고 상황 맥

락에 좌우되지 않는 화행이다. 를 들면, 평서문은 진술 화행, 의문문은 질

문 화행, 명령문은 명령 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반면에 간  화행은 언표

내  행 를 수행하지 않고 상황 맥락에 좌우되는 화행이다. 즉, 어떤 상황

에서 평서문은 질문이나 명령 화행, 의문문은 기술이나 명령 화행, 명령문은 

기술이나 질문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 등이다. 

  그 지만 문장형태와 발화 수반 행 의 일치 여부에 따라 직·간  화행을 

분류할 때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 

  

     (2) 술 실컷 마셔라. 

  (2)의 경우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신 남편에게 말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

다. 남편은 몸이 안 좋아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술을 매우 좋

아해서 참지 못하고 결국 술을 많이 마셨다. 이 상황에서 화자인 아내가 (2)

와 같은 발화를 했다. (2)를 표면 으로 보면 술을 많이 마시라는 명령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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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실제로는 “술을 마시지 마.”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문장 형태는 명령

문이고 실제 발화 수반 행 도 명령이다. 그러므로 문장 형태와 발화 수반 

행 는 일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상의 분류 방법에 따르면 간  화행이 

아니라 직  화행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권성미·이혜용(2008: 7)에서도 간  화행에 한 정의를 쉽

게 내릴 수 없고 특정 발화가 간  화행으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단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 하 다. 그들은 강창우(2006)의 논지에 찬성하 으

며 발화 수반력 지시체와 실제로 수반된 화행의 발화 수반력 사이뿐만 아니

라 명제 내용 지시체와 실제로 수행된 화행의 명제 내용 사이에 불일치 

계가 나타나는 경우를 간  화행으로 간주하 다. 이에 따라 간  화행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다음 <표Ⅱ-2>와 같다.

         <표Ⅱ-2> 간  화행의 유형(권성미·이혜용, 2008: 7)

 A 유형

명제 내용 지시체와 실제로 수행된 화

행의 명제 내용은 일치하지만, 발화 수

반력 지시체와 발화 수반력 차이가 불

일치하는 유형

): 반지를 사 줬으면 좋겠다. 

 B 유형

발화 수반력 지시체와 실제로 수행된 

발화 수반력이 다르고 명제 내용 지시

체와 실제로 수행된 화행의 명제 내용

이 다른 유형

 B1

특정한 화맥에서 례  

표 을 사용하는 유형

): 꼬리가 길어요. (회

사원이  들어오면서 문 

닫는 것을 잊어버리는 

상황) 

 B2

발화 수반력 지시체가 

최소화하여 사용되며 상

황 맥락에 따라 발화 의

도가 달라질 수 있는 유

형 

): 애들은 못 간다.(부

모가 자식에게 성인들만 

모이는 곳에 가는 상황)

 C 유형

명제 내용 지시체와 실제로 수행된 화

행의 명제 내용은 다르지만 발화 수반

력 지시체와 실제로 수행된 발화 수반

력은 일치하는 유형 

) 컴퓨터 게임 실컷 해라.

 (엄마가 컴퓨터 게임 독에 걸

린 아이에게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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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문 (2)의 경우 <표Ⅱ-2>에서 C 유형에 속한 것이다. 즉, 명제 지

시체와 명제 내용은 다르지만 발화 수반력 지시체와 발화 수반력은 일치하

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간  화행을 명제 지시체와 명제 내

용의 일치성 여부, 발화 지시체와 발화 수반력의 일치성 여부에 따라 분류

하는 방법을 취한다. 

  한 문 (2)의 경우 함축(implicature)을 포함시켜 논술하는 견해도 있

다. 이종철(2004: 50)에서는 함축과 간  화행의 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

다. 첫째, 간  화행 속에 함축이 하  부류로 포함되는 계이다. 둘째, 간

 화행과 함축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셋째, 함축 속에 간

 화행이 하  부류로 포함되는 계이다19). 이러한 세 가지의 견해를 정

리해 보면 다음 <그림Ⅱ-2>와 같다.  

                  

               <그림Ⅱ-2> 간  화행과 함축의 계 

19) 김태자(1989: 132-133)에서는 모한(Mohan, 1974)과 라운과 빈슨(Brown ＆ Levionson, 

1979)은 간  화행의 의미를 화  함축 속의 하  구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반면 하르트

만(Hartman, 1977)과 매슈스(Matthews, 1975)는 반  의견을 지니고 썰(Searle, 1978)은 간  

화행이 최소한 부분 으로 화  함축과 다르다고 시사한 뒤, 간  화행을 화  함축의 하

부구조로 보고, 그라이스(Grice, 1975)도 역시 같은 견해 고, 그린(Green, 1975)은 동일 하부 

계 이 그라이스(Grice)식의 화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한 상을 간

 화행이라 부르는 것은 축자  의미 이상을 지닌 한 행 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화  

함축이라 부르는 것은 행 에서 추상화해 낸 의미 체를 보는 일로서, 개 다음과 같은 견해

의 부류로 크게 나 어 볼 수 있다고 한다. 

   1) 직  화행

      비 직  화행     간  화행

                       나머지 화행(빈정거림, 은유 포함)

   2) 문자  화행

      비문자  화행     은유  발화, 빈정 는 발화

                        화  함축(간  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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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ㄱ. 에어컨을 켜 줘. 

             ㄴ. 에어컨을 켜 래?

             ㄷ. 에어컨을 켜  수 있니?

             ㄹ. 에어컨을 켜 줬으면 좋겠어.

             ㅁ. 방이 무 덥네. 

  의 문은 (3ㄱ)만 직  화행이고 나머지는 모두 간  화행인데, (3ㄴ∼

3ㅁ)는 모두 (3ㄱ)의 ‘요청’의 발화 수반 행 를 동일하게 지니고 있다. 이 

에서 (3ㄴ∼3ㄹ)는 직  화행의 ‘에어컨을 켜다’라는 명제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3ㅁ)는 직  화행의 명제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

우에 (3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간  화행으로 다루면 <그림Ⅱ-2-(1)>

의 계가 되고, (3ㅁ)를 제외하고 (3ㄴ∼3ㄹ)만을 간  화행으로 다루고 (3

ㅁ)는 함축으로 다루면 <그림Ⅱ-2-(2)>의 계가 된다. 마지막으로 (3ㄴ∼3

ㄹ)를 모두 함축으로 다루면 <그림-Ⅱ-2-(3)>의 계가 된다. 

  슨(Kempson, 1977: 72)은 간  화행이 본질 으로 함축에 의한 언어의 

간  사용 에서 특수한 경우라는 주장이 더욱 타당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을 근거로 하여 함축 속에 간  화행이 하  부류로 

포함된다는 을 취한다. 한 이 희(1999)에 따르면 간  화행은 특정 

화 함축에 해당하다는 것을 찬성한다. 다음 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술하

고자 한다. 

  

  2.2. 간  화행의 원리 

    

  의사소통을 성공 으로 달성하려면 일정한 원리나 규칙을 수해야 한다. 마

찬가지로 간  화행을 실 하는 데 용되는 원리도 있다. 다음으로 간  화행

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함축 원리 

  그라이스(Grice, 1967)는 ‘함축(implicature)’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

으며 그는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해진 내용(what is said)과 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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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what is implicated)을 구분하고 있다. 해진 내용은 한 문장이 발화되

었을 때 부수 으로 해지는 의미이고 이것을 함축이라고 한다. 

  

                   <표Ⅱ-3> Grice(1975)의 함축 구분 

 what is said

                    what is implicated

conventional implicature

    conversational implicature

general 

implicature

special 

implicature

  

   <표Ⅱ-3>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라이스(Grice, 1975)는 함축을 고정 함축

(conventional implicature)과 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으로 세

분하 다. 고정 함축이란 문장 안에 들어 있는 표 의 특징상 함축 의미가 

거의 외 없이 자동 이고 고정 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다. 화 함축이란 

문장 표 과는 무 한 것으로 그 문장이 쓰이는 상황을 근거로 얻어 내는 

함축이다. 그라이스(Grice, 1975)는 화 함축을 다시 일반 화 함축

(general implicature)과 특정 화 함축(special implicature)으로 구분하 다. 

일반 화 함축이란 어떤 특별한 화맥 는 특별한 본이 필요 없이 추론

되는 화 함축이다. 특정 화 함축이란 특별한 화맥이 반드시 필요한 

화 함축을 말한다. 

  이 희(1999)에서는 특정 화 함축에 해당하는 것이 간  화행에 해당하

는 것이라 하 다. 

      (4) 방이 덥네요. 

 

  발화 (4)의 경우 방이 덥다는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화자가 에어

컨이나 문을 바라보면서 발화했다면 에어컨을 틀어주거나 문을 열어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장과 문장 사이의 의미 계를 사실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 형식이나 언어 의미에 의해 추론하는 함의가 아닌 명제

로서 맥락 가운데서 그 문장의 발화에 의해 암시되는 것을 함축이라고 말한

다(이 희, 1999: 41). 한 발화에서는 맥락뿐만 아니라 배경 지식, 상식, 의

도 등을 바탕으로 화자가 발화하는 것 즉 문장 표면 이상으로 의사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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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5) a: 녁에 화 볼래?

        b: 난 내일 시험 있어.

   (5)의 경우 b는 표면상으로는 내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

이지만 실제로 a의 제의를 거 하는 뜻을 함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

떤 의도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함축이다. 

   (4), (5)와 달리 어떤 함축에는 제가 있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럴 

때 화 방은 항상 공동 인 배경 지식이나 상식을 갖춰야 한다. 

 

    (6)  a: 아 리카 마실래?

         b: 난 커피 안 마셔.

         

         함축 제: 아 리카는 커피의 한 종류이다. 

         함축 결론: 그러므로 b는 아 리카를 안 마신다. 

   

  (6)의 경우 아 리카가 커피의 한 종류이라는 함축 제가 있어야 화가 

제 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a와 b는 아 리카가 커피의 이름이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축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한 어떤 함축은 사회 , 문화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사용이 습

으로 되었다. 다음 (7), (8)의 경우가 바로 이런 함축이다. 

     (7) 꼬리가 길어.

      (8) 손이 크네. 

 

  (7)의 경우 선배가 후배가 들어오며 문을 닫지 않은 것을 보고 발화한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사실 후배의 행 를 질책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8)의 경우 이가 후하거나 수단이 좋고 많다는 뜻을 함축한다. 이와 같

이 사회 , 문화  지식에 의하여 함축 의미가 부여된다. 이런 함축도 은유

(metaphor)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라이스(Grice, 1975)는 모든 함축이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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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화 력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지 하 다.   

   

  동원칙(The co-operative principle): 화에 개입할 때 당신의 기여가 당신이 참여

하고 있는 화 교환의 목 이나 인정된 방향이 요구하는 로 되게 하라. 

     ㄱ)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① 당신의 기여가 요구되는 그만큼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할 것. 

          ② 당신의 기여가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ㄴ)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당신의 기여가 진실한 것이 되도록 하라

          ① 당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단언하지 말 것.

          ② 증거가 없는 것을 단언하지 말 것.

     ㄷ) 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화제에 맞게 말하라.

     ㄹ)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명료하게 하라.

           ① 모호하게 표 하지 않도록 할 것.

           ② 불명확하지 않도록 할 것.

           ③ 간결하게 할 것.

           ④ 순서에 맞게 할 것. 

  이러한 력의 원리를 배한다면 화자의 의도를 제 로 달하지 못하거

나 청자가 함축의 의미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한다. 를 들면, 주방에서 화

자가 요리할 때 청자에게 “소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청자가 거실에서 앉

아서 “네, 있어요.”라고 답하 다. 이런 화는 련성의 격률을 반하고 

화자가 소 을 달라는 함축 의미를 청자가 제 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라이스(Grice, 1975)가 설명했듯이 력의 원리는 최 로 효과

이고 타당성 있게 화참여자의 역할을 밝  주었다. 

   2.2.2.  추론 원리 

  추론(Inference)은 비명시  정보를 언어  지식이나 배경 지식을 이용하

여 명시화하는 인지 작용이다(『국어교육학사 』,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

소, 1999). 통 인 견해로는, 발화가 지니는 명시  내용은 기호 해독된 일

련의 해석 내용이고, 함축  내용은 추론된 일련의 해석 내용들이다(추정문, 

2008: 18). 

  추론 이론은 썰(Searle, 1969)의 화행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에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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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le, 1975)은 간  화행에 한 청자의 이해 측면에서 10단계의 추론 과

정을 제시하 다. 다음 화로 를 들어 추론 과정을 분석해 보자. 

       (9) A: 커피 한잔 마실래?

            B: 난 밤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와.

 추론을 통한 간  화행의 이해 과정:

   단계 1: A는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을 한다. B는 밤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 

사실을 진술한다. 이것은 화 표면 으로 도출한 사실이다. 

   단계 2: B의 답이 화 력 원리 의 합성 격률에 일치하는 것을 가정한다. 

   단계 3: 제안 는 요청이 일어나는 경우 합한 답들은 다음 의 하나일 것이다: 

수용(네.), 거 (아니오.), 연기(오늘 늦어서 다음에 마시자.), 는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더 다른 반응 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단계 4: 3단계에서 본 한 답 의 어느 것도 실제 주어진 답과 일치하지 않

는다. 그래서 실제 답은 액면가 로만 보면 한 답 의 하나는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보아). 

   단계 5: 따라서 B는 자신의 발화에서 액면가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의 일차  의도는 이차  의도와 다르다. 이 은 2단계에서 4단계에 

걸쳐 확실해진다. 이 이 이 논증의 고리에서 ‘ 요한 연결고리’이다. 썰(Searle, 1975: 

63)은 말하기를 일차  의도를 이차  의도와 구별할 수 없다면 간  언어 행 는 의미

가 없다고 하 다. 

   단계 6: 밤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사

실 인, 세계에 해 공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1단계에서 언 된 사실들과 같은 비 을 

지닌다. 

   단계 7: 그래서 B는 커피를 마시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 같다. 이 은 6단계로부터 

즉각 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다. 

   단계 8: 언어행 이론은 제안과 계된 어떤 언어행 든 비조건으로 그런 제안된 

행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일러 다. 

   단계 9: 이것으로부터 A는 아마도 B의 발화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

려고 한 것이라는 을 추측할 수 있다(이 은 단계1, 7, 8으로부터 도출됨). 

   단계 10: B가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 사실을 진술한 일차  의도는 A의 제안을 

거 하기 한 것이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단계 5부터 단계 9까지로부터).

   

  그 후에 썰(Searle)의 추론 이론을 보완하기 해 스퍼버와 월슨(Sperber  

＆ Wilson, 1993)은 추론 이론을 체계 으로 설명하 다. 스퍼버와 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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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rber ＆ Wilson, 1993)에서는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단순히 기호 해독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의사소통에서 통화되는 모든 내용은 추론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 다. 이들은 의사소통의 명시 인 국면이 더 내용이 

풍부하고 더 추론 이며, 더 많은 화용론  연구 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명시 인 의미는 명제 형식(propositional forms) 규명, 표 된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s)와 맥락(context)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고 

지 한다. 

  한 이들은 이해 과정에 여하는 추론 능력에 한 모델에 두 가설을 

세웠다. 첫째는 추론  이해 과정이 비 증 (non-demonstrative)이라는 

을 묵시 으로 상정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환경 조건에서도 의사소통이 실

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자는 화자의 의사소통  의도를 기호 해독할 수

도 없고 추론해 낼 수도 없다. 청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화자의 직시  

행 가 제공하는 증거에 기 해서 상정내용을 수립하는 일이다. 그런 상정

내용에 해서 확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확증이란 있을 수 없다. 

  둘째, 청자가 할 수 있는 개념 으로 표상화된 어떤 정보라도 그는 이

를 추론 과정에서 제(premise)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을 명백히 했다. 다

시 말하면 추론  이해 과정은 ‘국지 (local)’이 아니라 ‘ 국 (global)’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국지  과정( 컨  고정된 제 는 청각  지

각내용을 가지고 연역  추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맥락과 무 하거나, 어

떤 일정한 역에 국한된 맥락  정보에만 민감한 과정이다. 반면에 국  

과정( 컨  경험 과학  추론)은 기억 내의 모든 개념  정보에 자유롭게 

근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이들의 추론 이론을 다시 분석해 보면, 추론의 상에 비명시 인 내용뿐

만 아니라 명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추론의 비

증  성격은 추론의 결과, 즉 의미의 구성 과정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으며, 

한 추론에서 사용되는 맥락은 기존에 생각하던 것처럼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것이고, 청자에 의해 극 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추정문, 2008: 19). 를 들어 다음 화 (10)을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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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피터: 일기 보에 따르면 비가 오겠다는군.

         메리: 확실히 그럴 것 같아 보이는데. 

 

  메리의 말은 비가 올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터의 신념을 확인하

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비 증  추론에 의해서 어떤 상정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상의 스퍼버와 월슨(Sperber ＆ Wilson, 1993)의 추론 이론을 살펴보면 

추론 과정의 건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간  화행은 추론 과정에 의해 

이해되어 있어서 맥락과 아주 깊은 련성을 가지고 있다. 

   2.2.3.  합성 원리 

  스퍼버와 월슨(Sperber ＆ Wilson, 1993)은 그라이스(Grice, 1975)의 력 

원리나 격률들을 더 명시 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성 원리

(Relevance Theory, RT)를 제기하 다. 

  합성 원리: 

 모든 직시  의사소통 행 는 그 자체에 최 의 합성이 존재한다는 추정을 통화한다.

  합성 원리의 개별  실 은 상황에 따라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며, 

화자는 합한 발언을 히 성사시키기 해 최선을 다했다는 합성의 

추정 근거를 발언(자극)을 통해 청자에게 달하기 마련이다. 즉 직시·추론

 발화 행 라면 어떤 발화라도 자동 으로 그 자체의 최  합성의 추정

근거를 달해 다. 즉, 화자는 언제나 어느 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

하여 최 로 합한 자극을 청자에게(말로서) 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합성과 합성의 추론 근거는 모두 인지 인 효과와 처리 노력의 문제

로서 1) 인지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정보는 청자의 주의를 끌기 해 

한 효과를 내야 하며, 화자는 그러한 효과가 가해졌음을 청자가 상정할 수 

있도록 시 으로 이를 의도한다. 즉, 화자는 한 효과에 한 추정 근

거를 청자에게 달하기 마련이다. 2) 처리 노력의 측면에서 이성  화자는 

청자가 이해하기 가장 쉬운 자극 형태를 그러한 사실을 청자가 인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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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으로 의도한다. 즉, 화자는 자신의 발언이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얻어

낼 수 있는 유일한 명제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청자에게 달한다. 

  한 합성 원리 에서 맥락은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고 스퍼버와 

월슨(Sperber ＆ Wilson, 1993)은 맥락 효과가 크면 클수록 합성도 커진

다고 주장하 다. 즉, 맥락(context)은 각종 새로운 정보의 합성을 평가하

는 데 필요한 일련의 구 정보 는 구 상정 내용들이다. 맥락을 이루는 것

은 단기 기억, 백과사  지식, 각종 지각 작용에서 얻어지는 정보, 신념 

등 다양하다. 다음의 화를 통해 합성과 맥락 효과를 분석해 보자. 

     (11) A: 토요일에 등산하러 가자.

          B: 토요일은 비가 올 것 같아. 

  의 화 에서 B의 발화를 해석해 보면 다음 세 가지 성정 내용을 추

정할 수 있다. 1) 토요일은 비가 온다. 2) 토요일에 비가 오면 등산을 못 간

다. 3) B는 토요일에 등산 가지 않겠다. 4) B는 A의 제안을 거 한다. 이처

럼 맥락을 통해 합성을 부여하면서 간  화행의 기능을 실 할 수 있다. 

   2.2.4.  공손성과 간 성 원리 

  

  이코 (Lakoff, 1975)는 간  화행이 나타나는 동기가 공손성(politeness) 

때문이라고 지 한다. 그리고 리치(Leech, 1983)는 간 성의 정도를 공손성

과 련하여 살펴볼 때 무례함과 반비례하는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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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Ⅱ-3> 간 성의 정도와 무례함의 계 (Leech, 1983: 108) 

                                     

                                              indirectness       less polite

 Answer the phone.

 I want you to answer the phone.  

 Will you answer the phone?

 Can you answer the phone?

 Would you mind answering the phone?

 Could you possibly answer the phone? 

                                                                more polite

  

  <그림Ⅱ-3>에서 제시했듯이 발화 수반력이 간 일수록 공손의 정도가 

높아진다. 즉, 간  발화 수반력은 더 공손하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정도를 증가시켜 주고, 발화 수반력을 더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운과 빈슨(Brown ＆ Levionson, 1987)은 화자와 청자가 의

사소통을 하는 동안 본질 으로 체면이 을 받거나 손상될 수 있는데, 

이런 행 를 체면 행 (FAC)라 칭하고 체면 행 를 완화시키는 략

으로 다음 <표Ⅱ-4>와 같이 다섯 가지 책략을 제시한다. 

   <표 Ⅱ-4> Brown ＆ Levionson(1987)의 체면 행  완화책략 

  Do FTA
On record

           1. Badly-without Redress

     With Redress
 2. positive politeness

 3. Negative politeness 

                    4. Off record 

                                 5. Do not FTA

    

 의 표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책략에 알맞은 는 다음 (12)와 같다. 

     (12) 책략1(보상행  없이, 노골 으로 하라): 에어컨을 켜 줘.

          책략2( 극  공손법): 에어컨을 켜  수 있니?

          책략3(소극  공손법): 미안하지만, 에어컨을 켜  수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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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략4(비공식 으로 하라): 방이 덥네. 

  (12)에서 제시한 것처럼, 책략1은 직  책략으로, 노골 으로 직 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책략2는 극  공손 책략으로, 의문문으로 상 방의 의향

을 물어보면서 극 으로 공손을 표하고 있다. 책략3은 소극  공손 책략

으로, “미안하지만”의 사용으로 공손 책략을 수행한다. 책략4는 비공식  공

손 책략인데, 간 인 발화로 돌려서 자신의 의도를 수행한다. 이처럼 책략

1에서 책략4로 갈수록 간 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어진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에 한 체면 의 행 나 비 이 증가할수록 공손 략의 층  모

형에서 보다 상 의 책략을 선택하는 것이다(허상희, 2010: 41-42). 

  이처럼 일반 인 간  화행의 기능은 공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

(1996)에서도 다음과 같은 (13)을 통해 간  화행과 공손성의 계를 분

석했다. 

   

      (13)  ( 화로)

           ㄱ. 이쪽으로 오세요.

           ㄴ. 이쪽으로 와 주세요.

           ㄷ. 이쪽으로 와 주시겠어요?

           ㄹ. 이쪽으로 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ㅁ. 이쪽으로 와 주셨으면 하는데요./감사하겠습니다.

           ㅂ.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ㅅ. 이쪽으로 와 주실 수 있으신지요?/가능하신지요?

           ㅇ. 와 주실 수 있을지 궁 합니다. 

           ㅈ. 이쪽으로 와 주실 수 없을까 싶어서요.

  (13)은 이해 (1996)에서 인용한 것이고 채 주(2010: 17)는 (13ㄱ)에서 

(13ㅈ)으로 갈수록 간 이고 공손한 표 이라고 하 다. 그 지만 공손 정

도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13ㄱ)와 (13ㄴ)는 직 인 표

이고 공손성이 아주 약하다. 다음, (13ㄷ)는 일반 인 의문문이고 직 으

로 물어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13ㄹ)와 (13ㅁ)는 ‘-(으)면 좋겠는데요’, ‘-

았/었/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 희망 문형과 감사 문형을 내포한 평서문을 

사용하여 의도를 간 으로 드러내고 청자에게 간 으로 요청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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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방식은 (13ㄷ)의 질문보다 공손하다. 한 (13ㅂ)와 (13ㅅ)는 가능성을 

물어보는 것이고 상 방의 명확한 답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 (13

ㅇ)와 (13ㅈ)는 추측 문형 ‘-ㄹ/을지 궁 합니다’, ‘-ㄹ까 싶어서요’를 사용하

여 질문 형식을 피하고 평서문으로 화자가 답을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 

달하고 있다. 그 에서 평서문 간  화행 (13ㄹ), (13ㅁ), (13ㅇ), (13ㅈ)는 

간 성이 모두 강하고 공손성도 일정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 지만 모든 간  화행이 공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를 들

면, 앞선 문의 경우, 화자가 청자에게 “꼬리가 길어.”라고 발화했을 때 청

자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행 를 질책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문 닫으

라는 지시를 간 으로 수행한다. 여기서 ‘꼬리’라는 어휘가 부정 인 의미

를 지니고 있으므로 공손성은 매우 다. 따라서 간  화행의 주된 기능이 

공손일 수 있지만, 모든 간  화행이 공손표 인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

다. 

  2.3. 간  화행의 담화 기능

  간  화행은 정 인 기능과 부정 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먼  

정재은(1994)에서 제시한 정 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화의 창조  분 기 조성

   ② 사교  증진

   ③ 원활한 의사소통

   ④ 말하기 곤란한 인간  갈등의 해소

   ⑤ 사회  거리(지 , 성별, 친 도, 나이 따 )와 부담의 크기 완화

   ⑥ 직 으로 표 하기 힘든 복잡하고 추상  개념  격렬한 감정의 표  

   

  그리고 이 희(1999: 131-132)에서는 이를 보충·설명하기 해 간  화행

의 정  기능을 일이나 의사소통 행 에 한 부담 완화, 정서  립이

나 의견의 립 완화로 나 었다. 평서문의 간  화행으로 를 들어 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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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미: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요.

  (14)의 경우 화자가 청자보다 지 가 낮으므로 직 으로 질책할 수 없

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화자가 당  표 과 인용법을 통해 청자에게 사실을 

진술하면서 청자에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뜻을 달한다. 이로써 화자

가 립 인 의견을 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자의 체면도 유지할 수 

있다.  청자가 부담을 덜 느끼고 화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

다. 왜냐하면 의사의 조언은 설득력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간

 화행은 부담과 립을 완화하는 데 정 인 기능을 한다. 

  그 지만 이 희(1999: 133-138)에서는 간  화행의 부정  기능도 지 하

다. 간  화행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불명확한 의사소통을 야기하는 동시

에 화자와 청자 간의 심리  거리감과 부정  정서도 형성할 수 있다. 앞에

서 나타난 문 “꼬리가 길어요.”는 바로 상 방에게 문을 닫지 않은 행 를 

질책한 간  화행이고 부정  정서를 형성하기 쉽다. 

  

 3.  평서문의 실  방법  기능

  한국어는 종결 어미에 의해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데 최 배(1950), 백 자

(1999), 김태엽(2001), 이익섭(2005), 송창선(2010), 이주행(2011)의 연구에 따

르면 종결 어미에 의해 문장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으로 나

고 있다. 이들은 약속문과 감탄문을 별도의 문장의 종류로 인정하지 않고 

평서문에 포함시킨다. 그 지만 남기심·고 근(1985), 학교문법(2002), 국립국

어원(2005), 허용(2005), 구본 (2008) 등에서는 문장을 평서문, 의문문, 명령

문, 청유문, 감탄문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는데 감탄문을 평서문에서 분리

시켰다. 여러 학자들의 문장 유형에 한 견해가 다르지만 평서문이 한국어 

문장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통 으로 인정되었다. 

 『표 국어 사 』(1999)에 따르면 평서문20)은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객

20) 이주행(2006) 등의 학자들은 사건이나 청자에 한 화자의 태도를 활용 형태로 표 하는 문법 

범주를 서법(叙法，mood)이라고 정의하 다. 서법에 한 분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체로 서술법(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의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논

술된 평서문은 서법으로 보면 서술법(평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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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술하는 문장이다.『학교문법』(2002)에서도 평서문은 말하는 이

가 듣는 이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

는 문장이라고 정의하 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감탄문도 발화자가 청

자에게 요구 없이 자기의 생각, 느낌을 표 하는 문장이므로 평서문에 포함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감탄문을 평서문의 한 가지 하 분

류라고 본다. 다음으로 평서문의 실  방법과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평서문의 실  방법

  권재일(2003)에 따르면 평서문의 실  방법은 고유한 문장 종결 어미, 범

용 문장 종결 어미, 속 어미의 용 그리고 문장 조각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 , 평서문은 문 (15)처럼 고유한 문장 종결 어미, 즉 서술어미 ‘-다’

등을 통해 실 된다. 

         

        (15) 희가 집에 없다.

 

  그러나 어떤 어미는 서술 어미로뿐만 아니라 의문 어미, 명령 어미로도 

기능한다. 문 (16)과 같이 어미 ‘-어’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에서 모두 

쓰일 수 있는데 이런 어미들은 범용 문장 종결 어미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어미는 ‘-오’, ‘-지’ 등이 있다. 

         (16) ㄱ.  지  밥을 먹어. 

               ㄴ.  지  밥을 먹어?

               ㄷ.  빨리 밥을 먹어!

  그리고 고유한 문장 종결 어미, 범용 문장 종결 어미뿐만 아니라 권재일

(2003)이 제시했던 문 (17), (18)처럼 ‘-구’, ‘-어서’ 등과 같은 속 어미를 

통해서도 평서문의 기능을 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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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가: 이 시 가  그 잖아요.

                나: 안하면  뒤쳐지는 것 같구. 

          

           (18)  가: 그런데 믿음이 안 가 더라군요.

                나: 제가 원낙 좀 생각이 많아서요.       

    

  한 문 (19), (20)처럼 온 한 문장으로 끝맺지 않고, 문장 조각으로 평

서문을 실 하기도 한다. 

  

          (19) 가:  그 사람이 구야?

                나: 아, 아는 사람. 

          

            (20) 가: 뭐 마실래?

                나: 난 커피.

 

  이외에 권재일(2003)은 네 가지 유형의 평서문 실  방법을 제시한 후 억

양과 같은 운율  방법도 평서문이나 의문문을 실 하는 주요 방법이라고 

지 하 다. 의 문 (16)의 경우, “지  밥을 먹어.”처럼 내림억양으로 말

하면 평서문이고, “지  밥을 먹어?”과 같이 올림억양으로 말하면 의문문이 

된다. 

  3.2.  평서문의 기능

  

  우선, 한국어의 평서문은 종결 어미를 통해 상  높임법을 나타내는 기능

을 할 수 있다. 

        (21)  ㄱ. 는 학교에 갑니다.

               ㄴ. 나는 학교에 가오.

               ㄷ. 나는 학교에 가네.

               ㄹ. 나는 학교에 간다.

               ㅁ. 는 학교에 가요.

               ㅂ. 나는 학교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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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문 (21)은 왕정정(2012: 13-14)에서 제시했던 문이다. (21ㄱ), (21

ㄴ), (21ㄷ), (21ㄹ), (21ㅁ), (21ㅂ)는 모두 평서문인데 종결 어미에 따라 화

계가 상이하다. (21ㄱ)는 합쇼체, (21ㄴ)는 하오체, (21ㄷ)는 하게체, (21ㄹ)는 

해라체, (21ㅁ)는 해요체, (21ㅂ) 해체이다21). 이에 따라 상  높임법도 달라

진다. (21ㄴ)의 합쇼체는 격식을 갖추어 청자를 극존 함을 나타낸다. (21ㄴ)

의 하오체, (21ㄷ)의 하게체는 격식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다

(이주행, 1996: 17). (21ㄹ)의 해라체는 격식체이고 아주낮춤을 나타내는 화

계로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구어에서 잘 

쓰이지 않고 문어에서 쓰이는 경향이 있다. (21ㅁ)의 해요체는 주로 구어에

서 화자와 청자가 친 한 계를 맺고 있을 때 화자가 청자를 존 하기 

해 사용하는 화계이다. (21ㅂ)의 해체는 주로 구어에서 화자와 청자가 친

한 계를 맺고 있을 때 평 하거나 하 하기 해 사용하는 화계이다(왕정

정, 2012: 15-18). 이주행(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생활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상 를 존 할 때에는 ‘합쇼체’와 ‘해요체’를 사용하고, 평 와 하

할 에는 ‘해체’를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국어 문법 학자에 따라 화계별 평서문의 종결 어미에 한 견해

가 분분한데 김태엽(2001),『학교 문법』(2002), 이종희(2004), 이주행(2011) 

등의 연구를 참조하면 화계별 평서문의 종결 어미는 다음 <표Ⅱ-5>와 같

다. 

             

21) 한국어 문법학자들의 화계에 한 견해가 분분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편 으로 인정된 합쇼

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6가지 기 에 따라 화계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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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5> 화계별 평서문의 종결 어미

         화계                평서문의 종결 어미

 격식체

  합쇼체
-습니다, -렵니다, -답니다, -나이다, -사옵니다/옵니다, -

올시다, -사옵나이다

  하오체
-오/소, -다오/라오, -(으)ㅂ니다/습니다, -(는)구려, -습디

다, -리다

  하게체
-네, -(ㄴ/는)다네, -ㄹ세, -ㅁ세, -구먼, -군, -나니, -데, -

려네, -이

  해라체

-(ㄴ/는)다, -노라/로라, -니라, -다마다, -(ㄴ/는)단다/란다, 

-(는)구나, -(으)마, -것다, -고지고, -나니라, -더라, -도다, 

-ㄹ거나, -ㄹ라, -ㄹ러라, -ㄹ지니라, -러니라, -려무나, -

렴, -리, -리라, -마

비격식체

  해요체 -아/어/여요, -지요

  해체

-아/어/여, -지, - , -(으)ㄹ걸, -ㄹ게, -(으)ㄹ래, -(는)군, 

-네, -거든, -는걸, -는데, -다고, -다니까, -더라니, -더라

니까, -더라지, -려고, -아야지, -지

  다음으로 한국어의 평서문은 종결 어미를 통해 설명, 알림, 강조, 추측, 확

인, 약속, 감탄 등 기능도 할 수 있다. 

              (22) ㄱ. 시간이 없다.

                     ㄴ. 시간이 없다고. 

                     ㄷ. 시간이 없을걸.

                     ㄹ. 시간이 없네.

  (22ㄱ)의 경우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상황을 설명하는데 (22ㄴ)의 경

우 간  인용을 통해 상황을 강조한다. 그리고 (22ㄷ)의 경우 어미 ‘-ㄹ걸’을 

사용하여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22ㄹ)의 경우 어미 ‘-네’를 통해 상황

에 감탄한다. 이와 같이 평서문은 여려 가지 종결 어미를 통해 다양한 의미

를 표 한다. 

  이종희(2004), 고빙빙(2005) 등에 따르면 의미별 평서문의 종결 어미는 다

음 <표Ⅱ-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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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계 평서문 어미                       담화 기능 

 해체 

-아/어/여, 
-(이)야 

설명하기, 요청하기, 조언하기, 제안하기, 느낌 표 하기, 

희망 표 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묘사하기, 명령하기, 

거 하기, 확인하기, 인사하기, 사과하기, 소개하기, 감사

하기 

-(이)지
확인하기, 요청하기, 조언하기, 제안하기, 느낌 표 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이)거든
설명하기, 조언하기, 묘사하기, 거 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ㄴ/는데 느낌 표 하기, 설명하기, 조언하기, 거 하기 

-ㄹ/을게 능력·의도 표 하기

 해요체 

-아/어/여요, 
-이에요/ 요

설명하기, 요청하기, 조언하기, 제안하기, 느낌 표 하기, 

희망 표 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묘사하기, 거 하기, 

확인하기, 소개하기

-(이)거든요
설명하기, 묘사하기, 느낌 표 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희망 표 하기 

 -(이)지요 설명하기, 확인하기, 제안하기, 묘사하기, 조언하기 

-ㄴ/는데요 설명하기, 조언하기, 확인하기, 느낌 표 하기, 거 하기, 

                 <표Ⅱ-6> 의미별 평서문의 종결 어미 

    의미                          종결 어미

    설명 -다, 

    약속 -ㄹ게, -마, -ㅁ세, 

    의지 -려고, -아야지, -리, -리라, -려네, -리다, -렵니다, 

    알림 -아, -는다, -다는구나, -단다, -네, -다오, -오, -답니다, -습니다, 

    확인 -군, -지, -더라니, -구나, -더라, -데, -습디다, 

    추측 -ㄹ걸, -것다, -ㄹ러라, 

    제 -거든, -는데, 

    감탄 -네, -는걸, -도다, -ㄹ거나, -구먼, -ㄹ세, -로세, 

    강조 -다고, -다니까, -더라니까, -더라지, -다마다, 

    허락 -려무나, -렴, 

    단정 -나니라, -느니라, -니라, -ㄹ지니라, -러니라, -나니, 

    기원 -고지고, -나이다

    염려 -ㄹ라

   

  한 손다정(2008: 65-69)에서는 실제 담화 에서 종결 어미의 의사소통 

기능별 사용 빈도를 조사하 는데 평서문 종결 어미와 련된 부분은 다음 

<표Ⅱ-7>과 같다. 

               

            <표Ⅱ-7> 평서문 종결 어미의 의사소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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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고요
설명하기, 묘사하기, 느낌 표 하기, 확인하기, 희망 표

하기, 거 하기, 소개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ㄹ/을게요 능력·의도 표 하기

-(으)세요 요청하기, 명령하기, 조언하기, 설명하기

 해라체 
-ㄴ/는다, 
-(이)다

설명하기, 느낌 표 하기, 확인하기, 묘사하기, 제안하기, 

거 하기, 요청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하게체 -(이)네 확인하기, 느낌 표 하기, 설명하기, 명령하기, 감사하기 

하십시오

체
-ㅂ/습니다

설명하기, 조언하기, 희망 표 하기, 묘사하기, 느낌 표

하기, 명령하기, 감사하기, 거 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표Ⅱ-7>에서 제시했듯이 평서문 종결 어미는 실제 담화 에서 주로 설

명하기, 조언하기, 묘사하기, 확인하기, 거 하기, 요청하기, 느낌 표 하기, 

능력·의도 표 하기 등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하고 있다. 다음 에서는 이

러한 기능들이 실제 담화 에서 어떻게 실 되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도

록 한다. 

 4.  평서문의 간  화행     

        

  앞에서 제시했듯이 평서문의 간  화행은 진술 화행을 수행하지 않고 다

른 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 우선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

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의 실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 

  이 희(1999: 84-88)에서는 정보를 달하는 평서문은 진술 화행이 아닌 

명령, 질문, 청유의 화행을 간 으로 수행하기도 한다고 밝히고 있다.  

 

    (23) 즉시 운동장에 집합한다. 

    (24) 다른 일이 아니라 번에 만났던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25) 방이 커서 우리 같이 청소하면 좋을 텐데. 

  의 문은 모두 이 희(1999: 86-88)에서 제시했던 것인데 (23)은 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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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명령 화행, (24)는 평서문이 질문 화행, (25)는 평서문이 청유 화행을 

수행한 것이다. (23)은 상 방이 당장 해야 할 일을 직  서술함으로써 “운

동장으로 나가라.”의 명령을 하고 있다. 이 희(1999: 86)는 일반 으로 당장 

해야 할 일을 서술할 때는 항상 명령 화행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

한다. 그리고 상 방의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 동사(움직이다, 가다, 오다 따

)가 사용되는 평서문이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와 함께 사용되었을 때 이 

‘시간 어휘’는 ‘언표내  힘 지시 장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4)는 화자

가 청자와 련된 불확실한 사실을 언 함으로써 청자로 하여  ‘이름’을 알

려줘야 하겠다는 추론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게 평서문을 통해 질문의 화

행을 수행하는 이유는 질문 표지가 드러난 질문 화행보다는 청자의 반응을 

타진하여 화자 자신의 질문 의도를 유보하고 청자의 답 의사를 유도하는 

것이 정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이 희(1999: 87)는 

지 했다. (25)는 표면 으로 자신의 생각만 진술하지만 사실 화자가 청자에

게 자신과 함께 행동하자는 뜻을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서문을 통해 

청유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문들은 다시 

해석하면 실제로 다음 (23')-(25')의 의미를 달하고 있다. 

        (23') 당장 운동장으로 나가라. 

         (24') 번에 만났던 사람의 이름을 알려  수 있어요? 

         (25') 우리 같이 청소하자. 

  

  이 희(1999)는 문장 유형에 따라 화행을 구별하 다. 그 지만 박 순

(2001a: 293)에서는 문장의 일반 인 의미 유형인 진술, 의문, 명령, 청유, 

요청 등등 이외에 많은 기능이 더 있다고 하 다. 그는 말하는 기능

(function)이란 화자가 어떤 문장을 발화했을 때 이것이 청자에게 어떤 역할 

는 기능을 하는가 하는 에서 문장을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김윤수

(2011: 16)는 이러한 분류 방법은 기존의 진술 화행, 질문 화행, 청유 화행

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세분화된 문장의 의미로 나눔으로써 더 명확한 

언내표  화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는 실제 

담화 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실  양상을 고찰하기 해 평서문 간  

화행의 명령, 질문, 청유 화행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담화 기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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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도록 한다. 

  사실 의 문 (23)-(25)를 본질 으로 분석해 보면 모두 상 방에게 무

엇을 하도록 하는 발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즉, (23)의 경우 화자가 청자에

게 당장 운동장으로 나가도록 하는 의도, (24)의 경우 화자가 청자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도록 하는 의도, (25)의 경우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청소하도록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므로 평서문 간  화행이 명령, 질

문, 청유 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실제로 상 방에게 무엇을 하도록 하는 의

도를 간 으로 표 하고, 상 방이 추론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행

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서문은 지시 화행(directive) 기능을 

간 으로 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논술했듯이 썰(Searle, 1969)은 발화 수반 화행을 단언형

(assertives), 선언형(declarations), 언약형(commissives), 정표형

(expressives), 지시형(directives)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 다. 그 에서 지

시 행 는 청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화자의 시도를 표 하는 화행 종

류이고 그의 하  부류는 충고, 명령, 질문, 요구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명령 화행, 질문 화행은 지시 화행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청유 화

행의 경우, 최규수(2009: 105)가 지 했듯이 청유문의 수행자는 청자와 화자

를 포함하고 그 의미는 명령문의 의미를 함의하므로 청유문은 명령문의 일

종이다. 그러므로 청유 화행은 본질 으로 명령 화행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명령, 질문, 청유 화행은 모두 지시 화행의 하  부류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평서문 간  화행은 명령, 질문, 청유 화행을 실행

하기보다는 지시 화행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보는 것이 더욱 당하다.

  평서문 간  화행은 지시 기능 이외에 다른 담화 기능을 수행할 때도 있

다. 다음 문 (26), (27)을 보자. 

   

     (26)  A: 같이 화 볼래?

           B: 내일 시험이 있거든. 

     

      (27) *부하 직원이 요한 문서를 잃어버린  경우

            상사: 잘했다. 

  문 (26)의 경우, B는 표면상으로 내일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진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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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실제로 A의 제의를 거 하고 있다. 즉, 내일 시험이 있어서 오늘 공

부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화를 못 보겠다는 뜻을 달하고 있다. 그러므

로 평서문은 거  기능을 간 으로 수행하고 있다. 

  문 (27)의 경우, 표면 으로 보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한 것이지만 실제로 반어법(反語法)을 통해 부하 직원의 문서를 잃어버

린 행 를 질책하고 있다. 즉, 요한 문서를 잃어버려서 잘못했다는 뜻을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평서문은 질책 기능을 간 으로 수행하고 있다. 

  (26)과 (27)의 경우, 함축(implication)이라고 본 견해도 있다. 그 지만 썰

(Searle, 1969)의 화행 부류 기 에 따라 살펴보면, 거  화행은 언약 화행

(commissives)에 속하고 질책 화행은 정표 화행(expressives)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26), (27)의 경우는 평서문이 거 , 질책 화행 기능을 

수행하는 간  화행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다. 한 앞에서 논술했듯이 간

 화행은 특별한 화맥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 화 함축에 해당하다. (26), 

(27)은 바로 이러한 특정 화 함축이므로 간  화행의 범 에 포함시켰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평서문 간  화행은 특정 화에서 진술 기

능뿐만 아니라 지시, 거 , 질책 등의 기능도 간 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평서문은 다른 담화 기능도 실 할 수 있지만 일상 

화에서 이러한 경우는 은 편이다22). 이 사실은 앞의 <표Ⅰ-1> 드라마

에서 나타난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별 발화 수에 한 통계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평서문 간  화행의 지시, 

거 , 질책 기능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2. 평서문 간  화행의 실  양상 

 

  본 에서는 평서문 간  화행의 실  양상을 구체 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더욱 선명하게 설명하기 해 실생활을 반 한 한국 드라마의 담화 장

면과 본을 발췌하여 이들을 결합시키고 평서문 간  화행의 지시, 거 , 

질책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드라마 본에 한 조사 결과에 따라 평서문 간  화행은 칭찬, 감사, 수락 등의 기능도 간

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지만 거 , 지시, 질책 기능에 비해 다른 기능의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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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평서문 간  화행 지시 기능의 실  양상 

    

  지시 행 는 청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화자의 시도를 표 하는 화

행 종류이다(김미선, 2011: 9). 썰(Searle, 1979: 44)이 지시 화행(directive)의 

정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 <표Ⅱ-8>과 같다. 

        <표Ⅱ-8> 지시 화행의 정 조건(썰, Searle, 1979)

      조건                   지시 화행 (directive)

  비 조건

 (prepapratory

  condition)

청자는 행  A를 수행할 수 있다. 

(He is able to perform A.)

 성실성 조건

(sincerity condition)

화자는 청자가 행  A를 하기를 원한다.

(S wants H to do A.)

 명제 내용 조건

(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화자는 청자가 수행할 행  A를 측한다.

(S predicates a future act A of H.)

 본질 조건

(essential condition)

청자가 행  A를 실행하도록 설득하기 한 시도로 간주

된다. (Counts as an attempt by S to get H to do A.)

  의 정 조건에 의거하면 지시 화행은 화자가 지시 화행 부류의 어떤 

화행을 수행할 때 그의 발화 수반 행  목 은 청자를 어떤 특정한 행  A

를 실행하도록 움직이는 데 있다. 화자가 청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신하며 그 행 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화자의 소망을 담고 있는 화행

이라고 할 수 있다(썰, Searle, 1979: 44). 를 들면, 화자가 청자에게 “물 

좀 줘.”라고 하 다면 화자는 청자에 의해 물을 주는 행 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야 하며, 청자가 물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발화는 청자가 물을 주도록 하는 시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시 화행의 분류에 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바흐-하니쉬

(Bach-Harnish)의 지시 화행에는 ‘ 지 행 , 요구 행 , 요청 행 , 자문 행

, 질문 행 , 허가 행 ’가 포함된다(이 희, 1999: 34). 한편 이(Tsui, 

1994: 173)는 지시  화행을 요청 행   지시 행  두 가지로 나  뒤 다

시 요청 화행을 부탁· ·제공·제의를, 지시 화행을 명령과 권고(제안)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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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 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어에 을 맞췄는데 한국어의 경우 김미

령(2006)에서는 화자의 발화 의도  청자의 응답에 의해 화행을 유형화하

고 이 에서 청자에게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 부분을 지시 화행이라 하고 다

음 <표Ⅱ-9>와 같이 유형화하 다. 

              <표Ⅱ-9> 김미령(2006)의 지시 화행 유형

       [+친교]
  [-부담]/[-강제성]

   [+선택] : 제안

   [-선택] : 허가 

  [+부담]/[-강제성]    [+선택] : 권유

    [-친교]/[+부담]

  [-강제성]/[+선택] : 요청

  [+강제성]/[-선택]
   [- ] : 명령

   [+ ] : 경고 

  한 강 화(2007: 11)는 지시 화행을 명령·요청·요구·부탁·허락·권고·권

유·경고· 지·충고·제안·제의 등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그는 화행 기능은 단

어의 뜻풀이가 아닌 서로 간에 변별되는 담화 상황을 구분해야 보다 명확해

진다고 하 는데 각 기능의 담화 상황  변별성은 다음 <표Ⅱ-10>, <표Ⅱ

-11>과 같다. 

   

    <표Ⅱ-10> 화행 기능의 담화 상황에서의 변별성(강 화, 2007: 11)

( 화 자 ) 청

자에 도움 

믿음

화자에 도

움 유무 

청자의 행동 

요구 정도

화자의

권리 여

부

화자와 청

자의 계
행동 주체 

명령     --  도움 됨 강제성 있음    -- 계 있음 청자가 행동

권고  도움 됨    -- 강제성 있음    -- 계 있음 청자가 행동

요구    --  도움 됨 강제성 있음
권리 있

음
   -- 청자가 행동

부탁    --  도움 됨 강제성 없음    --    -- 청자가 행동

제안  도움 됨  도움 됨 강제성 없음    --    --
화자와 청자 

행동

제의  도움 됨    -- 강제성 없음    --    -- 청자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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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문형       유형 

 1. -아/어 주면 고맙겠어/고맙겠어요/고맙겠습니다 (감사하다) 부탁, 명령, 요구

 2. -아/어 주면 좋겠다/좋겠어/좋겠어요/좋겠습니다 부탁, 명령, 요구

 3. -(으)ㄴ 것 같은데(요) 부탁, 명령, 요구

 4. -ㄹ 거라고 생각해(요)/생각합니다 부탁, 권고

 5. -(으)ㄹ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부탁, 명령, 요구

 6. -(으)면 좋겠어/좋겠어요/좋겠습니다
제안, 부탁, 명령,

요구, 제의, 권고

 7. -(으)면 좋을 것 같아(요)/같습니다
부탁, 명령, 요구,

제의, 권고

 8. -(으)면 해/해요/합니다 부탁, 명령, 요구

 9. -(으)지/(으)시지요 제의, 권고

10. -고 싶어/싶어요/싶습니다 부탁, 요구

11. -고 싶은데(요) 부탁, 요구

12. -기(를) 바라(요)/바랍니다 요구, 권고

13. -는 게/것 괜찮을 것 같아(요)/같습니다 제의, 권고

14. -는 게/것 나을 것 같아(요)/같습니다 제의, 권고

15. -는 게/것 어떨까 싶어(요)/싶습니다 제의, 권고

16. -는 게/것이 좋겠어/좋겠어요/좋겠습니다 명령, 제의, 권고

17. -는 게/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명령, 제의, 권고

18. -다고 생각해(요)/생각합니다 제의, 권고

19. -아/어 주기(를) 바라(요)/바랍니다/바라겠습니다 부탁, 명령, 요구

20. -아/어/여 주면 좋겠다/좋겠어/좋겠습니다 부탁, 명령, 요구

21. -아/어/여 주셨으면 해(요)/합니다 부탁, 명령, 요구

22. -아/어 줘야겠어(요) 명령, 요구

     <표Ⅱ-11>  담화 상황에 따른 지시  화행(강 화, 2007: 11)

   +강제성
  +상하 계

  +화자 도움    ☞  명령

  +청자 도움  ☞  권고

 +/-상하 계   +화자 도움   +화자 권리  ☞  요구

   -강제성  +/-상하 계

  +화자 도움  ☞  부탁

 +화/청자 도

움
   함께 행동  ☞  제안

  +청자 도움  ☞  제의

  한 강 화(2007: 12-17)에서도 <표Ⅱ-10>과 <표Ⅱ-11>의 기 틀을 가

지고 한국어회화교재에 출 한 문형 표  에서 명령·요구·부탁·권고·제안· 

제의를 나타내는 한국어 지시 화행 문형 67개를 제시하 다. 이 에서 평

서문과 련된 부분은 다음 <표Ⅱ-12>와 같다. 

                <표Ⅱ-12> 평서문의 지시 화행 문형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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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어야겠어(요)/겠는데(요) 명령, 요구

24. -아/어(요) 제안, 명령, 요구

화자  

표명의 지시

-아/어 주면 고맙겠어/고맙겠어요/고맙겠습니다 (감사하다), -아/어 

주면 좋겠다/좋겠어/좋겠어요/좋겠습니다, -ㄹ 거라고 생각해(요)/생

각합니다, -(으)면 좋겠어/좋겠어요/좋겠습니다, -(으)ㄹ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으)면 좋을 것 같아(요)/같습니다, -고 싶어/싶어요/

싶습니다, -고 싶은데(요), -기(를) 바라(요)/바랍니다, -는 게/것이 

좋겠어/좋겠어요/좋겠습니다, -는 게/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고 생

각해(요)/생각합니다, -아/어 주기(를) 바라(요)/바랍니다/바라겠습니

다, -아/어/여 주면 좋겠다/좋겠어/좋겠습니다, 

청자  

확인의 지시
-(으)지/(으)시지요 

 립의 

지시

-(으)ㄴ 것 같은데(요), -(으)면 해/해요/합니다, -는 게/것 괜찮을 

것 같아(요)/같습니다, -는 게/것 나을 것 같아(요)/같습니다, -는 게

/것 어떨까 싶어(요)/싶습니다, -아/어/여 주셨으면 해(요)/합니다, -

아/어 줘야겠어(요), -아/어야겠어(요)/겠는데(요), -아/어(요)

  장경희(2005: 192)에서는 화자의 지시 의도 결정에 따라 지시 화행을 화자 

 표명의 지시, 청자  확인의 지시,  립의 지시로 유형화하

다. 이 세 가지의 기 에 따라 의 <표Ⅱ-12>에서 나타난 표  문형은 다

음 <표Ⅱ-1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Ⅱ-13> 평서문의 지시 화행 유형 

  <표Ⅱ-13>에서 제시했듯이 평서문의 지시 화행은 부분 화자  표명

의 지시 문형 표 을 통해 실 된다. 특히 ‘-(으)면 좋겠다’, ‘-기(를) 바라다’

와 련된 희망 표 은 많이 나타난다. 이런 문형은 표면 으로 화자의 희

망만 진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청자가 화자의 희망 사항을 완성하도록 하

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평서문은 이와 같은 희망 표 을 통해 간

인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자  확인의 지시의 경우 의문문으로 실 되는 것은 많지만 평서문

은 그 지 않다. 그리고  립의 지시의 경우, 일정한 추측 표  ‘-ㄴ/

은/는/을/ㄹ 것 같다’, 당 인 표  ‘-아/어/여야겠다’, 허락 표  ‘-(으)면 

23) 강 화(2007: 12-17)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66 -

      드라마 제목      총 요청 발화수
         평서문 

    빈도    비율

     내조의 여왕           230      40     5%

     는 내 운명           102      22    17%

         물           279      17     3%

     불굴의 며느리           201       3     6%

    솔약국집의 아들들           345      37    10%

      시크릿가든           200      19    14%

        총계          1357     138     8%

하다’ 등을 통해 평서문은 간 인 지시 화행을 수행한다. 왜냐하면 이런 

문형을 통해 청자에게 사실이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서 청자가 화자의 지

시를 더욱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 화(2007: 23)에서 지 했듯이 가장 한 담화 상황에서 가장 한 

표  문형을 사용했을 때 의사소통이 효율 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표

Ⅱ-12>와 <표Ⅱ-13>에서 나타난 평서문의 지시 화행 문형은 반드시 어떤 

담화 상황에서 실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드라마24) 에서 특정한 담

화 상황에서 평서문의 간 인 지시 화행의 실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평서문이 지시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자 한다. 

    

 1) 요청·명령 기능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평서문은 일정한 표  문형과 어미를 통해 요청·명

령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邊境(2012)에서는 한국의「내조의 여왕」,

「 는 내 운명」,「 물」,「불굴의 며느리」,「솔약국 집의 아들들」,「시

크릿 가든」의 6가지 드라마 본에서 나타난 요청 발화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 다. 그 에서 평서문으로 실 되는 요청 화행의 개수와 이것이 

체 요청 발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다음 <표Ⅱ-14>와 같다. 

  <표Ⅱ-14> 드라마별 평서문으로 실 되는 요청 발화 (邊境, 2012: 47)

24)「내 이름은 김삼순」(1-16회, MBC, 2005),「달자의 」(1-22회, KBS2, 2007),「시크릿 가든」

(1-20회, SBS, 2010),「신사의 품격」(1-20회, SBS, 2012),「학교 2013」(1-16회, KBS2, 2013),

「별에서 온 그 」(1-21회, SBS, 2014) 등의 드라마 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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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18>을 살펴보면 평서문으로 실 되는 요청 발화는 각 드라마 에

서 5%-17%의 비율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평균 비율은 8%를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서문의 비율은 직 인 요청을 표 한 명령문의 비

율에 비해 낮지만 간 인 요청을 나타낸 의문문, 청유문의 비율과 비슷하

다25). 그러므로 평서문의 요청 발화는 간 인 요청 화행에서 요한 치

를 차지하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한 邊境(2012)은 평서문으로 실 되는 요청 발화를 ‘해체’, ‘해요체’, ‘합

쇼체’로 나눠 보았는데 구체 으로 다음 <표Ⅱ-15>와 같다. 

   

 <표Ⅱ-15> 평서문으로 실 되는 요청 발화의 실  양상(邊境, 2012: 48)

      해체       해요체       합쇼체

     평서문 

      -어       -어요      -ㅂ니다

    -아/어야지

    -는데

    -고

    -자고

    -냐고

    -을 텐데

    -아/어야지요

    -는데요

    -어요

    -고요

    -세요

    -지요

    -시라고요

    -달라고요

    -자니까요

   -습(ㅂ)니다.

   -입니다.

   -기 바랍니다.

  

  <표Ⅱ-15>에서 제시했듯이 평서문의 요청 화행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

타난다. 주로 당  표 , 희망 표 , 간  인용 표  등을 통해 청자에게 간

으로 요청한다. 그러나 실제 조사를 통해 평서문의 간  요청이나 명령 

화행이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드라

마에서 나타난 담화 상황을 결합하여 문을 통해 평서문의 간  요청과 명

령 기능을 살펴보도록 한다. 

25) 邊境(2012)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라마 에서 요청 발화는 명령문이 63%, 의문문이 8%, 청

유문이 8%로 나타났다. 그 에서 명령문은 모두 직 인 요청 화행, 평서문과 의문문은 모두 

간 인 요청 화행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청유문은 직  화행과 간  화행이 반반 정도를 차

지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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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장변호:  알겠네. (짐짓 웃더니) 이번주 토요일에 내 생일 티가 있는데, 수진 이  

                녀석이  사람들 불러 들여 시끄럽게 하는 모양이야, (보며) 모처럼 자  

                네도 같이 자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태 : (본다. 보다가 그  짐짓 미소로 답을 신한다)

 

  (28)의 경우, 화자가 희망 표  ‘-(으)면 좋겠다’를 사용하여 자신의 소망

을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자로 하여  자신의 생일 티에 와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외에 ‘-(으)면 고맙겠다/감사하겠다/ 이겠다’, ‘-았/었/

으면 하다’, ‘-고 싶다’ 등도 쓰이고 있는데 청자의 의지를 존 하는 동시에 

요청 의도도 교묘하게 표 할 수 있다.  

   

       (29) 주원: 최선도 아니고 확실하지도 않으면 다시 하셔야죠. 

         

        (30) 라임: 버리신 분이 주워 주셔야겠는데.

  (29), (30)의 경우는 화자는 당  표  ‘-아/어/여/야지/겠다’, 그리고 평서

형 어미 ‘-(이)지(요)’, ‘-는데(요)’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간 으로 명령하고 

있다. 직 으로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는 화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의무를 진술하면서 청자가 행동의 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로

써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확률은 더 높다. 당  표 과 같은  

립의 지시 표 은 ‘-(으)면-’, ‘-아/어/여도 (안) 된다’ 등이 있다. 

 

        (31) 도민 : 만나면 압니다.    

          

         (32) 천송이: 이거 답해도 돼. 

                                                     

  (31)은 화자가 ‘-(으)면-’으로 구성한 조건문을 통해 청자에게 여기까지 오

라고 요청하고 있다. 조건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청자가 그 조건에 만족하기 

해 지시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화자가 청자의 심리를 

악하여 의도를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청자가 화자의 조

건에 한 심이 없으면 의사소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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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2)는 화자가 허락 표  ‘-아/어/여도 된다’를 통해 청자에게 “ 답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요청의 강도를 낮춰서 청자로 하여  부

담을 덜어 다. 

   평서문으로 실제 상황을 진술하여 청자에게 간 으로 요청이나 명령

을 하는 경우도 있다. 

   

        (33) 도민 : 여기 박물 이야. 

        

         (34) 자: 가루 떨어졌어요. 26)

        

         (35) 정인: 장갑 없어 손 시려 죽겠네! 27)

                     

  (33)은 화자가 청자에게 주변의 환경을 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34)의 경우 화자는 가루가 떨어진 상황을 진술하

지만 실제로 청자에게 가루를 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35)의 경우 화자

는 장갑이 없어서 손이 시린 느낌을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자에게 장갑

을 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서문으로 실제 상황을 설명하면

서 상 방이 추론을 통해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깨닫게 해서 간 인 요

청이나 명령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반드시 담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악해야 한다. 즉, 이와 같은 발언은 모든 상황에서 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공통 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

는 특정 상황에서만 실 될 수 있다. 만약에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시 화행을 이룰 수 없고 의사소통의 목표를 성공 으로 

달성하지 못한다. 

  

       (36)  진헌: 안 받으면 후회할 텐데.

             김삼순: 안 내리면 후회할 텐데. 

                                                 

       

        

26) 오명진(2012: 35)에서 재인용. 

27) 오명진(2012: 3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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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임메아리: 아, 맞다. 내 방 등 나갔는데 오빠가 좀 갈아 주면 안 되나? 

                    껌벅껌벅하면  완  나빠질 텐데. 

               최윤: 불 끄고 일  자. 

                                                  

  (36), (37)의 경우 화자가 미래를 나타난 문형 ‘-(으)ㄹ 텐데’를 사용하여 

부정 결과를 제시하면서 청자에게 지시한다. 즉, 청자는 화자가 원하는 행동

을 하지 않으면 이익을 손실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자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은 명령의 강도가 비교  높으므로 화자와 청자의 

계가 친할 때나 화자의 지 가 청자보다 높을 때에 많이 사용된다. 만약에 

이런 방법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공손성의 원칙을 반할 것이다. 

  한 평서문은 간  인용 표 을 통해 요청이나 명령 기능을 수행한다. 

   (38) 부장님: 자 우리 커피 한잔씩 할까? 난 카페라떼. 

        김과장: 난 콜릿티.

        나 리: 나는 카모마일. 

        최 리: 난 카페모카. 

        박과장: 난 아메리카노. 

        박과장: 신입 부장님 카페라떼, 김과장은 콜릿티, 나 리는 카모마일, 최 리는  

                카페모카, 나는 아메리카노라고. 혹시 못 들었나 ?

        휘경: 는 크티요. 

  

    (39) 채린: 가 말 꾸하래? 와, 이젠 별 게 다...좋아, 해. 하자고 

    (40) 라임: ( 짓으로 쓰 기통 가리키며) 찾아.

         윤슬: (씩씩거리며 노려보며) 이 쓰 기통 아니거든.

         라임: 그러니까 찾으라니까. 긴지 아닌지 보게?

 (38)의 경우는 사무실에서 선배들이 신입사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이다. 화자가 간  인용 ‘-라고’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 이

와 비슷하게 (39)의 ‘-자고’, (40)의 ‘-라니까’도 사용하여 명령하고 있다. 여

기에서 인용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분 평서문은 간 성이 강하고, 요청 

강도가 낮은 것에 반하여 이러한 형식은 인용의 뜻이 남아 있고 요청을 반

복하는 느낌이 들어 있어서 요청의 강도가 높은 경우가 부분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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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邊境, 2012: 49).  

  

2) 부탁 기능 

 부탁의 경우 화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기 해서는 청자의 노력 혹

은 일정한 행동과 같이 청자의 기여가 필요하다(오명진, 2012: 38). 평서문은 

간 성이 비교  강하며 완곡하게 부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41) 임태산: 내가 싫어하는 건 이해 바라요. 

  

     (42) 서이수: 하나만 약속해. 

                 태산 씨는 우리한테 벌어진 일에 해서 몰랐으면 좋겠어요. 

                                                

 (41)과 (42)의 경우 화자가 희망 표 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부탁을 하는 상

황이다. 화자가 희망 표 을 통해 부탁하면 청자에게 부담을 덜 주고 청자

의 체면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경우 화자가 항상 평서문을 사용하여 청자와 친근감을 증

진시키면서 청자가 부탁을 거 할 수 없는 분 기를 조성한다. 다음 문을 

보자.  

 

     (43) 장수진: 나 이번에 인수합병 건 하나 맡았어. 제법 규모가 커서 이 필요한데  

                 말야, 이번에는 아버지 사람들 말구 내 사람들로 구성하고 싶어서. (보  

                 며) 니 얼굴이 가장 먼  떠오르더라....하나밖에 없는 친구이자 한때는  

                 열렬히 사랑했던 애인으로서...지  니가 필요하다구 말하는 이라    

                 구.......

     (44) 안 표: 아 그 둥지를 옮기면 뭐 합니까? 번거롭기만 하지. 

                  구 이 명  오래된 친구가 진정한 친구.

                                                         

  (43)의 경우 화자가 청자와의 친 했던 계를 이용하여 부탁하고 있다. 

‘-더라’등의 회상법을 통해 둘의 계를 진술하고 나서 ‘-다고 말하다’의 인

용법을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비슷하게 (44)의 



- 72 -

경우도 화자가 청자와의 계를 오래된 친구의 계로 비유하면서 속담을 

사용하여 부탁한다. 이로써 화자가 간 하게 부탁할 때 청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 

  한 특정 상황에서 화자가 제3자의 입장으로 객 인 사실이나 이치를 

진술하면서 부탁하기도 한다. 다음의 문을 보자. 

    (45) 천송이: 난 그 게 생각해요. 스승은 제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 참 세태가 각박  

                 해졌다지만 사제 간의 정이란 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가 곤란에  

                 빠졌을 때 스승이 도와주기도 하고.

    (46) 천송이: 이번에 한번만  도와주시면  언젠가 갚을 날이 반드시 있을 거   

                 요. 다 그런 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45)의 경우 화자는 스승이 제자를 도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치를 

진술하면서 교수님에게 리포트를 도와 달라는 부탁드리고 있다. (46)은 화자

가 조건문을 통해 청자에게  수 있는 이익을 진술하면서 부탁한다. 이는 

설득력이 더욱 강하므로 청자가 부탁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아진다. 

3) 제안·제의 기능

 

  제안이나 제의는 의안이나 의견을 내놓는 행 로 어떤 상황에서 직설하기

보다는 간 으로 표 하는 것이 더 낫다. 평서문은 간 성이 비교  강하

므로 제안·제의 화행에서도 사용된다. 

  (47) 장수진: 고추냉이는 간장에 풀어서 먹는 것보다 생선에 직  어 발라서 먹는  

                게 제 맛인데.

 

    (48) 형: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돼. 원래 있는 집 자제들은 먹고 사는 거야. 

 

  (47)의 경우 화자는 청자가 고추냉이를 먹는 방법이 당하지 않다고 생각

해서 서술 형식의 비교문을 통해 제안을 하 다. 화자는 단순히 제안을 하

고 청자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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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담이 덜하다. (48)의 경우 화자는 청자가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발화한 것이다. 화자가 먼  허락 표 이 나타난 평서문으로 

제의하 고, 이어서 사실을 진술하 다. 이로써 설득력이 강화될 수 있으므

로 청자가 화자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권고·권유 기능

  권고나 권유는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는 행 이고 지시 화행의 하  부류

로 상 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험이 크다. 그러므로 상 방의 체면을 유지

하기 해 평서문의 간  화행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49) 윤슬: (최 한 그윽한 빛 만들어 시선 들며) 불편하신 자리면... 그만 일어   

               나셔도 괜찮아요. 양가 어른들껜 각자.  

          주원: 이 자리가, 불편한 자립니다. 

    

     (50) 라임: (없어진 거 없나 ? 뚫어져라 슬 보다) 

              친구분 가방 찾아 줬으니까 아까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 없던 걸로 하죠.

   

  (49)의 경우 화자는 ‘-아/어/여도 괜찮다’의 허락 표 을 사용하여 청자에

게 가도 된다는 을 권유한다. “가세요.”의 직 인 표 보다 더욱 간

이고 부드럽게 권유의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50)경우 화자는 어미 ‘-지’를 

사용하여 청자가 해야 할 의무를 진술하면서 권유한다. 직 으로 권고하

는 것보다 설득력이 더욱 강하다. 이와 같이 평서문의 간  화행은 권고·권

유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4.2.2.  평서문 간  화행 거  기능의 실  양상 

 거  화행은 상 의 나 요청, 권유, 부탁 등을 물리치는 행 로 상 방

의 체면을 손상시킬 험이 큰 화행이다. 그러므로 상 방의 체면을 보호하

기 해 직 으로 거 하기보다는 간 으로 거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서 더 선호된다28). 그리고 일정한 상황에서 한국 사람은 평서문을 사용하여 

상 방을 간 으로 거 한다. 이명희(2009: 322)에서는 실제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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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거  표 을 정리하 는데 그 에서 평서문의 간  화행과 련

된 부분은 다음 <표Ⅱ-16>과 같다. 

   

   <표Ⅱ-16> 평서문의 간 인 거  화행 유형(이명희, 2009: 322-324)

                  거  표        기능

 1. -어/어요/ㅂ/습니다       설명

 2. -아/어/여야 해(돼)요       당

 3. -겠습니다       의지

 4. -ㄹ/을 것 같아요       추측

 5. -을 듯합니다/싶어요       추측

 6. -아/어/여야 할(될) 것 같아요       추측

 7. -아/어서요       이유

 8. -거든요       이유

 9. -네요       감탄

10. -군요       감탄

11. -는데요     상황 설명

12. -뿐이다       음

13. -고 싶어요       소망

14. -더라고       회상

15. -기로 했어요       결정 

  일상생활에서 평서문의 간  화행은 더욱 다양한 형식으로 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다음의 드라마에서 나타난 평서문의 간 인 거  표 을 

정리하여 거  략(refusal strategy)29)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유나 상황 설명 

  평서문을 통해 어떤 사정 때문에 거 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을 하거나 

이유를 들어 상황을 설명한다. 

    

       (51) 매니 : 왜 되도 않는 은 자꾸 올리셔 가지고 이 사단을 지  악  진짜  

                   장난 아니에요. 

28) 이명희(2009), 김유향(2008), Wu Xiao(2011)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국인에 비해 한국인은 간

인 거  표 을 통해 상 방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9) 김유향(2008), Wu Xiao(2011) 등의 연구에 따르면 거  략은 주로 단언하기, 이유나 근거 

제시하기, 안 제시하기,  조건 수락하기,  자기 탓하기,  회피하기,  비난하기,  주장하기, 사

과하기, 감사하기와 축하하기, 화제 바꾸기, 비언어  표 하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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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송이: 난 악  그 딴 거 상 없거든. 

 

       (52)30) 경민: 수철이형 좀 늦을 거 같은데... 녁 드셨어요?

              은: 심을 많이 먹어서요. 

  

       (53) 임메아리: 오늘부터 일하게 된 임메아리라고 합니다. 

            박민수: 왜 나를 ? 인사하잖아. 

            이정록: 장난이지? 

            박민수: 쁘고 어리고 게다가 유학 . 왜? 뭐? 부족해? 

            이정록: 물론 그 지만 뭐랄까. 음. 내 경 철학과는 안 맞다고 할까? 훌륭  

                    한 CEO는 인사채용에 있어서 학연, 지연, 연은 철 히 배제해야  

                    된다고 , 나는.

                                                 

       (54) 도민 : 내릴래?

            천송이: 고속도로인데.

 

  (51)의 경우 화자는 원인을 나타나는 어미 ‘-거든(요)’를 통해 을 인터넷

에서 올리지 말라는 권고를 거 한다. 이와 비슷하게 (52)에서도 어미 ‘-아/

어서(요)’를 통해 원인을 진술하여 거 한다. 그밖에 ‘-니까(요)’, ‘-기 때문에

-’, ‘-아/어/여서-’ 등의 원인을 나타난 어미가 있는데 일상 회화에서는 평서

문의 형식으로 간 인 거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원인을 나타내는 어미를 제외하고 다른 문형이나 어미를 통해 이

유나 상황을 설명하여 거 할 수 있다. (53)의 경우 화자는 당  표  ‘-아/

어/여야 되다’, 인용법 ‘-다고’를 사용하여 원인을 진술하면서 상 방의 명령

을 거 한다. 이로써 자신이 부득이 거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상황을 제

시하여 상 방의 이해를 바란다. (54)의 경우 화자는 어미 ‘-는데’를 사용하

여 상 방의 요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상 방으로 하여  거

의 의도를 추론하도록 한다. 백 자(2002)에서 ‘-는데’는 청자가 후행 의 

정보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한 상황의 설명으로, 청자에게 생각

해서 단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데 이러한 이 부드러운 느낌을  수 있

다고 한다. 그러므로 ‘-는데’를 사용하여 거 하면 자신의 거  의도를 완곡

하게 달할 수 있다. 

30) 남궁혜남(2009: 4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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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능력 부족 설명 

  평서문을 통해 상 방에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설명하여 거 한

다. 이로써 자신의 입장을 낮춰서 상 방의 체면 손상을 일 수 있다. 

  

     (55)31)  한성: 배워 볼래?

             은찬:  악기엔 소질 없어요.             

                                  

3) 과거  미래 수락

  먼  지시를 했으면 수락했을 것이라는 내용이거나 지 은 거 하지만 나

에 제안, 요청이나 를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평서문을 통해 달하

면서 상 방을 간 으로 거 한다.  

        (56) 삼순: 6 , 핸드폰에 내 남친 사진 넣기!

             진헌: 나 에 어. 

        (57) 삼순: 내 노트 주라.

             인혜: 나 에 돌려주면 쓰려고. 보고 배울 게 많아. 

       

        (58) 천송이의 어머니: 도장 언제 을까? 오늘 온 김에 어 갈까?

                    안 표: 아, 어머니, 오늘은 계약서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 문제 차차 얘기하시죠.  먼  좀 실례할게요. 

                                                              

  화자가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상 의 지지를 수행하겠다는 의향을 평

서문을 통해 달하면서 상 방을 간 으로 거 한다. (56), (57)의 경우 

화자는 ‘나 에...’의 말을 사용하여 지  청자를 거 하지만 앞으로 보상하

겠다고 약속한다. 그 지만 약속의 의미보다는 상 방의 체면을 보호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한 계 유지의 방법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음에...’, ‘...(으)면...자’ 등의 문형도 있다. 그리고 (58)의 경우 화

31) 남궁혜남(2009: 6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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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부사 ‘차차’를 사용하여 상 방의 요청을 연기시킨다. 이로써 상 방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거 한다. 

    

4) 조건 수락 

   화자가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되면 상 의 요청을 수행하겠다는 의향을 

평서문을 통해 달하면서 상 방을 간 으로 거 한다.

          

      (59)  삼순: 그럼 때 산 원피스 빌려줘. 안 빌려 주면 동생 안 하지. 

            이 : 삼식이 만날 때만 아니면 언제든지. 

  

  (59)의 경우 화자가 ‘-(으)면-’를 포함한 조건문을 사용하여 청자의 요구에 

만족시키는 조건을 진술한다. 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 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을 제시한다. 이로써 화자는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달하므로 거

의 힘이 더 크다.

5) 주장 

  자신의 의향이나 생각을 평서문으로 주장하여 상 방을 간 으로 거

한다. 

       (60) 진헌: 가요. 타세요. 

            삼순: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60)의 경우 화자가 어미 ‘-(으)ㄹ게(요)’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조

하면서 청자를 간 으로 거 한다. 이와 같이 어미 ‘-겠-’, ‘-(으)ㄹ래’, 그

리고 문형 ‘-고 싶다’ 등도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장을 진술하면서 

거 하는 데에도 많이 활용된다. 

6)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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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가 평서문을 통해 비난하며 거 한다. 상 방의 체면을 크게 손상시

킬 험이 있으므로 친구나 가족과 같은 친 한 계에서나, 사회  지 나 

연령이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거 할 때 주로 사용된다. 아니면 화자

와 청자의 계에는 아주 부정 인 향을  수 있다. 다음 문을 보자. 

       

   (61) 천송이: 이 사진 냐고요? 얼마죠?

        박물  장: (갑자기 큰 소리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닙니다. 

                                                   

  (61)의 경우 천송이는 어떤 학교의 박물 에서 특정 사진을 사고 싶어 하

는데 그 사진은 개교기념사진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팔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지만 장은 천송이의 이런 요구에 해 불만을 가지고 상

방을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자로 오해한다. 그러

므로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닙니다.”라는 말로 상 방을 

약간 비난해서 요구를 거 한다. 이런 방법은 어두가 비교  강하게 나타난

다. 

 

7) 안 제시

  평서문으로 새로운 안을 제시하여 거 한다. 

    (62) 임메아리: 아, 맞다. 내 방 등 나갔는데 오빠가 좀 갈아 주면 안 되나? 

                    껌벅껌벅하면  완  나빠질 텐데. 

              최윤: 불 끄고 일  자. 

          임메아리: 잠이 와야 자야죠.

              최윤: 태산이 오면 해 달라고 해. 그러면.

  

  (62)의 경우 화자는 청자의 등을 갈아 달라는 요청을 거 하기 해 두 

가지 제안을 제시하 다. 첫 번째의 제안은 불 끄고 일  자는 것이고, 두 

번째의 제안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이로써 화자가 청자의 요청

을 거 하면서 청자에게 해결 방법도 제시하 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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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한국어는 평서형 어미, 인용법 등과 같이 제안을 할 수 있는 언어 장

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4.2.3.  평서문 간  화행 질책 기능의 실  양상  

  질책 화행은 상 방의 잘못이나 그릇된 행동에 한 반  의견을 표 하

는 행 로써 상 방의 체면을 매우 손상시키므로 상 방과의 계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과 상황에 따라 한 략을 사용하여 상 방의 

체면을 하는 행 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윤정(2010: 11)에서 지 했듯이 

상 방의 체면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는 것에 질책 화행은 요한 가

치를 가진다. 

  강 화·황미연(2009)에 따르면 질책 화행은 불평 화행의 하  부류32)로 

역시 청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행 나 사건에 해 언어로 부정  

견해를 포함하는 행 이다. 그리고 질책 화행은 장성을 제하므로 발화 

장의 청자가 해당 화행의 상이 된다. 화자와 청자의 계 측면에서 볼 

때, 질책 화행은 꾸짖거나 놀리거나 화자의 권 가 제되어야 한다는 에

서 윗사람이나 상 의 지 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규

정하 다. 그러므로 직 으로 질책하기보다는 간 으로 질책하는 것이 더 

합하다. 강 화·황미연(2009)에서는『외국인을 한 한국어 문법2』,『표

국어 사 』그리고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간 인 불평 화행의 어미나 

문형을 제시하 으며 평서문의 간  화행과 련된 부분은 다음 <표Ⅱ-17>

과 같다. 

           

32) 강 화·황미연(2009)에서 비난, 질책, 따짐, 핀잔, 못마땅함, 비꼼 등의 화행은 불평 화행의 하

 부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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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책 표          기능

 1.  -게(요)      근거 제시

 2.  -고(요)         설명

 3.  -구나/-구만(요)/-구먼(요)/-군(요)         감탄

 4.  -기나 하다    바람, 제안, 명령

 5.  -기는(요)       겸손, 부정

 6.  -다던데(요)       달, 제안

 7.  -는 (요)       달, 부인

 8.  -다고(요)         확인

 9.  -다니까(요)/-라니까(요)       강조, 확인

10.  -더구나/-더군요       달, 감탄

11.  -더니         회상

12.  -더라         달

13.  -더라니       회상, 감탄

14.  -아/어/여야지(요)       당 , 의지

15.  -(으)니       달, 한탄

16.  -지(요)
재확인, 추측, 제안, 명령, 

동의구함

17.  -왜들 N-만 V-는지 모르겠어요.      못마땅함 제시

18.  V-(느)ㄴ다고 야단(들)이다.      못마땅함 제시

19.  V-기 일쑤이다         부정

20.  V.A-(ㅇ)ㄹ 게 뻔하다         원망

21.  V.A-(으)면 곤란하다       어려움 제시

22.  도무지 V-기가 어렵다       어려움 제시

            <표Ⅱ-17> 평서문의 간 인 질책 화행 유형

       

  이상의 문형을 포함한 한국어의 질책 표 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

는데 다음으로 드라마에서 나타난 평서문의 간  화행을 결합하여 각 질책 

략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33). 

1) 암시하기 

  암시는 화자가 청자의 잘못이나 실수 등을 지 할 때 이를 직  말하지 

않고 청자가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에 한 힌트를 주는 책

33) 정윤정(2010)에 의하면 간 인 질책 략은 주로 암시하기, 이유 말하기, 반문하기, 설득하

기, 인용하기, 반어법 쓰기, 이유 묻기, 농담하기, 칭찬하기 등이 있고 이민정(2010)에 따르면 간

인 불평 략은 주로 의문제기, 반문하기, 명령하기, 가 요구하기, 환기시키기, 재확인하

기, 의무제시하기, 인용하기, 경고하기, 비꼬기, 수용하기 등이 있다. 각 학자들이 분류한 질책 

략의 기 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드라마에서 나타난 평서문 간  화행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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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다. 드라마 에서 평서문을 통해 힌트를 주고 상 방을 간 으로 질

책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직 으로 질책하기보다는 암시를 통해 질

책하면 상 방의 체면을 더욱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63) 강신자: 여러분들은 화장실이 공공장소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한 모양이군요. 

   (64) 달자: 낙하산? 홍지희 걔가 낙하산이라구요?

        남 수: 응, 구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암튼  윗분의 사 조카라는 거 같지.

        달자: 세상에, 세상에.

        송형희: 강 장님 진짜 다시 야겠네요. 

                무섭긴 해도 사리분별은 정확한 분인  알았더니.

   (65) 도민 : 안 취하고 이런 거 하면 병원에 가 야 될 것 같은데. 

   (66) 휘경: 내가 번에도 말했지. 딱 도 인상이 별로야.

        도민 : 오래 살고 별 거 다 있네. 내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63)-(66)은 모두 평서문을 통해 상 방에게 암시해 주고 질책하는 것이

다. 주로 추측 표  ‘-ㄴ/은 모양이다’와 ‘-ㄴ/은/는/ㄹ/을 것 같다’, 당  표

 ‘-아/어/여야겠다’, 상황을 나타낸 문형 ‘-ㄴ/은/는/ㄹ/을  알다’, 그리고 

어미 ‘-(으)면’, ‘-군(요)’, ‘-네(요)’, ‘-더니’, ‘-는데(요)’ 등이 다양하게 사용

되어 있다. 

  (63)의 경우는 여직원들이 화장실에 모여서 뒷말을 하는 행 를 질책할 

때 말하는 것이다. 표면 으로 화자는 청자에게 화장실이 공공장소라는 사

실을 알려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뒷말을 하면 안 된다

는 뜻을 달하고 있다. 화자가 직설하기보다는 암시를 통해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추측 표 을 사용하여 어감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65)의 경우에도 추측 표 을 통해 상 방을 완곡하게 질책한다.

  (64)의 경우 당  표  ‘-아/어/여야겠네(요)’를 사용하여 상 방의 행 를 

풍자하면서 질책한다. “무섭긴 해도 사리분별은 정확한 분인  알았더니.”

의 말에는 화자가 ‘-ㄴ/은  알다’와 ‘-더니’를 사용하여 반어(反语)의 뜻을 

나타낸다. 즉, 강 장은 사리분별이 정확한 사람이 아니라고 질책한다. 

  한 (66)의 경우에 감탄문을 통해 상 방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암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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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질책한다. 그리고 뒤에 “내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의 말도 추가하여 원

래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상

방이 잘못 안다는 뜻을 암시한다. 이와 같이 평서문은 간 인 질책 기능

을 수행한다. 

2) 이유나 상황을 제시하기 

  평서문을 통해 화자가 청자에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질책 방법이다. 

  

      (67) 회사 표: 에도 그 고 이번에도 그 고 아가씨가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68) 휘경: 암만 형이라도 형도 남잔데 우리 송이랑 이 게 집안에 단둘이 있는   

                 거 나 좀 그런데.

                                                    

  (67)의 경우 화자가 추측 표  ‘-ㄴ/은 것 같다’, 그리고 설명을 나타낸 어

미 ‘-ㄴ/는데(요)’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완곡하게 질책한

다. (68)의 경우 화자가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이치를 빌려서 같은 방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다. 평서문을 통해 이유나 상황을 제시하여 질책하는 방법은 설

득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3) 이치나 원칙 설명하기 

  화자가 청자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교정하기 해 평서문으로 이치나 

원칙을 설명하는 략이다. 

     (69) 도민 : 이런 야심한 시간에 잘하는 노래도 안하는 게 상식이죠. 

         천송이: 아, 들렸어요? 아, 나 이 건물 방음 잘 다 그래서 이사 온 건데. 암튼  

                 미안해요.

         도민 : 심지어 굉장히 못하는 노래일 때는 노래를 한다기보다 소란을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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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지. 

         천송이: 네?

         도민 : 인근 소란은 엄연한 범죕니다. 신고하면 처벌도 가능하구요. 

                                              

  (69)의 경우 화자가 먼  어미 ‘-지(요)’를 통해 상식을 알려주고 상 방의 

인정을 구한다. 다음에 인용법 ‘-다고 본다’, 당  표  ‘-아/어/여야지(요)’를 

사용하여 객 으로 이치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평서형 어미 ‘-ㅂ/습니

다’, 감탄 어미 ‘-구(요)’를 통해 심야에 노래하는 행 는 불법이라고 지 하

는데 법 으로 처벌을 당해야 한다는 상황도 제시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공통 으로 인정하는 이치나 원칙을 설명하여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

다. 이로써 청자의 잘못을 교정하도록 설득한다. 

4) 반어법 쓰기

 

  평서문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을 진술하는데 실제로 그 말

에 반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책략이다. 즉, 상 방을 질책하기 해 오

히려 칭찬하거나 감사하는 발화이다.

     (70) 천송이의 엄마:  기사 나라고? 지 은 니 나 이름 언 하는 거 자체가    

                         비호감이야. 얜 지  뭘 해도 욕먹는다니까. 웃으면 뻔뻔스럽  

                         다고 욕먹고, 울면 가증스럽다고 욕먹고, 한 마디로 국민 상  

                         이잖아. 

                 천송이: 고맙습니다. 어머니. 퍽도 로가 되네요. 

     

     (71) 휘경: 지난번에 병원에서 엄청 고마웠다. 

               나 병원 경호원한테 한 번 맞을 뻔했거든. 

                                                                  

  (70)과 (71)의 경우 모두 감사의 말을 사용하여 반 로 상 방을 질책한

다. (70)은 실제로 화자는 청자의 말이 발화 상황에서 당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71)은 실제로 화자가 청자의 지난번의 행 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하게 ‘덕분에...’의 표 도 있는데 모두 반어법을 통해 질책하는 것

이다. 

  그러나 반어법도 일종의 암시인데 앞에서 제시했듯이 어떤 발화는 반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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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동시에 암시의 뜻도 나타낸다. 이런 표 은 주로 ‘-ㄴ/은/는/ㄹ/

을  알다/모르다’, ‘-더라’, ‘-는데’ 등도 있다. 

5) 인용하기 

  평서문을 통해 제3자의 말이나 속담, 성어, 용구 등을 인용하여 간

으로 상 방을 질책한다. 이로써 객 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이 

더욱 강해진다. 

     (72) 천송이: 으흐 생선 뒤집어 먹는 거 아니야. 

    뭐 생선 뒤집어 먹으면 바다에 있는 배가 뒤집힌댔어.

도민 : 가 그런 어이없는 소리를......

 (73)34) 정인: (입 내 고 어깨 흔들며) 할아부지이이이이.

        만복: (버럭)어디서 몸을 털어! 복 달아나게.

         정인: (헉!놀라, 얼음땡!)

                                                      

  (72)의 경우 화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청자에게 생선을 뒤집

어 먹는 행 를 간 으로 질책한 것이다. (73)의 경우에도 “다리를 떨면 

복이 날아간다.”라는 속담은 ‘몸을 털다’라는 의미로 확  해석 되어 몸을 털

은 행 를 질책한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제3자의 말이나 속담 등을 인용하

여 청자를 다그치며 질책의 뜻을 토로한다. 제3자의 힘을 빌려서 객 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더욱 강하다. 

6) 재확인하기 

  화자가 자신의 말을 인용하여 상 방을 질책하는 경우도 있다. 강 화·황

미연(2009)에서는 이런 책략을 재확인’이라고 한다. 

   

       (74)  (화장실에서, 네 번째 노크)

              삼순: 있어요. 허허엉

              (다섯 번째 노크)

              삼순: 있다구요! 

34) 오명진(2012: 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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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의 경우 화자가 인용법 ‘-다고’를 사용하여 자신의 말을 반복하면서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다. 즉, 여기 화장실에 사람이 있다고 이미 말했

는데 왜 계속 노크하냐고 질책한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의 발화에 한 근

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청자의 잘못에 해 객 화함으로써 자신의 불평 표

에 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략으로 악된다(강 화·황미연, 2009: 24).

 

5.  한국어 교육에서의 평서문 간  화행 교육 

  5.1.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의 필요성

  

  평서문 간  화행은 특정 담화 상황에서 발화하는 행 로서 화용  차원

에서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평서문 간  화행을 

제 로 악하면 화용  능력이나 담화 능력 등의 이른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실 다양한 맥락에 따라 당하게 발화하고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이해 (2002: 296)에서 지 했듯이 문법  정확성에 한 지식을 가지

고 있는 고  는 최상  수 의 한국어 학습자일지라도 화용  성에

는 자신이 없기 쉽다. 주로 외국어 문화를 제 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국

어의 간섭 등의 이유로 인해 화용  오류(pragmatic error)35)가 자주 발생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평서문 간  화행 교육에 한 필

요성은 문화 능력의 양성과 화용  오류의 감소 측면에서 나눠 볼 수 있다. 

  문화 능력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안목이 아니라 문화가 스며든 

언어를 구사하는 자질이다(권오 , 2003: 255).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는 ‘지

식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문화  맥락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35) 화용  오류(pragmatic error)는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생산해 내는 오류

들을 오류 분석의 에서 악한 것으로 목표어의 문법  규칙이나 정확성에 맞지 않는 발

음, 어휘, 문법, 화용 오류들 가운데 특히 목표어의 화용  규범에 맞지 않는 오류들을 의미한

다(이경숙, 2012: 19-20). 한상미(2006)에서는 화용  실패(pragmalinguistic failure)라고도 부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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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조희 , 2016: 31). 따라서 외국어를 학습할 때 외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

를 제 로 이해하고 문화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요한 일이다. 

이한규(2001: 279)에서는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collectivism) 성향을 가지는 

사회인데, 집단주의가 보여주는 특징들 의 하나가 개인의 견해, 욕구, 감

정,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 견해 등을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36). 그는 집단주

의 사회는 개인의 견해, 욕구, 감정,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나 견해를 우선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자기주장을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고, 표 한다 하더라도 간 인 방법을 이용하여 표 하는 문화를 이루

어 왔고, 그 기 때문에 표 되지 않거나 간 으로 표 된 상 의 생각이

나 감정 등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데 익숙하다고 하 다. 그러므로 한국인은 

특정 상황에서 직  화행보다 간  화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75) 부하 직원: 부장님, 다음 달 20일은 제 결혼식입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76) 후배: 선배님, 내일 북한산에 가 볼까요? 

        선배: 북한산이 좋긴 하지만 좀 멀다. 

             날씨도 더운데 가까운 데 수 하러 가도 좋을 것 같아.

  문 (75)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결혼식에 와  것을 요청했는데 직

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표  ‘-았/었/ 으면 좋겠다’를 포함한 

평서문을 사용하여 자신의 소망을 진술하면서 간 으로 요청의 뜻을 달

한다. 직 으로 요청하기보다는 간 인 요청 방법은 공손성이 강하고 

상 방의 체면도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문 (76)의 경우 선배가 

추측 표  ‘-ㄹ/을 것 같다’를 포함한 평서문으로 후배의 제안을 완곡하게 

거 하 다. 추측 표 을 사용하면 어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담 정도도 

일 수 있다. 

  의 문들처럼 한국 사람들은 상 방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선 배려하고 

36) 개인주의(individualism)사회는 집단보다 개개인의 독립성(independence), 즉, 개인의 능력, 권

리, 자유 등을 더 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계를 요시 여겨 조화를 추구하

는 집단주의와 달리, 개개인들 간의 경쟁(competition)을 장려한다(Samovar ＆ Porter, 2001: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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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장을 소심하게 표 하는 집단주의의 특징을 나타낸다. 특히 조직

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 하여  커뮤니 이션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

은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체면을 해 

상황과 맥락에 의존하여 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박세미, 2015: 19). 

그러므로 간  화행은 상황과 맥락에 의지하는 특징이 매우 두드러진다. 

 같은 유교(儒敎)권에 속한 국 사회는 집단주의와 맥락의존성의 특징

이 있기 하지만 서열 계가 분명한 한국은 이러한 특징들이 더욱 두드

러진다. 한국어의 엄격한 우법 체계와 ‘-ㄹ/을 것 같다’ 등과 같은 다

양한 공손 표 들도 이러한 을 입증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이 타인과의 계를 지 , 나이, 성별을 통해 인지하며 메시지의 표 도 

간결보다는 구체 인 설명 없이 추상 인 표 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박

세미, 2015: 19에서 재인용). 그 지만 국인은 직 이고 명확하게 뜻을 

달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 문 (77), (78)의 상황에서 국인 학습자는 

다음과 같이 발화한 경우가 많다. 

     (77) 부하 직원의 역할을 한 국인 학습자: 부장님, 제 결혼식에 꼭 와 주세요.

     

     (78) 후배의 역할을 한 국인 학습자: 선배님, 내일 같이 등산 갈까요?  

          선배의 역할을 한 국인 학습자: 등산이 싫어. 그냥 수 가자. 

  의 문은 설문 조사 에서 추출한 것인데 미리 상황을 설명해 주고 

국인 학습자들이 화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두 가지의 발화들은 문법

 오류가 없지만 화용  오류가 발생하 다. (77)의 경우, 부장은 화자보다 

지 가 높은 사람인데 직 으로 명령하면 무례하다. 한 결혼식은 요

한 일인데 정 하고 공손하게 요청해야 한다. 일부분 학습자들은 국어 ‘請

(주세요)’의 간섭을 받아서 ‘주세요’는 공손한 태도를 포함하고 명령을 내리

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 다37). 이러한 언어 규칙의 차이도 문화 차이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사고방식이나 언어문화 차이 등의 이유

로 인해 화용  실패를 유발시켰다. 그리고 (78)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37) 국어에는 ‘請(주세요)’이 공손한 표 으로 나이, 신분, 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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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노골 으로 표 하기 때문에 간 성이 떨어지고 상 방에게 불쾌함을 

래하는 험도 있다. 지 가 낮은 사람에게도 체면을 고려하여 불일치한 의

견을 완곡하게 표 하는 것이 의로 볼 수 있다. 그 지만 국인 학습자

들은 한국인에 비해 이러한 의식이 약하다. 

  비에르즈비카(Wierzbicka, 1991)는 기본 으로 인간의 의사소통을 지배하

는 보편 인 원리는 존재하지만, 특정 화행을 수행하는 상황을 선택하는 것

은 그 언어 환경의 문화  규범과 가치에 따라 다양하다고 보았다(한상미, 

2006: 68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외국어 학습자들은 언어 규칙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포된 문화  규범과 가치를 시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교육을 도입하면 학습자의 문화 능력을 키우고 

학습자의 화용  오류를 유효하게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5.2. 한국어 교재에서의 평서문 간  화행 제시 황 

  교재는 교육 장에서 요한 도구로서 학습 효과에 직 으로 향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은 교재의 내용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재 내용은 실제 생활을 정확하게 반 해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과 한국의 학교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

는 총 6가지 교재를 분석 상으로 삼는다. 교재는 국에서 출 된 교재 2

가지, 한국에서 출 된 교재 4가지로 하 으며 구체 으로 다음 <표Ⅱ-18>

과 같다. 

          

             <표Ⅱ-18> 분석 상이 되는 한국어 교재 

교재 출 사 권수 약어

서울 『한국어』 투 즈 출 사   6  SN

연세 『한국어』 연세 학교 출 부   6  YS

이 『이화 한국어』 이화여자 학교 출 부   9  EH

경희 『한국어 · ·고 』 경희 학교출 국   6  KH

북경 『표 한국어』 북경 학교출 사   3  BZ

북경 『한국어』 국민족출 사   4  BJ

  다음으로 평서문 종결 어미, 평서문 간  화행의 주요 문형, 그리고 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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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서문 종결 어미   SN   YS   KH   EH   BZ   BJ

-ㅂ/습니다  206   160   184   293   352   336

-겠습니다    2    3    3   4   14    10

-ㄴ/는다   45    17    41   16   12    34

-아/어/여(요)  559   541   538   579   436   398

-(이)에요   12    8    6   2    3    4

-(이)야   16    20    6   10    5    19

-ㄴ/는데(요)   47    66   40   35    43   30

-겠는데(요)   0    4    6    3    4    6

-던데(요)   3    5   10    20    3    2

-ㄹ/을텐데(요)   8    14    3    5    3    0

-거든(요)   17    28    32   17    12    18

-아/어/여서(요)    7    18    11   19     6    3

-(이)라서(요)    1    3    0   1     0    2

-(으)니까(요)   10    13    5    7     4    1

-(이)라니까(요)    3    4    5    5     0    1

-ㄹ/을테니까(요)    0    2    1   3     2    0

-고(요)    12    55    5    4     5    7

-더라고(요)    3    2    4    2     2    1

-다고(요)    8   10   18    2    14   19

-라고(요)   2    3    4    2     1    1

-자고(요)    3    5    4    3     4    3

-군(요)   18   9    19    21    17    10

-더군(요)    0   1    2    0     3    1

-더라군(요)    3    4    5    5     2    6

-지(요)   67   92    55    43    56    37

-네(요)   32   54    48    4    18    27 

-구나    6   10     2    18    22    15

-(으)려고(요)   5    1    0    12    12     4

-ㄹ/을게(요)   22    8   12    8    15    11

-ㄹ/을래(요)   8    3    1    7    10    9

-ㄴ/은/는/던걸(요)    0    4    2    1    3    5

문 간  화행의 제시 황을 각각 구체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5.2.1.  평서문 종결 어미의 제시 황 

  이상의 6가지 교재 에 실린 화문에서 평서문 종결 어미의 출  빈도

를 살펴보면 다음 <표Ⅱ-19>와 같다.

        <표Ⅱ-19> 교재에 나타난 평서문 종결 어미의 출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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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Ⅱ-19>를 살펴보면 교재의 화문에 나타난 평서문 종결 어미  ‘-

ㅂ/습니다’, ‘-아/어/여(요)’의 출  빈도가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ㄴ/는데

(요)’, ‘-거든(요)’, ‘-지(요)’, ‘-네(요)’ 등의 출  빈도가 상 으로 높다. 그

지만 각 교재별 어미의 출  빈도 차이가 비교  크고 분포도 불규칙 이

다. 국에서 출 된 교재는 ‘-ㅂ/습니다’의 사용 빈도가 한국에서 출 된 교

재보다 하게 높고 ‘-아/어/여(요)’의 사용 빈도는 낮다. 그러므로 국에

서 출 된 교재는 격식체 어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구어체 어미를 제시

하는 데 약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거든(요)’를 로 들어 각 교재의 제시 황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Ⅱ-20> 각 교재 에서 어미 ‘-거든(요)’의 제시 황 

교재      어미 제시      의미  용법 설명    연습 활동 

SN 

▶ A/V-거든(요)

화문과 문을 통해 제

시하기 

          없음   화 만들기 

YS
▶ -거든요

문을 통해 제시하기

The conjunctive ending 

shows that the action or 

condition stated in the first 

clause provide the condition 

or assumptions for the 

second clause

  문장 만들기  

EH 
▶ A/V+-거든요

 화문을 통해 제시하기 

질문에 답하거나 앞의 내용

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한

다.  

 ‘-거든요’를 사

용해서 말하기 

KH 
▶ (동사)거든요

화문을 통해 제시하기 
        없음  화 완성하기 

BZ
▶ -거든요

 화문을 통해 제시하기

用于动词或形容词词干后，强

事情的原因和理由。
 문장 만들기 

BJ
 ▶ 终结语尾 -거든

 문을 통해 제시하기 

用于用 后， 表示确认，又让

对方相信的意思, 属于基本阶。 
 문장 만들기 

    

  

  의 <표Ⅱ-20>에서 볼 수 있듯이, 연세 『한국어』와 북경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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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권/과 

   SN   YS   KH    EH   BZ   BJ

-았 /었/ 으면 

좋겠다
  2/4   1/9   4/3    3/12   2/3   3/14

-아/어/여야 하

다/되다
  1/11   2/11   2/22    1/14   1/23   1/16

-ㄴ/은/는/ㄹ/을 

것 같다

2/4, 2/6, 

2/7
   1/7   2/18   2/7   2/1   1/20

-아/어/여도 되

다
  2/14    2/13    --   1/5   2/1   3/11

-ㄹ/을 수 있다/

없다
  1/16    1/7    2/23   1/14   2/2   1/17

는 문만을 통해 어미들을 제시하 지만 다른 교재들은 모두 화문과 

문을 함께 제시하 다. 그리고 서울 『한국어』와 경희 『한국어 · ·고

』은 어미의 의미  용법을 설명하지 않고 화문, 문, 연습 활동을 통

해 학습자들이 악하도록 한다. 그 외에 다른 교재들은 한국어나 어나 

국어로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하 다. 한, 각 교재에는 문장이나 화 만

들기, 화를 완성하기, 어미를 사용하여 말하기 등의 활동이 많이 나타났

다. 즉 각 교재는 어미들의 형태·의미  특징을 주로 설명하고 활동을 

개하고 있으며 어미들의 화용  용법, 즉 어미의 담화 기능과 략 기능에 

한 설명과 활동은 부족한 실태이다. 

   5.2.2.  평서문 간  화행의 주요 문형 제시 황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주요 문형은 ‘-았/었/ 으면 좋겠다’와 같은 

희망 문형, ‘-아/어/여야 하다/되다’와 같은 당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다’와 같은 추측 문형, ‘-아/어/여도 되다’와 같은 허락 문형, ‘-ㄹ/을 수 

있다/없다’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 문형, ‘-고 싶다’와 같은 의지를 나타낸 문

형, ‘-게 되다’와 같은 결과를 나타낸 문형, ‘-다고 하다’와 같은 인용 문형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러한 표 인 문형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Ⅱ

-21>과 같다. 

     <표Ⅱ-21> 각 교재에서 평서문 간  화행 문형의 제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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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문형 제시    의미  용법 설명    연습 활동 

SN 

▶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 화와 문을 통해 제시하

기

         없음 
그림을 보고 이

야기하기 

YS

▶ -(으)ㄹ 것 같다, -는 것 

같다, -(으)ㄴ 것 같다

 - 문을 통해 제시하기 

This form is used 

reflecting on a past 

experience and indicates 

that one is not certain 

about the memory or it 

has not been confirmed. 

화를 완성하기 

EH 
▶ -(으)ㄴ/는/(으)ㄹ 것 같다

 - 화문을 통해 제시하기 

과거, 재, 미래의 동작이

나 상태를 추측할 때 사용

한다. 

 ‘-(으)ㄴ/는/(으)

ㄹ 것 같다’를 사

용해서 말하기 

-고 싶다   1/15    1/2    1/12   1/10   1/19   1/22

-게 되다   2/15    2/18    3/1   2/13   2/11   2/3

-다고 하다   3/1    2/18    3/5   3/6   2/13   1/23

  

  <표Ⅱ-21>에서 보듯이, 주요 문형들은 부분이 과  단계에서 집

으로 다루고 있다. 한 각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문형들의 제시 순서

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개 사용 빈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그 지만 

각 문형은 각 교재마다 제시된 형태가 다르다는 문제 을 발견하 다. 를 

들면,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다’의 경우 서울 의『한국어』는 

‘A-(으)ㄴ 것 같다, V-는 것 같다, N인 것 같다’, 경희 의『  한국어』

는 ‘동사 (으)ㄹ 것 같다’, 이 의『이화 한국어』는 ‘-(으)ㄴ/는/(으)ㄹ 것 같

다’, 연세 의『한국어』는 ‘-(으)ㄹ 것 같다/-는 것 같다/-(으)ㄴ 것 같다’, 

북경 의『한국어』는 ‘-ㄹ 것 같다/-을 것 같다’, 북경 의『표 한국어』

는 ‘-것 같다’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통일된 표 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을 혼

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교재에서 문형을 제시할 때에는 형태에 한 

면 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문형과 련된 설명과 연습 활동을 살펴보면 역시 담화 기능과 

략 기능에 한 기술이 부족하다는 문제 이 나타난다. 

  <표Ⅱ-22> 각 교재 에서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다’의 제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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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동사 (으)ㄹ 것 같다

 - 문을 통해 제시하기 
          없음 

그림을 보고 이

야기하기 

BZ
▶  -것 같다 

 - 화문을 통해 제시하기

추측을 나타내는 ‘-것 같

다’ 앞에 사용되는 어휘의 

품사나 시제에 따라 ‘-는, 

-(으)ㄴ, -(으)ㄹ’ 등의 형

태가 사용된다. 

합한 형태를 

고르기

BJ
▶ -ㄹ 것 같다, -을 것 같다

- 문을 통해 제시하기 

表示推测，相当于汉语中的

“也许”, “可能”，“大概”

等。

  문장 만들기 

  <표Ⅱ-22>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 교재들은 문이나 화문을 통해 

문형을 제시하 으며, 의미  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에 간단한 연습 

활동을 진행하 다. 담화 기능과 략 기능에 련된 기술이 거의 언 되지 

않고 형식 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행 교육의 입장으로 살펴보

면 담화 기능과 략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2.3.  평서문 간  화행의 제시 황

  

  마지막으로 각 교재에서 평서문이 간  화행을 수행하는 황을 살펴본

다. 각 교재의 화문에서 간  화행이 많이 나타났는데 평서문 간  화행

의 출  빈도가 그리 높지 않다. 각 교재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출  빈

도는 구체 으로 다음 <Ⅱ-23>과 같다. 

       <표Ⅱ-23> 각 교재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출  빈도 

 담화 기능    SN  YS  KH  EH  BZ  BJ 합계  비율

   지시    6   4   1   4   0   1  16  30.19%

   거     8   6   3   6   1   1  25  47.17%

   질책     8   3   1   0   0   0  12  22.64%

   합계   22  13   5  10   1   2  53 100.00%

 

  <표Ⅱ-2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교재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출  빈도

가 총 54회이고, 그 에서 거  기능의 비율(47.17%)이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는 지시 기능(30.19%), 질책 기능(22.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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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키라: 어제 이 넥타이를 샀는데 다른 거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 왜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키라: 네. 색깔이 무 어두운 것 같아요. 이것보다 좀 더 밝은 거 있어요?

원: 그럼 이건 어떠세요? 한번 해 보세요. 

                                                                 -SN 3권 6과 

  박 민: 부탁하기 좀 미안한데요. 수요일 오후에 손님을 마 하러 공항에 나가 주  

          실 수 있어요?

  제이슨: 음…… 쎄요, 그날은 좀 어렵겠는데요. 

                                                                -EH 3권 13과

교재마다 평서문 간  화행의 출  빈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체로 

‘거  기능 → 지시 기능 → 질책 기능’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 국에서 

출 된 교재는 한국에서 출 된 교재보다 간  화행의 출  빈도가 낮은 것

을 보아 국의 교재는 화행 기능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을 그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교재에서 평서문 간  화행을 제시하는 화 내용과 상황 

등은 다르지만, 명시 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회화 에서 도입하여 학습

자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식을 띠었다. 내용이 어렵지 않고 학습자들

이 뜻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련된 연습 활동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이 실제로 평서문 간  화행을 사용하는 의식을 충분히 갖추도

록 하는 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육 장에서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교재 에서 나타난 평서문 간  화행의 지시 기능 시 

▶ 교재 에서 나타난 평서문 간  화행의 거  기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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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쁘게 꽂을 자신이 없는데요.

 어머니: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이 있니? 자꾸 해 야지. 

                                                                 -YS 2권 14과 

▶ 교재 에서 나타난 평서문 간  화행의 질책 기능 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한국어 교재에서 평서문 간  화행을 제시하

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 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국에서 출 된 

교재들은 격식체 어미 ‘-ㅂ/습니다’를 과도하게 사용하 다. 둘째, 각 교재에

서 어미와 문형의 담화 기능과 략 기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 다. 셋

째,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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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양상 분석 

 

  본 장에서는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 이해와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평서문 간  화행에 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고찰하고 학습

자 이해상의 어려움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실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학습상의 특징을 악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분석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검토한다. 이는 효과 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학습자 평서문 간  화행의 이해 양상 분석 

  본 에서는 국인 학습자들의 평서문 간  화행의 이해 양상을 면

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인식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이 평서문 종결 어미

에 한 기본 인 인식을 고찰하고,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평서문 간  

화행 기능에 한 이해 황을 악하도록 한다. 

  1.1. 평서문 종결 어미에 한 인식 조사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의 이해 양상을 고찰하기 한 기  단계로 우

선 학습자가 갖고 있는 평서문 종결 어미에 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1차 비 조사를 실시하 다.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등

장한 30가지의 평서문 종결 어미를 추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  각각 5간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평서문 종결 어미에 한 직

인 인식을 악하여 이해상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제시된 평서문 종

결 어미는 다음 <표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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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평서문 종결 어미의 사용 빈도  난이도 조사 항목 

  -ㅂ/습니다 -(으)세(요)    -다 -아/어/여(요)  -이에요/ 요

  -(이)야 -ㄴ/는데(요) -겠는데(요)  -던데(요) -ㄹ/을 텐데(요)

   -거든(요) -아/어/여서(요) -(이)라서(요) -(으)니까(요)   -라니까(요)

-ㄴ/은/는던걸(요)    -고(요)    -더라  -다고(요)   -라고(요)

   -자고(요)    -군(요) -더라고(요) -ㄹ/을래(요)   -더군(요)

   -지(요)    -네(요)    -구나 -(으)려고(요)  -ㄹ/을게(요)

  조사에 참여한 국인 학습자들의 평서문 종결 어미의 사용 빈도에 한 

조사 결과는 다음 <그림Ⅲ-1>과 같고, 난이도에 한 조사 결과는 <그림Ⅲ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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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평서문 종결 어미의 사용 빈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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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2> 평서문 종결 어미의 난이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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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1>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습자들의 사용 빈도가 높은 평서문 종

결 어미는 순서 로 ‘-아/어/여(요)’, ‘-ㅂ/습니다’, ‘-ㄴ/는데(요)’, ‘-네(요)’, 

‘-이에요/ 요’, ‘-지(요)’, ‘-군(요)’, ‘-거든(요)’이고, 종결 어미 에서도 상

황 설명 어미와 감탄 어미의 비 이 크다. 보통이나 가끔 사용하는 종결 어

미는 순서 로 ‘-ㄹ/을게(요)’, ‘-(으)니까(요)’, ‘-(으)세요’, ‘-다고(요)’, ‘-고

(요)’, ‘-아/어/여서(요)’, ‘-라니까(요)’, ‘-ㄹ/을래(요)’, ‘-구나’, ‘-이야’이고, 그 

에서 이유 제시 어미, 인용 어미, 의지 어미가 많다. 가끔 사용하거나 아

주 게 사용하는 종결 어미는 ‘-(으)려고(요)’, ‘-ㄴ/은/는/던걸(요)’, ‘-겠는

데(요)’, ‘-더라고(요)’, ‘-(이)라서(요)’, ‘-자고(요)’, ‘-더라’, ‘-다’, ‘-ㄹ/을 텐

데(요)’, ‘-더군(요)’, ‘-던데(요)’이고 추측 어미, 회상 어미, 복합 어미의 경우

가 많다. 

  한 <그림Ⅲ-2>에서 제시한 난이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어미는 ‘-ㄹ/을 텐데(요)’이다. 그 이유로는 “구조가 

비교  복잡하다.” “의미와 용법을 잘 모르겠다.” “언제 사용할지 모르겠다.”

라고 응답하 다. 

  다음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어미는 ‘-(으)니까(요)’, ‘-아/어/여서(요)’, ‘-

(이)라서(요)’, ‘-라니까(요)’, ‘-ㄴ/은/는/던걸(요)’, ‘-거든(요)’이다. 이유 설명 

어미의 경우, 학습자들은 주로 어미들의 의미와 용법상의 차이 을 확실하

게 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 다. 추측 어미의 경우, 사용 환경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보았다. 

  약간 어려워하는 어미는 ‘-더라고(요)’, ‘-더라’, ‘-ㄹ/을게(요)’, ‘-ㄹ/을래

(요)’, ‘-더군(요)’이다. 그 이유로는 “의미와 용법상의 차이 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언제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을 들고 있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미들은 보다 쉽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다. 주

로 형태 구조가 상 으로 간단하고 교재에서 보다 많이 출 하기 때문이

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평서문 종결 어미의 의미와 용법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실제 담화 상황에서 어떤 

어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악하지 못해서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 장에서 어미들의 담화 기능 교육

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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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평서문 간  화행 활용  의미 기능의 이해 양상 분석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의 기능에 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해 16

가지 특정 상황에서 한국인 화자의 발화를 선정하여 학습자가 이어질 말과 

행동을 시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작성해 229명 학습자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그 에서 유효 답안지 203부를 추출하 다. 이후에 학습자의 

추론 과정, 맥락에 한 이해 과정 등을 고찰하기 해 설문 참여자  23

명을 선정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동기 등에 하여 사후-인터뷰(Follow-up 

Interview)를 진행하 다. 각 기능별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1.  평서문 간  화행의 지시 기능에 한 이해 양상 분석

  설문지 Part Ⅱ 부분에서 <상황 1>∼<상황 5>의 발화는 평서문이 지시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체 으로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부분이 평서

문 간  화행의 지시 기능을 제 로 이해하는 편이지만 개별 상황에서의 발

화에 한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Ⅲ-3>은 학습자의 평

서문 간  화행의 지시 기능 이해도와 련된 통계이다. 

 

       <그림Ⅲ-3>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의 지시 기능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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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3>에서 보여주듯이 상황 4의 발화에 한 이해도가 비교 으로 

낮은 반면에 상황 3의 이해도가 가장 높다. 이 외에 상황 5, 상황 2, 상황 1

에 한 이해도도 그다지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가지 상황의 평균 

이해도가 79.79%인데 부분 학습자들은 평서문 간  화행의 지시 기능을 

제 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단할 수 있다. 각 상황에 따른 상세한 분석

은 다음과 같다.

  상황 1은 회사 동료가 “사무실은 정말 덥네요.”라고 발화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분 학습자들(85.34%)이 간  화행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창문을 열어 게요.” “에어컨을 틀자” 등과 같은 이어질 말로 답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수 학습자들(14.66%)은 “많이 입어서 그런 거 아니세

요?”, “안 더운 것 같아요”, “네, 정말 더워요.” 등과 같은 답안을 작성하

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이 게 응답한 학습자들은 발화의 축어 인 의미

를 그 로 받아들 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황 2는 길에서 걸어가는 커  의 한 명이 상 방에게 “오빠, 목이 말

라 죽겠다.”의 발화를 한 경우이다. 상황 1과 비슷하게 상황 2도 부분 학

습자들(80.59%)이 간  화행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물 사다 올게.”, “그럼 

음료수를 사서 마셔라.”, “아이스크림 먹자.” 등과 같은 답이 많이 나타났다. 

다만 소수 학습자들(19.14%)은 “나도 그래.”, “알았어. 좀 참아.” 등과 같이 

답하 다. 

  상황 3은 선배가 여자 친구와 싸우는 장면을 후배가 우연히 봤을 때, 선

배가 자신의 체면을 보호하기 해 후배에게 “벌어진 일에 해서 몰랐으면 

좋겠다.”의 발화를 한 경우이다. 실제로 후배에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

야기하지 말고 비 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면 

학습자들은 이 발화의 이해도가 90.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다수가 “네, 알겠습니다.”, “이 일을 로 말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세요.” 등과 같이 답하 다. 그 지만 여기에서 왜 희망 표 을 사용한지

를 물어보면 모르는 학습자들이 많았고, 4.60%의 소수 학습자들은 “희망 표

을 사용하면 어감은 더욱 부드러워요.”라고 답하 다. 그러므로 학습자

들의 공손성에 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상황 4는 과장님이 신입사원에게 커피를 산다는 심부름을 시킨 경우이고 

직 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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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라고 하 는데 직원들의 주의를 끌고 다음으

로 “난 아메리카노.”의 평서문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 한다. 즉, “나는 아메

리카노를 마시고 싶어서 사 와.”라는 뜻을 달한다. 한국 사회에서 부하직

원이 상사에게 커피 심부름을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화가 한국의 

회사에서 자주 발생한다. 특히 신입직원들은 상사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존

경해야 해서 그들의 말을 따라해야 한다. 그 지만 한국에 비해 국은 이

런 문화가 흔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이 이런 발화의 진정한 의도를 제 로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 결과, 다양한 답안이 나왔는데 60.50%의 

학습자들은 과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악하여 커피를 사 가는 의향을 나타

냈다. 나머지 39.50%의 학습자들은 “죄송하지만 는 커피를 안 마셔요.”, 

“네, 도 아메리카노를 마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등과 같이 답하 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이 게 응답한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에 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마지막 상황 5는 학원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뒤에서 잡담하는 학생들

에게 조용하라고 명령한 경우이다. 학생들은 모두 성인이고 그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해 교수님은 직설하기보다는 “ 무 시끄럽다.”의 평서문을 사용

하여 간 으로 지시를 했다. 이 발화도 학습자들의 이해도가 88.34%로 비

교  높게 나타났다. 부분 학습자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하겠습니다.”등과 같이 답하 다. 그러므로 학

습자들은 이 발화의 의도를 제 로 악한 편이다. 

   1.2.2.  평서문 간  화행의 거  기능에 한 이해 양상 분석

  설문지 Part Ⅱ 부분에서 <상황 6>∼<상황 10>의 발화는 평서문이 거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평서문의 지시 기능에 비해서 거  기능에 한 

평균 이해도가 87.47%이고 지시 기능, 질책 기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평서문의 거  기능도 제 로 이해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 <그림Ⅲ-4>는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의 거  기능 이

해도와 련된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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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4>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의 거  기능 이해도 

  <그림Ⅲ-4>에서 보여주듯이 상황 9의 발화에 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상황 10의 이해도가 가장 낮다. 상황 6, 7, 8의 이해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각 상황에 따라 상세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 6은 친구에게 소개 을 요청한 경우인데 친구가 직 으로 거 하

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건 이해 바라요.”의 평서문을 사용하여 간

으로 거 한다. 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래. 알았어.”, “괜찮아. 안 가도 

돼.” 등과 같이 상 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표 하 다. 매우 소수의 학습자

들은 “혹시 마음에 들지도 몰라 같이 가자.”, “그 게 하지 말고 그 남자의 

사진을 먼  요.” 등과 같이 재요청하 다. 그래도 상 방이 평서문으로 

거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발화에 한 이해도가 

87.81%에 달한다. 

  상황 7은 주말에 친구에게 같이 쇼핑을 가자고 요청했는데 친구가 “살 거 

없어.”라고 답한 경우이다. 친구가 평서문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 방을 간 으로 거 한다. 즉, ‘나는 살 것이 없어서 쇼핑을 안 가고 

싶다.’의 뜻을 달한다. 학습자들의 답안이 다양하지만 다수가 간단한 추

론을 통하여 함축 인 거 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같이 

화 볼래?”, “그래. 다음에 가자.”, “그래도 좀 만나자.” 등의 거 을 받아들이

거나 재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수 학습자들은 “그러지 마. 내가 살 거 

있거든.”와 같은 불만한 정서를 나타냈지만 상 방의 거  뜻도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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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의 발화에 한 이해도가 88.25%로 높게 나타났다. 

  상황 8은 고객이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에게 과일을 포장해 달라고 부탁했

는데 종업원이 “특가 상품이라 곤란한데요.”라고 답한 경우이다. 이 상황

에서도 종업원은 직 으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상황을 설명

하면서 상 방을 간 으로 거 한다. 즉, “이 상품이 특가 상품이니까 포

장해 드릴 수 없다.”의 뜻을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래요. 그럼 제가 집에 가서 포장할게요.”, “그럼 비닐 지를 하나 주세

요.” 등과 같이 다른 방법을 구한다. 일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럼 과일 바구

니를 사도 안 될까요?”, “친구의 선물이라서 부탁해요.”, “포장비를 주면 해 

 수 있습니까?” 등과 같이 다시 부탁한다. 한 일부분 학습자들은 “그럼 

안 살게요.” 등과 같이 불만한 정서를 나타냈다. 그 지만 체 학습자들은 

간단한 추론을 통해 발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 이 상황의 발

화에 한 이해도도 89.15%에 달한다. 

  상황 9는 후배가 선배에게 내일의 식사 요청을 했는데 선배가 “내일 약속

이 있을 것 같아.”라고 답한 경우이다. 선배가 평서문으로 이유를 제시하

면서 상 방을 간 으로 거 한 것이다. 다수 학습자들은 이런 거 의 

의미를 제 로 악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먹읍시다.”와 같은 답

안이 많이 나왔다. 이 상황의 발화에 한 이해도가 93.59%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그 지만 여기에서 왜 추측 표 을 사용한지 물어보면 모르는 학습

자들이 많았다. 이를 통해 간 성과 공손성에 한 인식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상황 10은 고객이 택시 기사에게 빨리 달려 달라고 부탁했는데 기

사가 “더 빨리 가면 날아갑니다.”라고 답한 경우이다. 기사가 직 으로 

거 하기보다는 농담을 하면서 상 방을 간 으로 거 한 것이다. 즉, 더 

이상 빨리 운 할 수 없다는 뜻을 달한다. 부분 학습자들은 이 상황에 

처하면 “죄송합니다만 정말 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주세요.”등과 같이 계

속 재 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학습자들이 기사의 거  의도를 

이해했는데 한 일 때문에 다시 부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일부

분 학습자들은 농담을 하는 것을 몰라서 “네?”, “그럼 날아갈 수 있어요?” 

등과 같이 답하 다. 이 상황의 발화에 한 이해도가 78.56%이고 다른 

거 의 상황보다 낮아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비교  어려웠다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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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왜 그 게 발화한지를 물어보면 “기분이 안 좋아

서.”, “그냥 그래.”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3.25%의 학습자들은 기사가 

농담을 한다고 답하 다. 그러므로 평서문으로 수행한 략에 한 학습

자들의 의식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1.2.3.  평서문 간  화행의 질책 기능에 한 이해 양상 분석

  설문지 Part Ⅱ 부분에서 <상황 11>∼<상황 16>의 발화는 평서문은 질

책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평서문의 질책 기능에 한 평균 이해도가 

70.50%이고 지시 기능, 거  기능 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학습자들에게 평서문의 질책 기능에 한 이해가 가장 어려운 것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 <그림Ⅲ-5>은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의 질책 기능 

이해도와 련된 통계이다. 

   

        <그림Ⅲ-5>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의 질책 기능 이해도 

  <그림Ⅲ-5>에서 보여주듯이 상황 13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반면에 상황 

11의 이해도가 가장 낮다. 이외에 상황 12, 15의 이해도도 비교  높은 반면

에 상황 14, 16의 이해도가 상 으로 낮다. 각 상황에 따라 상세히 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상황 11은 동생이 언니/ 나의 방에 들어갈 때 문을 닫지 않고 언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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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꼬리가 길어요.”라고 발화한 경우이다. 실제로 언니/ 나는 동생이 문을 

닫지 않은 행 를 질책한다. 이러한 발화는 직 으로 질책하기보다는 평

서문의 용구를 사용하여 암시를 통해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다. 그

러므로 이 발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악하려면 비교  복잡한 추론 과정을 

지나야 한다. 앞에서 제시했던 이성은(2010)의 간  화행의 이해 모델에 따

라 이 발화에 한 이해 도식은 다음 <그림Ⅲ-6>과 같다. 

             <그림Ⅲ-6>  “꼬리가 길어요.”의 이해 모델 

  <그림Ⅲ-6>에서 제시했듯이 “꼬리가 길어요.”의 발화를 제 로 이해하려

면 축어  정보 처리, 련성 검토, 그리고 추론 세 가지 과정이 동시에 상

호작용해야 한다. 즉, “꼬리가 길어요.”의 문자  의미와 비유  의미를 해석

하며 문 닫지 않은 행 를 연상시키고 실제 문맥이나 상황을 결합시켜 질책

한 의도를 분석해 내야 한다. 

  그 지만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이 발화의 이해도가 36.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부 학습자들은 “미안해요. 문 닫을게요.”, “깜빡했어

요. 미안해요.”, “나 에 이 게 하지 않겠습니다.” 등과 같은 문을 닫지 않

은 행 를 의식해서 사과한 뜻을 표 한다. 반면에 부분 학습자들은 “그

게 무슨 말이에요?”, “ 는 꼬리가 없어요.”, “언니의 꼬리가 더 길어요.” 등

과 같이 발화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 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학

습자들은 용구의 뜻을 잘 모르거나 문맥과 상황을 소홀한 이유로 실수를 

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축어  정보 처리 과정, 련성 

검토, 그리고 추론 과정에서 일정한 어려움을 겪어서 이해가 제 로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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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1과 비슷하게 상황 16도 평서문의 속담을 사용하여 암시를 통해서 

상 방을 질책한 것이다. 상황 16은 아이가 오랫동안 USB를 찾지 못해서 

어머님이 “아이구, 등잔 이 어둡다.”라고 발화한 경우이다. 사실 어머님은 

아이가 가까이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한 행 를 질책한다. 이 발화의 의

도를 제 로 악하려면 먼  속담의 심층 인 뜻을 잘 이해하고 다음으로 

문맥과 상황을 결합시켜 분석해야 한다. 즉, 앞에서 제시했듯이 축어  정보 

처리, 련성 검토, 그리고 추론 세 가지 과정을 동시에 상호작용하여야 정

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상황 16의 발화에 한 이해도가 45.34%이고, 상황 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부분 학습자들은 “여기 있구나. 고마워요. 어머님.”,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이 잘 안 보 나 요.” 등과 같이 어머님의 발화 의도를 

잘 이해한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업 시간에 

이 속담을 배운 이 있어서 뜻을 잘 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

도 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래요? 그럼 등잔 에 찾을게요.”, “어머님, 무슨 

뜻이에요?”라고 답하 는데 이는 속담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러

한 학습자들은 축어  정보 처리를 제 로 하지 못해서 련성을 검토 과정

을 소홀하며 문맥에 근거한 추론에 실패한다. 

  상황 11, 16이외에 상황 14는 속신(俗信)38)이 나타난 평서문을 사용하여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 것이다. 상황 14는 식사할 때 아이가 다리를 

떨고 아버지는 “계속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라고 발화한 경우이다. 즉, 아

버지는 아이가 다리를 떠는 행 를 질책한다. 이 발화는 한국의 통 인 

문화를 반 하여 한국 문화를 잘 알아야 심층 인 함의를 이해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학습자의 이 발화의 이해도가 76.52%로 낮지 않게 나타났다. 

부분 학습자들은 “죄송합니다.”, “다시 안 떨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하 다. 국에서 비슷한 속신도 있으므로 학습자들은 이 발화를 

이해하는 데 큰 장애가 없어 보인다. 

  상황 12와 15는 발화자가 반어법(反語法)을 나타나는 평서문을 사용하여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 것이다. 상황 12는 교수님은 제자가 논문을 제

로 수정하지 않은 행 를 보면 “자네는 그 원고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가 

38) 속신(俗信)은 민간에서 행하는 미신 인 신앙 습이다. 이에는 , 기, 민간요법, 주법(呪法) 

따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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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군.”라고 한 경우이다. 표면 으로 보면 칭찬한 것 같은데 실제로 반어법

을 사용하여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다. 마찬가지로 상황 15는 직원이 

요한 문서를 잃어버려서 상사가 “니가 잘했다.”라고 한 경우인데 역시 반

어법을 통해 질책한 것이다. 이러한 반어 인 발화는 말투가 비교  강하고 

풍자(諷刺)의 의미를 내포한다. 일반 으로 상식에 근거하여 질책의 뜻을 추

론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상황 12의 발화 이해도가 84.37%, 상황 15의 

발화 이해도가 86.83%로 비교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반어

법을 나타나는 평서문의 질책 기능을 제 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수 학습자들은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

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잘못을 교정하는 의지를 표

하 다. 매우 소수 학습자들은 변명하고 싶지만 발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악한다. 그 지만 화자가 왜 그 게 발화한지를 물어보면 “기분이 안 좋

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는데 반어법을 사용한 것을 의식한 사람은 

겨우 6.20%뿐이다. 이런 에서 학습자의 략 의식은 약함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나머지 상황 13은 발표 자료를 제 로 비하지 못하는 후배에게 선배가 

“요즘 정신이 없는가 요.”라고 한 경우이다. 후배의 체면을 유지하기 해 

선배가 후배의 잘못을 직 으로 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간 으로 질책한

다. 부분 학습자들이 이런 발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죄송

합니다. 방 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사과의 뜻을 나타낸 답안이 많이 나왔

다. 이 상황의 발화 이해도가 93.50%이고 질책 상황 에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 

 

  1.3. 소결론  

  이상 학습자들이 평서문 종결 어미들과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에 

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의 이해상 특징  어려움을 정리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서문 종결 어미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이 약간 부족한 실태이다. 

주로 종결 어미의 의미와 용법상의 차이 을 확실하게 모르거나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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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 기회가 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가지의 평서문 종결 어미들

을 실제 담화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악하지 못해서 다

양한 구어 어미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교육 장에서 평서문 종결 

어미에 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은 평서문의 축어  의미와 함축 인 의미를 제 로 악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황 11과 16의 경우 용

구나 속담을 사용하여 암시를 통해 질책하는 평서문 발화가 나타났다. 학습

자들은 용구나 속담의 뜻을 제 로 해석하지 못해서 이해도가 36.54%, 

45.34%로 낮다. 이 에 수업 시간에 학습한 경험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다수이다. 그러므로 용구나 속담의 교육을 보강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은 상황과 맥락을 소홀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가 있다. 상황 1, 2의 “사무실은 정말 덥네요.”, “목이 말라 죽겠다.”의 발화

는 상황을 무시하고 이해하면 단순히 사실을 묘사하는 발화가 된다. 즉, “방

이 덥다.”, “목이 마르다.”의 사실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황과 맥락

을 결합해야 지시의 뜻을 추측할 수 있다. 그 지만 일부분 학습자들은 상

황과 맥락을 소홀하므로 화자의 지시 의도를 제 로 악하지 못한다. 

  넷째, 학습자들의 여러 가지 공손 표 에 한 인식도 부족하다. 상황 3은 

선배가 “벌어진 일에 해서 몰랐으면 좋겠어요.”라고 발화하며 자신이 여자 

친구와 싸우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리고 

상황 9는 선배가 “내일 약속이 있을 것 같아.”라고 발화하며 후배의 식사 요

청을 거 한 경우이다. 다수 학습자들은 부탁과 거 의 의도를 정확하게 

악하 지만 왜 희망 표 과 추측 표 을 사용한지를 물어보면 모르는 학

습자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화행의 간 성과 공손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들의 략 의식이 결여된다. 즉, 학습자들이 평서문으로 수

행된 략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상황 10은 택시 기사가 

“더 빨리 가면 날아갑니다.”라고 발화하며 농담으로 손님의 빨리 달려 달라

는 부탁을 거 한 것이다. 한 상황 12는 교수님은 제자가 논문을 제 로 

수정하지 않은 행 를 보면 “자네는 그 원고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가 보

군.”라고 한 것이다. 이 발화는 반어법(反語法)을 사용하여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 경우다. 학습자들은 부분 발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 111 -

있었지만 왜 이 게 사용했는지를 물어보면 농담이나 반어법의 략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었다. 이를 통해 략  사용에 

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학습자들은 한국 문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상황 4는 신입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하는 한

국 회사의 문화를 반 하는 것이다. 일부분 학습자들은 국과 다른 이 커

피 문화를 잘 몰라서 발화의 의도를 잘 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

긴다. 

 

 2.  학습자 평서문 간  화행의 실  양상 분석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의 실  양상을 고찰하기 해 

설문지 PartⅠ에서는 간  화행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24가지의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의 발화 양상을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비교·분석하고

자 한다. 그리하여 학습자의 학습상의 특징을 악하여 문제 을 지 하면

서 이를 바탕으로 효율 인 교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 체 사용 양상 분석

  설문지 PartⅠ 조사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KK)의 발화가 총 6,906 문장

이고, 국인 한국어 학습자(CC)의 발화가 총 7,600 문장으로, 평균 발화 수

는 KK가 2.64이고 CC가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KK가 CC보다 

더욱 많은 발화 수단을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에서 직  화행의 

발화는 KK가 총 1,416 문장이고 CC가 총 3,707이며, 간  화행의 발화는 

KK가 총 5,493 문장이고 CC가 총 3,893 문장이다. 두 집단 직·간  화행의 

사용 황은 다음 <표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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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모어 화자(KK)  국인 한국어 학습자(CC)

 직  화행    1,413    30.46%    3,707   48.78%

 간  화행    5,493    69.54%    3,893   51.22%

 총 발화수    6,906   100.00%    7,600   100.00%

            <표Ⅲ-2> KK와 CC의 직·간  화행 사용 황 

  

  (1) 선생님, 이번 학기 교재에 해서 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도 충실하고 훌  

     륭합니다만 재 희가 따라가기에는 좀 벅찬 것 같아요. (KK)

  (2) 선생님, 이 교재는 무 어려워서 다음 학기에 가르쳐 주세요. (CC)

   <표Ⅲ-2>에서 제시했듯이 KK가 CC보다 간  화행을 훨씬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가 KK보다 직  화행을 더욱 많이 사용하 다. KK가 CC보다 

발화 의도를 완곡하게 표 하는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한 반면에 CC가 KK

보다 더욱 직설 인 직  화행을 더욱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문 (1)과 

(2)처럼, 교재 선정에 한 선생님의 제안을 거 하는 상황에서 KK는 돌려 

말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 지만 CC는 명령문으로 직 인 거 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CC의 발화는 KK에 비해 간 성과 공손성이 떨어진

다. 

  한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양상  t 검증의 결과를 살펴

보면 다음 <표Ⅲ-3>, <그림Ⅲ-7>과 같다.  

         

    <표Ⅲ-3> 문장 종결형에 따른 KK와 CC의 체 발화 양상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1580 0.0610

-13.8 175.847 .000***
CC 203 0.2502 0.0470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1257 0.0432

-16.958 310 .000***
CC 203 0.2211 0.0483

간 화행
KK 109 0.3168 0.0610

27.181 175.847 .000***
CC 203 0.1352 0.046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109 0.0053

-9.543 179.802 .000***
CC 203 0.0165 0.0042

간 화행
KK 109 0.0482 0.00261

95.871 294.901 .000***
CC 203 0.0120 0.00397

의문문(간 화행)
KK 109 0.3304 0.0551

-5.346 207.412 .000***
CC 203 0.3650 0.0428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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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7> 문장 종결형에 따른 KK와 CC의 평균값 비교 

  

  <표Ⅲ-3>에서 제시했듯이 체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명령문 직  화행

(t=-13.8, p<.001), 평서문 직  화행(t=-16.958, p<.001)과 간  화행

(t=27.181, p<.001), 청유문 직  화행(t=-9.543, p<.001)과 간  화행

(t=95.871, p<.001), 의문문 간  화행(t=-5.348,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 <그림Ⅲ-7>에서 제시한 각 문장 종

결형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KK는 CC보다 평서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평서문과 청유문으

로 실 된 직  화행, 그리고 의문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청유문과 의문문의 평균값의 차이는 상 으로 작은 반면, 

두 집단 평균값의 차이가 비교  큰 것은 명령문, 평서문의 직·간  화행의 

경우이다. 청유문과 의문문 평균값의 차이가 상 으로 작다. 즉, KK가 

CC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훨씬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가 KK보다 명령

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많이 선호하 다. 특히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은 CC가 KK보다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Ⅱ장에서 논술했듯이 실제 담화에서 평서문 간  화행은 주로 지시 

기능, 거  기능, 질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능별로 평서문 간  화행

의 사용 황을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Ⅲ-4>, <표Ⅲ-5>, <그림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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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지시 기능
  KK 109  0.1531  0.0275

 -9.712   310 .000***
  CC 203  0.1871  0.0372

거  기능
  KK 109  0.6326  0.023

 30.689 308.159 .000***
  CC 203  0.4892  0.0522

질책 기능 
  KK 109  0.2143  0.0378

-24.013 305.992 .000***
  CC 203  0.3237  0.0497

-8>과 같다. 

 

        <표Ⅲ-4> 기능별 KK와 CC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황 

   한국인 모어 화자(KK)   국인 한국어 학습자(CC)

  지시 기능     372    15.31%      280    18.71%

  거  기능    1,539    63.26%       734    48.92%

  질책 기능     522    21.43%      485    32.37% 

  총 발화수    2,433   100.00%    1,499    100.00%

       <표Ⅲ-5> 기능별 KK와 CC의 평서문 간  화행의 평균값

 ***p<.001 수 에서 유의

    <그림Ⅲ-8> 기능별 KK와 CC의 평서문 간  화행 평균값의 비교 

  

  

  <표Ⅲ-4>에서 볼 수 있듯이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KK와 

CC는 모두 거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 으며 그 다음으로는 질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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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았으며, 지시 기능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Ⅲ-5>의 t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지시 기능(t=-9.712, p<.001), 거  기

능(t=30.689, p<.001), 질책 기능(t=-24.013, p<.001)의 사용에 있어서 두 집단

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한 <그림Ⅲ-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가 가장 큰 것은 거  기능의 사용 황이며 다음으

로 질책 기능이고 지시 기능의 차이가 가장 작다. 이런 차이 은 구체 으

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학습자의 사용상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다음 에서 

상세하게 밝히고자 한다. 

  2.2. 담화 기능별 분석 

 

  다음으로 지시 기능, 거  기능, 질책 기능에 따라 평서문 간  화행의 사

용 양상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1.  지시 기능의 실  양상 분석

  

  <상황 1>∼<상황 8>은 지시 상황이다. 그 에서 요청, 명령, 부탁, 제안, 

제의 등의 하  부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상황에는 ‘지  계’, ‘친소 

계’, ‘담화 장면’, ‘부담 정도’의 사회 변인의 향을 받는다. 다음으로 각 상

황의 평서문 간  화행의 발화 양상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1.1.  지시 상황별 분석

1. 상황 1은 이성 친구에게 일요일 밤에 같이 식사하자고 요청하는 것이고 

부담 정도가 상 으로 작다. 그래도 친하지 않은 계이므로 의도를 

하게 표 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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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6> 상황 1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04 0.003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1891 0.0488

8.396 188.554 .000***
CC 203 0.1432 0.0401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801 0.0045

-18.645 209.507 .000***
CC 203 0.0900 0.0042

간 화행
KK 109 0.0024 0.0005

3.615 310 .000***
CC 203 0.0022 0.0004

의문문(간 화행)
KK 109 0.7284 0.0532

-6.102 179.802 .000***
CC 203 0.7642 0.0414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6>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의 경우 평서문 간  화행(t=8.396, 

p<.001), 청유문 직  화행(t=-18.645, p<.001)과 간  화행(t=3.615, p<.001), 

의문문 간  화행(t=-6.102,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평서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

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청유문 직  화행, 그리고 의문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그 에서 평서문, 의문문의 평균값의 차이가 비교  크게 

나타났다. 일부분의 한국인 화자는 “OO 씨, 돌아오는 일요일이 제 귀 빠진 

날인데요. 바쁘지 않으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 면에 실례지만 친해지

고 싶어요. 핸드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등과 같이 먼  평서문을 사

용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의문문을 통해 요청 의도를 도출하 다. 

반면에 국인 학습자는 상황 설명을 게 하고 의문문으로 가능성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응답의 이유로 다수의 KK는 먼  평서문으로 상황을 알려

주고 다음에 의문문으로 요청하면 당돌하지 않고 더욱 자연스럽다고 답한 

반면, CC는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의문문으로 의도를 직 으로 물어보면 

더욱 깔끔하다고 응답했다.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화 방식의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 

   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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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7>과 같다. 

 

  <표Ⅲ-7> 상황 1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39)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아/어/여(요)
KK 109 0.1642 0.0487

-6.014 254.828 .000***
CC 203 0.2014 0.0577

-ㄴ/는데(요)
KK 109 0.1980 0.0427

 5.370   310 .000***
CC 203 0.1720 0.0397

-네(요)
KK 109 0.0662 0.0056

-31.522 201.489 .000***
CC 203 0.0860 0.0050

-ㄴ (요)
KK 109 0.0741 0.0053

-1.832 176.409  0.16
CC 203 0.0829 0.0041

문

형

-았 /었 / 으면 

해(요)

KK 109 0.1062 0.0027
95.871 294.901 .000***

CC 203 0.0700 0.0039

-(았/었/ )으면 

좋겠어(요)

KK 109 0.1921 0.063
-4.914 184.813 .000***

CC 203 0.2265 0.051

  

 ***p<.001 수 에서 유의

    (1) 나 에 바쁘지 않으시면 식사를 한번 같이 했으면 해요. (KK)

    (2) OO 씨, 돌아오는 일요일이 제 귀 빠진 날인데요. 바쁘지 않으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KK)

    (3) 국음식을 좋아한 요. 아는 맛집이 하나 있네요. 같이 가 봤으면 좋겠         

         어요. (CC)

   <표Ⅲ-7>에서 제시했듯이 어미 ‘-아/어/여(요)’(t=-6014, p<.001), ‘-ㄴ/는

데(요)’(t=5.370, p<.001), ‘-네(요)’(t=-31.522, p<.001), 그리고 문형 ‘-았/었/

39) 여러 가지의 어미들과 문형들 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 인 것을 선정하여 통계하 다. 빈

도수가 은 어미들과 문형들을 제외했다. 문형의 경우, 어미와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통계하

지만 가장 표 인 어미와 결합하여 제시하 다. 를 들면, ‘-았/었/ 으면 좋겠어(요)’의 

평균값을 통계할 때, 실제로 ‘-았/었/ 으면 좋겠는데(요)’, ‘-았/었/ 으면 좋겠네(요)’ 등의 ‘-

았/었/ 으면 좋겠다’를 포함한 것도 함께 통계하 다. 다만, ‘-았/었/ 으면 좋겠어(요)’를 가장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표에서 제시했다. 以下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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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해(요)’(t=95.871, p<.001), ‘-(았/었/ )으면 좋겠어(요)’(t=-4.914,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미의 경우 KK

는 CC보다 ‘-ㄴ/는데(요)’를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아/어/여(요)’, ‘-

네(요)’를 많이 사용하 다. 문 (2)처럼 KK는 어미 ‘-ㄴ/는데(요)’를 사용

하여 상황을 설명하면서 간 으로 요청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에 해,  

친하지 않은 이성 친구라서 어미 ‘-ㄴ/는데(요)’을 사용하여 요청 상황을 설

명하면 어감이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 지만 CC는 문 (3)처럼 감탄 어미 ‘-네

(요)’를 사용하여 어감을 강화시키고 강조의 분 기를 조성하면서 상 방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더욱 선호하 다. 두 집단 모두 인용 어미 ‘-ㄴ

(요)’(t=-1.832, p>.001)를 조  사용하 는데 이에 해서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문형의 경우 두 집단이 모두 희망 표

을 선호하 는데 KK는 CC보다 ‘-았/었/ 으면 해(요)’, CC는 KK보다 ‘-(았

/었/ )으면 좋겠어(요)’를 많이 사용하 다. 

  상황 1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는 CC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의문문을 선호하 다. 왜냐

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담화이므로 의문문은 평서문보다 의도를 더욱 분명

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KK는 

CC보다 어미 ‘-ㄴ/는데(요)’, 문형 ‘-았/었/ 으면 해(요)’를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어미 ‘-아/어/여(요)’, ‘-네(요)’,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

(요)’를 많이 사용하 다.

2. 상황 2는 담당 선생님의 수업에는 한 가지 문법 항목에 한 해석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선생님께 다시 설명하신다고 제안하는 경우이다. 상 방의 

지 가 높고 공 인 담화이므로 공손하게 발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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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8> 상황 2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0579 0.0032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4256 0.0532

 4.704 179.802 .000***
CC 203 0.3980 0.0415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0001 0.00002

-147.804 144.460 .000***
CC 203 0.0005 0.00003

의문문(간 화행)
KK 109 0.5743 0.0457

 5.604 225.021 .000***
CC 203 0.5436 0.0318

  ***p<.001 수 에서 유의

  상황 2의 집단별 발화 통계를 살펴보면 평서문 간  화행(t=4.704, 

p<.001), 청유문 간  화행(t=-147.804, p<.001), 의문문 간  화행(t=5.604,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평

서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청유문의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에서 

5.79%의 CC는 명령문을 사용하 으며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주십시

오.”라고 답하 다. 부탁의 뜻을 달하 지만 직 으로 선생님에게 명

령하는 것은 무례하다. 그 지만 해당 학습자들은 이런 을 인식하지 못하

다. 주로 국어의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어에는 ‘請(주세요)’는 공

손한 표 이므로 “ 师，請您再讲解一下.(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주십

시오.)”는 공손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국어의 문장을 직 으로 번역하여 발화하 다. 그 이외에 다수 KK와 

CC는 “선생님, 방  말 하신 내용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혹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다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등과 같이 

다양한 의문형 어미와 문형을 사용하여 부탁 의도를 완곡하게 표 하 다.

  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Ⅲ-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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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9> 상황 2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아/어/여(요)

KK 109 0.1135 0.0213

-20.771 309.999 .000***
CC 203 0.1852 0.0397

-ㅂ/습니다
KK 109 0.1325 0.0582

-5.352 165.880 .000***
CC 203 0.1660 0.0406

-ㄴ/는데(요)
KK 109 0.1089 0.0065

53.072 251.686 .000***
CC 203 0.0821 0.0047

- 아 / 어 /여서

(요)

KK 109 0.0805 0.0047
48.744 310 .000***

CC 203 0.0510 0.0052

문 

형 

-ㄴ/은/는/ㄹ/

을 것 같아

(요)

KK 109 0.0619 0.0046
61.403 172.037 .000***

CC 203 0.0314 0.0034

-았/었/ 으면 

하는데(요)

KK 109 0.0522 0.0032
56.048 157.601 .000***

CC 203 0.0213 0.0037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9>에서 제시했듯이 어미 ‘-아/어/여(요)’(t=-20.771, p<.001), ‘-ㅂ/

습니다’(t=-5.352, p<.001), ‘-ㄴ/는데(요)’(t=53.072, p<.001), ‘-아/어/여서

(요)’(t=48.744, p<.001), 그리고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t=61.403, 

p<.001), ‘-았/었/ 으면 하는데(요)’(t=56.048,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미의 경우, CC는 사실을 그 로 진술한 기본

인 어미 ‘-아/어/여(요)’, ‘-ㅂ/습니다’를 많이 활용하 지만 KK가 CC보다 

다양한 구어체 어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

장은 어미의 사용상에서 CC가 KK보다 단일하다. 를 들면, “문법은 잘 이

해가 안 돼요./이해가 좀 안 가요./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은 CC

가 가장 많이 사용하 는데 KK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 부분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등과 같이 이유 제시 어미나 상황 설명의 어미를 활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KK의 발화는 CC보다 좀 부드럽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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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의 경우, 주로 추측 문형과 희망 문형의 사용상에는 두 집단의 차이

가 있다. 즉, KK가 CC보다 추측 표 과 희망 표 을 더욱 선호했다. “이 문

법이 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문법에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

셨으면 하는데요.” 등과 같은 발화는 상황이나 주장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상 방에게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었다. 이것도 한 가지의 공손 표 이라고

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손 표 의 사용은 CC가 KK에 비해 부족하다. 

  상황 2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는 CC보다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청유문의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에서 국어 간

섭 상을 발견하 다. 평서문 사용에 있어서 KK가 CC보다 다양한 구어체 

어미, 그리고 추측 문형, 희망 문형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가 어미 ‘-아/

어/여(요)’, ‘-ㅂ/습니다’를 단일하게 선호한 경향이 있다. 

 

3. 상황 3은 백화 에서 남편에게 핸드백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가

격은 좀 비싸서 부담이 좀 크고 공 인 담화이므로 상 방의 체면을 유지하

면서 발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10>과 같다. 

      <표Ⅲ-10> 상황 3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315 0.0065

37.21 175.87 .000***
CC 203 0.1732 0.0872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2667 0.0412

14.574 310 .000***
CC 203 0.1659 0.0373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3 0.00002

-177.172 120.95 .000***
CC 203 0.0006 0.00007

간 화행
KK 109 0.0003 0.00006

-162.23 189.65 .000***
CC 203 0.0005 0.00004

의문문(간 화행)
KK 109 0.6799 0.0549

3.229 310 .000***
CC 203 0.6598 0.0510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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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10>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3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37.21, 

p<.001), 평서문 간  화행(t=14.574, p<.001), 청유문 직  화행(t=-177.172, 

p<.001)과 간  화행(t=-162.23, p<.001), 의문문 간  화행(t=3.229, p<.001)

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평서문, 의

문문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청유문을 더욱 선호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비교  큰 것은 명령문과 평

서문이다. 26.67%의 KK는 핸드백은 좀 비싸서 직  요구하면 비교  부끄

럽기 때문에 평서문으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소망을 나타나서 상 방

으로 하여  스스로 의도를 추측하게 하는 것은 더욱 낫다고 생각하 다. 

그러므로 “이 핸드백은 쁘다.”, “이 핸드백이 무 가고 싶어.” 등과 같은 

평서문을 사용하 다. 그 지만 16.59%의 CC는 친한 사이니까 직 으로 

요구해도 상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야, 이거 사 줘”, “여보, 이 핸드

백을 사 주세요.” 등과 같이 명령문으로 발화하 다. 이런 에서도 두 집단

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Ⅲ-11>과 같다. 

  

<표Ⅲ-11> 상황 3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아 /어

/여(요)

  KK 109 0.1660 0.0512
  0.451 189.29 0.635

  CC 203 0.1634 0.0523

-다
  KK 109 0.0670 0.0052

 40.748  310 .000***
  CC 203 0.0413 0.0047

-네(요)
  KK 109 0.2287 0.0648

 4.659 154.09 .000***
  CC 203 0.1969 0.0404

  

문

  

형

 

-(으)면

-ㄹ /을

게(요)

  KK 109 0.3083 0.0472
 6.992 301.294 .000***

  CC 203 0.2600 0.0743

-고 싶

어(요)

  KK 109 0.4630 0.0598
-10.708   310 .000***

  CC 203 0.5431 0.0646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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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보, 이 핸드백은 참 괜찮네. 그 지? (KK)

(5) 여보  핸드백 어때? 쁘지 않아? 번 달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던데. 아니, 갖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냥 뻐서… 어머! 근데 정말 세련 다. (KK) 

(6) 이 핸드백을 사주면 내가 매일 여보가 좋아하는 밥 만들어 게. (KK)

(7) 이것 사주면 고기반찬 사 게. (KK)

(8) 나 이 핸드백이 무 갖고 싶어. 사 주면 안 돼? (KK)

(9) 이 핸드백은 정말 쁘네요. (CC)

(10) 여보, 이거 무 뻐. 사고 싶어. (CC)

  <표Ⅲ-11>에서 제시했듯이 어미 ‘-다’(t=40.748, p<.001), ‘-네(요)’(t=4.659, 

p<.001), 그리고 문형 ‘-(으)면-ㄹ/을게(요)’(t=6.992, p<.001), ‘-고 싶어

(요)’(t=-10.708,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

아/어/여(요)’(t=0.451, p>.001)의 경우 두 집단은 모두 많이 사용하 지만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형의 경우 CC가 KK보다 의지나 소망을 

나타낸 문형 ‘-고 싶어(요)’ 더욱 선호한 반면에 이 이외에 다른 어미들과 

문형들은 모두 KK가 CC보다 많이 사용하 다. 즉, 문 (4), (9)처럼 어미 

‘-네(요)’를 사용하여 핸드백을 감탄하면서 상 방이 핸드백을 사 주도록 이

끌어 내는 평서문은 KK가 CC보다 더욱 선호하 다. 이와 비슷하게 (6), (7)

처럼 문형 ‘-(으)면-ㄹ/을게(요)’를 통해 조건을 수락하는 평서문도 KK가 

CC보다 많이 사용하 다. 반면에 문 (10)처럼 문형 ‘-고 싶어(요)’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 평서문은 CC가 KK보다 많이 사용하므로 CC는 KK

보다 주 인 의지를 강조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 3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담이 좀 크고 공 인 

장면이므로 KK는 CC보다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하 다. 평서문의 사용에 있어서 KK가 CC보다 ‘-다’, ‘-네(요)’, 문형 

‘-(으)면-ㄹ/을게(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고 싶어(요)’를 

더욱 선호하 다. 

4. 상황 4는 상사께 자신의 결혼식으로 오실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화자보

다 지 가 높은 상 에게 요청하는 것이므로 공손하게 요청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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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12> 상황 4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020 0.0007

-65.229 202.002 .000***
CC 203 0.2325 0.0134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6578 0.0640

28.789 211.444 .000***
CC 203 0.3324 0.0580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280 0.0052

14.329 157.601 .000***
CC 203 0.0201 0.0036

간 화행
KK 109 0.0310 0.0033

37.050 274.858 .000***
CC 203 0.0144 0.0042

의문문(간 화행)
KK 109 0.2812 0.0351

-35.298 164.847 .000***
CC 203 0.4006 0.0242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12>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4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65.229, 

p<.001), 평서문 간  화행(t=28.789, p<.001), 청유문 직  화행(t=14.329, 

p<.001)과 간  화행(t=37.050, p<.001), 의문문 간  화행(t=-35.298, p<.001)

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평서문, 청

유문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의문문을 더욱 선호하

다. CC는 역시 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부장님, 제 결혼식에 꼭 오세요.”, 

“결혼식에 와 주세요.” 등과 같은 명령문을 23.25% 정도로 사용하 다. 그

지만 명령문으로 발화한 KK는 겨우 0.02%로 극소수 다. 

  부분의 KK는 의문문 간  화행(28.12%)보다 평서문 간  화행(65.78%)

을 훨씬 많이 사용한 반면 CC는 평서문 간  화행(33.24%)보다 의문문 간

 화행(40.06%)을 더욱 선호하 다. KK는 CC보다 역시 평서문으로 자세히 

상황을 설명한 경향이 있다.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Ⅲ-13>과 같다.  

  

    

  



- 125 -

<표Ⅲ-13> 상황 4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아/어/여(요)
KK 109 0.1322 0.0530

-6.304 187.095 .000***
CC 203 0.1780 0.0620

-ㅂ/습니다
KK 109 0.3513 0.0320

10.595 302.730 .000***
CC 203 0.3014 0.0520

-ㄴ/는데(요)
KK 109 0.0431 0.0059

-38.893 254.221 .000***
CC 203 0.0724 0.0070

-네(요)
KK 109 0.0466 0.0045

-37.796 268.048 .000***
CC 203 0.0689 0.0057

문 

형  

 

-(으)면 감사하

겠습니다

KK 109 0.2334 0.0571
2.018 199.86  0.065

CC 203 0.2185 0.0646

-(으)면 입

니다

KK 109 0.0610 0.0067
23.819 178.862 .000***

CC 203 0.0434 0.0052

-(았/었/ )으면 

좋겠어(요)

KK 109 0.0435 0.0324
-3.681 142.174 0.09

CC 203 0.0526 0.0352

-았 /었 / 으면 

해(요) 

KK 109 0.0552 0.0548
61.132 173.802 .000***

CC 203 0.0120 0.0409

-기 바랍니다
KK 109 0.0337 0.0052

-33.182 180.486 .000***
CC 203 0.0528 0.0041

  

 ***p<.001 수 에서 유의           

   

(11) 김 부장님, 다음 달 20일 제가 드디어 국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간 되세  

    요? (KK)

(12) 부장님, 사귀던 남자친구와 날을 잡았습니다. 부장님이 꼭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KK)

(13) 부장님, 다음 달 20일은 제 결혼식입니다.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KK)

(14) 부장님, 다음 달 20일을 제 결혼식인데 과장님께서 제 결혼식에 와 주시면 입  

     니다. (KK)

(15) 다음 달 20일에 제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면 사장님께서 결혼식에   

     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CC)

(16) 다음 달 20일은 제 결혼식인데요. 부장님께서는 오시면 이네요. (CC)

(17) 부장님, 다음 달 20일은 의 결혼식입니다.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CC)

  

  <표Ⅲ-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미 ‘-아/어/여(요)’(t=-6.304, p<.001), 

‘-ㅂ/습니다’(t=10.595, p<.001), ‘-ㄴ/는데(요)’(t=-38.893, p<.00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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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t=-37.769, p<.001), 그리고 문형 ‘-(으)면 입니다’(t=23.819, 

p<.001), ‘-았/었/ 으면 해(요)’(t=-61.132, p<.001), ‘-기 바랍니다’(t=-33.182,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KK는 CC보다 어미 ‘-

ㅂ/습니다’를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아/어/여(요)’, ‘-ㄴ/는데(요)’, ‘-

네(요)’를 많이 사용하 다. KK는 상 방의 높은 지 와 결혼식의 요성을 

고려하면서 정 하게 요청해야 하므로 존경 정도가 높고 격식 있는 어미 ‘-

ㅂ/습니다’를 많이 사용하 다. 이런 을 CC는 충분히 시하지 않아서 

문 (15), (16)처럼 다양한 평서문 어미를 사용하여 상황을 설명하 다. 한 

문형의 사용에 있어서 많은 피험자들은 문 (12), (13)에서 나온 ‘자리를 빛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주시면 입니다.’ 등과 같이 요청 의도를 

간 으로 표 하 다. 문형 ‘-(으)면 감사하겠습니다.’(t=2.018, p>.001)의 

사용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으)면 입니다.’

의 사용은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마지막으로 희망 문형의 경우 KK는 CC

보다 ‘-았/었/ 으면 해(요)’를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기 바랍니다’

를 많이 사용하 는데 ‘-(았/었/ )으면 좋겠습니다/좋겠네(요)’(t=-3.681, 

p>.001)의 사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황 4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는 CC보다 평서문, 

청유문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의문문을 더욱 선호하

다. 그리고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KK는 CC보다 어미 ‘-ㅂ/

습니다’, ‘-(으)면 입니다’, ‘-았/었/ 으면 해(요)’를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아/어/여(요)’, ‘-ㄴ/는데(요)’, ‘-네(요)’, ‘-기 바랍니다’를 많이 사

용하 다. 총체 으로 살펴보면 KK의 발화는 CC보다 더욱 정식 이고 공

손성이 높은 반면에 CC의 발화는 다양한 어미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

에 더 을 두었다.

5. 상황 5는 학교 후배에게 그의 동생과 함께 자신의 생일 티에 올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학교 후배이지만 계가 친하지 않으므로 직 으로 제

안하기보다는 간 으로 하는 것은 더 낫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

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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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14> 상황 5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642 0.0054

-24.864 158.932 .000***
CC 203 0.0784 0.0035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3017 0.0514

-11.233 310 .000***
CC 203 0.3722 0.057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325 0.0028

-51.349 253.457 .000***
CC 203 0.0520 0.0035

간 화행
KK 109 0.0285 0.0032

 48.32 178.432 .000***
CC 203 0.0040 0.0006

의문문(간 화행)
KK 109 0.5731 0.0356

21.607 159.578 .000***
CC 203 0.4934 0.0227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14>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5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24.864, 

p<.001), 평서문 간  화행(t=-11.233, p<.001), 청유문 직  화행(t=-51.349, 

p<.001)과 간  화행(t=48.32, p<.001), 의문문 간  화행(t=21.607,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청유문

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

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직  화행,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그 에서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가 비교  큰 것은 평서문과 의문문의 경

우이다. KK의 화행이 이처럼 나타난 이유를 사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

과, 상 방의 지 가 낮아서 부담 정도가 비교  작으므로 간 성이 무 

강한 평서문에 비해 의문문을 사용하면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표 할 수 있

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CC는 친하지 않은 후배에게 평서문으로 상항을 자세

히 설명하면 상 방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더욱 높다고 생각하 다.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창치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Ⅲ-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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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어

미

-아 /어 /여

(요)

 KK 109 0.1250 0.0342
-13.130 293.107 .000***

 CC 203 0.1883 0.0503

-거든(요)
 KK 109 0.0514 0.0054

-31.047 190.076 .000***
 CC 203 0.0320 0.0046

- ㄴ / 는 데

(요)

 KK 109 0.1830 0.0310
 -2.884   310 .03*

 CC 203 0.1626 0.0421

-네(요)
 KK 109 0.1967 0.022

 12.930 302.73 .000***
 CC 203 0.1561 0.034

문

형

 

  

- ( 았 / 었 /

)으면 좋

겠어(요)/네

(요)

 KK 109 0.2926 0.0559

 9.960   310 .000***
 CC 203 0.2306 0.0510

-다고 들었

어(요)/는데

(요)

 KK 109 0.2405 0.0343  

-13.145
255.828 .000***

 CC 203 0.2979 0.0409

-아 /어 /여

도 돼(요)

 KK 109 0.0756 0.0062
 -1.837 141.138  0.078

 CC 203 0.0810 0.0038

 <표Ⅲ-15> 상황 5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p<.05  ***p<.001 수 에서 유의

  

(18) 동생이 되게 재미있다던데 내 생일 티에 같이 와서 놀았으면 좋겠네. (KK)

(19) 의 남동생이 참 재미있어서 인상 이거든. 이번에 내 생일 티를 할 때 랑 같  

    이 와 주면 좋겠어. (KK)

(20) 희주야, 이번 주 토요일이 내 생일인데, 내 생일 티에 꼭 와 줘. 네 동생도 같이  

     오라고. 되게 인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KK)

(21) 이번 주에 생일 티에 올래? 시간 되면 네 동생도 같이 와도 돼. (KK)

(22) 남동생이 꽤 재미있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괜찮다면 제 생일 티 때 동생분이  

     랑 같이 놀러 오시겠어요? (CC)

(23) 괜찮다면 동생 같이 와도 돼. (CC) 

  <표Ⅲ-15>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5의 경우 어미 ‘-아/어/여(요)’(t=-13.130 

p<.001), ‘-거든(요)’(t=-31.047, p<.001), ‘-ㄴ/는데(요)’(t=-2.884, p<.001), ‘-

네(요)’(t=12.930, p<.001), 그리고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네

(요)’(t=9.960, p<.001), ‘-다고 들었어(요)/는데(요)’(t=-13.145, p<.001)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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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지만 ‘-아/어/여도 돼

(요)’(t=-1.837,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KK는 CC보다 감탄 어미 ‘-네(요)’, 원인을 나타난 어미 ‘-거든(요)’, 상

황 설명을 나타낸 어미 ‘-ㄴ/는데(요)’를 모두 선호하 다. 이는 KK 입장에

서는 감탄 어미를 사용하면 단순히 설명하기보다 어감이 더욱 강하고 지시 

효과도 더욱 좋으며, 이유와 상황을 덧붙여 설명하면 상 방이 지시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미묘한 어미 

차이를 악하고 사용하는 것이 CC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CC는 단순히 

기본 인 평서문 어미 ‘-아/어/여(요)’를 선호한 경향이 있다. 

  한 문형 사용에 있어서 KK는 CC보다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

어(요)/네(요)’를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인용 문형‘-다고 들었어(요)/

는데(요)’를 많이 사용하 다. 즉, KK는 문 (18)처럼 평서문으로 자신의 

희망을 진술하여 상 방을 완곡하게 지시한 것을 선호하 는데 이는 문 

(20)처럼 간  인용문을 24.05%의 비율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CC는 문 (22)처럼 간  인용문을 통해 동생을 요청한 이유를 기술

한 방식을 선호하 다. 이런 에서도 볼 수 있듯이 CC는 KK에 비해 평서

문으로 상황을 직설 으로 표 하는 경향이 있고 KK는 CC보다 더욱 간

이고 부드럽게 표 하는 것을 선호한다. 

  상황 5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는 CC보다 청유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과 청유문으로 실 된 직  화행,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평

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KK는 CC보다 다양한 구어체 어미를 활용

할 수 있다. 한 KK는 CC보다 희망 문형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인용 문형을 더욱 선호하 다. 

6. 상황 6은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커피를 사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상사가 부하 직원을 시키는 것은 부담의 정도가 비교  낮고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래도 부하 직원의 체면 손상을 방하기 해 직설하기보다

는 완곡하게 표 하는 것이 더 낫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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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358 0.0065

-40.32 212.12 .000***
CC 203 0.1420 0.0721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0672 0.0065

1.3000 154.414 0.195
CC 203 0.0663 0.0041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4 0.00007

-53.7 164.327 .000***
CC 203 0.0031 0.0005

간 화행
KK 109 0.0247 0.0055

22.827 190.976 .000***
CC 203 0.0106 0.0046

의문문(간 화행)
KK 109 0.8719 0.05136

16.279 198.289 .000***
CC 203 0.7780 0.04290

      <표Ⅲ-16> 상황 6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16>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6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40.32, 

p<.001), 청유문 직  화행(t=-53.7, p<.001)과 간  화행(t=22.827, p<.001), 

의문문 간  화행(t=16.279,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지만 평서문 간  화행(t=1.3000, p>.001)의 사용은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K는 CC보다 청유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청유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그 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비교  큰 

것은 명령문과 의문문이다. CC는 상 방의 지 가 낮으므로 명령문으로 직

으로 지시하면 발화 의도를 더욱 빠르게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그래도 KK가 직 인 명령문을 될 수 있도록 피하 다. 이유는 상 방에

게 무례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다수 한국인 모어 화자와 국인 학습자들은 “지은 씨, 커피 한 

잔 사 주실래요?”, “지은 씨, 졸리지 않아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등과 같

이 다양한 의문형 종결 어미와 문형을 통해 명령식으로 의도를 달하 다. 

의문문은 평서문보다 지시의 의도를 극 이고 명확하게 표 할 수 있다고 

KK가 생각하 다. 반면에 소수의 한국인 화자와 국인 학습자들만 평서문

을 사용하 는데, 주로 “제가 좀 바빠요.”, “나는 지  무 피곤하니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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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 령 문 ( 직 화

행)

KK 109 0.0038 0.0004
-42.86 310 .000***

CC 203 0.0654 0.0083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2315 0.0230

-20.649 263.073 .000***
CC 203 0.2930 0.0285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4 0.00007

-4.131 207.412 .000***
CC 203 0.0005 0.00004

간 화행
KK 109 0.0340 0.0027

29.950 172.225 .000***
CC 203 0.0251 0.0020

의 문 문 ( 간 화

행)

KK 109 0.7303 0.0521
19.815 189.829 .000***

CC 203 0.6160 0.0429

과 같이 평서문으로 이유를 제시하여 간 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다.

7. 상황 7은 음식 에서 계산할 때 지갑을 안 가져 와서 회사 선배에게 돈

을 빌리고 밥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상 방의 지 가 높고 계도 

친하지 않아서 부담 정도가 좀 크다. 그러므로 공손하게 발화해야 한다. 조

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

-17>과 같다. 

       <표Ⅲ-17> 상황 7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17>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7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42.86, 

p<.001), 평서문 간  화행(t=-20.649, p<.001), 청유문 직  화행(t=-4.131, 

p<.001)과 간  화행(t=29.950, p<.001), 의문문 간  화행(t=19.815, p<.001)

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평서

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

령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직  화행, 그리고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선

호하 다. 그 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비교  큰 것은 평서문과 의문문의 

경우이다. CC는 상황 설명을 많이 하면 부탁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 지만 KK는 한 상황이라서 명확성이 뚜렷한 의문문을 사용하면 



- 132 -

더 낫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었다.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창치들을 살

펴보면 다음 <표Ⅲ-18>과 같다.

 

   <표Ⅲ-18> 상황 7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어

미

 

 

  

-아 /어/여

(요)

KK 109 0.0824 0.0076
-29.341 187.376 .000***

CC 203 0.1662 0.0872

- ㄴ / 는 데

(요)

KK 109 0.2290 0.0413
13.924 271.261 .000***

CC 203 0.1531 0.0533

-네(요)
KK 109 0.0711 0.0034

20.311 274.764 .000***
CC 203 0.0620 0.0042

-ㄹ게(요)
KK 109 0.0929 0.0082

-15.376 221.867 .000***
CC 203 0.1326 0.0763

-아/어/여

서(요)

KK 109 0.0735 0.0036
 20.794 285.757 .000***

CC 203 0.0631 0.0051

-고(요)
KK 109 0.0650 0.0030

  2.816   310  0.073
CC 203 0.0548 0.0034

  ***p<.001 수 에서 유의

(24) 선배님, 갑자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갑을 두고 왔네요. 아, 어떡해요? (KK)

(25)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그만 깜빡해서요.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집에 가자  

    마자 돌려 드릴게요. (KK)

(26) 선배님, 여기서 뵈게 되어서 정말 잘 되었네요. 사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이 없고요. 죄송하지만 선배님께서 신  계산을 좀 해 주셔도 될까요? 제가  

    바로 자동 이체로 돌려 드릴게요. (CC)

(27)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요. 계산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    

    요? (CC)

 

  <표Ⅲ-18>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7의 경우 어미 ‘-아/어/여(요)’(t=-29.341, 

p<.001), ‘-ㄴ/는데(요)’(t=13.924, p<.001), ‘-네(요)’(t=20.311, p<.001), ‘-ㄹ게

(요)’(t=-15.376, p<.001), ‘-아/어/여서(요)’(t=20.794,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지만 ‘-고(요)’(t=2.816, p>.001)의 사

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어의 종결 어미가 매

우 발달해서 단지 문장을 끝내는 문법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문장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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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내용이 구체 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계, 화자의 생

각과 태도 등을 나타내는 기능도 한다(왕정정, 2012: 1). 그러므로 종결 어미

의 미묘한 차이를 변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표Ⅲ-22>에서 나온 

종결어미에서 ‘-ㄴ/는데(요)’는 주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확인하거나 느낌을 

표 하기 등의 기능을 하며 이와 비슷하게 ‘-고(요)’는 설명하기, 확인하기, 

느낌 표 하기 이외에 앞의 말에 덧붙이거나 계속 이어 말하는 기능도 한다

(왕정정, 2012). 그리고 ‘-네(요)’는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고 ‘-ㄹ게(요)’는 약

속하기, 확인하기 등의 기능을 하며 ‘-아/어/여서(요)’는 이유를 제시한 어미

이다. <표Ⅲ-1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CC는 KK보다 ‘-아/어/여(요)’, ‘-ㄹ

게(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다른 어미들은 모두 KK가 CC보다 많이 사용

하 다. 그러므로 CC는 KK보다 다양한 어미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단할 수 있다. 사실 다수 피험자들은 문 (24)-(27)처럼 먼  평서문으로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나 에 돈을 갚아드리겠

다는 약속을 하거나 의문문으로 돈 빌릴 의도를 드러냈다. 

  상황 7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는 CC보다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과 청유문으로 실 된 직  화행, 그리고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KK는 CC보다 다양한 평서형 어

미를 활용할 수 있다. 

8. 상황 8은 동생에게 노트북을 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계가 

친하고 사 인 담화이므로 부담 정도가 비교  은 편이다. 그래도 동생은 

지  시험 기간이라서 바쁘고 부드럽게 의도를 달하는 것이 좋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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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19> 상황 8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1620 0.0549

-7.101 310 .000***
CC 203 0.2062 0.0413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0769 0.0513

-0.529 310 0.597
CC 203 0.0772 0.0483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134 0.0026

-22.76 294.901 .000***
CC 203 0.0220 0.0039

간 화행
KK 109 0.0235 0.0058

13.348 179.101 .000***
CC 203 0.0158 0.0041

의문문(간 화행)
KK 109 0.7242 0.0413

8.329 271.126 .000***
CC 203 0.6788 0.0533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19>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8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7.101, 

p<.001), 청유문 직  화행(t=-22.76, p<.001)과 간  화행(t=13.348, p<.001), 

의문문 간  화행(t=8.329,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지만 평서문 간  화행(t=-0.529, p>.001)의 사용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K는 CC보다 청유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친한 동생이므로 직 으로 부탁하

면 된다고 CC가 생각하 다. 그래도 동생이 시험 기간이라서 바쁜데 직

으로 지시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KK는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한 

다수 한국인 모어 화자와 국인 학습자는 의문문을 통해 상 방에게 부

탁하 는데 소수의 피험자들은 평서문을 사용하 다. 

   

(28) 동생아, 시험기간인 거 아는데, 노트북을 지  고쳐야 해. 진짜 미안한데 잠깐    

     주면 안 될까? (KK)

(29) 노트북이 고장 났어. 어떡하지? (KK)

(30) 노트북은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인데. 네가 어떻게 좀 시간을 내서   

     한번  주면 안 될까?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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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28)-(30)과 같이 소수 KK와 CC는 ‘-아/어/여(요)’, ‘-ㄴ/는데(요)’ 등

의 어미, ‘-아/어/여야 해(요)’ 등의 문형을 포함한 평서문을 사용하여 상황 

설명을 하면서 간 으로 부탁 의도를 드러냈다. 그 지만 다수 피험자

들은 “잠깐  주면 안 될까?” 등처럼 의문문으로 발화 의도를 비교  명확

하게 표 하 다. 

    2.2.1.2.  소결론

  이상의 <상황 1>∼<상황 8>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시 상황에서 한

국인 화자와 국인 학습자들은 모두 의문문을 주로 간  화행을 실 하

다. 평서문은 일부분만 사용하 고, 청유문을 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

다. 명령문의 경우 CC가 KK보다 좀 많이 사용하 지만 두 집단의 사용 빈

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피험자들이 의문문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평서문에 

비해 의문문은 화자의 지시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표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일반 으로 평서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은 의문문보다 추론 과정이 더

욱 복잡하기 때문에 지시 의도를 추측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담화 상황에서만 사용되어 있고 피험자들은 의문문처럼 많이 활용하지 않았

다. 각 지시 상황에서 두 집단의 발화 통계와 평균값의 비교는 다음 <표Ⅲ

-20>, <그림Ⅲ-9>와 같다. 

         

        <표Ⅲ-20> 지시 상황에서 KK와 CC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 균 편

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361 0.0052

-83.728 179.101 .000***
CC 203 0.0844 0.0041

평서문(간 화행)
KK 109 0.2771 0.0629

4.800 184.813 .000***
CC 203 0.2435 0.0508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126 0.0046

1.208 172.307 .229
CC 203 0.0120 0.0031

간 화행
KK 109 0.0248 0.0038

9.374 274.858 .000***
CC 203 0.0206 0.0042

의문문(간 화행)
KK 109 0.6494 0.0609

1.391 262.340 .163
CC 203 0.6395 0.0479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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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9> 지시 상황에서 KK와 CC의 평균값 비교 

 

  <표Ⅲ-20>을 살펴보면 지시 상황에서 명령문 직  화행(t=-83.728, 

p<.001), 평서문 간  화행(t=4.800, p<.001), 청유문 간  화행(t=9.374,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청유문 직  화

행(t=1.208, p>.001)과 의문문 간  화행(t=1.391, p>.001)의 사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그림Ⅲ-9> 두 집단 각 문장 종결형의 평균값

을 비교해 보면 KK는 CC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좀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직  화행을 더욱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시 

상황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다음 <그림Ⅲ-10>과 같다. 

  <그림Ⅲ-10> 각 지시 상황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 



- 137 -

  <그림Ⅲ-10>에서 제시했듯이 지시 상황에서 KK와 CC의 평서문 간  화

행의 빈도 차이가 비교  큰 것은 상황 3, 4, 5, 7의 경우이다. 그 에서 상

황 4의 빈도 차이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상황 3이고, 셋 번째는 상황 5이

며, 마지막으로 상황 7이다. 그 이외에 다른 상황의 빈도 차이가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 3은 백화 에서 남편에게 쁜 핸드백을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다.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 크고 공 인 담화이므로 상 방의 체면을 유지하

면서 발화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직  요구하면 비교  부끄럽기 때문에 

평서문으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소망을 나타내서 상 방으로 하여  

스스로 의도를 추측하게 하는 것은 더욱 낫다. 이런 의식은 KK가 CC보다 

더욱 강하므로 KK 평서문의 사용 비율이 CC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황 4는 상사께 자신의 결혼식에 오실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 상 방의 

지 가 좀 높아서 공손하게 발화해야 한다. KK의 평서문 사용 빈도는 CC

보다 하게 높다. 주로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면 입니다’, 

‘-(으)면 -ㄹ게(요)’ 등의 조건문이나 희망 표 을 통해 자신의 감사의 뜻과 

소망을 진술하면서 요청의 뜻을 간 으로 표 하 다. 

  상황 5는 학교 후배에게 그의 동생과 함께 자신의 생일 티에 올 것을 

제안하는 것인데 계가 친하지 않아서 간  화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하다. 두 집단의 화자는 모두 의문문을 주로 사용하 는데 평서문의 경

우 CC는 KK보다 더욱 선호한 경향이 있다. CC는 친하지 않은 후배에게 평

서문으로 상항을 자세히 설명하면 상 방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더욱 

높다고 생각하 다. 그 지만 KK는 상 방의 지 가 낮아서 부담 정도도 

크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이 더욱 강한 의문문을 많이 선택하 다. 

  상황 7은 회사 선배에게 돈을 빌릴 것을 부탁한 것인데 상 방의 지 가 

높고 계도 친하지 않아서 부담 정도가 크므로 공손하게 발화해야 한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CC는 KK보다 평서문을 많이 사용하 다. CC는 

상황 설명을 많이 하면 부탁의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그

지만 KK는 한 상황이어서 명확성이 뚜렷한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낫다

고 생각하 다. 

  한 이상의 차이 은 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어미와 문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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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서 나타났는데 상황 1-8에서 두 집단은 주로 사용한 어미와 문형을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Ⅲ-11>, <그림Ⅲ-12>와 같다. 

          

  <그림Ⅲ-11> 지시 상황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의 어미 사용 빈도 

  

            

  <그림Ⅲ-12> 지시 상황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의 문형 사용 빈도 

  

  <그림Ⅲ-11>을 살펴보면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어미의 사용에 있어

서 어미 ‘-ㄴ/는데(요)’, ‘-다고(요)/ㄴ (요)’, ‘-거든(요)’, ‘-아/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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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요)’의 빈도 차이가 비교  큰 것을 알 수 있다. KK가 CC보다 ‘-ㄴ/는

데(요)’, ‘-거든(요)’, ‘-아/어/여서(요)’, ‘-네(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가 

KK보다 ‘-아/어/여(요)’, ‘-ㅂ/습니다’, ‘-다고(요)/ㄴ (요)’를 더욱 선호하

다. 그러므로 KK가 CC보다 상황 설명, 이유 제시, 감탄 등의 방법을 더욱 

선택하 지만 CC는 KK보다 인용의 방법을 더욱 많이 하 다. 어미 ‘-ㄹ게

(요)’, ‘-고(요)’의 경우 차이가 하지 않았지만 KK의 사용 빈도가 CC보

다 약간 높다. 한 구어체 어미 사용의 종류를 살펴보면 KK가 CC보다 다

양한 구어체 어미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상황 2, 5, 7의 경우, 이유 제시, 

상황 설명, 약속 등의 어미의 사용 빈도는 KK가 CC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

다. 그러므로 다양한 구어체 어미의 이해와 사용상에서 CC는 아직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Ⅲ-12>에서 제시했듯이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문형의 사

용에 있어서 희망 문형 ‘-았/었/ 으면 해(요)’, ‘-(았/었/ )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 바랍니다’, 감사 문형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의지 문형 ‘-고 싶어(요)’의 빈도 차이가 비교  큰 편이다. KK가 

CC보다 희망 문형과 감사 문형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가 KK보다 의지 

문형을 더욱 선호하 다. 그 이외에 간  인용 문형 ‘-다고 들었는데(요)’의 

사용 빈도도 CC가 KK보다 높은데 허락 표  ‘-아/어/여도 돼(요)’를 두 집

단은 모두 조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CC가 KK보다 자신의 의지를 강

조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KK가 CC보다 자신의 희망을 진술하면서 완곡하

게 지시를 하는 방법을 더욱 선호하 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지시 상황에서 KK와 CC는 주로 의문문 간  화행

을 많이 선호하 기 때문에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은 담화 변인의 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체로 상 방의 지  계가 높거나 부담 정도가 큰 경

우에 평서문 간  화행을 비교  많이 사용하 다. 한 CC가 KK보다 여

러 가지 구어체 어미와 희망 문형의 사용상에는 부족한 양상을 볼 수 있다.

   2.2.2.  거  기능의 실  양상 분석

 

   <상황 9>∼<상황 16>은 거  상황이다. 앞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지시 

상황, 질책 상황에 비해 거  상황에서 KK와 CC는 평서문 간  화행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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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비율이 가장 높고 두 집단의 빈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황에는 역시 ‘지  계’, ‘친소 계’, ‘담화 장면’, ‘부담 정도’의 사회 

변인의 향을 받으며 다음으로 각 상황의 발화 양상을 구체 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2.2.2.1.  거  상황별 분석

9. 상황 9는 수업 시간에 교재 선정에 한 선생님의 제안을 거 하는 것이

다. 상 방의 지 가 높고 계가 친하지 않아서 부담 정도가 비교  큰 편

이다. 한 공 인 담화이므로 겸손하게 발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21>과 같다.

                         

      <표Ⅲ-21> 상황 9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0001 0.00004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0002 0.0003

간 화행
KK 109 0.6134 0.0571

25.475 175.847 .000***
CC 203 0.4432 0.046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0002 0.00007

간 화행
KK 109 0.0120 0.0056

-6.010 201.489 .000***
CC 203 0.0159 0.0047

의문문(간 화행)
KK 109 0.3746 0.0594

-25.121 181.194 .000***
CC 203 0.5404 0.0468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21>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9의 경우 평서문 간  화행(t=25.475, 

p<.001), 청유문 간  화행(t=-6.010, p<.001), 의문문 간  화행(t=-25.121,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평

서문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의문문을 더욱 선호하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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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KK는 상 방의 높은 지 를 고려하면

서 평서문으로 완곡하게 실제 상황을 설명하면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고 생각하 다. 반면에 CC는 요한 일이니까 거  의도를 명확하게 표 해

야 한다고 생각하 다.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창치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Ⅲ-22>와 같다. 

  <표Ⅲ-22> 상황 9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아/어/여(요)
KK 109 0.1469 0.0456

-2.880   310 .004**
CC 203 0.1631 0.0482

-ㅂ/습니다
KK 109 0.1869 0.0582

 3.291 165.88 .000***
CC 203 0.1663 0.0406

-ㄴ/는데(요)
KK 109 0.0321 0.0041

-48.121 251.686 .000***
CC 203 0.0564 0.0037

-고(요)
KK 109 0.0132 0.0056

-1.233 201.489 0.219
CC 203 0.0189 0.0051

문 

형 

-ㄴ/은/는/ㄹ/

을 것 같습니

다

KK 109 0.2250 0.0513

 9.863 158.747 .000***
CC 203 0.1712 0.0335

-아/어/여 보

여(요)

KK 109 0.0401 0.0036
-70.748 264.677 .000***

CC 203 0.0122 0.0021

-는 게/것이 

좋아(요)/나아

(요)

KK 109 0.0678 0.0036

 1.813 286.927 0.102
CC 203 0.0651 0.0058

-(았/었/ )으

면 좋겠어(요)

KK 109 0.1001 0.0337
-4.102 135.792 .000***

CC 203 0.1242 0.0278

-다고 생각합

니다＆ 제 생

각/느낌에는.. .

입니다

KK 109 0.1036 0.0336

-5.982 274.858 .000***

CC 203 0.1304 0.0443

-ㄹ/을까 싶어

(요) 

KK 109 0.0543 0.0029
-54.114 167.612 .000***

CC 203 0.0783 0.0041

  

 **p<.01,  ***p<.001 수 에서 유의           

(31) 선생님, 이번 학기 교재에 해서 말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도 충실하고 훌  

    륭합니다만 재 희가 따라가기에는 좀 벅찬 것 같습니다.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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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생님, 많이 어려워 보여요. 희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KK)

(33) 선생님 를 포함한 친구들의 생각은 이 교재는 다음 학기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  

     다. (KK)

(34) 선생님, 문원보를 하기에는 희 수 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CC)

(35) 문 원본은 정말 우리한테 어려운 것 같은데 다음 학기에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해  

    요. (CC)

(36) 이 교재는 이번 학기에 우리 수 으로 좀 어려운데 제 생각에 다음 학기부터 공부  

    하는 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CC)

(37) 교재는 좋은데 희 어 수 이 아직 많이 부족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CC)

  <표Ⅲ-22>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9의 경우 어미 ‘-아/어/여(요)’(t=-2.880, 

p<.001), ‘-ㅂ/습니다’(t=3.291, p<.001), ‘-ㄴ/는데(요)’(t=-48.121, p<.001), 그

리고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습니다’(t=9.863, p<.001), ‘-아/어/여 보여

(요)’(t=-70.748, p<.001), ‘-(았/었/ )으면 좋겠어(요)’(t=-4.102, p<.001), ‘-다

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느낌에는 ....입니다’(t=-5.982 p<.001), ‘-ㄹ/을까 

싶어(요)’(t=-54.114,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어미의 경우, 문 (31), (34), (35)처럼 KK는 CC보다 격식체 어미 ‘-ㅂ/

습니다’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구어체 ‘-아/어/여(요)’, ‘-ㄴ/

는데(요)’를 더욱 선호하 다. 화자보다 지 가 높은 상 방과 나 는 공

인 담화이므로 구어체 어미보다 정 성이 강한 격식체 어미를 사용하는 것

이 보다 함에도, CC는 이를 충분히 악하지 못 했다. 한 어미 ‘-고

(요)’(t=-1.233, p>.001)의 경우 문 (37)처럼 소수 피험자들은 선택하 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문형의 경우, KK와 CC는 모두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습

니다’를 가장 선호하 지만 KK는 CC보다 사용 비율이 더욱 높아 두 집단

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어 추측 문형인 ‘-ㄴ/은/는/ㄹ/을 것 같습니

다’와 응되는 국어 표  ‘好像，似乎’는 불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어에서는 이것으로 거 하면 명확성이 무 약해서 오히려 상 방이 혼

동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추측 문형으로 거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CC는 

이런 모국어의 향을 받아서 KK처럼 추측 문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도 일정한 비율(17.71%)을 차지하 다. 이와 비슷하게 ‘-아/어/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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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냈는데 KK에 비해 CC는 선호하지 않은 편이

다. 

  그 지만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나타낸 표  ‘-

다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느낌에는....입니다’, ‘-ㄹ/을까 싶어(요)’의 경우 

CC는 KK보다 많이 사용하 음을 볼 수 있다. 문 (35), (36)처럼 CC는 평

서문으로 자신의 희망이나 주장을 강조하면서 상 방을 거 한 경향이 있

다. 이런 을 살펴보면 CC는 KK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욱 시하며 직설

으로 표 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희망이나 주장의 문형은 모두 자신의 

입장으로 진술하는 것이고 상 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문형 ‘-는 게/것이 좋아(요)/나아(요)’(t=1.813, p>.001)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황 9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는 평서문을 주로 

사용한 반면에 CC는 의문문을 가장 선호하 다. 이유는 상 방의 지 가 높

아서 간 성과 공손성이 높은 평서문을 사용하면 거  효과가 더욱 낫기 때

문이다. 이런 을 CC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에 있어서 KK는 CC보다 격식체 어미 ‘-ㅂ/습니다’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구어체 ‘-아/어/여(요)’, ‘-ㄴ/는데(요)’를 더욱 선호하 다. 이

런 을 살펴보면 CC는 지  계와 담화 장면의 변인을 충분히 시하지 

않은 것을 단할 수 있다. 한 KK는 CC보다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습니다’ 등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나타낸 표  ‘-다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느

낌에는....입니다’, ‘-ㄹ/을까 싶어(요)’를 더욱 선호하 다. 그러므로 KK의 발

화는 CC보다 완곡하고 부드럽게 나타난 반면 CC는 자신의 희망이나 주장

을 더욱 강조한 경향이 있다. 

10. 상황 10은 친구가 카메라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거 하는 것이다. 

계가 친하고 부담 정도가 작아서 편하게 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

수 피험자들은 직 인 거  방법을 선택하 다. 그래도 일부분 피험자들

은 간  화행을 사용하 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

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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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23> 상황 10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0001 0.0030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251 0.0045

-36.037 172.035 .000***
CC 203 0.0430 0.0033

간 화행
KK 109 0.5631 0.0610

19.622 175.847 .000***
CC 203 0.4320 0.046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1 0.00008

-52.98 298.37 .000***
CC 203 0.0150 0.0072

간 화행
KK 109 0.0349 0.0048

32.98 132.65 .000***
CC 203 0.0064 0.0006

의문문(간 화행)
KK 109 0.3768 0.0289

-26.349 309.604 .000***
CC 203 0.5035 0.0562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23>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0의 경우 평서문 직  화행(t=-36.037, 

p<.001)과 간  화행(t=19.622, p<.001), 청유문 직  화행(t=-52.98, p<.001)

과 간  화행(t=32.98, p<.001), 의문문 간  화행(t=-26.349, p<.001)의 사용

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평서문과 청

유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평서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직  화행, 그리고 의문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그 에서 평균값의 차이가 비교  큰 것은 평서문과 의문문의 간  화행의 

경우이다. KK는 친구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서로의 

친한 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서문을 많이 사용하

다. 반면 CC는 이 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을 <표Ⅲ-24>와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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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24> 상황 10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아/어/여

서(요)

  KK 109 0.1521 0.0456
-6.488 310 .000***

  CC 203 0.1886 0.0483

-ㄹ게(요)
  KK 109 0.1657 0.0547

-3.535 207.412 .000***
  CC 203 0.1432 0.0510

문

형

-아/어/여

야 해(요)/

돼(요)

  KK 109 0.2557 0.0427

 9.869 310 .000***
  CC 203 0.2013 0.0468

-기로 약

속했어(요)

  KK 109 0.0442 0.0048
39.534 241.204 .000***

  CC 203 0.0210 0.0053

-ㄴ/은/는/

ㄹ/을 것 

같아(요)

  KK 109 0.1766 0.0513

 7.315 158.747 .000***
  CC 203 0.1367 0.0336

- (으)려고 

해(요)

  KK 109 0.0650 0.0053
-56.408 179.802 .000***

  CC 203 0.0981 0.0041

***p<.001 수 에서 유의

(38) 근데 이번 일요일에 꼭 이 거 써야 돼? 나도 써야 돼. (KK)

(39) 미안해. 나도 빌려 주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다. 주말에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내가 사진을 어주기로 약속했어요. (KK)

(40) 아, 진짜 미안. 이번에 나도 꼭 써야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다음에 아무 때나 빌려  

     게. (KK)

(41) 미안해. 나도 필요할 것 같아. (KK)

(42) 어떡해? 나도 일요일에 카메라가 필요해서. 미안, 다음에 빌릴게. (CC)

(43) 나 이번 주 일요일에도 쓰려고 해. (CC)

 

  <표Ⅲ-24>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 10의 경우 어미 ‘-아/어/여서

(요)’(t=-6.488, p<.001), ‘-ㄹ게(요)’(t=-3.535, p<.001), 그리고 문형 ‘-아/어/

여야 해(요)/돼(요)’(t=9.869, p<.001), ‘-기로 약속했어(요)’(t=39.534, p<.001),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t=7.315, p<.001), ‘-(으)려고 해(요)’(t=-56.408,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C는 KK보다 이

유를 나타낸 어미 ‘-아/어/여서(요)’, 의지를 나타낸 문형 ‘-(으)려고 해(요)’

를 더욱 선호한 반면에 KK는 CC보다 약속을 나타낸 어미 ‘-ㄹ게(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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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문형 ‘-기로 하다/약속했어(요)’, 당  문형 ‘-아/어/여야 해(요)/돼

(요)’,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를 많이 사용하 다. KK는 

문 (38)처럼 카메라를 꼭 써야 한다는 상황을 더욱 많이 제시하 다. 더불어 

문 (40)처럼 어미 ‘-ㄹ게(요)’를 사용하여 약속을 하면서 간 으로 거

한 경우도 KK가 CC보다 많았다. 한 KK는 추측 표 도 상 으로 자주 

사용했는데 이는 부드러운 어감을 만들 수 있다는 에서 보다 완곡하게 거

하기 함이었다. 반면에 CC는 (42)처럼 어미 ‘-아/어/여서(요)’를 통해 이

유를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거  의도를 표 한 방법을 많이 선택하 다. 

(43)처럼 CC는 문형 ‘-(으)려고 해(요)’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면

서 간 으로 거 한 경우가 많다. 두 집단의 발화를 비교해 보면 역시 

KK는 CC보다 더욱 부드럽고 완곡하게 거 할 수 있고, CC는 자신의 주장

을 더욱 시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 10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는 평서문 간  화

행을 가장 선호하 지만 CC는 의문문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하 다. 이런 

상이 나타난 이유는 KK가 상황 설명을 시한 반면 CC는 자신의 의지를 

더욱 강조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

서 CC는 KK보다 이유를 나타낸 어미 ‘-아/어/여서(요)’, 의지를 나타낸 문

형 ‘-(으)려고 해(요)’를 더욱 선호한 반면에 KK는 CC보다 약속을 나타낸 

어미 ‘-ㄹ게(요)’와 ‘-기로 하다/약속했어(요)’, 당  문형 ‘-아/어/여야 해

(요)/돼(요)’,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를 많이 사용하 다.

11. 상황 11은 화를 보자는 친구의 제안을 거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도 

10과 같이 계가 친하고 부담 정도가 작으므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

Ⅲ-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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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25> 상황 11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005 0.00003

-39.23 248.39 .000***
CC 203 0.0120 0.0067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001 0.00008

-21.862 309.990 .000***
CC 203 0.0004 0.00009

간 화행
KK 109 0.1432 0.0581

-1.885 165.880 .061
CC 203 0.1550 0.040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2 0.00006

-47.87 274.351 .000***
CC 203 0.0005 0.00004

간 화행
KK 109 0.4527 0.0345

14.818 159.578 .000***
CC 203 0.3982 0.0227

의문문(간 화행)
KK 109 0.4033 0.0231

-7.709 308.980 .000***
CC 203 0.4339 0.0466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2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명령문 직  화행(t=-39.23, p<.001), 평

서문 직  화행(t=-21.862, p<.001), 청유문 직  화행(t=-47.87, p<.001)과 

간  화행(t=14.818, p<.001), 의문문 간  화행(t=-7.709,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지만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t=-1.885, p>.001)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KK와 

CC는 모두 의문문, 청유문을 주로 사용하 고, 평서문을 조  사용하고 

있다. 사실 다수 피험자들은 “요즘 재미있는 화가 없어서 쇼핑이나 하

자.”, “ 화 말고 쇼핑 하는 게 어때?” 등과 같이 청유문과 의문문을 선호하

다. 소수 피험자들은 “요즘 개 한 화들 평이 다 안 좋더라.” 등과 같이 

평서문을 사용하 지만 어미와 문형의 분포가 분산되고 불규칙하게 나타났

다.

12. 상황 12는 부모님의 취직 제안을 거 하는 것이다. 상 방의 지 가 높

고 진로에 한 요한 일이어서 부담 정도가 비교  큰 편이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체면을 유지하고 충돌을 피하며 공손하게 거 해야 한다. 다수

의 피험자들은 직 으로 거 하기보다는 간 인 거  방법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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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26>과 같다.

 

      <표Ⅲ-26> 상황 12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003 0.00008

-17.94 221.872 .000***
CC 203 0.0124 0.0062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005 0.00007

-32.642  310 .000***
CC 203 0.0157 0.0023

간 화행
KK 109 0.8142 0.0609

16.344 175.847 .000***
CC 203 0.7050 0.046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28 0.0006

-43.86 189.754 .000***
CC 203 0.0084 0.0007

간 화행
KK 109 0.0130 0.0064

29.753  310 .000***
CC 203 0.0032 0.0007

의문문(간 화행)
KK 109 0.1692 0.0432

-29.432 201.984 .000***
CC 203 0.2556 0.0763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26>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2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17.94, 

p<.001), 평서문 직  화행(t=-32.624, p<.001)과 간  화행(t=16.344, 

p<.001), 청유문 직  화행(t=-43.86, p<.001)과 간  화행(t=29.753, p<.001), 

의문문 간  화행(t=-29.432,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평서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평서문, 청유문으로 실 된 직  

화행, 그리고 의문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사실 KK와 CC 모두는 

평서문 간  화행을 선호하 고, 일부만이 의문문 간  화행을 선택했다. 명

령문과 청유문 간  화행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사용 비율이 매우 낮았다. 

다수 피험자들은 평서문을 사용해 거 한 이유를 제 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 이러한 인식은 KK가 CC보다 더 강하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을 <표Ⅲ-27>과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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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27> 상황 12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비교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아/어/여(요)
KK 109 0.1672 0.0457

-11.359  310 .000***
CC 203 0.2311 0.0483

-ㅂ/습니다
KK 109 0.1935 0.0532

5.539 179.802 .000***
CC 203 0.1610 0.0415

-ㄴ/는데(요)
KK 109 0.0725 0.0052

-53.565 179.101 .000***
CC 203 0.1034 0.0041

-거든(요)
KK 109 0.0519 0.0046

-23.120 153.897 .000***
CC 203 0.0632 0.0029

-ㄹ거 요
KK 109 0.0414 0.0039

-63.945  310 .000***
CC 203 0.0801 0.0053

문

형

-ㄴ/은/는/ㄹ/

을 것 같아(요)

KK 109 0.1172 0.0046
45.700 172.037 .000***

CC 203 0.0945 0.0034

-고 싶어(요)
KK 109 0.1724 0.0337

-9.151 274.585 .000***
CC 203 0.2134 0.0443

-(으)려고 하

는데요

KK 109 0.0512 0.0021
-51.960 254.970 .000***

CC 203 0.0702 0.0034

-는 게/것이 

좋아(요)/나아

(요)

KK 109 0.0421 0.0036

22.156 286.927 .000***
CC 203 0.0311 0.0051

-게 되었어

(요)  

KK 109 0.0325 0.0041
23.675 167.612 .000***

CC 203 0.0220 0.0029

**p<.01,  ***p<.001 수 에서 유의           

(44) 엄마, 나 공부 좀 더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안 가면 나 에 후회하게 될 거 같  

    아. (KK)

(45) 아버지, 어머님, 제 꿈을 해서는 바로 취직하는 것보다 유학을 다녀와서 취직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유학을 보내주세요. (KK)

(46)  미국에 유학가고 싶어요. 좀 더 많은 걸 배워 보고 느껴보고 나 에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될 거 요. (CC)

(47) 취직하기보다 유학을 가고 싶은데요. 유학은 내 꿈이거든요. (CC)

   <표Ⅲ-27>에서 볼 수 있듯이 KK와 CC는 주로 어미 ‘-아/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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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t=-11.359, p<.001), ‘-ㅂ/습니다’(t=5.539, p<.001), ‘-ㄴ/는데

(요)’(t=-53.565, p<.001), ‘-거든(요)’(t=-23.120, p<.001), ‘-ㄹ거

요’(t=-63.945, p<.001), 그리고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t=45.700, 

p<.001), ‘-고 싶어(요)’(t=-9.151, p<.001), ‘-(으)려고 하는데(요)’(t=-51.960, 

p<.001), ‘-는 게/것이 좋아(요)/나아(요)’(t=22.156, p<.001), ‘-게 되었어

(요)’(t=23.675,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

미의 경우, KK는 CC보다 격식체 어미 ‘-ㅂ/습니다’를 많이 사용하 다. CC

는 KK보다 구어체 어미 ‘-아/어/여(요)’를 더욱 선호하 다. KK는 부모님과 

요한 일에 하여 상의하고 있으므로 격식체를 사용하면 정 한 태도를 

더욱 볼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이 은 CC가 생각하지 못한 지

이었다. CC는 KK에 비해 문 (46), (47)처럼 어미 ‘-ㄴ/는데(요)’, ‘-거든

(요)’, ‘-ㄹ거 요’도 많이 사용하 다. 

  문형의 경우, 추측 문형‘-ㄴ/은/는/ㄹ/을 것 같아(요)’의 사용은 KK와 CC

는 한 차이가 나타났다. 문 (44), (45)처럼 KK는 추측 문형을 사용하

여 결과를 추측하면서 거  의도를 표 한 경우가 많았다. CC는 모국어 부

이 향으로 추측 문형을 많이 선택하지 않았다. CC는 KK보다 희망 문

형 ‘-고 싶어(요)’, 의도 표  ‘-(으)려고 하는데(요)’를 선호하 는데 자신의 

의지를 강조한 경향도 볼 수 있다. 조사 에서 문(46) “  미국에 유학가

고 싶어요.” 등과 같이 유학의 의지를 직 으로 나타낸 경우가 많이 발견

되었는데, 이러한 응답은 CC에서 더욱 많이 나타났다. 한 문형 ‘-는 것/게 

좋아(요)/나아(요)’, ‘-게 되었어(요)’의 경우 두 집단은 모두 게 사용하

고, CC에 비해 KK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상황 12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와 CC는 모두 평서

문 간  화행을 주로 사용하 고, 의문문은 일부분만 사용하 으며 명령

문과 청유문을 아주 게 사용하 다. KK는 CC보다 격식체 어미 ‘-ㅂ/습니

다’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구어체 어미 ‘-아/어/여(요)’, ‘-ㄴ/

는데(요)’, ‘-거든(요)’, ‘-ㄹ거 요’를 더욱 선호하 다. 문형의 경우, KK는 

CC보다 추측 문형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의지 표 을 더욱 

선호하 다. 따라서 KK가 CC보다 담화 변인을 시하여 보다 완곡하고 부

드러운 발화가 가능했고, CC는 KK 보다 자신의 의지를 시해 사실 달

에 을 둔 발화를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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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상황 13은 후배의 등산 요청을 거 하는 것이다. 계가 친하고 부담 정

도도 작으므로 편하게 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 으로 거 하는 방법

을 선택한 피험자들이 많다. 그래도 상 방의 체면을 보호하기 해 간  

화행을 사용한 피험자들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28>과 같다.

      <표Ⅲ-28> 상황 13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176 0.0048

 8.307 207.412 .000***
CC 203 0.0129 0.0045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312 0.0053

-25.319 179.802 .000***
CC 203 0.0450 0.0041

간 화행
KK 109 0.1567 0.053

 5.865 196.142 .000***
CC 203 0.1215 0.046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625 0.0052

-37.270 179.101 .000***
CC 203 0.0840 0.0046

간 화행
KK 109 0.3306 0.0453

-7.982 225.021 .000***
CC 203 0.3746 0.0467

의문문(간 화행)
KK 109 0.4014 0.0607

 5.662 211.44 .000***
CC 203 0.3620 0.0579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28>에서 제시했듯이 명령문 직  화행(t=8.307, p<.001), 평서문 직

 화행(t=-25.319, p<.001)과 간  화행(t=5.865, p<.001), 청유문 직  화행

(t=-37.270, p<.001)과 간  화행(t=-7.982, p<.001), 의문문 간  화행

(t=5.662,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

는 CC보다 명령문 직  화행,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

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평서문 직  화행, 그리고 청유문의 직·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사실 다수 피험자들은 “북한산이 멀어서 수

이나 가자.”, “등산하면 힘들어 가지고 수 하는 게 어때?” 등과 같이 청

유문과 의문문을 통해 간 으로 거 하 다. 그래도 일부분 피험자들은 

평서문으로 상황 설명을 하 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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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표Ⅲ-29>와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본다.  

  <표Ⅲ-29> 상황 13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 ㄴ / 는 데

(요)

 KK 109 0.1642 0.0473
-3.627 187.851 .000***

 CC 203 0.1834 0.0390

-아/어/여

(요)

 KK 109 0.2021 0.0244
 0.890 296.374 0.374

 CC 203 0.1990 0.0367

-다
 KK 109 0.1122 0.0028

64.417 309.860 .000***
 CC 203 0.0834 0.0054

문

형

-ㄹ/을 것 

같아(요)

 KK 109 0.0963 0.0031
88.173 285.757 .000***

 CC 203 0.0522 0.0042

***p<.001 수 에서 유의

(48) 북한산이 멀어서 나한테 무리야. 그냥 근처에 수 하는 게 어때? (KK)

(49) 북한산이 좋긴 하지만 좀 멀다. 날씨도 더운데 가까운 수 하러 가도 좋을 것 같아.  

    (KK)

(50) 무 힘들 것 같은데 .(CC)  

  <표Ⅲ-29>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3의 경우  어미 ‘-ㄴ/는데(요)’(t=-3.627, 

p<.001), ‘-다’(t=64.417, p<.001), 그리고 문형 ‘-ㄹ/을 것 같아(요)’(t=88.173, 

p<.001)의 사용은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냈다. KK는 CC보다 어미 

‘-다’를 많이 사용하 고, CC는 KK보다 어미 ‘-ㄴ/는데(요)’를 선호하 다. 

어미 ‘-아/어/여(요)’(t=0.890, p>.001)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한 KK와 CC는 문 (49), (50)처럼 추측 문형 ‘-ㄹ/을 것 같아(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KK의 사용 빈도가 CC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에서 살펴보면 역시 KK의 발화가 CC보다 완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 13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와 CC는 모두 청유

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평서문을 일

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KK는 CC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선

호하 다. 한 KK는 CC보다 어미 ‘-다’,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아

(요)’를 많이 사용하 고, CC는 KK보다 어미 ‘-ㄴ/는데(요)’를 선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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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황 14는 옷을 살 때 원의 제안을 거 하는 것이다. 계가 친하지 

않고 공 인 담화이므로 하게 거 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

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30>과 같다.

      <표Ⅲ-30> 상황 14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136 0.0045

-11.900 310 .000***
CC 203 0.0190 0.0033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001 0.00005

-53.21 192.34 .000***
CC 203 0.0165 0.0087

간 화행
KK 109 0.7655 0.0609

 9.250 175.847 .000***
CC 203 0.7037 0.046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1 0.00008

-45.94 187.42 .000***
CC 203 0.0040 0.0003

간 화행
KK 109 0.0012 0.00029

-179.511 246.677 .000***
CC 203 0.0080 0.00036

의문문(간 화행)
KK 109 0.2195 0.0229

-9.059 180.606 .000***
CC 203 0.2488 0.0335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30>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4의 집단별 발화 통계를 살펴보면 명령

문 직  화행(t=-11.900, p<.001), 평서문 직  화행(t=-53.21, p<.001)과 간

 화행(t=9.250, p<.001), 청유문 직  화행(t=-45.94, p<.001)과 간  화행

(t=-179.511, p<.001), 의문문 간  화행(t=-9.059, p<.001)의 사용은 모두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많

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청유문, 의문문, 그리고 평서문 직

 화행을 모두 많이 사용하 다. KK가 평서문 간  화행을 많이 선호한 

이유는 주로 친하지 않은 계와 공 인 장면을 고려하기 때문이었다. KK

는 이럴 때는 평서문으로 거  상황과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 더욱 낫다고 

생각하 다. CC도 평서문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하 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을 <표Ⅲ-31>과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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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31> 상황 14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네(요)
  KK 109 0.0886 0.0027

96.665 294.901 .000***
  CC 203 0.0521 0.0039

-지(요)
  KK 109 0.0715 0.0052

52.352 179.101 .000***
  CC 203 0.0413 0.0042

- ㄴ / 는

데(요)

  KK 109 0.1892 0.0384
-3.822 310 .000***

  CC 203 0.1677 0.0457

-아/어/

여서(요)

  KK 109 0.1788 0.0549
-3.566 207.412 .000***

  CC 203 0.2010 0.0436

- 거 든

(요)

  KK 109 0.0661 0.0040
 1.584 251.686  0.114

  CC 203 0.0653 0.0047

문

형

-ㄴ/은/

는/ㄹ/을 

것 같은

데(요)

  KK 109 0.2034 0.0531

0.648 179.802 .000***

  CC 203 0.1996 0.0415

  

  ***p<.001 수 에서 유의

(51) 난 왠지 검은 색이 더 끌리네. (KK)

(52) 하얀색도 쁘긴 한데요. 는 검은 색을 더 좋아해서요. (KK)

(53) 그런데 제 생각에는 검은 원피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KK)

(54) 검은 색이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CC)

(55) 하얀 색이 쁘지요. 근데 제 피부색이랑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CC) 

(56) 는 검은 색이 필요하거든요. (CC) 

  <표Ⅲ-31>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 14의 경우 어미 ‘-네(요)’(t=96.665, 

p<.001), ‘-지(요)’(t=52.352, p<.001), ‘-ㄴ/는데(요)’(t=-3.822, p<.001), ‘-아/

어/여서(요)’(t=-3.566, p<.001), 그리고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은데

(요)’(t=0.648,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

는 CC보다 감탄 어미 ‘-네(요)’와 ‘-지(요)’, 상황 설명 어미 ‘-ㄴ/는데(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이유 제시 어미 ‘-아/어/여서(요)’를 선호

하 다. 두 집단의 감탄 어미 보다 상황 설명 어미와 이유 제시 어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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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용하 다. 그러므로 문 (52), (53), (54)와 같은 평서문은 (51), (55)

에 비해 많이 사용되어 있다. 그 지만 어미 ‘-거든(요)’(t=1.584,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측 문형 ‘-ㄴ/은/는

/ㄹ/을 것 같은데(요)’의 경우도 KK가 CC보다 많이 사용하 다. 

  상황 14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와 CC는 모두 평서

문 간  화행을 주로 사용하 다. KK는 CC보다 감탄 어미 ‘-네(요)’와 ‘-

지(요)’, 상황 설명 어미 ‘-ㄴ/는데(요)’, 그리고 추측 문형을 많이 사용한 반

면에 CC는 KK보다 이유 제시 어미 ‘-아/어/여서(요)’를 선호하 다. 

15. 상황 15는 상사의 감원 제안을 거 하는 것이다. 상 방의 지 가 높고 

계가 찬하지 않아서 부담 정도가 큰 편이다. 그러므로 직 으로 거 하

기보다는 간 으로 거 하는 것이 합하다. 그리고 공 인 담화이므로 

정 하고 공손하게 발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

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32>와 같다.

      <표Ⅲ-32> 상황 15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118 0.0046

-25.576 153.897 .000***
CC 203 0.0243 0.0028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350 0.0036

-55.389 286.927 .000***
CC 203 0.0625 0.0051

간 화행
KK 109 0.7625 0.0609

-7.618 175.847 .000***
CC 203 0.8134 0.046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0005 0.00001

211.203 112.590 .000***
CC 203 0.0002 0.00003

의문문(간 화행)
KK 109 0.1902 0.0873

56.87 148.32 .000***
CC 203 0.0996 0.0076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32>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5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2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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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평서문 직  화행(t=-55.389, p<.001)과 간  화행(t=-7.618, 

p<.001), 청유문 간  화행(t=211.203, p<.001), 의문문 간  화행(t=56.87,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K는 CC보

다 청유문, 의문문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평서문을 

더욱 선호하 다. KK와 CC는 모두 평서문 간  화행을 가장 선호하 고, 

일부만 의문문을 사용하 다. 명령문, 평서문 직  화행의 빈도도 매우 낮았

고, 그  청유문 사용 빈도가 가장 낮았다. 다수 피험자들은 상 방의 지

가 높아서 쉽게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평서문으로 상황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 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

을 <표Ⅲ-33>과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본다.  

    

  <표Ⅲ-33> 상황 15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 ㄴ / 는 데

(요)

 KK 109 0.1404 0.0519
-6.033 207.412 .000***

 CC 203 0.1020 0.0549

-ㅂ/습니다
 KK 109 0.2567 0.0503

 1.346 179.802 0.180
 CC 203 0.2488 0.0414

문

형

-(으)면 좋

겠습니다

 KK 109 0.0642 0.0047
-32.882   310 .000***

 CC 203 0.0841 0.0052

-ㄴ /은 /는 /

ㄹ/을 듯싶

습니다 

 KK 109 0.0659 0.0046
88.179 172.037 .000***

 CC 203 0.0221 0.0034

-ㄴ /은 /는 /

ㄹ/을 것 같

습니다

 KK 109 0.2019 0.0213
 4.432 309.999 .000***

 CC 203 0.1866 0.0397

-다고 생각

합니다

 KK 109 0.1123 0.0582
-5.464 165.880 .000***

 CC 203 0.1465 0.0406

-게 됩니다
 KK 109 0.0510

0.0041 70.015 157.601 .000***
 CC 203 0.0124

***p<.001 수 에서 유의

(57) 부장님, 좀 외람된 말 이지만, 감원을 하시면 제 업무가 좀 벅찰 것 같습니다.     

     (KK)

(58) 감원이 최선책은 아닌 듯싶습니다.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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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하지만 제가 능률이 떨어져 결국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KK)

(60) 이제는 업무가 많아서 감원하면 우리한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KK)

(61) 우리 부서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인수가 필요해서 이때 감원하지 않으면 좋겠습  

     니다. (CC)

(62) 사장님, 인원을 이는 건 당장 부서 경비를 일 수 있지만, 일을 처리 못하면 손  

     해가 더 본다고 생각합니다. (CC) 

  <표Ⅲ-33>을 살펴보면 어미 ‘-ㄴ/는데(요)’(t=-6.003, p<.001), 문형 ‘-(으)

면 좋겠습니다’(t=-32.882, p<.001), ‘-ㄴ/은/는/ㄹ/을 듯싶습니다’(t=88.179, 

p<.001), ‘-ㄴ/은/는/ㄹ/을 것 같습니다’(t=4.432, p<.001), ‘-다고 생각합니

다’(t=-5.464, p<.001), ‘-게 됩니다’(t=-70.015,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미의 경우, KK와 CC는 모두 격식체 ‘-ㅂ/습니

다’(t=1.346, p>.001)를 많이 사용하 는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미 ‘-ㄴ/는데(요)’의 경우 KK가 CC보다 더욱 선호하 다. 

  문형의 경우, 두 집단은 모두 추측 문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 고, KK의 

사용 비율이 CC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ㄴ/은/는/ㄹ/을 듯싶습니다’의 

경우 KK가 조  사용하 고, CC가 아주 게 사용하고 있다. 다수 한국

인 화자와 국인 학습자들은 문 (57), (60)처럼 추측 문형 ‘-ㄴ/은/는/ㄹ/

을 것 같은데(요)’를 사용하여 완곡하게 거 하 다. 그 지만 문 (58)과 

같이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듯싶습니다’를 사용한 경우는 KK가 비교

 더 많았다. CC는 교재에서 ‘-ㄴ/은/는/ㄹ/을 듯싶습니다’를 학습한 경험

이 부족해서 자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하 다. 반면에 CC는 KK보다 희

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나타낸 문형 ‘-다고 생각합니

다’를 많이 사용하 는데 자신의 희망이나 생각을 강조한 경향이 있다. 마지

막으로 결과를 제시한 문형 ‘-게 됩니다’는 KK가 조  사용하 고, CC는 

아주 게 사용하고 있다. 

 상황 15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와 CC는 모두 평서

문 간  화행을 가장 선호하 다. CC의 사용 비율이 KK보다 더욱 높게 나

타났다. 그리고 KK가 CC보다 상황 설명 어미 ‘-ㄴ/는데(요)’, 추측 문형 ‘-

ㄴ/은/는/ㄹ/을 듯싶습니다다’와 ‘-ㄴ/은/는/ㄹ/을 것 같습니다’, 결과 제시 문

형 ‘-게 됩니다’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가 KK보다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나타낸 문형 ‘-다고 생각합니다’를 더욱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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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CC는 KK보다 자신의 희망이나 생각을 시하는 경향이 있

음을 볼 수 있다. 

16. 상황 16은 회사 후배의 시장 개발 제안을 거 하는 것이다. 후배가 나이

가 많고 공 인 담화이어서 부담 정도가 비교  큰 편이다. 그러므로 상

방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완곡하게 거 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

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34>와 같다.

 

     <표Ⅲ-34> 상황 16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106 0.0052

-21.741 176.409 .000***
CC  203 0.0232 0.0043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189 0.0047

-24.368 187.851 .000***
CC  203 0.0318 0.0039

간 화행
KK  109 0.8005 0.0609

-6.690 175.847 .000***
CC  203 0.8452 0.046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254 0.0076

 64.9 265.23 .000***
CC  203 0.0023 0.0008

간 화행
KK  109 0.0323 0.0030

48.734 258.261 .000***
CC  203 0.0133 0.0026

의문문(간 화행)
KK  109 0.1040 0.0721

32.98 178.456 .000***
CC  203 0.0842 0.0035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34>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6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21.741, 

p<.001), 평서문 직  화행(t=-24.368, p<.001)과 간  화행(t=-6.690, 

p<.001), 청유문 직  화행(t=64.9, p<.001)과 간  화행(t=48.734, p<.001), 

의문문 간  화행(t=32.98,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 KK와 CC는 역시 평서문 간  화행을 가장 많

이 사용하 는데 일부만 의문문을 사용하 으며 명령문과 청유문 사용 빈도

가 가장 낮았다. 두 집단은 역시 평서문으로 상황이나 이유를 설명하면서 

간 으로 거 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하 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

을 실 한 장치들을 <표Ⅲ-35>와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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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네(요)
  KK 109 0.0709 0.0047

-43.952 310 .000***
  CC 203 0.0975 0.0053

- ㄴ / 는 데

(요)

  KK 109 0.1228 0.0332
-3.715 179.802 .000***

  CC 203 0.1010 0.0235

-ㅂ/습니다
  KK 109 0.1765 0.0213

 7.097 309.999 .000***
  CC 203 0.1520 0.0397

문

형

-아/어/여

야 합니다, 

-아 /어/여

야겠네(요)

  KK 109 0.0788 0.0025

-22.145 172.037 .000***

  CC 203 0.0898 0.0033

-(으)면 좋

겠는데(요)

  KK 109 0.0722 0.0029
 2.374 253.377 0.16

  CC 203 0.0709 0.0035

-ㄴ/은/는/

ㄹ/을 것 

같습니다,

-ㄴ/은/는/

ㄹ/을 듯합

니다

  KK 109 0.1930 0.0582

 2.812 165.880 .006**

  CC 203 0.1754 0.0406

-다고 생

각합니다

  KK 109 0.0923 0.0048
-43.376 153.897 .000***

  CC 203 0.1135 0.0037

-ㄹ/을 

정입니다

  KK 109 0.0476 0.0029
-51.687 254.970 .000***

  CC 203 0.0665 0.0034

-ㄹ/을 수 

있어(요)

  KK 109 0.0582 0.0036
-40.868 286.927 .000***

  CC 203 0.0784 0.0051

   <표Ⅲ-35> 상황 16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p<.01  ***p<.001 수 에서 유의

(63) 우리 회사의 경우는 자 을 모집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에 이 계획을  

    실시하면 좋겠는데요. (KK)

(64) 그 계획을 내년에 실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 을 먼  모아야  

    합니다. (KK)

(65) 내년에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KK)

(66) 상황을 보면 동남아 시장을 그 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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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67) 해외시장은 내년 진출할 정입니다. (CC)

(68) 지  자 이 부족해서 내년에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어요. (CC)

(69) 내년에 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CC)

  <표Ⅲ-3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미 ‘-ㄴ/는데(요)’(t=-43.952, p<.001), 

‘-네(요)’(t=-3.715, p<.001), ‘-ㅂ/습니다’(t=7.097, p<.001), 그리고 문형 ‘-아/

어/여야 합니다, -아/어/여야겠네(요)’(t=-22.145, p<.001), ‘-ㄴ/은/는/ㄹ/을 

것 같습니다, -ㄴ/은/는/ㄹ/을 듯합니다’(t=2.812, p<.001), ‘-다고 생각합니

다’(t=-43.376, p<.001), ‘-ㄹ/을 정입니다’(t=-51.687, p<.001), ‘-ㄹ/을 수 

있어(요)’(t=-40.868,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어

미의 경우, KK는 CC보다 격식체 ‘-ㅂ/습니다’, 상황 설명 어미 ‘-ㄴ/는데

(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감탄 어미 ‘-네(요)’를 더욱 선호

하 다. 그러므로 KK의 발화는 CC보다 더욱 정 하고 공손함을 알 수 있

다. 

  문형의 경우, KK에 비해 CC는 다양한 문형을 활용할 수 있다. 두 집단은 

모두 추측 문형을 가장 선호하 는데 KK의 사용 비율이 CC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문 (64), (65)처럼 두 집단은 모두 추측 문형으로 상 방을 

완곡하게 거 하는 경우가 많은데 KK가 CC보다 더욱 선호하 다. 반면에 

CC가 KK보다 당  문형 ‘-아/어/여야 합니다, -아/어/여야겠네(요)’, 생각을 

나타낸 문형 ‘-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나타낸 문형 ‘-ㄹ/을 정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낸 문형 ‘-ㄹ/을 수 있어(요)’를 더욱 많이 사용하 다. 

즉, 문 (66), (67), (68), (69)처럼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면서 계획이나 능력 

부족의 사실을 그 로 묘사하는 방법을 통해 거  의도를 나타낸 경우는 

CC가 KK보다 많다. 이런 에서 보면 KK에 비해 CC의 발화는 더욱 직설

인 것을 알 수 있다. 한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는데

(요)’(t=2.374, p>.001)의 경우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상황 16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와 CC는 역시 의문

문, 명령문, 청유문보다 평서문을 많이 사용하 다. CC는 KK보다 평서문을 

더욱 선호하 다. 그리고 KK는 CC보다 격식체 ‘-ㅂ/습니다’, 상황 설명 어

미 ‘-ㄴ/는데(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감탄 어미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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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욱 선호하 다. 한 KK는 CC보다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

습니다, -ㄴ/은/는/ㄹ/을 듯합니다’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당

 문형 ‘-아/어/여야 합니다, -아/어/여야겠네(요)’, 생각을 나타낸 표  ‘-

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나타낸 표  ‘-ㄹ/을 정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낸 표  ‘-ㄹ/을 수 있어(요)’를 더욱 선호하 다. 그러므로 KK의 발화

는 CC보다 더욱 정 하고 부드럽게 나타났고, CC는 KK보다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 경향이 있다. 

    2.2.2.2.  소결론

  이상의 <상황 9>∼<상황 16>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거  상황에서 한

국인 모어 화자와 국인 학습자는 모두 평서문 간  화행을 가장 선호하

다. 그리고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을 조 씩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 피험자들은 평서문은 상황이나 이유를 제 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

에 거 의 처지를 상 방으로 하여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

각하 다. 평서문을 통해 여러 가지 거  책략을 실행할 수 있어서 거  효

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거  상황에서 KK와 CC의 발화의 통계와 평

균값의 비교는 <표Ⅲ-36>, <그림Ⅲ-13>과 같다. 

              

           <표Ⅲ-36> 거  상황에서 KK와 CC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068 0.00132

-16.367 264.677 .000***
CC 203 0.0130 0.00362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139 0.00537

-22.588 158.932 .000***
CC 203 0.0268 0.00352

간 화행
KK 109 0.5774 0.0232

15.373 294.223 .000***
CC 203 0.5274 0.034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116 0.00299

-24.796 253.377 .000***
CC 203 0.0210 0.00352

간 화행
KK 109 0.1108 0.0121

30.691 153.897 .000***
CC 203 0.0958 0.0028

의문문(간 화행)
KK 109 0.2795 0.0360

-6.943 300.899 .000***
CC 203 0.3160 0.0564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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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13> 거  상황에서 두 집단의 평균값 비교 

  

   

  <표Ⅲ-36>을 살펴보면 거  상황에서 명령문 직  화행(t=-16.367, 

p<.001), 평서문 직  화행(t=-22.588, p<.001)과 간  화행(t=15.373, 

p<.001), 청유문 직  화행(t=-24.796, p<.001)과 간  화행(t=30.691, 

p<.001), 의문문 간  화행(t=-6.943,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모두 유

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한 <그림Ⅲ-16> 두 집단 각 문장 종결형의 평

균값을 비교해 보면 CC는 KK보다 의문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한 반면에 

KK가 CC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거  상황에서 두 집단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다

음 <그림Ⅲ-14>와 같다. 

 

   <그림Ⅲ-14> 각 거  상황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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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14>를 살펴보면 거  상황에서 KK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상황 9, 10, 12, 14, 15, 16에서 비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담화 

변인을 살펴보면 KK의 발화는 지  계, 친소 계, 부담 정도, 담화 장면 

네 가지 변인의 향을 크게 받았음을 볼 수 있다. 즉, KK는 상 방의 지

가 높은 경우는 지 가 낮은 경우나 지 가 동등한 경우보다, 계가 친하

지 않은 경우는 계가 친한 경우보다, 부담 정도가 큰 경우는 부담 정도가 

작은 경우보다, 공 인 담화 장면은 사 인 담화 장면보다, 평서문 간  화

행을 더 많이 사용하 다. 이와 비교해 보면 거  상황에서 CC의 발화는 친

소 계, 부담 정도, 담화 장면의 방면에서 KK와 같은 향을 받았지만 지

 계의 향은 크게 받지 않았다. 즉, 상 방의 지  계가 높거나 낮거

나 동등한 경우에 CC의 평서문 간  화행 사용 빈도는 불규칙하게 분포되

어 있다. 그러므로 거  상황에서 CC는 사회 지  계 변인을 약간 소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KK와 CC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차이가 비교  큰 것

은 상황 9, 10, 12의 경우이다. 이 세 가지의 상황에서 KK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CC보다 하게 높다. 즉, 상황 9, 10, 12에서 CC는 

KK보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은 부족한 상태이다. 

  상황 9는 수업 시간에 교재 선정에 한 선생님의 제안을 거 하는 것이

다. KK는 평서문을 주로 사용한 반면에 CC는 의문문을 가장 선호하 다. 

CC는 요한 일이니까 거  의도를 부드럽고 명확하게 표 해야 한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명확성이 뚜렷한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 다. 하지만 KK는 

상 방의 높은 지 를 고려하면서 평서문으로 완곡하게 실제 상황을 설명하

면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그러므로 KK의 발화와 비교

해 보면 CC의 발화는 상황이나 이유의 설명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상황 10은 친구가 카메라를 빌려달라고 한 부탁을 거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KK는 평서문을 가장 선호하 고, CC는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

다. 그 지만 그 이유는 상황 9와 다르다. KK는 친한 친구 사이이므로 거

 이유나 상황을 구체 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것을 걱정해 평

서문으로 의도를 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CC는 이러한 의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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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거  의사를 달하는 것에 보다 집 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 12은 부모님의 취직 제안을 거 하는 것이다. KK와 CC는 모두 평

서문 간  화행을 가장 많이 사용하 지만 KK의 사용 빈도는 CC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과 진로에 한 요한 일을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과 이유를 제 로 설명하면 부모님을 설득시킬 확률이 더욱 높다. 그러

므로 KK의 발화는 CC보다 길고 평서문을 통해 여러 가지 거  략을 활

용하 다. 이와 비교해 보면 KK에 비해 CC는 간단하게 이유를 진술하거나 

의지를 강조한 경향이 있다. 

  이상의 차이 은 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어미와 문형 등의 장치

에서 나타났는데 상황 9-16에서 두 집단은 주로 사용한 어미와 문형을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Ⅲ-15>, <그림Ⅲ-16>과 같다. 

                

   <그림Ⅲ-15> 거  상황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의 어미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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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16> 거  상황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의 문형 사용 빈도

  <그림Ⅲ-15>를 살펴보면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어미의 사용에 있어

서 KK와 CC의 빈도 차이가 비교  큰 것은 주로 어미 ‘-ㅂ/습니다’, ‘-ㄴ/

는데(요)’, ‘-아/어/여서(요)’, ‘-아/어/여(요)’, ‘-ㄹ게(요)’, 그리고 ‘-ㄹ거

(요)’의 경우이다. KK가 CC보다 격식체 어미 ‘-ㅂ/습니다’, ‘-ㄴ/는데(요)’, 

이유를 나타낸 어미 ‘-아/어/여서(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가 KK보다 

‘-아/어/여(요)’, 약속을 나타낸 어미 ‘-ㄹ게(요)’, 미래를 나타낸 어미 ‘-ㄹ거

(요)’를 더욱 선호하 다. 그러므로 KK가 CC보다 발화의 정식성과 근거

성을 더욱 시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상황 설명을 더욱 시한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른 어미의 경우 두 집단은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KK가 CC보다 이유를 나타낸 어미 ‘-거든(요)’, 감탄 어미 ‘-네(요)’를 약

간 선호하 다. ‘-고(요)’의 사용은 두 집단의 차이가 비교  작다. 

  한 <그림Ⅲ-16>에서 제시했듯이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문형의 사

용에 있어서 KK가 CC보다 추측 문형, ‘-는 게/것은 좋아(요)/나아(요)’, ‘-

(았/었/ )으면 좋겠어(요)/좋겠습니다’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다고 생각합니다’, ‘-아/어/여야 해(요)/돼(요)’, ‘-(으)려고 해(요)’, ‘-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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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ㄹ/을 수 있어(요)/없어(요)’를 더욱 선호하 다. 일반 으로 한국

어의 추측 표  ‘-ㄴ/은/는/ㄹ/을 것 같다, -ㄴ/은/는/ㄹ/을 듯하다, -ㄴ/은/

는/ㄹ/을 듯싶다’ 등을 사용하면 거 의 의도를 보다 완곡하게 달할 수 있

어서 일종의 공손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 지만 국어에는 추측 표 과 

응되는 표  ‘好像，似乎’는 확실하지 않은 태도를 나타나므로 CC는 이것

은 사용하면 거 의 뜻을 불분명하게 표 하여 상 방을 더욱 헷갈리게 만

들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이러한 모국어의 향을 받은 CC는 KK에 비해 

추측 표 을 선호하지 않았다. 희망 표 의 경우 역시 KK의 사용 빈도가 

CC보다 높은데 자신의 희망을 진술하면서 상 방을 간 으로 거 하는 

방법은 CC가 KK에 비해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CC는 KK보다 생

각, 의지, 능력을 나타낸 표 , 당  표 의 경우를 선호하 다. 그러므로 

CC가 KK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강조하며 사실을 그 로 진술한 경

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KK의 발화는 지  계, 친소 계, 부담 정도, 담

화 장면의 향을 크게 받았고 CC의 발화는 지  계 이외의 다른 세 가

지 담화 변인의 향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KK가 CC보다 이유 제시 책략

을 시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상황 설명을 더욱 선호한 경향이 있다. 

한 KK는 CC보다 완곡한 추측 표 , 희망 표 을 더욱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사실을 그 로 진술한 당  표 , 그리고 생각이나 의지를 강조한 

표 을 더욱 많이 사용하 다. 그러므로 발화의 간 성과 공손성에 있어서 

CC가 KK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3.  질책 기능의 실  양상 

  <상황 17>∼<상황 24>는 질책 상황이다. 질책 화행은 청자의 체면을 가

장 높은 정도로 하는 화행으로 거  화행보다 발화의 성과 공손성

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므로 화자는 ‘지  계’, ‘친소 계’, ‘담화 장면’, ‘부

담 정도’의 사회 변인을 고려하면서 당한 책략을 사용하여 발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 질책 상황에서의 발화 양상은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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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1.  질책 상황별 분석

17. 상황 17은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운 행 를 질책하는 것이다. 상

방은 윗사람이므로 조심스럽게 발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37>과 같다.

  

     <표Ⅲ-37> 상황 17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651 0.0082

-55.32 169.32 .000***
CC 203 0.1994 0.0762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167 0.0031

-47.21 178.36 .000***
CC 203 0.1220 0.0424

간 화행
KK 109 0.5213 0.0609

40.098 175.847 .000***
CC 203 0.2534 0.0461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1 0.00002

-81.532 210.935 .000***
CC 203 0.0003 0.00004

간 화행
KK 109 0.0076 0.0008

-57.25 220.372 .000***
CC 203 0.0120 0.0024

의문문(간 화행)
KK 109 0.3892 0.0607

-3.768 145.242 .000***
CC 203 0.4129 0.0341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37>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7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55.32, 

p<.001), 평서문 직  화행(t=-47.21, p<.001)과 간  화행(t=40.098, p<.001), 

청유문 직  화행(t=-81.532, p<.001)과 간  화행(t=-57.25, p<.001), 의문문 

간  화행(t=-3.768,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KK는 평서문 간  화행을 가장 선호하 는데 비해 CC는 의문문의 

간  화행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 KK는 의문문보다 평서문으로 표 해야 

담배를 끊어야 할 상황이나 이유를 더욱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서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그 지만 CC는 의문문을 사용하면 상의하

는 말투를 드러낼 수 있어 질책의 어감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 공손성이 더

욱 강하다고 생각하 다. 명령문과 평서문 직  화행의 경우, CC의 사용 빈

도가 KK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일부분 국인 학습자는 “아버지,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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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지 마세요.”,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 등과 같이 명령문과 평서문 

직  화행을 사용하면서 상 방을 직 으로 질책하 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를 <표Ⅲ-38>과 같이 살펴본다. 

   <표Ⅲ-38> 상황 17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 ㄴ / 는 데

(요)

  KK 109 0.0953 0.0057
28.815 310 .000***

  CC 203 0.0772 0.0051

-고(요)
  KK 109 0.0749 0.0048

54.018 241.204 .000***
  CC 203 0.0432 0.0053

-군(요)
  KK 109 0.0525 0.0046

59.281 172.037 .000***
  CC 203 0.0256 0.0034

-거든 (요 ) , 

-아/어/여서

(요), -(으)

니까(요)

  KK 109 0.1632 0.0052

134.769 157.601 .000***

  CC 203 0.0889 0.0034

-ㅂ/습니다
  KK 109 0.1086 0.0456

-8.924 310 .000***
  CC 203 0.1588 0.0482

문

형 

-았/었/ 으

면-해(요) /

합니다

  KK 109 0.2498 0.0549

-0.80 310  0.91
  CC 203 0.2503 0.0510

-(았/었/ )

으면 좋겠어

(요)

  KK 109 0.0878 0.0031

49.326 274.858 .000***
  CC 203 0.0657 0.0042

 ***p<.001 수 요서 유의

(70) 아버지, 집안에 담배를 피우시면 희가 무 괴로워요. 흡연은 밖에서 해 주시면   

    안 돼요? 이왕이면 연하셨으면 더욱 좋군요. (KK)

(71) 아빠, 담배를 끊는 게 무척 어려운신 걸 아는데요. 집에서 이 게 담배를 피우시면  

    우리 모두 다 간 흡연이 되어서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아빠의 건강에도 안 좋고   

    요. (KK)

(72) 아빠,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아빠 건강에도 안 좋고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수 있거든요. (KK)

(73) 아버지, 담배를 좀 이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CC)

(74) 아버지, 담배 안 끊으시면 도 담배 피겠습니다.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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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3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황 17의 경우 어미 ‘-ㄴ/는데

(요)’(t=28.815, p<.001), ‘-고(요)’(t=54.018, p<.001), ‘-군(요)’(t=59.281, 

p<.001),  ‘-거든(요), -아/어/여서(요), -(으)니까(요)’(t=134.769, p<.001), ‘-

ㅂ/습니다’(t=-8.924, p<.001), 그리고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

(요)’(t=49.326,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미

의 경우, KK는 CC보다 ‘-ㄴ/는데(요)’, ‘-고(요)’, ‘-군(요)’ 그리고 이유를 나

타낸 어미를 더욱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ㅂ/습니다’를 더욱 

선호하 다. 그러므로 KK가 CC보다 구어체 어미를 활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격식체를 선호하 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었다. KK는 사 인 담화이므로 격식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지 않다

고 답하 지만 CC는 상 방이 윗사람이므로 ‘-ㅂ/습니다’를 사용하면 더

욱 공손하게 발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CC의 발화는 KK의 발화와 비

교해 보면 공손성이 강하지만 무 무뚝뚝한 말씨를 드러냈다. 이유는 아버

지가 친한 사람이어서 무 정 하게 발화하면 계가 멀어지게 만들 수 있

기 때문이다. 특히 CC 에서 문 (74)처럼 ‘-겠습니다’를 사용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게 건강에 안 좋겠습니다.”와 같은 어색한 문

장도 나왔다. 이런 에서 살펴보면 CC가 ‘-ㅂ/습니다’에 해 잘못 이해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여러 가지 구어체 어미는 미묘한 의미 차이로 어감을 다르게 만

들 수 있다. 문 (70), (71), (73) 에서 ‘-좋군요’, ‘-좋고요’는 ‘-좋아요’에 

비해 감탄 의미와 추가 설명의 의미를 더욱 드러냈으므로 어감을 단일하지 

않게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도 더욱 풍부하게 표 할 수 있다. 

그러나 CC는 이러한 미묘한 의미 차이를 갖는 구어체 어미를 히 사용

하지 못했다. 특히 이유를 나타낸 어미 ‘-거든(요)’, ‘-아/어/여서(요)’, ‘-(으)

니까(요)’의 경우 KK의 사용 비율이 CC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CC는 KK에 비해 많이 이러한 어미를 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문형의 경우, KK와 CC는 모두 조건문 ‘-았/었/ 으면-해(요)/합니

다’(t=-0.80, p>.001)를 가장 선호하 는데 사용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도 KK가 CC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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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17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 같다. KK가 CC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훨씬 많이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의문문을 선호하 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는 KK가 CC보다 구어체 어미를 많이 활

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격식체 어미를 선호하 다. 한 KK가 CC보다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를 더욱 선호하 다. 

18. 상황 18은 도서 에서 모르는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행 를 

질책하는 것이다. 사회  지 가 동등하므로 직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일부 학습자들은 공 인 담화를 고려해 간  화행을 선택하

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는 다음 <표Ⅲ-39>와 같다. 

      <표Ⅲ-39> 상황 18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2825 0.0556

-17.909 229.606 .000***
CC 203 0.4043 0.0581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128 0.0029

-101.766 258.407 .000***
CC 203 0.0541 0.0036

간 화행
KK 109 0.4002 0.0436

 35.321 310 .000***
CC 203 0.2015 0.038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0003 0.00002

 66.02 260.409 .000***
CC 203 0.0001 0.00004

의문문(간 화행)
KK 109 0.3042 0.0368

-7.789 310 .000***
CC 203 0.3400 0.0421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39>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8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17.909, 

p<.001), 평서문 직  화행(t=-101.766, p<.001)과 간  화행(t=35.321, 

p<.001), 청유문 간  화행(t=66.02, p<.001), 의문문 간  화행(t=-7.789,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CC가 KK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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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령문으로 수행하는 직  화행을 훨씬 많이 사용하 다. CC는 KK보다 

“좀 조용해 주세요.”, “소리를 좀 이세요.” 등과 같이 명령문으로 직 으

로 질책하는 것을 많이 선택하 다. 이와 비슷하게 평서문으로 직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도 CC가 KK보다 약간 많다. 이런 에서 CC의 발화는 KK

보다 직설 인 것을 알 수 있다. 

 간  화행의 경우, KK는 평서문의 사용 비율이 CC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의문문의 사용 비율이 낮다. 그리고 청유문은 두 집단 모두 사용 빈도가 낮

다. CC가 KK보다 의향을 물어보면서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 경우가 

많다. CC는 “조용 안 할래?”, “조용하시겠어요?” 등과 같이 직 으로 설명

하지 않고 의문문을 통해 상 방으로 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경향이 있

다. 그 지만 KK는 상황과 이유를 더욱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평서문을 

더욱 선호하 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를 구체 으로 

<표Ⅲ-40>과 같이 살펴본다. 

  

  <표Ⅲ-40> 상황 18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 ㄴ / 는 데

(요)

  KK 109 0.0938 0.0029
2.101 158.932 0.073

  CC 203 0.0926 0.0036

-네(요), -

군(요)

  KK 109 0.0722 0.0046
42.763 153.897 .000***

  CC 203 0.0513 0.0029

- 아 / 어 / 여

야

  KK 109 0.0440 0.0031
-115.407 254.970 .000***

  CC 203 0.0862 0.0042

문

형

-(으)면 감

사합니다

  KK 109 0.1455 0.0582
2.988 165.880 .000***

  CC 203 0.1268 0.0406

-(았/었/ )

으면 좋겠

어(요)

  KK 109 0.1054 0.0040

47.725 251.686 .000***
  CC 203 0.0813 0.0046

- 아 / 어 / 여

야 해(요)/

돼(요)

  KK 109 0.0657 0.0036

-46.728 286.927 .000***
  CC 203 0.0889 0.0051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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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죄송한데 소리가 좀 크네요. (KK)

(76) 죄송하지만 여기서 말  나 는 게 희가 거기서 잘 들려요. (KK)

(77) 소리를 좀 이시면 감사합니다. (KK)

(78) 여기 도서 이라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소리를 좀 낮추면 좋겠어요. (KK)

(79) 이보게, 조용 안 해? 여기 도서 이야. 왜 이 게 시끄러워? (CC)

(80) 기, 여기 도서 인데 조용히 해야 돼. (CC)

  <표Ⅲ-40>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8의 경우 어미 ‘-네(요), -군

(요)’(t=42.763, p<.001), ‘-아/어/여야’(t=-115.407, p<.001), 그리고 문형 ‘-

(으)면 감사합니다’(t=2.988, p<.001), ‘-(았/었/ )으면 좋겠어(요)’(t=47.725, 

p<.001), ‘-아/어/여야 해(요)/돼(요)’(t=-42.728,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미의 경우, 문 (75)처럼 KK가 CC보다 감탄 

어미 ‘-네(요)’, ‘-군(요)’를 많이 사용하므로 KK는 감탄을 통해 어감을 강화

시키고 질책 효과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CC는 KK보다 반말체 어

미 ‘-아/어/여야’를 더욱 많이 사용하므로 상 방의 체면을 보호하는 데 부

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C는 상 방의 지 가 자신과 동등함을 고려하

여 공손하지 않게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그 지만 친 한 계가 

아니고 발화 공간이 공공장소인 것을 생각했을 때, 반말보다 높임말을 사용

하는 것이 하다. 국어에는 높임법과 같은 화계(speech level)40)가 발달

하지 않아서 CC가 이런 지식에 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형의 경우, KK가 CC보다 감사 문형 ‘-(으)면 감사합니다’,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당  문

형 ‘-아/어/여야 해(요)/돼(요)’를 많이 사용하 다. 문 (77), (78)처럼 KK

는 감사 문형, 희망 문형을 사용하여 상 방을 완곡하게 질책한 경우가 많

다. 그 지만 문 (80)처럼 CC는 당  문형을 사용하여 진술하는 방법을 

더욱 선호하 다. 두 가지의 방법을 비교해 보면 KK의 발화는 CC보다 더

욱 부드러움을 알 수 있다. 

40) 화계(speech level)란  ‘-해요’나  ‘-해’와 같이 발화의 종결형으로 표 되는 청자에 한 화자

의 우 등 을 의미한다(성기철, 19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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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8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가 CC보다 평서문

을 훨씬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의문문을 더욱 선호하

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KK가 CC보다 감탄 어미 ‘-네

(요)’, ‘-군(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반말체 어미 ‘-아/어/여야’를 더

욱 선호하 다. 한 KK가 CC보다 감사 문형 ‘-(으)면 감사하다’, 희망 문

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당  문형 ‘-아

/어/여야 해(요)/돼(요)’를 많이 사용하 다. 종합 으로 보면 KK의 발화가 

CC보다 부드럽고 공손성이 있는데 반해 CC의 발화는 KK보다 무뚝뚝한 느

낌을 다. 

19. 상황 19는 식당의 주인이 밥값을 잘못 계산한 행 를 지 하는 것이다. 

친 한 계가 아니고 공 인 담화이므로 하게 발화해야 한다. 조사 결

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41>

과 같다. 

     <표Ⅲ-41> 상황 19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1425 0.0296

-17.986 209.007 .000***
CC 203 0.2045 0.0327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2548 0.0578

-16.885 241.725 .000***
CC 203 0.3680 0.0621

간 화행
KK 109 0.1125 0.0582

1.710 165.880 .089
CC 203 0.1018 0.0407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0001 0.0020

간 화행
KK 109 0.0005 0.00003

-28.76 219.32 .000***
CC 203 0.0009 0.00002

의문문(간 화행)
KK 109 0.4897 0.0363

45.393 154.728 .000***
CC 203 0.3157 0.0228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41>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19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17.986, 

p<.001), 평서문 직  화행(t=-16.885, p<.001), 청유문 간  화행(t=-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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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의문문 간  화행(t=45.393,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지만 평서문 간  화행(t=1.710, p>.001)의 사용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C는 KK보다 훨씬 많은 명령문

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사용하 다. 즉, “ 기요, 돈을 많이 받으

신 것 같은데요.”, “계산을 잘못 하는데요.”, “다시 계산해 주세요.”등과 같이 

직 인 화행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일 처리의 효율성을 고려

하여 직 인 화행으로 발화하면 간 인 화행보다 문제를 더욱 빨리 해

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간  화행의 경우 KK는 CC보다 의문문을 훨씬 많이 사용하 다. 

KK는 “사장님, 거스름돈이 안 맞은데, 다시 한 번 계산해 주실래요?”, “사장

님, 밥값은 얼마 요?” 등과 같이 의문문으로 발화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소수 피험자들은 “거스름돈 50원 더 주셔야 되는데요.”, “잔돈이 조  모자

라네요.” 등과 같은 평서문 간  화행을 사용하 지만 분포가 비교  분산

되고 불규칙 이다.

20. 상황 20은 친구가 빌린 돈을 제시간에 갚지 않은 행 를 질책하는 것이

다. 친 한 계가 아니고 부담 정도가 비교  크므로 직 으로 질책하는 

것보다 간 으로 하면 더욱 낫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

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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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42> 상황 20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251 0.0042

-65.28 198.27 .000***
CC 203 0.1658 0.0237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037 0.0006

-45.43 275.43 .000***
CC 203 0.0350 0.0073

간 화행
KK 109 0.5628 0.0549

53.761 207.412 .000***
CC 203 0.2206 0.0310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0001 0.00006

간 화행
KK 109 0.0002 0.00003

-39.25 126.36 .000***
CC 203 0.0005 0.0002

의문문(간 화행)
KK 109 0.4082 0.0323

-50.06 166.924 .000***
CC 203 0.5780 0.0211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42>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20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65.28, 

p<.001), 평서문 직  화행(t=-45.43, p<.001)과 간  화행(t=53.761, p<.001), 

청유문 간  화행(t=-39.25, p<.001), 의문문 간  화행(t=-50.06,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상황에서 역시 CC가 

KK보다 명령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많이 사용하 다. 즉, “친

구야, 돈을 갚아줘.”, “돈을 안 갚은 것 같은데.” 등과 같이 돈을 달라는 뜻

을 직 으로 달하는 경우는 CC가 KK보다 많다. 왜냐하면 CC는 지 가 

동등한 친구이므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간  화행의 경우 KK는 평서문 간  화행을 가장 많이 선호하 고, CC

는 의문문 간 화행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 그리고 두 집단은 모두 청유

문 간  화행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다수 국인 학습자는 “나 이번에 

핸드폰을 바꿔야 해서 그러는데 빨리 돈 갚아  수 있을까?”, “지난번에 빌

려간 돈을  수 있어?” 등과 같이 의문문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의향을 직

으로 물어보았다. 반면에 KK는 평서문으로 돈이 필요할 사정을 그 로 

진술한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상황이나 이유를 제 로 설명하면 상 방이 

더욱 이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더욱 깊이 있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KK가 CC보다 훨씬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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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를 <표Ⅲ-43>과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본다. 

   <표Ⅲ-43> 상황 20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아/어/여

(요)

  KK 109 0.1210 0.0372
-22.359 151.951 .000***

  CC 203 0.2084 0.0266

- ㄴ / 는데

(요)

  KK 109 0.0978 0.0052
37.444 179.101 .000***

  CC 203 0.0662 0.0041

-아/어/여

서(요), -

( 으 ) 니 까

(요), -거

든(요) 

  KK 109 0.1795 0.0532

 4.55 178.082 .000***

  CC 203 0.1428 0.0415

 문

 형

-았/었/

으면 해

(요)

  KK 109 0.0856 0.0054

51.007 201.489 .000***
  CC 203 0.0525 0.0042

-아/어/여

야 해(요)/

돼(요)

  KK 109 0.0573 0.0037
-35.856 310 .000***

  CC 203 0.0790 0.0048

  

 ***p<.001 수 에서 유의

(81) 나한테 빌려간 돈 좀 돌려 래? 나 지  그 돈이 필요하거든. (KK)

(82) 명호 씨, 나 핸드폰 바꿔야 하는데 요즘 주머니 사정이 좀 그래요. 명호 씨는 요즘  

    좀 나아졌어요? (KK)

(83) 친구야, 번에 빌려  돈 지   수 있니? 사실 조  늦게 받으려고 했는데 하  

    게 써야 할 일이 있어서. (KK)

(84) 폰 바꿔야 되는데 여유 있으면 빌린 돈을 돌려 줬으면 해요. (KK) 

(85) 친구, 나한테 돈 빌린 것 기억나지? 나 지  돈 쓸 일이 생겼어. (CC)

(86) 는 요즘 휴 폰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테 빌린 돈은 언제 래요?  

     (CC)

(87) 빌린 돈을 주시겠어요? 는 휴 폰을 바꿔야 해요.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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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43>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 20의 경우 어미 ‘-아/어/여

(요)’(t=-22.359, p<.001), ‘-ㄴ/는데(요)’(t=37.444, p<.001), ‘-아/어/여서(요), 

-(으)니까(요), -거든(요)’(t=4.55, p<.001), 그리고 문형 ‘-(았/었/ )으면 해

(요)’(t=51.007, p<.001), ‘-아/어/여야 해(요)/돼(요)’(t=-35.856, p<.001)의 사

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어미의 경우, KK가 CC보다 상

황 설명 어미, 이유를 나타낸 어미를 많이 활용하 다. 문 (81), (83), (85)

에서 나온 어미를 비교해 보면 모두 상황이나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어미를 사용하면 어감이 단조롭지 않게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은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CC는 어미 ‘-ㄴ/는데(요)’, ‘-아/

어/여서(요), -(으)니까(요), -거든(요)’도 사용하 지만 사용 빈도가 KK에 

비해 낮았다. 그러므로 KK는 CC보다 다양한 구어체 어미를 사용할 수 있

는 반면에 CC는 어미 사용상에 비교  단일하게 ‘-아/어/여(요)’만을 선호한 

경향이 있다. 

  문형의 경우, 여러 가지 문형 에서 두 집단은 희망 문형 ‘-았/었/ 으면 

해(요)’, ‘-아/어/여야 해(요)/돼(요)’를 비교  많이 사용하 다. 그 지만 

KK가 CC보다 희망 문형을 더욱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당  문형을 

선호하 다. 희망 문형과 당  문형의 용법을 비교해 보면 자는 부드러운 

어감으로 주 성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강한 어조로 객 성을 더욱 강조

할 수 있다. 문 (84)처럼 KK는 자신의 희망을 진술하여 간 으로 돈을 

달라는 경우가 많다. 그 지만 (87)처럼 CC는 당  문형을 사용하여 객

인 사실을 진술하면서 상 방을 완곡하게 질책한 경우가 많다. 비교해 보면 

CC의 발화는 KK보다 질책의 뜻이 더욱 강하다. 

  한 문 (82)에서 나온 문형 ‘-이/가....좀 그래(요)’는 불만한 정서를 함

축 으로 표 한 것이고 “주머니 사정이 좀 그래요.”는 돈이 부족한 상황을 

암시하 다. 이와 같이 KK는 CC보다 암시법을 통해 상 방을 간 으로 

질책한 경우는 많았다.

  상황 20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는 CC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훨씬 많이 사용하 다. CC는 KK보다 명령문, 의문문을 더욱 

선호하 다. 그리고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KK는 CC보다 ‘-ㄴ/

는데(요)’, ‘-아/어/여서(요), -(으)니까(요), -거든(요)’ 등과 같이 다양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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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체 어미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CC는 비교  단일하게 어미 ‘-아/어/여

(요)’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 KK는 CC보다 희망 문형을 더욱 선

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당  문형을 선호하 다. 마지막으로 KK는 CC

보다 암시법을 통해 상 방을 완곡하게 질책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1. 상황 21은 식사 때 다리를 떨고 있는 동생의 행 를 질책하는 것이다. 

친한 동생이므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수 피험자들은 직

으로 잘못을 지 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생의 다리를 치는 방법

을 선택하 다. 그래도 동생의 체면을 보호하기 해 간  화행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

계는 다음 <표Ⅲ-44>와 같다. 

     <표Ⅲ-44> 상황 21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3545 0.0411

-6.611 179.887 .000***
CC 203 0.3867 0.0344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2338 0.0453

-1.92   310 0.056
CC 203 0.2450 0.0631

간 화행
KK 109 0.1763 0.0213

-5.591 309.99 .000***
CC 203 0.1956 0.0369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2 0.0004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0002 0.00005

 3.21 285.38 .000***
CC 203 0.0001 0.00004

의문문(간 화행)
KK 109 0.2350 0.0263

17.629 273.220 .000***
CC 203 0.1726 0.0348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44>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21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6.611, 

p<.001), 평서문 간  화행(t=-5.591, p<.001), 청유문 간  화행(t=3.21, 

p<.001), 의문문 간  화행(t=17.629,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지만 평서문 직  화행(t=-1.92, p>.001)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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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KK

와 CC는 모두 명령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많이 선호하 다. 

“다리를 떨지 마.”, “그만 해.”, “다리를 떨면 안 된다.” 등과 같이 상 방을 

직 으로 질책하는 경우가 KK와 CC의 발화에서 모두 많았다. 

  간  화행의 경우, KK가 CC보다 의문문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

에 CC는 KK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그리고 두 집단은 

모두 청유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조사 에서 “다리 좀 그만 떨지 않

을래?”, “올바르게 밥 먹으면 안 되냐?” 등과 같이 의문문으로 다리를 떠는 

행 를 명확하게 질책한 경우는 KK가 CC보다 많다. 반면 CC는 KK보다 

평서문으로 이유를 진술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평

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를 <표Ⅲ-45>와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본다. 

  <표Ⅲ-45> 상황 21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다
  KK 109 0.1589 0.0732

 31.273 187.286 .000***
  CC 203 0.0977 0.00528

- 아 / 어 / 여

(요)

  KK 109 0.3123 0.04072
-15.888 288.532 .000***

  CC 203 0.4019 0.0580

-다고(요)
  KK 109 0.0632 0.0046

-49.719 153.897 .000***
  CC 203 0.0975 0.0029

- ( 으 ) 니까

(요)

  KK 109 0.0530 0.0028
86.965 254.970 .000***

  CC 203 0.0212 0.0034

속

담

다리 떨면 

복이 나간

다./복이 나

가겠어(요).

  KK 109 0.2565 0.0513

 8.928 158.747 .000***

  CC 203 0.2378 0.0336

 ***p<.001 수 에서 유의

   (88) 다리 떨면 복 나간다. (KK)

   (89) 다리 떨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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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복 나가겠어. (CC) 

   (91) 명호야,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고. (CC)

   

  <표Ⅲ-45>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 21의 경우 어미 ‘-다’(t=31.273, 

p<.001), ‘-아/어/여(요)’(t=-15.888, p<.001), ‘-다고(요)’(t=-49.719, p<.001), 

‘-(으)니까(요)’(t=86.965, p<.001), 속담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나가겠어

(요).”(t=8.928,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그 

에서 속담 “다리 떨면 복이 나간다./나가겠어(요).”의 경우 두 집단은 모두 

많이 사용하 지만 KK의 사용 빈도가 CC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국어

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으므로 CC는 이 속담의 뜻과 용법을 제 로 이해

한 편이다. (90), (91)처럼 CC는 이 속담을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여 원활하

게 사용할 수 있다. 어미의 경우 KK가 CC보다 이유를 제시한 어미 ‘-(으)

니까(요)’, 반만체 어미 ‘-다’를 더욱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아/어/

여(요)’, 인용 어미 ‘-다고(요)’를 많이 사용하 다. 문 (89)처럼 KK가 어미 

‘-(으)니까(요)’를 사용하여 이유를 강조하면서 간 으로 질책한 경우가 좀 

있는데 CC는 아주 게 사용하 다. 왜냐하면 CC는 이유를 나타내는 어미

에 비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설명한 간  인용법을 사용하면 

설득력이 더욱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황 21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CC가 KK보다 명령문, 

평서문을 더욱 선호한 반면에 KK는 CC보다 의문문 간  화행을 많이 사용

하 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두 집단은 모두 속담 “다리 떨

면 복이 나간다./나가겠어(요).”를 많이 선호하 지만 KK의 사용 빈도가 CC

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다. 한 KK가 CC보다 어미 ‘-다’, ‘-(으)니까(요)’를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아/어/여(요)’, ‘-다고(요)’를 많이 사용하

다. 

22. 상황 22는 학교 후배가 과제를 제 로 비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는 것

이다. 후배이므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

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4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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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46> 상황 22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580 0.0064

-53.72 174.38 .000***
CC 203 0.1032 0.0751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614 0.0073

-79.42 168.38 .000***
CC 203 0.1108 0.065

간 화행
KK 109 0.1460 0.0578

 3.830 135.792 .000***
CC 203 0.1235 0.0281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2 0.00007

-69.376 145.99 .000***
CC 203 0.0005 0.00002

간 화행
KK 109 0.0156 0.0087

 6.26 112.75 .000***
CC 203 0.0105 0.0045

의문문(간 화행)
KK 109 0.7188 0.0552

 28.42 187.463 .000***
CC 203 0.6515 0.0321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46>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22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53.72, 

p<.001), 평서문 직  화행(t=-79.42, p<.001)과 간  화행(t=3.830, p<.001), 

청유문 직  화행(t=-69.376, p<.001)과 간  화행(t=6.26, p<.001), 의문문 간

 화행(t=28.42, p<.001)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KK는 CC보다 평서문, 청유문,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평서문, 청유문으로 실 된 직  화행

을 더욱 선호하 다. 그래도 다수 KK와 CC는 의문문 간  화행을 가장 

선호하 다. 즉, “ 바로 안 할래?”, “발표는 우리 같이 해야 한 것이잖아. 

이 게 충 충하면 어떡해?” 등과 같이 의문문으로 간 으로 질책한 

경우가 많다. 이런 발화는 반문이나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므로 질책 효과가 

더 낫다. 한 14.60%의 KK와 12.35%의 CC는 평서문 간  화행을 선택하

는데 평서문을 실 된 장치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Ⅲ-4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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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47> 상황 22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다
  KK 109 0.1662 0.0446

10.685   310 .000***
  CC 203 0.1073 0.0531

- 아 / 어 / 여

(요)

  KK 109 0.4056 0.0762
27.259 178.252 .000***

  CC 203 0.5770 0.0046

문 

형 

-아/어/여야 

지(요), -아/

어/여야 해

(요)/돼(요)

  KK 109 0.0923 0.0041

-94.475 167.712 .000***
  CC 203 0.1342 0.0029

-나 (요)
  KK 109 0.0545 0.0053

57.803 176.409 .000***
  CC 203 0.0210 0.0040

-라고/다고 

생각해(요)

  KK 109 0.1153 0.0337
-6.294 274.858 .000***

  CC 203 0.1435 0.0443

용

구

정신이 없어

( 요 ) . / 없나 

(요).

  KK 109 0.1088 0.0037

66.266 286.927 .000***
  CC 203 0.0759 0.0051

***p<.001 수 에서 유의

 (93) 요즘 정신이 없나 . (KK)

 (94) 네가 맡은 자료는 잘 비했어야지. (CC)

 (95)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CC) 

  <표Ⅲ-47>에서 볼 수 있듯이 어미 ‘-다’(t=10.685, p<.001), ‘-아/어/여

(요)’(t=27.259, p<.001), 문형 ‘-아/어/여야 지(요), -아/어/여야 해(요)/돼

(요)’(t=-94.475, p<.001), ‘-나 (요)’(t=57.803, p<.001), ‘-라고/다고 생각해

(요)’(t=-6.294, p<.001), 그리고 용구 “정신이 없어(요)./없나 

(요).”(t=66.266,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

미의 경우, KK는 CC보다 ‘-다’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아/

어/여(요)’를 선호하 다. 그리고 문 (93) “정신이 없나 .” 등과 같이 

용구를 사용하여 질책의 뜻을 표 한 경우는 KK가 CC보다 많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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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270 0.0036

-25.87 157.38 .000***
CC 203 0.0760 0.0027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2986 0.0536

-20.331 310 .000***
CC 203 0.3855 0.0225

간 화행
KK 109 0.1458 0.0597

-0.883 149.247 0.379
CC 203 0.1513 0.0352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    0

  --   --   --
CC 203 0.0002 0.00005

간 화행
KK 109 0.0005 0.00003

  --   --   --
CC 203   0    0

의문문(간 화행)
KK 109 0.5281 0.0432

23.263 135.333 .000***
CC 203 0.3870 0.0287

당  문형과 생각을 나타낸 문형의 경우 CC의 사용 빈도가 KK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 (94), (95)와 같이 CC는 의무를 객 으로 진술하거나 자신

의 주장을 표 하면서 상 방으로 하여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방법

을 더욱 선호하 다. 왜냐하면 상 방이 반성을 통해 일의 요성을 의식하

게 만들어서 잘못을 교정할 확률이 더욱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황 22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CC가 KK보다 명령문, 

평서문, 청유문의 직  화행을 많이 선호한 반면에 KK는 CC보다 평서문, 

청유문, 의문문의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KK는 CC보다 어미 ‘-다’, 문형 ‘-나 (요)’, 그리고 용구 “정신이 

없어(요)./없나 (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어미 ‘-아/어/

여(요)’, 당  문형 ‘-아/어/여야 지(요), -아/어/여야 해(요)/돼(요)’, 그리고 

생각을 나타낸 문형 ‘-라고/다고 생각해(요)’를 선호하 다. 

23. 상황 23은 상사가 회의에서 숫자를 잘못 읽은 을 지 하는 것이다. 상

방의 지 가 높고 공 인 담화이어서 부담 정도가 비교  큰 편이다. 그

러므로 상 방의 체면을 보호하면서 공손하게 발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48>과 같

다. 

       <표Ⅲ-48> 상황 23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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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48>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23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25.87, 

p<.001), 평서문 직  화행(t=-20.331, p<.001), 의문문 간  화행(t=23.263,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지만 평서문 

간  화행(t=-0.883,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C가 KK보다 명령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많이 사용

하 다. 요한 발표이므로 일 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국인 학습자들

은 부장님의 잘못을 직 으로 지 하는 방법을 선택하 다. 즉, “아까 숫

자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매출액은 30.5%가 아니라 3.05%입

니다.”, “사장님, 숫자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등과 같이 명령문과 평서문의 

직  화행으로 발화한 경우는 CC가 KK보다 많았다. 

  간  화행의 경우, KK가 CC보다 의문문을 훨씬 많이 사용하 다. KK는 

CC보다 “혹시 매출액은 3.05% 아닌가요?”, “방  30.5%를 말 하신 거지

요?” 등과 같이 의문문으로 상 방으로 하여  다시 확인하도록 하 으며 

간 으로 잘못을 지 한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 이유는 의문문으로 물어

보면 평서문보다 상 방의 주의를 더욱 환기시킬 수 있고 상 방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KK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을 CC는 충

분히 인식하지 않았다. 평서문 간  화행의 경우 14.58%의 KK와 15.13%의 

CC가 선택하 지만 분포도 불규칙 이다. 

  

    (96) 죄송하지만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KK)

    (97) 부장님, 매출액 수치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KK)

    (98) 월 매출액은 30.5%의 목표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CC)

  문 (96)-(98)에서 제시했듯이 소수의 KK와 CC는 문형 ‘-겠습니다’, 공

손 표  ‘-부탁드립니다’와 ‘죄송하다’를 포함한 평서문으로 의지를 나타내거

나 사실을 진술하면서 질책의 의도를 간 으로 달하 다. KK와 CC는 

매출액이 생각보다 낮아서 오히려 부장님의 질책을 받을까  걱정해서 (96)

과 (98)처럼 ‘-겠습니다’를 사용하여 결심을 내리거나 잘못을 먼  인정하

다. 이로써 정면 인 충돌을 다소 피할 수 있다. KK는 (97)의 경우처럼 공

손 표 을 사용하여 암시 으로 잘못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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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황 24는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규정 속도를 넘기더라도 빨리 가라고 

재 하는 행 를 질책하는 것이다. 친하지 않은 계이고 공 인 담화이어

서 부담 정도가 큰 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략을 사용하면서 하

게 발화해야 한다. 다수 피험자들은 직 으로 질책하기보다는 간 인 

화행을 선택하 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

단의 발화 통계는 다음 <표Ⅲ-49>와 같다. 

      <표Ⅲ-49> 상황 24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0108 0.0023

-12.87 158.37 .000***
CC 203 0.0149 0.0042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0355 0.0034

-3.446 310 .001
CC 203 0.0368 0.0032

간 화행
KK 109 0.8250 0.0236

-12.795 261.514 .000***
CC 203 0.8645 0.0313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001 0.0003

  --   --    --
CC 203   0   0

간 화행
KK 109 0.0012 0.0006

56.271 226.876 .000***
CC 203 0.0005 0.00004

의문문(간 화행)
KK 109 0.1184 0.0347

65.897 118.872 .000***
CC 203 0.0830 0.0072

   

 ***p<.001 수 에서 유의

  <표Ⅲ-49>에서 제시했듯이 상황 24의 경우 명령문 직  화행(t=-12.87, 

p<.001), 평서문 간  화행(t=-12.795, p<.001), 청유문 간  화행(t=56.271, 

p<.001), 의문문 간  화행(t=65.897,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지만 청유문 직  화행(t=-3.446, p>.001)의 사용은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KK는 CC보다 청유문과 의문문

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의 직  

화행, 평서문의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다. 사실 이 상황에서 두 집단은 

모두 평서문 간  화행을 가장 많이 사용하 다. 두 집단은 모두 상 방의 

고객의 신분을 고려하여 상황과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면 상 방의 양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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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그 지만 KK는 CC에 비해 공 인 

담화 장면의 변인도 시하 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

들을 <표Ⅲ-50>과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본다. 

          

  <표Ⅲ-50> 상황 24의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 아 / 어 / 여

(요)

  KK 109 0.0852 0.0047
-33.435 187.751 .000***

  CC 203 0.1029 0.0039

-ㅂ/습니다
  KK 109 0.2438 0.0031

108.240 258.261 .000***
  CC 203 0.2016 0.0037

-거든(요)
  KK 109 0.0765 0.0028

 34.222 309.860 .000***
  CC 203 0.0612 0.0051

-아/어/여서

(요), -(이)

라서(요)

  KK 109 0.0588 0.0036

31.390 285.757 .000***
  CC 203 0.0431 0.0051

문

형

-(으)면 -

해(요)/합니

다

  KK 109 0.1802 0.0556

-2.544  310 .000***
  CC 203 0.1975 0.0583

-아/어/여야 

해 ( 요 ) / 돼

(요), -아/

어 / 여 야 지

(요)

  KK 109 0.0430 0.0042

-82.883  310 .000***

  CC 203 0.0832 0.0035

-ㄹ/을 수 

있어(요)/없

어(요)

  KK 109 0.0557 0.0036
-78.083 209.077 .000***

  CC 203 0.0880 0.0031

-게 됩니다
  KK 109 0.0315 0.0054

34.168 199.760 .000***
  CC 203 0.0103 0.0048

-았/었/ 으

면 합니다/

해(요)

  KK 109 0.0320 0.0054

-22.179 190.976 .000***
  CC 203 0.0457 0.0046

공

손 

표

부탁드립니

다 

  KK 109 0.1097 0.0028

 50.024  310 .000***

  CC 203 0.0905 0.0033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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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손님, 지 의 속도는 이미 규정 속도에 가까워서 더 빨리 가면 험하거든요. (KK)

(100) 손님 더 빨리 다리면 규정 속도를 넘게 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안 하게  

     모시는 게 제일이라서요. 규정 속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 한 빨리 모시겠습니   

     다. (KK)

(101) 손님, 이미 최선을 해서 빨리 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속하면 교통규칙을 반  

      합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KK)

(102) 손님, 이미 우리는 규정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5분 먼  가려다가 50년 먼  갈   

      수도 있어요.(KK)

(103) 조  30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  갈 수 있어요. 손님. (KK)

(104) 하신 거 아는데 더 빨리 가면 제한 속도를 넘어가거든요. (CC)

(105) 손님, 좀 더 빠르면 속도 반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교통수칙을 수해  

      야죠. (CC)

(106) 더 빠르면 교통 규칙을 반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CC)

(107) 손님의 안 을 해서는 속도를 천천히 낼 수밖에 없는 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CC)

(108) 이미 규정 속도와 가까워서 더 이상 빨리 갈 수 없습니다. (CC)

(109) 손님, 더 빨리 가면 날아갑니다. (CC) 

  <표Ⅲ-50>에서 제시했듯이 어미 ‘-아/어/여(요)’(t=-33.435, p<.001), ‘-ㅂ/

습니다’(t=108.240, p<.001), ‘-거든(요)’(t=34.222, p<.001), ‘-아/어/여서(요), 

-(이)라서(요)’(t=31.390, p<.001), 문형 ‘-(으)면 –해(요)/합니다’(t=-2.544, 

p<.001), ‘-아/어/여야 해(요)/돼(요), -아/어/여야지(요)’(t=-82.883, p<.001), 

‘-ㄹ/을 수 있어(요)/없어(요)(t=-78.083, p<.001)’, ‘-게 됩니다’(t=34.168, 

p<.001), ‘-(았/었/ )으면 합니다/해(요)’(t=-22.179, p<.001), 그리고 공손 표

 ‘부탁드립니다’(t=50.024,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미의 경우, KK가 CC보다 격식체 어미 ‘-ㅂ/습니다’를 많이 사

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아/어/여(요)’를 더욱 선호하 다. 그리고 KK

는 CC보다 이유나 상황을 설명한 구어체 어미 ‘-거든(요)’, ‘-아/어/여서(요), 

-(이)라서(요)’를 좀 많이 사용하 다. 문 (99), (100)처럼 KK가 CC보다 

다양한 구어체 어미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형의 경우, 오히려 CC가 KK보다 다양한 문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조건을 나타낸 문형 ‘-(으)면 -합니다/해(요)’, 당 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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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문형 ‘-아/어/여야 해(요)/돼(요), -아/어/여야지(요)’, 능력을 나타낸 문형 

‘-ㄹ/을 수 있어(요)/없어(요)’, 그리고 희망 문형 ‘-(았/었/ )으면 합니다/해

(요)’의 경우 모두 CC의 사용 빈도가 KK보다 높다. 먼 , 문 (99), (100), 

(104), (105), (106)처럼 “빨리 가면 험합니다.”, “빨리 가면 제한 속도를 넘

어갑니다.” 등과 같이 조건문을 사용하여 나쁜 결과를 제시하여 상 방을 

간 으로 거 하면서 질책한 경우는 두 집단 모두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

다. 이유는 나쁜 결과를 제시하면 상 방이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 (105), (108)처럼 능력 부족 문형 ‘-ㄹ/을 수 

없어(요)’와 당  문형 ‘-아/어/여야 해(요)/돼(요), -아/어/여야지(요)’를 사용

하여 주 이고 객 으로 상황을 설명한 경우도 CC가 KK보다 많다. CC

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 상 방이 더욱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마지막으로 문 (106)처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의 희망 문형을 사용

한 경우도 CC가 KK보다 조  많지만, 두 집단의 사용 비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두 집단 모두 결과 제시 표 인 ‘-게 됩니다’를 많

이 선호하지 않았지만 KK의 사용 빈도가 CC보다 좀 높게 나타났다. 

  한 두 집단은 공손 표 의 사용상에서도 약간 차이 이 나타났다. 문 

(101), (107)처럼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의 사용 빈도는 

KK가 CC보다 약간 높다. 이 게 상황이나 이유를 진술한 후에 이런 공손 

표 을 추가하면 질책의 효과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고 서로의 충돌을 유

효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문 (102), (103), (109)의 경우 평서문으로 농담하면서 상 방을 

질책한 것도 발견하 다. 이런 문장들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질책 효과

가 비교  부드러운 편이다. 상 방의 체면을 제 로 보호할 수 있는 략

의 일종이다. 

  상황 24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KK와 CC는 모두 평서

문 간  화행을 주로 많이 사용하 다. 그리고 CC는 KK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에 있어서 

KK가 CC보다 격식체 어미 ‘-ㅂ/습니다’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가 KK보

다 구어체 ‘-아/어/여(요)’를 더욱 선호하 다. 그 지만 KK가 CC보다 다양

한 종류의 구어체 어미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상황이나 이유를 제시한 어

미들을 KK가 CC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CC는 KK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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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문형 표 을 사용하고 있다. 즉, 문형 ‘-았/었/ 으면 합니다/해(요)’, ‘-

아/어/여야 해(요)/돼(요), -아/어/여야지(요)’, ‘-ㄹ/을 수 있어(요)/없어(요)’, 

‘-았/었/ 으면 합니다/해(요)’의 사용 빈도는 CC가 KK보다 높은 반면에 ‘-

게 됩니다’의 사용 빈도는 CC가 KK보다 약간 낮다. 그리고 공손 표  ‘부

탁드립니다’의 경우 KK가 CC보다 약간 선호하 다. 한 두 집단 발화 

에서 몇 가지 유머스러운 표 도 발견되었다. 

    2.2.3.2.  소결론

  이상의 <상황 17>∼<상황 24>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질책 상황에서 

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명령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서 국인의 발화는 한국인보다 직설 이라고 볼 

수 있다. 질책 상황에서 두 집단의 발화 통계와 평균값의 비교는 다음 <표

Ⅲ-51>, <그림Ⅲ-17>과 같다. 

          <표Ⅲ-51> 질책 상황에서 KK와 CC의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KK 109 0.1207 0.0471

-15.190 137.160 .000***
CC 203 0.1934 0.0233

평

서

문 

직 화행
KK 109 0.1147 0.0528

-9.558  310 .000***
CC 203 0.1697 0.0459

간 화행
KK 109 0.3612 0.0471

18.361 187.851 .000***
CC 203 0.2640 0.0390

청

유

문

직 화행
KK 109 0.020 0.0028

 4.473 309.860 .000***
CC 203 0.018 0.0051

간 화행
KK 109 0.024 0.0036

-13.996 285.757 .000***
CC 203 0.031 0.0042

의문문(간 화행)
KK 109 0.3990 0.0244

 8.902 296.374 .000***
CC 203 0.3680 0.0368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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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17> 질책 상황에서 KK와 CC의 평균값 비교 

  <표Ⅲ-51>을 살펴보면 질책 상황에서 명령문 직  화행(t=-15.190, 

p<.001), 평서문 직  화행(t=-9.558, p<.001)과 간  화행(t=18.361, p<.001), 

청유문 직  화행(t=4.473, p<.001)과 간  화행(t=-13.996, p<.001), 의문문 

간  화행(t=8.902, p<.001)의 사용은 통계 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드

러냈다. 한 <그림Ⅲ-17> 두 집단 각 문장 종결형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CC는 KK보다 명령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

에 KK는 CC보다 의문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질책 상황에서 두 집단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다

음 <그림Ⅲ-18>과 같다. 

     

   <그림Ⅲ-18> 각 질책 상황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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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18>에서 제시했듯이 질책 상황에서 KK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상황 17, 18, 20, 24에서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화 변

인을 살펴보면 KK의 발화는 친소 계, 부담 정도의 향을 크게 받았지만 

지  계, 담화 장면의 향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KK는 계

가 친하지 않은 경우는 계가 친한 경우보다, 부담 정도가 큰 경우는 부담 

정도가 작은 경우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많이 사용하 다. 이와 비

교해 보면 질책 상황에서 CC의 발화는 담화 변인의 향을 많이 받지 않았

다. 상황 24에서 CC의 평서문 간  화행 사용 비율은 86.45%에 달하 는데 

다른 상황에서 10.18%-24.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질책 상황

에서 CC가 담화 변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평서문 간  화행을 비교  

게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한 KK와 CC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차이가 비교  큰 것

도 상황 17, 18, 20의 경우이다. 이 세 가지의 상황에서 모두 KK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CC보다 하게 높다. 즉, 상황 17, 18, 20에서 

CC는 KK보다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은 부족한 상태이다. 

  상황 17은 아버지가 집에서 담배를 피운 행 를 질책하는 것이다. 상 방

은 윗사람이므로 조심스럽게 발화해야 한다. KK가 CC보다 평서문 간  화

행을 훨씬 많이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의문문을 많이 선호하 다. 

KK는 평서문으로 의문문보다 담배를 끊어야 할 상황이나 이유를 더욱 상세

히 설명할 수 있어서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 다. 그 지만 

CC는 의문문을 사용하면 상의하는 말투를 드러내는데 질책의 어감을 약화

시킬 수 있어서 공손성이 더욱 강하다고 생각하 다.

  상황 18은 도서 에서 모르는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행 를 질

책하는 것이다. KK는 평서문의 사용 비율이 CC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의

문문의 사용 비율이 낮다. CC는 KK보다 상 의 의향을 물어보면서 간

으로 질책한 경우가 많다. 즉, 의문문을 통해 상 방으로 하여  잘못을 깨

닫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 지만 KK가 CC보다 상황과 이유를 더욱 상세

히 설명할 수 있는 평서문을 선호하 다. 

  상황 20은 친구가 빌린 돈을 제시간에 갚지 않은 행 를 질책하는 것이

다. 계가 친하지 않고 부담 정도가 비교  크므로 하게 발화해야 한

다. 이 상황에서도 KK는 평서문의 사용 비율이 CC보다 훨씬 높은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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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의 사용 비율이 낮다. CC는 의문문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의향을 직

으로 물어보면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반면에 KK는 

평서문으로 돈이 필요한 사정을 그 로 기술해야 상 방이 잘못을 깊이 있

게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이상의 차이 은 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어미와 문형 등의 장치

에서 나타났는데 상황 17-24에서 두 집단은 주로 사용한 어미와 문형을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Ⅲ-19>, <그림Ⅲ-20>과 같다.  

   

   <그림Ⅲ-19> 질책 상황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의 어미 사용 빈도

  <그림Ⅲ-20> 질책 상황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의 문형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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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19>에서 볼 수 있듯이 질책 상황에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어미의 사용에 있어서 CC가 KK보다 어미 ‘-아/어/여(요)’, ‘-다고(요)’를 비

교  많이 사용하 지만 나머지의 다른 어미들은 모두 KK가 CC보다 높은 

빈도가 드러냈다. 즉, CC가 KK보다 상황을 그 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KK는 CC보다 감탄, 이유 제시, 추가 설명 등의 여러 가지 어감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더욱 선호하 고 CC는 KK보다 많은 구어체 어미를 활

용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 격식체 ‘-ㅂ/습니다’의 경우도 KK가 

CC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KK의 발화가 CC보다 더욱 정식 이고 공손

하다. 

  <그림Ⅲ-20>에서 제시했듯이 질책 상황에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문형의 사용에 있어서 CC가 KK보다 당  문형, 능력을 나타낸 문형, 생각

을 나타낸 문형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KK는 CC보다 희망 문형, 감사 문형, 

결과 제시 문형 그리고 추측 문형을 더욱 선호하 다. 조건문 ‘-(으)면 –해

(요)/합니다’의 경우 두 집단의 빈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러므로 CC가 KK

보다 이치나 사실, 자신의 의지나 주장을 강조한 경향이 있는 반면에 KK가 

CC보다 더욱 부드럽고 완곡한 표  문형을 선호한 것을 단할 수 있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질책 상황에서 CC의 발화는 KK에 비해 담화 변인의 

향을 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구어체 어미의 사용상, 여

러 가지 공손 표 의 사용상에서 CC가 KK에 비해 능숙하지 못한 상태이

다.  

   

   2.2.4.  소결론 

  

  이상으로 체 인 지시 상황, 거  상황, 질책 상황에서 KK와 CC의 발

화 양상을 비교·분석해 보면 CC의 발화 특징과 문제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KK가 CC보다 평서문,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선호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을 많이 사용하 다. 청유문의 집단 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

만, 평서문 간  화행에 있어서 KK에 비해 CC의 사용 능력이 히 부족



- 194 -

한 상황이다. 부분의 CC는 짧고 단도직입 인 발화를 했고, 평서문으로 

진술할 때에도 KK가 상황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해 평서문을 사용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 다. 한 KK는 상 방의 체면을 보호하기 해 평

서문을 선택해 상황이나 이유를 상세히 밝히면서 공손하게 발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CC는 발화 상황에서 공손성에 한 인식이 부족해 KK와 같은 평

서문 발화에는 서툰 것으로 보 다. 뿐만 아니라 CC는 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명령문을 많이 사용했다. 국어 ‘請(주세요)’는 공손한 표 이므로 “

师，請您再讲解一下。(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爸爸，请您别抽烟

了。(아버지,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는 공손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국어의 간섭으로 인해 한국어에서도 ‘-세요’, ‘-십

시오’을 포함한 명령문을 선호하 다. 그 지만 이런 명령문은 한국어에는 

지 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하면 무례한 발화가 된다. 그러므로 한·  문화 

차이의 향으로 인한 발화 오류가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KK의 발화와 비교해 보면 CC는 담화 변인의 향을 크게 받지 않

는다. 조사 결과에 따라 KK는 주로 계가 친하지 않거나 부담 정도가 큰 

경우에 평서문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 상황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거질 상황, 질책 상황에서는 이런 담화변

인의 향을 심하게 받았다. 특히 거  상황에서는 지  계와 담화 장면

의 향이 컸다. 그 지만 CC의 발화는 담화 변인과 상 없이 명령문, 의문

문을 많이 사용하고 평서문을 선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거  상황에서 

친소 계, 부담 정도, 담화 장면의 향을 받긴 했지만 KK처럼 한 차

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체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KK에 비해 

CC는 담화 변인을 고려하는 데에 소홀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로 

부분의 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생활을 체험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41). 그러므로 국 지 한국어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담화 맥

락에 을 두고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환경과 분 기를 조성하고

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평서문 간  화행의 어미 사용에 있어서도 CC는 KK보다 다양한 

구어체 어미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지시 상황, 거

41) 실험에 참여하던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부분 한국으로 유학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다. 

실험 진행할 때 6개월∼1년 동안의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유학했던 소수 학생들을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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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질책 상황에서 구어체 어미 ‘-아/어/여(요)’, ‘-ㅂ/습니다’, ‘-ㄴ/는데

(요)’, ‘-고(요)’, ‘-거든(요)’, ‘-아/어/여서(요)’, ‘-(으)니까(요)’, ‘-네(요)’, ‘-지

(요)’, ‘-군(요)’, ‘-다고(요)/ (요)’, ‘-ㄹ게(요)’, ‘-ㄹ거 (요)’ 등의 사용 빈도

는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일반 으로 CC는 기본 인 구어 

어미 ‘-아/어/여(요)’, 인용 어미 ‘-다고(요)/ㄴ (요)’, 미래를 나타낸 어미 ‘-

ㄹ거 (요)’를 비교  많이 선호한 반면 나머지 어미의 사용 빈도는 KK에 

비해 비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도 CC가 

KK보다 단일한 어미를 선호한 경향이 있다. 

    

      (110)  ㄱ. 이해가 잘 안 돼요. (상황 2, CC)

             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상황2, KK)

             ㄷ.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상황2, KK)

       (111)  ㄱ. 건강에 안 좋아요. (상황17, CC)

             ㄴ.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상황17, KK)

             ㄷ. 건강에 안 좋고(요). (상황17, KK)

             ㄹ. 건강에 안 좋군(요). (상황17, KK)

  

  문 (110), (111)에서 제시했듯이 CC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건강에 안 

좋아요.” 등과 같은 기본 인 서술형 어미 ‘-아/어/여(요)’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 KK는 이유를 제시하기, 상활을 설명하기, 추가 설명하기, 감탄하

기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낸 구어체 어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어

미들은 한국어 교재 에서 많이 등장하 지만 실제 담화 에서 어떻게 활

용하는지에 한 설명이나 연습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이런 어미들

은 뜻과 용법, 심지어 어감 상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CC는 이 부분에 

한 이해와 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부분의 국인 학습자들은 수

업 시간에 여러 가지 구어체 어미를 배워서 그 뜻은 잘 알지만 실제 생활 

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편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장은 

실제 인 사용이 가능한 평서문 어미 교육을 보강해야 한다.  

  넷째, 평서문 간  화행의 문형 사용에 있어서 CC는 KK보다 공손 표  

활용이 부족했다. 공손 표 은 상 방과의 의사소통에서 을 지키는 표

들이다(김율희, 2011: 1). 한국어는 공손 표 이 발달해서 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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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상 방의 체면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을 일정한 정도로 완

화할 수 있다. 공손 표 은 어미, 문형, 문장, 략 에서도 다양하게 나타

나는데 평서문 간  화행에서도 빈번히 등장한다. 다음 문들을 보자. 

  

    (112) ㄱ. 감원하면 우리한테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상황 15, KK)

          ㄴ. 감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15, KK)

          ㄷ. 감원하면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15, CC)

     (113) ㄱ. 교통규칙을 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24, KK)

           ㄴ. 교통수칙을 수해야죠. (상황 24, CC)

  문 (112ㄱ)는 추측 문형 ‘-ㄹ/을 것 같은데요’를 사용하여 상 방을 완

곡하게 거 하 다. 여기에서 추측 문형은 확실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

니라 어감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공손 표 이다. 이와 비슷하게 

(112ㄴ)에서 나온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습니다’도 단순히 희망을 진

술하는 것이 아니라 상 방의 제안을 간 으로 거 한 공손 표 이다. 

(112ㄱ), (112ㄴ)는 공손 표 을 사용하기 때문에 (112ㄷ)의 생각을 직설 으

로 달하기보다는 더욱 간 이고 공손하게 의도를 표 할 수 있다. 마찬

가지로 (113ㄱ)은 희망 문형 ‘-기 바랍니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113ㄴ)의 의

무를 그 로 진술하기보다 간 성과 공손성도 강하다. 그 이외에 “죄송합니

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의 공손 표 도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일반

으로 각 상황에서 KK의 공손 표  사용이 CC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났

다. 한국인 화자는 특히 상 방의 지 가 높거나 계가 친하지 않거나 부

담 정도가 큰 경우에 이런 공손 표 을 많이 활용하 다. 그에 비해 국인 

화자는 아직 한국인 화자처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 실태이다. 

  그러므로 KK가 CC보다 공손 표 을 포함한 평서문 간  화행을 많이 사

용하기 때문에 KK의 발화는 CC보다 더욱 완곡하게 부드럽게 나타났다. 반

면에 CC의 발화는 KK보다 이치, 사실, 생각, 의지, 주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에서 직설 인 특징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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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문(직 화행) 31     21.35%

 평서문 
직 화행 36     25.24%

간 화행 25     17.82%

 청유문 
직 화행 3      2.01%

간 화행 5      3.40%

의문문(간 화행) 43     30.18%

   총 발화 수       143    100.00%

  화행 종류     발화수      빈도 

  직  화행       69     48.25%

  간  화행       74     51.75%

  총 발화 수      143    100.00%

 3.  학습자의 구어 자료 분석 

  앞에서 지 했듯이 지면 DCT 연구의 단 을 보완하며 학습자 실제 담화 

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해 2차 실험에서는 21

명의 학습자들이 역할극을 수행하고 녹음을 하도록 하 다. 수업 시간에 21

명의 국인 학습자들에게 2-3명으로 을 짜서 설문지 Part 1에 있는 24가

지 상황의 개요를 주고 그 상황에 따라 역할을 하고 화를 하도록 시켰

다42). 이로써 구어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자의 구어 사용상의 문제 도 발견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녹음 자료를 사하며 구체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1. 체 구어 발화 양상 분석 

  조사에 따라 총 30가지의 역할극(총 42분 12 ) 에서 학습자들은 총 

143 문장을 발화하 으며 평균 한 사람당 6.79 문장을 발화하 다. 그리고 

직·간 화행의 사용 양상  문장 종결형에 따른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

음 <표Ⅲ-52>, <표Ⅲ-53>과 같다. 

  

       <표Ⅲ-52> 학습자 구어 발화의 직·간 화행의 사용 양상

               

        <표Ⅲ-53> 문장 종결형에 따른 학습자의 구어 발화 양상 

42) 21명 학습자들은 총 10개의 으로 짜서 각 은 지시, 거 , 질책 상황의 개요가 각 한 가지

를 받고 총 3가지의 화를 만들고 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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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52>를 살펴보면 학습자의 구어 발화 에서 간  화행의 사용 빈

도는 직  화행보다 좀 높았지만 빈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  화행과 간  화행의 사용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

며 학습자들은 직  화행보다 간  화행을 다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런 은 앞의 양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43). 한 <표Ⅲ-53>의 

문장 종결형에 따른 학습자의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의문문(30.18%)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데, 명령문(21.35%)과 평서문 직  화행(25.24%)의 사용 빈

도도 비교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서문 간  화행의 경우 17.82%를 

차지하고 있어서 많이 선호하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청유문(2.01%)을 아주 

게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의 양  분석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의문문, 명

령문의 사용 빈도가 낮아진 반면에 평서문, 청유문의 사용 빈도가 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다44). 한 상황별 학습자의 발화 양상은 다음 <표Ⅲ-54>

와 같다. 

             <표Ⅲ-54> 상황별 학습자의 구어 발화 양상 

   지시 상황    거  상황   질책 상황 

명령문(직 화행)   8 16.25%   5   7.83%  7 19.80%

 평

서문 

직 화행   0    0  12  20.18%  9 27.34%

간 화행   9 18.67%  23  37.46%  8 25.65%

 청

유문 

직 화행   1  1.98%   1   1.40%  1  2.60%

간 화행   2  4.13%   5   8.96%  1  4.54%

의문문(간 화행)   29 58.97%  15  24.17%  7 20.07%

   총 발화수   49 100.00%  61 100.00% 33 100.00%

  <표Ⅲ-54>에서 제시했듯이 학습자들의 구어 발화 에서 거  상황에서

의 발화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시 상황이며 질책 상황에서의 발화가 가장 

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 명령문, 평서문, 청유문, 의문문의 사용 빈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지시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의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

는데 평서문 간  화행과 명령문은 일부만 사용하 으며 청유문을 게 사

43) 3.2.1.에서의 양  분석 결과에 따라 CC의 직  화행의 사용 빈도는 48.78%이고,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51.22%이다. 

44) 3.2.1에서 <표Ⅲ-3>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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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즉, 직 으로 지시하는 것보다 의문문을 통해 의향을 물어보

면서 지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거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평서

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주로 사용하 는데 평서문 직  화

행도 일부 사용하 으며 명령문과 청유문을 조  사용하고 있다. 조사 에 

많은 학습자들은 평서문을 통해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거나 의지를 나타내면

서 상 방을 간 으로 거 하는 방식을 선택하 다. 질책 상황에서 명령

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의 사용 빈도가 지시, 거  상황보다 

하게 높아서 학습자들은 질책의 뜻을 명시 으로 달하는 것을 선호하

음을 볼 수 있다. 한 평서문과 의문문으로 실 된 간  화행도 많이 사용

하 는데 그 에서 평서문의 사용 빈도가 의문문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에 청유문은 아주 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능별 평서문 간  화행

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거  기능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질

책 기능이며 지시 기능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에서도 앞 에서 지면 DCT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어미들과 문형들을 <그림Ⅲ-21>, 

<그림Ⅲ-22>와 같이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Ⅲ-21> 학습자 구어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어미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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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Ⅲ-22> 학습자 구어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문형 사용 빈도   

  

  

  <그림Ⅲ-21>에서 볼 수 있듯이 구어 에서 학습자들은 주로 어미 ‘-아/

어/여(요)’, ‘-ㅂ/습니다’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어미 ‘-

ㄹ/을게(요)’, ‘-ㄹ/을거 (요)’, ‘-세(요)’, ‘-다’를 일정하게 사용하 으며 다른 

어미 ‘-거든(요)’, ‘-ㄴ/는데(요)’, ‘-니까(요)’ 등을 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

므로 어미 사용상의 단일성을 재삼 인정할 수 있다. 

  한 <그림Ⅲ-22>에서 제시한 것처럼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낸 문형 ‘-다

고 생각해(요)’, ‘-ㄹ/을 생각이에요’, ‘-(으)려고 해(요)’, ‘-고 싶습니다’의 사

용 빈도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외에 능력을 나타낸 문형 ‘-ㄹ/

을 수 있어(요)/없어(요)’,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 제안 문형 

‘-는 게 좋아(요)’도 일정하게 사용하 는데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를 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발화는 자신의 생각

이나 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여 히 있다고 볼 수 있다. 

  3.2. 의사소통 문제 분석

  

  본 에서는 학습자 구어 상의 의사소통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의사소통 문제에 련된 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의 틀을 작성

하고 사 기호를 설정한다. 다음으로 분석의 틀에 따라 학습자의 의사소통 

문제를 구체 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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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의사소통 문제에 한 연구 

 

  한상미(2005: 18)에 따르면 ‘의사소통 문제(communication problems)’는 

모어 화자와 비 모어 화자 간의 화에서 비모어 화자의 목표어 능력의 부

족으로 인해 발화나 이해의 측면에서 이상 인 모어 화자 집단의 언어 사용

과 불일치하는 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지만 비모어 화자 간의 목표

어 화 에서 의사소통 문제도 발생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 ‘의사소통 문제’는 비모어 화자가 목표어로 발화할 때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에서 문법 인 오류와 화용  오

류를 포함한다. 

  화용  오류(pragmatic error)는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학습해 가는 과정에

서 생산해 내는 오류들을 오류 분석의 45)에서 악한 것으로 목표어의 

문법  규칙이나 정확성에 맞지 않는 발음, 어휘, 문법, 화용 오류들 가운데 

특히 목표어의 화용  규범에 맞지 않는 오류들을 의미한다(이경숙, 2012: 

19-20). 를 들어 “선생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라는 문장은 문장 차원

에서는 문법 으로 틀리지 않지만 교수님께 부탁드리는 화 상황을 제로 

할 때는 의가 없고 하지 않는 발화라고 볼 수 있다. 즉, 화용  규범

에 맞지 않는 화용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오스틴(Austin, 1962)은 화용론  차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부 성

(infelicities)’이라 불 다. 그는 화행의 수행  차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부 성으로, 부족(gap), 오용(misapplication), 결함(flaw), 그

45) 오류를 보는 은 크게 조분석가설, 오류분석가설, 간언어가설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조분석가설은 학습자의 오류가 모국어의 부정  이의 결과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모국어와 목표어의 공통 과 차이 을 분석하고, 학습자들의 오류를 미리 측하여 오

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는 이다. 둘째, 오류분석가설에서 오류는, 학습자

가 외국어를 습득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체계 이고 정형화된 오류들을 의미한다. 오류는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의 향으로 나타나는 부정 인 결과가 아니라, 목표 언어 자체의 구조  

특징이나 학습자들의 언어 략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

한 오류들을 수집  유형화하여 오류 원인을 규명하고,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 발달 단계를 추

정하는 것이 요하다. 셋째, 간언어가설은 학습자가 만들어 내는 오류를 목표어에 이르는 

과도기  단계의 간 언어라고 보는 입장이다. Selinker(1972)는 간언어가 목표어 학습 과정

에서 나타나는 불완 한 언어이며 제1언어와 제2언어와는 독립 으로 나타나는 언어습득 과정

으로 학습자들 나름의 논리  언어체계라고 보았다(윤혜숙, 2003; 이경숙, 2012: 19-20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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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정지(hitch)를 언 하 다46). 이와 유사하게 제임스(James, 1998: 

164-166)는 오류 분석의 에서 화용 오류(pragmatic error)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담화 오류(discourse error)는 언어  능력을 개하는 데 있

어서의 한계를 반 하는 한편, ‘화용 오류(pragmatic error) 혹은 부 성

(infelicity)’은 언어  지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에 계한다고 보았다(한상

미, 2005: 39에서 재인용). 사실 서로 다른 문화에 속한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들이 교류할 때 부조화스러운 의사소통 문제가 자주 발생하 다. 이런 

문제들은 토머스(Thomas, 1983: 94-95)가 화용  오류(pragmatic error)라는 

용어보다는 화용  실패(pragmatic failur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하 다. 그녀는 화용  실패를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화자가 의

도한 의미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하  범주로 화용언어  실

패와 사회화용  실패를 두었다47). 한 문법  오류, 화용언어  실패, 사

회  오류의 례를 다음 <그림Ⅲ-23>과 같이 설명하 다. 

46) 화행의 수행차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네 가지 종류의 부 성으로 부족(gap), 오용

(misapplication), 결함(flaw), 그리고 정지(hitch)로 나타난다. 부족은 화자가 원하는 화행을 수

행하기 해 필요한 제 2언어 자료가 부족할 때 생긴다. 오용은 화행 수행이 올바로 이루어졌

다 하더라도 화자가 하지 않거나 수신자가 부 하거나, 혹은 발화 상황이 잘못 되었을 

때에 발생한다. 결함은 한 화자에 의해서 한 장면에서 올바른 언어가 사용되었더라도 

언어  실행이 불완 할 때 생긴다. 정지는 화행의 실행이 갑자기 끝날 때 생긴다(오스틴, 

Austion, 1962; 제임스, James, 1998: 76에서 재인용).

47) 화용언어  실패는 언어 인 문제, 즉 어휘나 문법의 잘못된 사용에 기인하는 것을, 화용  힘

을 언어 으로 부호화할 때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 이는 어휘, 문법 등에 한 언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사용에 한 문제라는 에서 문법  오류와 다르다. 화용언어  실패는 

학습자 발화의 화용  힘이 목표언어 모어 화자가 발화하는 화용  힘과 체계 으로 다를 때, 

혹은 학습자 모어의 화행 략이 목표언어에 부 하게 이되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사회화

용  실패는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  환경과 련되어 있는 문제로, 언어 행 의 성에 

해 비교문화 인 이 다를 때 발생되는 것이다(토머스, Thomas, 198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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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23> 의사소통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토머스, Thomas, 1983: 100)

  의 그림에 의하면 언어 사용과 련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사회화용상 

오류와 화용언어  실패가 있는데 이들은 화용상 오류를 구성하는 하  개

념이다. 문법  오류는 문법에 한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고, 사회  

오류는 세상에 한 지식의 부족에서 오며, 화용상 오류는 언어 사용에 

한 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문법  오류, 사회  오류, 그리고 화

용상 오류는 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구분이 모호한 것임을 강조한다(토머스, Thomas, 1983: 100).

  이상의 의사소통 문제의 요성을 인식하면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화용

 오류나 화용  실패에 을 맞춘 연구가 활발하다. 먼  한상미(2005)

에서는 ·고 의 한국어 숙달도를 지닌 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화에서 일으키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화용  실패에 을 

두어 밝혔다. 이를 해 먼  이들의 화에서 학습자 발화와 이해 측면에

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 요인들을 문법  오류와 화용  실패 요인으로 나

어 분석하 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 요인들  화에서 의사소통 장애

를 유발하는 주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 결과 문법  오류

를 일으키는 문제 요인은 발음, 억양, 어휘, 형태·통사, 그리고 표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  형태·통사 오류의 하  범주로는 조사, 어미, 어순, 주어 

생략, 그리고 문장 오류가 발견되었다. 한편, 화용  측면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은 화용언어  실패와 사회화용  실패의 두 범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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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 분석되었다. 화용언어  실패를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호칭, 통사  

완화장치, 어휘·구 완화장치, 보조화행, 존 법, 화용  례어, 담화표지, 그

리고 비언어  요인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사회화용  실패를 일으키는 문

제 요인으로는 사회  거리, 간 성의 정도, 가치 , 그리고 부담의 정도가 

발견되었다.

  

         <표Ⅲ-55> 한상미(2005) 의사소통 문제 요인 분석의 틀

    문법  오류 

                발음 

                억양

                어휘 

  형태 · 통사 오류

  조사 

  어미

  어순

  주어 생략

  문장

                표  오류 

    화용  실패 

   화용 언어  실패 

  호칭 

  통사  완화장치 

  어휘 · 구 완화장치 

  보조 화행 

  존 법 

  화용  례어 

  담화 표지 

  비언어  요인 

   사회화용  실패 

  사회  거리 

  간 성의 정도 

  가치  

  부담의 정도 

  지 숙(2006)은 제2언어 혹은 외국어로서 목표 언어를 학습하는 화자가 

해당 언어에 한 구어 문법  능력이 부족함으로써 발생되는 잘못된 언어 

사용은 ‘구어 문법  오류’라고 정의하 다. 즉, 음성 , 형태 , 통사 , 화용

 차원에서 발생하는 목표 언어와의 불일치, 부자연스러움, 불완 성 등의 

특성을 띤 발화가 구어 문법  오류라 할 수 있다. 그는 이와 같은 구어 문

법  오류를, 크게 ‘문장 내 ’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문장 이상의 단 ’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 었다. 그리하여 문장 단  이내의 오류(the errors in a 

sentence)는 ‘발음  억양’, ‘어휘’, ‘문장 구조 규칙’으로, 문장 이상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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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rrors beyond sentence)는 ‘화용  규범’, ‘담화 운용’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 다. 그의 분석 틀은 다음 <표Ⅲ-56>과 같다. 

                    

         <표Ⅲ-56> 지 숙(2006) 구어 문법 오류 분석의 틀 

문장 이내의 오류

  발음  억양
 발음

 억양

   어휘 

 치

 첨가 

 생략

 그밖의 어휘

 문장 구조 규칙

 굴 : 조사

 활용: 어미, 시제, 높임법

 어순

문장 이상의 오류 

  화용  규범
 통사  완화장치

 어휘  구 완화장치

  담화 운용 
 인  

 말순서 교  

  이정란(2010)에서는 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표 담화에 나타난 화용  

문제들을 화용언어  측면과 사회화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화용 언어  측면에서는 격식  표 , 담화 표지, 례  표 , 공손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한 사회화용  측면에서는 격식  상황에 한 인식과 

사고 심의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발표 담화의 화용  문제를 유형화하고,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질  분석을 함으로써 화용  문제들이 언어 으로 어떻게 실 되고 있는지 

면 히 분석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 인 분석의 틀은 다음 <표Ⅲ

-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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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  문제       유형                내용 

화용언어  

   문제 

 격식

 표

 종결

 어미

격식  상황에 맞는 종결어미를 사용

하고 있는지 분석함. 

 용어
격식  상황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는지 분석함. 

   담화 표지
발표 상황에 하게 담화 표지를 사

용하고 있는지 분석함. 

  례  표  
발표 상황에서 사용되는 례  표

을 히 발화하고 있는지 분석함. 

    공손성 
존 법을 심으로 청 에 한 공손

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분석함. 

사회화용  

   문제 

격식  상황에 

한 인식 차이 

격식  상황에서의 발화 태도에 한 

인식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어떻게 다

른지 분석함. 

 사고 심의 차

이 

행 의 주체에 한 인식이 한국어 모

어 화자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함. 

            <표Ⅲ-57> 이정란(2010) 화용  문제의 분석 틀 

    

  이경숙(2011)과 염수(2013)에서는 모두 국인 학습자를 상으로 화용  

실패의 원인과 상을 분석하 다. 연구 결과에 따라 주로 모국어의 간섭, 

언어 지식 부재, 문화 차이 등의 원인으로 인해 화용  실패가 발생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숙달도과 담화 변인에 따란 화용  실패 양상도 서로 다

르게 나타났다. 

   3.2.2.  분석의 틀  사 기호 

  본 연구에서는 한상미(2015)를 참조하여, 평서문 간  화행에 을 맞춘 

실제 조사에 따라 분석의 틀은 다음 <표Ⅲ-58>과 같이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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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 양식 기호 (transcription convertions)

     [            발화 에서 복이 시작되는 지

     ]            발화 에서 복이 끝나는 지   

     #           가로채기: 앞선 발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화자가 발화  

                 순서를 취함. 

    진하게        강조된 말 

     :::            길게 발음(‘:’는 길게, ‘::’는 더 길게, ‘:::’는 아주 길게)

     .             문장 끝의 내림 어조. 

     ,             내림-오름 어조. 

     ?             질문의 오름 어조.

     !             감탄조 

     ↗            질문이 아닌 오름 어조.

     ↓            문장 끝이 아닌 내림 어조. 

     (0.0)          휴지 시간(  단 )

                  <표Ⅲ-58> 구어 오류 분석의 틀 

 문법  오류 

발음 

억양

어휘

조사 

어미 
시제

종결 어미

어순

표  

  화용  오류 

호칭

통사  완화장치 

어휘·구 완화장치 

존 법

사회화용  오류 
사회  거리

간 성의 정도 

  한 본 연구에서는 쉬 린(Schiffrin, 1994: 424-431)에 제시된 제퍼슨

(Jefferson, 1979)의 사 기호를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본 연구에 맞게 응용

하 다. 사용된 사 기호는 다음과 같다.

                          < 사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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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아들을 수 없는 말 

  

  2. 사 자료 제시 기호 

   ……             부분 생략

       √             오류 수정 내용

                      오류의  표시

      ○○            인명 표시      

       ▷             오류나 실패 요인 표시

       Ø              생략 

 

   3.2.3.  결과 분석  

  이상의 분석 틀에 따라 학습자들의 구어 자료 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통

계 으로 분석하면 다음 <표Ⅲ-59>와 같다. 

                 <표Ⅲ-59> 의사소통 문제 요인 분석 

              발생 요인 발생 횟수 발생 빈도

문법  오류 

발음     7   4.40%

억양     6   3.77%

어휘     4   2.52%

조사     5   3.14%

어미 
시제    10   6.29%

종결어미     8   5.03%

어순     1   0.06%

표      9   5.66%

문법  오류의 합계    50  31.45%

화용  오류 

호칭     2   1.26%

통사  완화장치    35  22.01%

어휘·구 완화장치     6   3.77%

존 법    28  17.61%

화용  오류의 합계    71  44.65%

사회화용  오류 
사회  거리    18  11.32%

간 성의 정도    20  12.58%

사회화용  오류의 합계    38  23.90%

                총계    15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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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의 구어 발화 에서 화용  오류

(44.65%)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문법  오류(31.45%)이며 사회화

용  오류의 발생 빈도(23.90%)가 가장 낮다. 그러므로 ·고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화용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다

음으로 구체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문법  오류 

 발음 오류

  발음 오류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발음을 잘못 하는 경우이다. 발음 오류는 

모두 7회가 발생하 는데 이는 체 오류 의 4.40%의 비율을 차지하 다. 

  시 1) 

     가: ○○야, 여기 와. 

     나: 네. 선배님, 무슨 일이 있어요?

     가: 응. 커피를 한 잔↑ 사:요.

         네. 어떠(▷발음 √어떤) 커피를 머시(▷발음 √마시)고 싶어요? 

                                                                            -상황6

                                                          

  시 1)처럼 ‘ㅏ’와 ‘ㅓ’ 등의 발음이 비슷한 모음이나 자음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나 받침을 생략하여 발음한 오류가 좀 있었다. 이런 오류는 의사소통

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아도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수시로 교정해야 한다. 

➁ 억양 

  억양 오류는 학습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억양이 이상한 것이다. 녹음 자

료 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억양 오류는 주로 평서문을 상승조로 발화한 

경우이다. 

   시 2) 

     가: 선배님, 죄송합니다. [발표를 안 비합니다.]

     나: 아직 안 비해? (2.0) 이거 무 요해↗(▷억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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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요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간을 좀  수 있어요?

     나: 안 돼. 

                                                             -상황 22

  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 무 요해.”라는 발화를 상승조로 발화

하 고 결국은 오해가 생겼다. 이런 억양의 오류는 3.77%를 차지하 으며 

큰 비 은 아니다. 

 ③ 어휘

  어휘 오류는 학습자가 화 에서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 이해하

는 것이다. 어휘 오류는 2.52%이고 비교  게 발생하 다. 

 

 시 3)

    가: 발표 자료를 비했어?

    나: 아니요. 잃어버립니다(▷어휘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가: 왜 이 게? (1.0) 언제 비야? 다음에 이 게 하면 안 돼.(1.0) 알았어?

                                                                 -상황 22

                                                         

 시 4) 

      가: 여러분, 이번 달의 매출액은 30.5%입니다. 다음 달: 잘 노력합니다.

       나: 사장님, 아까 30.5% 아니고 3.05%입니다. 

          개정하(▷어휘 √수정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나요. 

       가: 그래요? 알았어.

       나: 네. 

                                                                -상황 23

  시 3)은 ‘잊어버리다’와 ‘잃어버리다’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시 4)는 ‘개정하다’는 국어 ‘改正’로 직역한 단어인데 ‘수정하

다’를 사용해야 한다. 

④ 조사 

  조사 오류는 학습자가 화 에 조사를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학습자들

의 구어 발화 에서 조사를 생략한 상도 발견하 다. 평서문 간  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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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사 오류는 5회를 발견하 으며 3.14%의 비 을 차지하 다. 

   

    시 5) 

       가: 그만해. 먹으면서 다리가(▷조사 √를) 떨면 말이 안 돼. 

        나: 시끄럽다. 그냥 먹으면 안 돼? 

                                                                  -상황 21        

  

    시 6) 

       가: ○○아, 주말에 같이 화를 볼래?

        나: 재미있는 화를(▷조사 √가) 없더라. 

                                                                 -상황 11

  시 5)와 시 6)처럼 조사 ‘이/가’, ‘은/는’, ‘을/를’ 잘못 사용한 경우가 

좀 있다. 일시 으로 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부분이다. 한 국어는 

조사가 발달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은 한국어 조사를 학습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 

⑤ 어미

  학습자의 화 에서 시제와 종결 어미의 오류를 많이 발견하 다. 시제 

오류의 발생 빈도가 6.29%이고, 종결 어미의 발생 빈도가 5.03%이어서 문법 

오류 에서 비교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시 7) 

       가: 졸업한 후에 일을 해.

        나: 일을 하지 않했습니다.(▷어미 √않겠습니다). 는 유학 가고 싶어요. 

           일을 (???) 배우고 싶습니다. 

        가: 알았어.

                                                                 -상황 12

    시 8) 

       가: 사장님, 는 결혼할 거 요. 

       나: 축하해. 결혼식은 언제야? 

       가: 다음 달 20일 있어요.(▷어미 √있을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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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안해. 다음 달 회의에 참석하려고 해. 

        가: 정말 아쉬워요. 

                                                                -상황 4

  

  시 7)은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할 자리에 과거 시제를 사용하 다. 시

8)은 미래를 나타낸 어미를 사용해야 할 때 재를 나타낸 어미를 사용하

다. 이처럼 시제와 종결 어미를 혼란스럽게 사용한 상이 문법 오류 에

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⑥ 어순 

  어순 오류는 학습자가 말의 순서를 잘못 발화하는 경우이다. 어순 오류는 

겨우 1회만 나타났다. 

  

    시 9)

      가: 아 씨, 한 일이 있어서 빨리 더(▷어순 √더 빨리) 가세요.

       나: 손님, 이미 최 한 빨리 가고 있어요.

                                                                 -상황 24

  시 9)는 ‘빨리 더’의 어순보다는 ‘더 빨리’의 어순으로 사용하면 더욱 자

연스럽다. 여기서 국어의 어순 로 직  번역한 결과이다. 

⑦ 표  

  표  오류는 용구나 구 단 에서 어휘 선택이 잘못된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로 낱말 단 의 차원을 벗어난 구 차원의 오류이다. 표  오류의 발생 

빈도는 5.66%이고 문법 오류 에서 큰 비 을 차지하 다. 

    시 10)

      가: 아버지,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아요.

       나: 알았어. 알았어...그런데 이 담배를 안 피우면 [기분이 안 좋아요.] 

       가: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 향 있습니다(▷표  √나쁜 향을 니다). 

           그래서 아버지  빨리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나: 네. 담배를 꼭 열심히 끊았어요. 

                                                                -상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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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1)       

      가: 선배님, 안녕하세요? 심을 먹었습니까?

       나: 아니오. 지  가. 

       가: 선배, 돈이 있습니까? 

       나: 는 돈이 많이 있어.

       가: 지갑을 나오지 않(▷표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세요.

                                                                 -상황 7

    

  시 10)의 ‘ 향이 있다’라는 표 은 국어의 ‘有影响’을 직역한 것이다. 

그 지만 한국어에는 목 어와 함께 쓸 때 ‘ 향이 있다’보다는 ‘ 향을 주

다’, ‘ 향을 미치다’의 표 으로 써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은 표  오류

를 범하 다. 이와 비슷하게 시 11)의 ‘지갑을 나오지 않다’라는 표 도 

국어 ‘没带钱包出来’(지갑을 안 가져 왔다)의 간섭을 받았다. ‘出来’에 응되

는 한국어 단어는 ‘나오다’이므로 학습자들이 국어를 직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런 표  오류의 발생 원인은 주로 국어의 간섭을 받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화용  오류

① 호칭어

  호칭어는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이다(구본 , 2016: 214). 사람들 사이

의 화에서 군가를 부르는 것은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그런 에서 호

칭어는 표  언어 에서도 매우 요하다. 분석 결과에 따라 호칭어의 

오류는 2회만 나타났다. 

    시 12) 

      가:  아 마 (▷호칭 √아주머님/이모님), 계산은 맞지요?

       나: 틀렸어? 다시 계산할게. 

                                                             -상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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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3)

       가: 아들아, 졸업하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나: 부모님((▷호칭 √아버지/어머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가: 왜?

        나: 유학을 가고 싶어요. 

                                                             -상황 12

  시 12)에서 ‘아 마’를 사용하면 무례한 느낌을 다. ‘아주머님’으로 바

꿔도 약간 무례한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 ‘아 마’나 ‘아주머님’은 아주 민감

한 호칭이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이에 비해 ‘이모님’을 사용하면 

더 낫다. 시 13)은 ‘부모님’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명칭이지만 부모님을 

직  부를 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호칭어를 

사용해야 한다. 

② 통사  완화장치

  통사  완화장치란 의문문, 가정법, 조건문, 상, 시제, 혹은 이들의 혼합을 

통해 발화된 화행에서 나타나는 강요성을 완화시키는 장치이다(한상미, 

2005: 95에서 재인용). 한국어에서의 통사  완화장치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

내는 서법이나 화자의 다양한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내포구문, 

연결구문 등을 통해서 표 될 수 있다(이경숙, 2011: 60). 화 에서 이런 

통사  완화 장치를 사용하면 상 방의 체면을 보호하고 부담을 일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공손의 태도도 드러낼 수 있다. 를 들어, “ 의 결혼식에 

오세요.”와 같이 명령문으로 상 방을 직  요청하기보다는 의문문 “ 의 결

혼식에 오실 수 있으세요?”, 혹은 평서문 “ 의 결혼식에 오시길 바랍니다.” 

등을 사용하면 강요성을 완화시킬 수 있고 공손성이 더욱 높아진다. 분석 

결과 통사  완화장치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총 35회가 발견되어 22.01%의 

큰 비 을 차지하 다. 

    시 14)

      가: 아버지,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아요.

       나: 알았어. 알았어...그런데 이 담배를 안 피우면 기분이 안 좋아요. 

       가: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 향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빨리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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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지 마세요.(▷통사  완화장치 √ 담배를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 

       나: 네. 담배를 꼭 열심히 끊았어요. 

                                                                    -상황 17

    시 15)

       가: 과장님, 이 게 감원하면 안 됩니다.(▷통사  완화장치 √ 감원하면 안 되  

           실 것 같아요.)

       나: 왜? 

                                                                     -상황 15

  

 시 14)의 경우는 아버지가 담배를 피운 행 를 지 한 상황인데 ‘-피우

지 마세요.’와 같은 명령문을 사용하면 무례한 느낌을 다. 그래서 ‘아버지, 

담배를 안 피우시면 좋겠어요.’라는 평서문 간  화행을 사용하면 더 공손한 

느낌을  수 있다. 시 15)의 경우 통사  완화장치 ‘-ㄴ/은/는 것 같다’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부담을 일 수 있다. 

③ 어휘·구 완화장치

  어휘·구 완화장치는 어휘나 구 단 의 특정한 장치를 통해 화행의 강요성

을 완화시키는 장치이다(한상미, 2005: 98에서 재인용). 한국어의 이런 장치

들에는 ‘좀’, ‘조 만’, ‘제발’, ‘꼭’등과 같은 부사와 ‘그 지?’, ‘어떡하지?’ 등

이 있다. 분석 결과 어휘·구 완화장치를 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의사소통

에 장애를 가져온 경우는 총 6회가 발견되어 3.77%를 차지했다.

 

    시 16)

       가: 학생, 도서 에서는 말 을 낮추십시오.(▷어휘/표  √소리를 이세요.) 

           (▷어휘·구 완화장치 √소리를 좀 이세요.)

       나: 미안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가: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말라요.

       나: 네, 알겠습니다.

                                                                       -상황 18

   

 시 16)의 경우 먼  어휘와 표  오류가 생겼는데 ‘소리를 이세요.’로 

수정해야 한다. 그래도 친하지 않은 계이므로 부사 ‘좀’을 추가하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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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④ 존 법 

  한국어의 존 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자주 존 법 오류를 범하

다. 학습자들의 발화 에서 존 법을 써야 하는 자리에 쓰지 않는 경우

나 써야 할 필요가 없을 때 존 법을 쓴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존 법 오류

의 발생 비율은 17.61%이고 가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시 17)

        가: 여러분, 이번 학기에 우리는 이 문교재를 공부할... 겁니다. 

        나: 아?(▷존 법 √네?) 선생님, 이 교재는 무 어려워요. 

           (0.5)우리는 못해요. 

                                                                       -상황 9

    시 18)

       가: ○○야, 주말에 카메라가 빌려  수 있어?

        나: 죄송해요.(▷존 법 √미안해) 나도 필요해요.(▷존 법 √나도 필요해) 

                                                                         -상황10

    시 19) 

       가: 친구,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존 법 √가고 싶어). 그런데 돈이 모자라.  

           50만원을 갚아. 

       나: 미안해. 난 잊어버(1.0)렸어. 

                                                                        -상황 20

  시 17)의 경우 ‘아?’라는 감탄사는 한국어에 무례한 의미가 있으므로 선

생님께 사용하는 것은 하지 않다. 의문사 ‘-네’를 바꿔도 마찬가지다. 그

러므로 이런 감탄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 18)의 경우 친

한 친구이므로 존 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 시 19)처럼 화계(speech leve

l)48)를 혼란스럽게 사용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 다.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섞

48) 국어의 화계(speech level)에 한 연구로는 황 륜(1976), 서정수(1984), 임홍빈·장소원(1995) 

등의 논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홍빈·장소원(1995)의 분류 체계를 따른다.

       가. 높은 우 - 합니다(격식체), 해요(비격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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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사용하 다. 다수 학습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이런 오류를 범하 다. 

3). 사회화용  오류

➀ 사회  거리 

  사회  거리는 화 참여자 상호 간의 친소 계나 힘의 계를 말한다

(한상미, 2005: 120). 서로 문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은 사회  거리에 한 

인식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계, 부모와 자녀의 계는 지 가 동등한 계가 아니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동등한 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교사와 부모의 이

름을 직 으로 부르면 안 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친구처럼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런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류는 조사 에서 18회로 나타났

는데 이는 체 의사소통 문제 의 유발횟수  11.32%를 차지하는 비율이

다.

   

    시 20)

       가: 선생님, 교재가 무 어려워요. 바꾸어야 해요. (▷사회  거리)  

       나: 알았어.  

                                                            - 상황 9

    시 21) 

       가: 선배님, 안녕하세요? 심을 먹었습니까?

       나: 아니요. 지  가. 

       가: 선배, 돈이 있습니까?(▷사회  거리)

       나: 네? 왜? 

       가: 지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세요.(▷사회  거리)

       나: 얼마나?

       가: 2만원 빌려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황 7

       나. 같은 우 - 하오(격식체), 하게(비격식체)

      다. 낮은 우 - 한다(격식체), 해(비격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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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20)과 같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지정한 교재 내용이 어려워서 다

음 학기에 공부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는 상황이다. 이때 학습자가 당  표

 ‘-아/어/여야 하다’를 사용하여 교재를 바꿔 달라는 의도를 직 으로 

달하 다. 그 지만 선생님은 지 가 높은 사람이므로 직  요구하는 것

은 무례한 행동이다. 시 21)의 경우,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갑자기 돈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상 방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다. 한 “돈을 빌려주세

요.”라는 명령문도 무 직설 이어서 무례한 행동이다. 명령문의 경우 일부

분의 학습자들은 여 히 국어 ‘请(주세요)’의 향을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한 사회  거리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② 간 성 정도 

  간 성의 정도로 인해 발생한 오류는 발화 내용을 직 으로 달하여 

무례를 범하는 문제이다. 국인 학습자들은 항상 명령문으로 발화하여 이

런 오류를 범했다. 조사 에서 간 성 정도로 인한 오류는 12.58%이고 가

장 큰 비 을 차지하 다. 

  

    시 22)

      가: 손님, 어떠세요?

       나: 는 원피스를 사고 싶어요.

       가: 어떤 원피스를 사고 싶어요? 하얀 색은 어때요?

       나: 하얀 색을 싫어요.(▷간 성의 정도) 검은 색을 주세요. 

                                                               - 상황 14

    시23)

       가: 여보, 이 핸드백을 사 줘. (▷간 성의 정도)

       나: 무 비싸잖아. 

       가: 근데 무 마음에 들어. 사  줘. 

       나: 진짜. 알았어. 알았어. 

                                                                - 상황 3

               

  시 22)는 원의 제안을 거 한 경우이다. 상 방과의 계가 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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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싫어요.”와 같은 말로 직 으로 거 하는 것은 무례하다. 그러므

로 “하얀색도 좋지만 검은 색이 한테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등과 같이 

간 으로 말하는 것이 더 공손하다. 시 23)은 남편에게 핸드백을 사 달

라고 부탁한 경우인데 가격이 다소 비싸서 상 방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

고, 한 공공장소이므로 직 으로 요구하면 상 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다수 학습자들은 친한 남편이므로 간 으로 표 할 필요가 없고 

직 으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 다. 이런 부분도 문화 차이가 있다. 

   3.2.4.  소결론 

 

  이상의 구어 자료 분석 결과, 국인 학습자들이 평서문 간  화행을 사

용할 때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에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언어 지식의 부재 

  학습자의 발화 에서 어휘, 조사, 어미, 표  등의 문법  오류가 31.45%

이고 가장 큰 비 이 아니지만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 다. 그러므로 학습자

들이 언어 지식을 충분히 악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제와 

종결 어미의 경우, 학습자들은 개념을 혼동하며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어의 

시제나 존경법 등은 주로 어미를 통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법은 국어에

는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 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해 언어 지식의 강화가 아직 필요하다. 

2) 학습 환경의 한계  

  학습자들의 녹음 자료를 분석할 때 발화 속도가 느리거나 발화가 능숙하

지 않은 상도 발견되었다. 한 어조나 억양이 이상한 문제도 있었다. 이

는 학습자들이 평소에 한국어를 말하는 기회가 고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분의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만 한국어를 사용하

고, 다른 시간에는 드라마나 화를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을 공부할 뿐, 한

국인과의 실질 인 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하 다. 학습 환경은 화행 실

에 일정한 향을 미치므로 교육 장에서 최 한 목표어 사용 환경을 조

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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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국어의 간섭

  학습자들은 국어의 단어, 표  등을 직 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문법

인 오류와 화용  오류가 많았다. 를 들어, 국어 ‘改正(수정하다)’를 

발음 로 번역하여 ‘개정하다’라는 한국어 단어를 사용해 “개정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나다”라는 비문을 만들기도 하 다. 한 국어 ‘請(주세요)’의 간

섭으로 인해 “선배님, 돈을 빌려 주세요.” 등과 같은 명령문도 많이 사용하

다. 이와 같은 경우, 지 가 높은 사람에게 직 으로 명령한 것으로 들

릴 수 있으므로 무례한 발문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처럼 모국어의 간섭으

로 인해 생긴 오류는 앞에서 지면 DCT 조사 에서도 발견되었고 구어 자

료 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4) 담화 변인에 한 인식 부족 

  학습자들은 지  계, 친소 계, 부담 정도, 담화 장면의 변인에 한 

인식이 부족했다. 를 들면, 상황 17은 아버지가 담배를 피운 행 를 질책

한 것인데 “아버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의 발화와 같이 명령문으로 직

으로 질책한 경우가 많았다. 국어 간섭의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로

는 “아버지와 친한 계이어서 직 으로 말할 수 있어요.”라고 일부의 학

습자들은 답하 다. 그러나 이 발화는 지  계를 고려하지 않아서 다소 

부 하게 느껴진다. 아버지는 발화자보다 윗사람이므로 직 으로 질책

하는 것은 무례하다. 그러므로 평서문이나 의문문의 간  화행을 사용해야 

한다. , 상황 3은 남편에게 비싼 핸드백을 사 달라는 것인데 부담 정도와 

공 인 담화 장면을 고려하지 않고 “여보, 이 핸드백을 사 줘.”의 발화와 같

이 명령문으로 직 으로 요구한 경우가 있다. 이런 발화는 공공장소에서 

상 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험이 있다. 그러므로 상황 맥락에 부 한 발

화가 되었다. 이런 은 앞의 조사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 공손과 략 의식의 결여 

  학습자들은 명령문과 평서문 직  화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그들의 발화는 직설 인 특징을 갖는다. “선생님, 교재가 무 어려워요. 바

꾸어야 해요.”, “선배님, 돈을 빌려주세요.” 등과 같은 직 으로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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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가 많아서 공손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들은 한국의 공손 표

이나 완곡한 표 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공손하고 완곡한 표  방

식에 한 의식의 결여는 의사소통 시 무례함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된

다. 따라서 공손 의식과 략 의식을 장 교육에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문화 차이의 향 

  이상 오류의 발생 원인은 넓은 의미로 보면 모두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 국인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화용  오류도 발생하 다. 상황 17의 경우, 아버지가 친구이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명령문을 사용한 학습자도 있다. 

국에서 친구의 개념은 동갑인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나이와 상 없이 정이 

깊으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지만 한국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

들만 친구라고 생각된다. 아버지는 윗사람이고 존경해야 할 상이므로 명

령하는 행 는 무례하다. 그러므로 한국어에 반 되어 있는 한국 문화에 

한 이해를 늘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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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내용  실제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정리한 평서문의 간  화행에 한 이론을 결합하

여 Ⅲ장에서 살펴본 국인 학습자들의 평서문 간  화행의 이해  실  

양상을 토 로 효율 인 평서문 간  화행의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의 목표를 구축하고, 앞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이해상과 사용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내용  방법을 구

체화한 후, 학습자들에게 알맞은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의 제  목표 

  1.1.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의 제

  1970년  반부터 언어 교육학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이 도입되

면서 의사소통 능력은 이론과 실제 교육의 핵심이 되었다. 커 (Canale, 

1983: 6-11)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하  범주로 문법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 언어

학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략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들었다. 문법  능력은 음운론 , 형태론 , 의미론  지식과 어휘에 한 

지식을 말하며 문장 단 의 문법을 다룬다. 담화  능력은 문장을 연결하여 

유의미한 담화를 형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문장 간의 구성과 

계를 다룬다. 사회 언어학  능력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  규칙

에 한 지식이다. 즉,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사람들 간의 계, 상호작용 

등에 한 이해를 말한다. 략  능력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기 해

서, 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사용하는 언어 , 비언어  략

을 말한다. 

  의사소통 능력에 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흐만(Bachman, 1900: 84-85)은 

기존의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 능력이라고 하고 언어 능력에서 략  능력

을 분리하 다. 언어 능력은 조직  능력(organizational competence)과 화용

 능력(pragmatic competence)으로 구분하 는데, 조직  능력은 기존에 



- 223 -

커 (Canale, 1983)에서 문법  능력과 담화  능력으로 다루었던 것이다. 

즉, 어휘,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 등의 지식과 담화를 구성하는 능력을 말한

다. 화용  능력은 언어내  능력(illocutionary competence)과 사회 언어  

능력으로 나 었다. 이 두 능력은 기존에 사회 언어학  능력으로 다루어졌

던 개념들이다.    

  커 (Canale, 1983)과 바흐만(Bachman, 1990)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을 구

성하는 언어 능력을 정리하면 다음 <표Ⅳ-1>과 같다. 

          <표Ⅳ-1> 의사소통 능력(언어 능력)의 구성 요소49)

 커 (Canale, 1983) 바흐만(Bachman, 1990)

문법  능력
조직  능력

문법  능력

담화  능력 담화  능력

사회 언어학  능력 화용  능력

언어내  능력

(기능 범주)

사회 언어  능력

략  능력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기 해서는 문법, 담화, 화용

 기능, 언어 사용에 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 교

육은 통 인 문장 층 의 형식주의 근법을 넘어 담화 층 까지 발 되

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하는 이른바 담화 문법이 등장

하 다. 

  담화 문법은 어휘, 문장 등의 형식 인 차원을 넘어 담화 맥락과 상황을 

시하여 실제 담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태 심의 문법 기

술에서 담화 심의 문법 기술로서의 환, 개념  지식에서 방법 인 지식

으로서의 환, 언어 이해 심에서 언어 사용 심으로서의 환, 이 세 가

지 측면에서 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최 란, 2012: 19-24). 

  한 이미혜(2005: 32-34)에서는 담화 층 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다섯 가

지 기본 인 원칙을 다음 <표Ⅳ-2>와 같이 제시하 다. 

       

                   

49) 이미헤(2005: 2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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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Ⅳ-2> 담화 층 의 문법 교육 원리 

교육 내용        문장 문법, 담화 문법, 화용 기능

문법 항목 단        실제 인 언어 사용 단

문법 기술        형태, 의미, 화용 정보

교육 방법        담화 층 의 연습 활동

교육 자료        담화 자료 

 

  첫째,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은 문장 문법, 담화 문법, 화용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 통 인 문법 교육이 상으로 삼았던 문장 문법 이외에, 담화 

구조 내에 존재하는 문법 지식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법 표 이 언

어 사용 상황에서 갖는 화용 기능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담화 층 에서 

문법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문법 항목의 단 는 실제 인 사용 단 로 

한다. 언어 상 기술을 목 으로 할 때는 문법에 해 분석 인 을 갖

지만, 언어 사용을 목 으로 할 때는 종합 인 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작은 단 로 쪼개서 교육하고, 사용 시에 다시 조합하도록 하기보다는 

사용 단 를 기 으로 하여 덩어리로 제시함으로써 문법에 한 이해를 돕

고, 사용 능력을 길러 주게 된다. 

  셋째, 한국어 문법 교육 기술은 언어의 구조, 의미, 화용의 세 가지 측면

을 모두 포함한다. 기존의 교육 자료에서 문법에 한 설명은 주로 구조나 

의미에 치우쳤다. 그러나 담화 층 에서의 문법 이해를 해서는 문법의 구

조 인 특성(변이 형태, 어미 활용, 통사 제약 등)의 의미뿐만 아니라 화용

 측면의 특성도 기술해야 한다. 화용 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상황, 문맥 

정보가 첨가되어야 한다. 

  넷째, 문법 교육의 방법은 담화 층 의 연습 활동으로 한다. 통 인 문

법 심의 교육에서는 문장 단 의 연습을 주로 하 다. 그러나 문법은 

담화 속에 묶여 있는 한 부분이므로, 고립된 문장 속에서의 연습을 한정

으로 하고, 담화 층 에서의 연습으로 확 한다. 상황이 있는 담화가 주어지

면 언어를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다.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화 나 기, 담화 는 텍스트 읽고 쓰기 등이 그 

이다. 

   다섯째, 문법 교육 자료는 실제 인 담화 층 의 자료를 사용한다.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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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속에서 그 언어 형태의 기능  개념에 해 인식시키려면, 학습자에

게 제시하는 언어 자료도 담화 자료로 확장해야 한다. 담화 텍스트 자료는 

실제 인 언어 사용 양상을 고려하여 구성한 교육 인 자료, 는 실제 자

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최종 목표로, 담화 문법

의 이론을 제로 하여 평서문 간  화행의 교육 목표, 교수·학습 내용  

방법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2.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의 목표 

  민 식(2008: 278)은 언어 교육 과정에서 목 (goals)과 목표(objectives)를 

구별해야 한다고 지 했다. 즉, 목 은 교육 과정에 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 , 일반  수 을 명시하고 추상 , 장기  도달 을 제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표는 목 을 구체화하여 구체 , 계량 , 명시  도

달 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평서문 간  화행 교수·학습

의 목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언어는 인간의 요한 교류의 도구로서 최종 으로 발화의 의도를 정확하

게 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휘, 문장, 문법 등의 언어  규칙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 문화  

지식도 악하면서 실제 생활 에서 정확하고 하게 용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즉,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을 최종 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실제 문제를 제 로 해결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상 방의 체면을 보호하면서 원만한 인간과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인 학습자에게 평서문 간  화행을 사용하여 원

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양성시키는 데에 그 목 을 둔다. 

  이러한 교육 목 에 따라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국인 학습자들의 평서

문 간  화행의 이해  실  양상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내용을 구체화하

도록 한다. Ⅲ장에서 분석했듯이 국인 학습자들은 언어 규칙 지식의 부족, 

문화 배경 지식의 결여, 담화 맥락 소홀 등의 원인으로 인해 평서문 간  

화행의 형태·통사  요소  담화 기능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의 실제 담화 에서 평서문 간  화행을 선호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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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화자보다 높지 않으며, 특히, 다양한 평서문 종결 어미  공손 표

의 사용이 부족한 실태이다. 한 국인 학습자의 성격이 비교  직설 이

라서 담화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 생각, 주장을 그 로 진술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한국인 화자에 비해 국인 학습자가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 다. 

  첫째, 평서문 간  화행의 형태·통사  특징을 제 로 이해하고 악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평서문 종결 어미와 공손 표 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

다. 한국어는 종결 어미에 따라 발화의 의도와 어감 상에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므로 이를 제 로 변별하고 활용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공손 표 에 한 외국인 학습

자의 인식도 부족한 실태이다. 그러므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종결 

어미와 공손 표  등의 형태·통사  요소를 제 로 교육시켜야 한다. 

  둘째,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제 로 이해하고 악하여 실제 

담화 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에 인터뷰를 통해 확

인한 결과, 국인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구어체 어미들과 문형들을 수업 

시간에 배워서 그 뜻을 잘 알지만 실제 생활 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는 편이다. 따라서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제 로 이해하

고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언어의 실제 사용 면에서 살펴

보았을 때, 평서문 담화 기능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악하여 각종 

사회 변인에 따라 평서문을 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에서 지

했듯이 학습자들은 자주 여러 가지 사회 변인을 소홀히 하여 명령문과 의문

문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상이 존재한다. 한 다양한 맥락에 따라 평서문 

간  화행의 조  능력도 매우 부족해서 발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

다. 그러므로 담화 맥락 강화 교육을 해야 한다.  

  넷째,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해 평서문으로 여

러 가지 화행 략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2, 3장에서 논술했듯이 평서문으로 이유 제시, 상황 설명, 주장, 제안, 

결과 제시, 과거  미래 수락, 조건 수락 등의 여러 가지 화행 략을 수행

할 수 있다. 그 지만 국인 학습자들은 상황 설명, 주장의 략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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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 이 상 으로 크고 다른 략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특정 

상황에서 한 략을 사용하면 공손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

방의 발화 의도를 더욱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일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평서문으로 수행한 략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목   목표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Ⅳ-3>과 같다. 

                     

       <표Ⅳ-3>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목   목표

목

평서문 간  화행의 형태·통사  요소  담화 기능을 제 로 이해하고 

악하여, 실제 담화 에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달

성하도록 한다. 

 

목표

1. 평서문 간  화행의 형태·통사  특징을 제 로 이해하고 악할 수 있  

   도록 한다. 

2.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제 로 이해하고 악하여 실제 담화  

   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악하여 각종 사  

   회 변인에 따라 평서문을 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4. 평서문으로 여러 가지 화행 략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략  능  

   력을 향상시킨다. 

 2.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내용

  본 에서는 앞 에서 제시한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목표를 토

로,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내용을 구체 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민 식(2008: 72)에서는 문법이란 단순한 언어 단 의 구조체나 규칙의 집합

체로만 볼 수 없으며, 언어 사용의 장면(상황, 맥락), 작용하는 의미, 언어 

형식이 삼 일체로 얽  기능하는 것이라고 하 다. 이것은 라슨 리먼

(Larsen-Freeman, 2001, 2003)이 문법을 형태(form), 의미(meaning), 화용

(use)의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본 시각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형태 , 의미 , 화용  측면에서 평서문 간  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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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다, -ㅂ/습니다, -아/어/여(요), -이에요/ 요, -(으)세요, -(이)야, -

ㄴ/는데(요), -거든(요), -고(요) 

 의미 

• ‘-ㅂ/습니다’는 합쇼할 자리에 쓰여, 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있

는 그 로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가장 정식 이고 공손한 어미이다. 

• ‘-다’, ‘-이(야)’ 공손한 정도가 가장 낮고 지 가 낮거나 동등하거나 

계가 친한 사람에게 쓰는 어미이다.

• ‘-아/어/여(요)’, ‘-이에요/ 요’는 해요할 자리에 쓰여, 설명·의문·명령·

청유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 ‘-(으)세요’는 하게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뜻을 나타

내는 종결 어미이다. 평서문 어미로 쓰일 때 구어 에서 존경의 뜻을 나

타낸다.  

• ‘-ㄴ/는데(요)’는 (구어체로) 해요할 자리에 쓰여, 어미 ‘-어요’의 뜻에 

더해, 말하는 이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재의 장면에 옮겨 와서 말함

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 ‘-거든(요)’는 해할 자리에 쓰여, 청자가 모르고 있을 내용을 가르쳐 

을 나타내거나, 앞으로 할 어떤 이야기의 제로 베풀어 놓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 ‘-고(요)’는 해할 자리에 쓰여, 앞의 내용에 한 추가 설명한 종결 어

미이다. 

실 한 어미들과 문형 표 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평서문 종결 표 으로 드러나는 간  화행 교육 내용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하는 데에는 종결 어미가 요한 역할을 한다. 

Ⅲ장에서 제시했듯이 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다양한 어미들을 활용하

지 못한다는 문제 은 존재하고 있다. 주로 어미들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제 로 변별하지 못하거나 실제 담화 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 로 

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Ⅱ장에서 살펴본 이론과 Ⅲ장에서 한국

인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실태를 바탕으로 본 에서 한국의 일상생활과 한

국어 교육 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30가지의 평서문 종결 어미를 교육 내용

으로 선정하 다. 이런 어미들의 형태  특징, 의미  기술, 화용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 <표Ⅳ-4>와 같다. 

              <표Ⅳ-4> 평서문 종결 어미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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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용 
실제 담화 에서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시, 거 , 질책 등의 담화 기능을 

간 으로 수행한다. 특히 부담 정도가 큰 경우에 자주 사용되어 있다. 

 형태    -아/어/여서(요), -(이)라서(요), -(으)니까(요), -라니까(요)

 의미 

• ‘-아/어/여서(요)’는 이유를 나타낸 것으로 앞에 형용사와 동사 어간을 

붙일 수 있으나 과거 시태, 미래 시태를 나타낼 수 없다. ‘-(이)라서(요)’는 

‘-아/어/여서(요)’의 변형으로 앞에 명사만 붙일 수 있다. 

• ‘-(으)니까(요)’는 주 인 근거를 강조하여 앞에 형용사와 동사 어간

을 붙일 수 있고 과거 시태를 나타낼 수 있다.

•‘-라니까(요)’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확

인하여 말할 때에 쓰이거나 가볍게 꾸짖으면서 거듭 명령하는 뜻을 나타

내는 종결 어미이다. 

 화용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 어미로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상 방

의 지 가 높은 경우나 지시, 거 , 질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주 쓰인

다.  

 형태 -군(요), -구나, -지(요), -네(요)

 의미 

 

• ‘-군(요)’와 ‘-구나’는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

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

된다. 앞에 동사 어간을 붙일 때는 ‘-는군(요)/구나’의 형식으로 사용된다. 

• ‘-지(요)’는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정 으로 서술하거나 묻

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 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서술, 의

문, 명령, 제안 따 로 두루 쓰인다.

• ‘-네(요)’는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지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로 흔히 감탄의 뜻이 드러난다.

 화용 
 감탄의 어미로 어감을 강화시킬 수 있고 친한 사이에 지시, 거 , 질책할 

때 자수 쓰인다. 

 형태   -(으)려고(요), -ㄹ/을게(요), -ㄹ/을래(요)

 

 의미 

• ‘-(으)려고(요)’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는 종결 어미이다. 인칭 제한이 없이 두루 사용할 수 있다. 

• ‘-ㄹ/을게(요)’는 (구어체로)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행동에 한 약속

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주어가 반드시 1인칭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 ‘-ㄹ/을래(요)’는 해할 자리에 쓰여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

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상 편의 의사를 묻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이다. 

주어가 반드시 1인칭이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화용 
의지, 희망, 약속을 나타낸 어미로 친한 사이에 지시, 거 , 질책 할 때 자

주 쓰인다. 

 형태     -다고(요), -라고(요), -자고(요) 

 의미 

모두 해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게 강조하여 일러 

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다. ‘-다고(요)’는 평서문의 인용 표 이고 

‘-라고(요)’는 명령문의 인용 표 이며 ‘-자고(요)’는 청유문의 인용 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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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용 
모두 인용의 뜻을 나타내고 어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질책할 때 자주 쓰

인다. 

 형태     -ㄴ/은/는/던걸(요), -ㄹ/을 텐데(요),  -겠는데(요) 

 의미 

• ‘-ㄴ/은/는/던걸(요)’는 (구어체로)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재의 

사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나 기 와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

다. 가벼운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흔히 추측, 후회의 뜻도 수반

한다. 

• ‘-ㄹ/을 텐데(요)’는 화자가 자기의 의지나 는 어떤 사실을 추측해서 

배경을 기술한다는 종결 어미이다. 가끔 추측하는 바와 실제로 반 의 결

과를 나타낼 때 쓰인다. 

• ‘-겠는데(요)’는 추측의 뜻을 달하는데 가끔 감탄의 뜻도 나타낸다. 

 화용 모두 추측을 나타낸 어미로 친한 사이에 지시, 거 할 때 자주 쓰인다. 

 형태   -더라,  -더라고(요), -더군요/구나, -던데(요)

 의미  

• ‘-더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화자가 과거에 직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 로 옮겨와 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더라고(요)’는 ‘-더라’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결합한 말이다. 

• ‘-더군요/구나’는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과거 어느 때에 직  경

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 로 옮겨 와서 

달하며, 그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된다. 

• ‘-던데(요)’는 해할 자리에 쓰여, 과거의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화용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진술한 어미로 친한 사이에 거 할 때 자주 쓰

인다. 

  이상의 평서문 문형어미들은 한국어 교재에서 비교  분산되어 있으므로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은 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어미들의 실제 사용 빈도와 난이도에 따라 순서 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쉬운 어미들부터 사

용 빈도가 낮고 어려운 어미들까지 체계 으로 교수해야 한다. 를 들면, 

기본 평서형 어미 ‘-아/어/여요’를 먼  교수하고, 다음 ‘-이에요/ 요’ → ‘-

이/야-’ → ‘-ㄴ/는데(요)’ → ‘-거든(요)’의 순서로 층 에 따라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 어미는 단일 어미를 교수한 후에 제시해야 한다. 

를 들면, ‘-ㄴ/는데(요)’를 가르친 후에 ‘-겠는데(요)’, ‘-ㄹ/을 텐데(요)’를 

교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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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비슷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미들은 묶어서 조 으로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들면, 어미 ‘-군(요)’, ‘-구나’, ‘-지(요)’, ‘-네(요)’

는 모두 감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 지만 동사 어간과 결합할 때 ‘-군

(요)’, ‘-구나’ 앞에서 ‘-는’을 붙여야 하고 ‘-는군(요)’, ‘-는구나’의 형식으로 

나타내야 한다. 반면에 ‘-네(요)’, ‘-지(요)’는 이런 제약이 없다50). 그들의 차

이 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Ⅳ-5>와 같다. 

                   <표Ⅳ-5> 감탄 어미들의 비교 

                      -군(요), -구나, -지(요), -네(요)

공통

 •  감탄을 나타낸다. 

 •  앞에 동사, 형용사 어간을 모두 붙일 수 있고 시태도 드러낼 수 있

다. 

       ): 날씨가 덥군요/구나/지요/네요. 

           벌써 갔군요/구나/지요/네요.

차이   

 

• ‘-군(요)’와 ‘-구나’는 앞에 동사 어간을 붙일 때, ‘-는군(요)/구나’의 형

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해가 뜨는군요.             해가 뜨는구나.            

        해가 뜨군요.(X)            해가 뜨구나.(X)

• ‘-지(요)’, ‘-네(요)’는 앞에서 동사 어간을 붙여도 ‘-는’을 추가할 필요

가 없다.

    ): 해가 뜨지요.              해가 뜨네요. 

  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어미들을 조

으로 제시하며 문을 통해 해석하면 학습자들은 용법상의 공통 과 차이

을 더욱 쉽게 변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미들을 의미별로 묶어서 비교·분

석의 방법을 통해 교수할 수 있다. 

  셋째, 어미들이 사용한 담화 맥락도 함께 제시하고, 어미들의 담화 기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분석했듯이 특정 담화 맥락에서 평서문 어미

들이 다양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을 제시할 때, 될 수 

50) 『표 국어 사 』,『학교 문법』등의 표  문법에서 이런 제약이 있는데 구어 에서 ‘해가 

뜨군요/구나’의 형식으로 사용되어 있고 비문으로 보지 않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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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의미 

              화용 

     담화 변인    

 략  

 기  

 능

담

화 

기

능 

공  

손  

정  

도

지

계

친

소

계

부

담 

정

도 

담

화 

장

면 

-(으)면 고맙겠어(요)/고맙겠습니다 감사
화 < 

청
-- -- 공

조건

수락

지시

질책 
 강

있으면 담화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 다음 를 보자. 

   

        (1) 죄송하지만 도 요즘 돈이 없거든요.

  문(1)의 발화는 표면 으로 자신이 돈이 없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 

실제로 상 방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 의도나 돈을 빌려  것을 거

하는 의도를 달할 수 있다. 그것은 실제 사용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 면에서 어미들의 담화 기능에 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

가 있다. 

       

  2.2. 평서문 간  화행 문형 표 의 교육 내용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하는 장치 에서 여러 가지의 문형 표 도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각 문형 표 들은 기본 인 의미를 달하고 있는 

동시에 특정 담화 맥락에서 요한 담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Ⅲ장에서 

분석했듯이 국인 학습자는 문형 사용에 있어서 공손한 표 을 많이 활용

하지 못하며 사용 맥락, 담화 기능 그리고 략 기능을 제 로 악하지 못

한다는 문제 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때 문형의 형태, 

의미뿐만 아니라 담화 변인, 담화 기능, 략 기능, 공손 정도 등과 같은 화

용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Ⅱ장에서 살펴본 이

론과 Ⅲ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문형들은 <표

Ⅳ-6>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냈다.

               

         <표Ⅳ-6> 평서문 간  화행 문형 표 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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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감사하겠어(요)/감사하겠습니다 감사 
화 < 

청
-- -- 공

조건

수락

지시

질책
 강

-(으)면 입니다/ 이에요 요청   
화 < 

청
-- -- 공

조건

수락

지시

질책
 강

-(으)면 좋겠다/좋겠어(요)/좋겠는데

(요)/좋겠네(요)/좋겠습니다
희망 -- -- 큼 --

소망

제시

지시

거

질책

 

-기(를) 바라(요)/바랍니다 희망 -- -- 큼 --
소망

제시

지시

거

질책

 강

-았/었/ 으면 해(요)/하는데(요)/합니

다 
희망 -- -- 큼 --

소망

제시

지시

거

질책

 

-고 싶어(요)/싶은데(요)/싶습니다
소망 

의지
 -- 친 -- --

소망

제시

지시

거

질책

 

-(으)려고 해(요)/하는데(요)/합니다
소망 

의지  
 -- 친 -- --

소망

제시

지시

거

질책

 

-다고 생각해(요)/생각합니다
생각

의지 
 -- -- -- 공

주장

하기

거

질책
 약

-는 게/것이 좋아(요)/좋습니다 제안
화<

청
-- 큼 --

제안

하기

거

질책
  

-는 게/것이 괜찮아(요)/습니다 제안
화<

청
-- 큼 --

제안

하기

거

질책
  

-는 게/것이 나아(요)/낫습니다 제안
화<

청 
-- 큼 --

제안

하기

거

질책 
  

-는 게/것이 어떨까 싶어(요)/싶은데

(요)/싶습니다
제의  -- -- 큼 --

제의

하기 

지시

거

질책

 강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같은데

(요)/같습니다 
추측  -- -- 큼 --

사실

설명

거  

질책 
 강

-ㄹ/을 듯합니다/싶어(요) 추측  -- -- 큼 --
사실

설명

거  

질책
 강

-아/어/여도 돼(요)/됩니다 허락  -- 친 -- --
허락

하기

지시

거  

질책 

 

-ㄹ/을 수 있어(요)/있습니다/없어(요)/

없습니다
능력  -- 친 -- --

능력

제시
거   약

-아/어/여야 해(요)/합니다/돼(요)/됩니

다
당  -- 친 -- --

의무

제시

지시

거

질책

약

-아/어/여야 지(요) 당  -- 친 -- --
의무

제시

지시

거

질책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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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같은데요/같습니다

 형태

• 형태 결합:

   형용사: 자음+을 것 같아요/같은데요/같습니다 

           모음+ㄹ 것 같아요/같은데요/같습니다

    동  사: 과거+ㄴ/은 것 같아요/같은데요/같습니다

            재+는 것 같아요/같은데요/같습니다 

-아/어/야겠어(요)/겠는데(요)/겠네(요)/

겠습니다
당  -- 친 -- --

의무

제시

지시

거

질책 

약

-게 됩니다/돼(요) 결과  -- 친 -- --
결과

제시

거

질책
약

-(으)면 –해(요)/합니다 조건  -- -- 큼 --
조건

수락

지시

거

질책 

-기로 해(요)/합니다/약속해(요)/약속합

니다

결정

약속
 -- 친 -- --

약속

하기
거

-ㄹ 거 요/-ㄹ 것입니다 미래  -- 친 -- --
미래

제시

지시

거

질책

약

-ㄹ/을 정이에요/ 정입니다 계획  -- 친 -- --
계획 

설명
거 약

-다고 했어(요)/했는데(요)/했습니다/들

었어(요)/들었는데(요)/들었습니다 
인용  -- 친 -- --

인용

하기

지시

거

질책

 

  

  <표Ⅳ-6>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문형 표 은 주로 당  표 , 희망 표 , 추측 표 , 의지 표 , 허락 표 , 

능력 표 , 감사 표 , 제안 표 , 조건 표 , 결과 표 , 인용 표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때 문형 표

의 형태·통사  특징, 기본 인 의미  용법을 자세히 설명한 후에 담화 

변인을 결합하여 담화 기능과 략 기능 등을 부각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같은데요./같습니다.’는 아래의 시를 통해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같은데요/같습니다’의 문법 기술 내용51) 

51) 이미혜(2005: 143)에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보충·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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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ㄹ/을 같아요/같은데요/같습니다

 의미

•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

• 사용상의 제약이 어서 추측 상황에서 생산 으로 사용한다.

• 추측 근거에 제약이 없으며, 화자의 내  경험을 기술하는 데도 사용한

다. 

 화용

 

•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모두 활발하게 사용한다.

• 확실한 사실에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 하거나 공손함을 표 한다. 

     ): 사장: 내 생각에는 색을 밝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직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선배: 내가 생각을 잘못 했나요?

         후배: 네,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요. 

• 부담 정도가 큰 경우에 사실을 완곡하게 설명하면서 지시, 거 , 질책 

등의 기능을 간 으로 수행한다. 

      ): 아내(남편에게): 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시 기능)

      ): 부장님: 직원 2명을 감원하면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 장: 부장님, 좀 외람된 말 이지만, 감원을 하시면 제 

                업무가 좀 벅찰 것 같습니다. (거  기능)

      ): 도민 : 안 취하고 이런 걸 하면 병원에 가 야 될 것 같은데.  

                                                          (질책 기능)

        

  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같은데요/같습니다’

의 형태  요소를 해석하고, 다음으로 기본 인 의미를 기술하 다. 마지막

으로 화용  기능을 설명하 다. 이와 같이 문법 항목은 형태, 의미, 화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특히 화용의 부분은 실제 

담화 장면을 결합하여 명확하게 기능 인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 

 3.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방법 

  앞에서 분석했듯이 학습자들은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에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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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용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맥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문문 간  화행보다 평서문 간  화행을 많이 

선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평서문 간  화행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기 해 

한 교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언어의 실제 사용 면에서 평

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부각시키고, 담화 맥락을 강화시키면서 학습

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교수 방법을 고안할 것이다. 

  3.1. 드라마를 활용한 담화 기능 부각시키기 

  

  Ⅲ장에서 분석했듯이 학습자들의 평서문 종결 표   평서문의 담화 기

능에 한 이해가 부족한 실태이다. 그러므로 실제 담화 에서 학습자들의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가 한국인 화자에 비해 상 으로 낮고 문제

도 많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해 교육 장에서 실제 상황을 반

한 실제 인 자료(authentic material)52)가 필요하다. 이런 자료들은 담화 장

면을 제 로 보여  수 있으므로 상황 맥락에 한 이해를 진시킬 수 있

다. 그 에서 표 이며 실제 인 자료는 화와 드라마이다. 

  이정희(1999: 224-226)에서는 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의의를 다음 5가

지로 지 했다. 첫째, 화의 본은 실생활 담화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텍

스트이다. 둘째, 통합교과를 실 시킬 수 있다. 셋째, 실생활과 련된 과제

(Task)를 수행할 수 있다. 넷째,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문화를 학습할 

수 있다. 다섯째, 한국어 학습에 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의 화와 드라마 자료를 한국어 교육 장에서 많이 활용해야 한

다. 

  본 에서는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부각시키기 해 드라마 장

면을 선정하여 교육 장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선정된 드라마는「별에서 

온 그 」(2014)이고 선정 이유는 네 가지이다. 첫째, 드라마에 한국어 표

어가 사용되고 발화속도도 지나치게 빠르지 않아서 한국어 ·고  수 에 

맞다. 둘째, 등장인물의 인간 계가 복잡하지 않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평서문 간  화행에 한 내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넷째, 재미

52) 실제 인 자료(authentic material)는 상황 그 로가 담겨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이정희, 

199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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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죠?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학생1: 는「꽃보다 남자」를 봤어요.

학생2: .........

교사: 네, 여러분 한국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네요. 그 에서 「별에서 온 그 」  

      를 다 봤죠? 어때요? 

학생들: 네, 재미있어요.

교사: 그 드라마의 주요 내용은 뭐 요?

학생1: 외계인과 여자 배우의 사랑 이야기 요.

학생2: 도민 과 천송이는 서로 사랑했는데 도민 이 외계인이라서 지구에서 떠나  

       야 해요.

있고 웃기는 장면이 많아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한 리엄스(Williams, 1983)와 앨런(Allan, 1991)은 비디오를 활용한 수

업이 주로 ‘시청  단계’, ‘시청 단계’, ‘시청 후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

다. 먼  ‘시청  단계’에서는 앞으로 보게 될 내용에 한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북돋아 수업을 성공 으로 이끌도록 한다. ‘시청 

단계’에서는 시청에 집 할 수 있도록 다른 활동은 병행하지 않으며, ‘시청 

후 단계’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장시

킨다(남궁혜남, 2009: 74). ‘시청  단계’와 ‘시청 후 단계’에서 질문하기, 토

론하기, 발표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의 차에 따라 드라마를 활용한 방법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시> 

드라마를 활용한 평서문 종결표  ‘-거든(요)’의 담화 기능 부각시키기

(  후반)

                                                                       

♣ 시청  단계: 

  교사가 친 한 발화를 통해 학습자의 주의력을 집 시키며 드라마의 화제

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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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네, 맞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별에서 온 그 」의 내용을 조  배울 거   

      요. 좋죠?

학생들: 네. 좋습니다. 

교사: 그럼 우리 같이 드라마를 시다. 

<장면 1> 1차 시청 

교사: 마지막으로 천송이는 뭐라고 했어요?

학생1: ...................

학생2: ...................

교사: 맞아요? 우리 다시 보면서 확인해 시다. 

<장면 1> 2차 시청 

교사: 이번에 천송이의 말을 잘 들었죠? ....

      네, 맞아요. 천송이는 “난 악  그 딴 거 상 없거든.”이라고 했어요. 

      근데 천송이는 왜 그 게 말했어요?

학생2: 팬들과 SNS로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계속하고 싶어요. 

교사: 네, 맞아요. 잘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장면도 시다. 

<장면 2> 1차 시청

교사: 휘경이 도민 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학생: ...............

교사: 왜 그 게 말했어요? 

학생: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 네, 맞아요. 우리 다시 들어 시다. 

<장면 2> 2차 시청

교사: 여러분 이번에는 잘 들어봤죠? 휘경이 뭐라고 했어요?

  

                                                                      

♣ 시청 단계:

  드라마 에서 ‘-거든(요)’를 포함한 세 가지 담화 장면을 학습자에게 보

여 다. 학습자가 한 번 시청한 후에 교사가 질문을 하면서 목표 문법 항

목 ‘-거든(요)’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한 학습자가 문법을 제 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담화 장면을 한 번 더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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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 “지난번에 병원에서 엄청 고마웠다.” 

학생2: “나 병원 경호원한테 한 번 맞을 뻔 했거든.”

교사: 네, 맞아요. 그래서 휘경이 도민 을 만나면 기분이 안 좋죠? ......

     여러분, 잘 들어봤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장면도 시다. 

<장면 3> 1차 시청  

교사: 천송이는 기분이 어때요?

학생: 화가 나요.

교사: 네, 맞아요. 왜 화가 나요?

학생: 휘경과 도민 은 무 시끄러워요. 

교사: 네, 맞아요. 그럼 천송이는 뭐라고 했어요?

학생: 좀 피곤한데.....

교사: 그럼 우리 다시 시다. 

<장면 3> 2차 시청 

교사: 천송이는 뭐라고 했어요?

학생: “ 기, 오늘 난 몹시 피곤했거든. 그만 가 래?”

교사: 정말 잘했어요. 그럼 우리 드라마 에서 나타난 종결 어미 ‘-거든(요)’를 다  

      시 공부해 시다. 

 교사: 아까 드라마 에서 이 세 가지 문장을 들어봤어요. 

     

       (1)  난 악  그 딴 거 상 없거든.

       (2)  나 병원 경호원한테 한 번 맞을 뻔 했거든.

       (3)  오늘 난 몹시 피곤했거든.

    

       이 세 가지의 문장에 왜 ‘-거든(요)’를 사용했는지 별로 토론해 시다. 

  (토론 후에)

                                                                       

♣ 시청 후 단계:

  교사가 평서문 종결어미 ‘-거든(요)’를 드라마의 담화 장면과 결합하여 그

의 담화 기능을 강조하면서 교수한다. 이를 여러 가지 연습 활동을 통해 강

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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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자, 그러면 우리 별로 발표해 시다. 

  1: ..........

  2: ...........

  3: ..........

 

 교사: 그럼 우리 이 게 “-거든(요)”의 담화 기능을 정리해 볼 수 있어요. 

        

        (1)  난 악  그 딴 거 상 없거든.                ☞  거

        (2)  나 병원 경호원한테 한 번 맞을 뻔 했거든.    ☞  질책 

        (3)  오늘 난 몹시 피곤했거든.                    ☞  지시 

      

 (연습 활동)

 

  의 내용에서 제시했듯이 드라마를 활용하여 종결어미 ‘-거든(요)’의 담

화 기능을 부각시킬 수 있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담화 장면을 도입시키고 

담화 맥락에 한 이해를 강화시킬 수 있다. 

  3.2. 역할극을 활용한 담화 맥락 강화시키기 

  교실 활동의 측면에서 역할극(role play)이란 교실 내에서 학습자에게 언

어 사용과 련된 가상 인 역할을 부여하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유용한 

표 을 히 구사한 다음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실 밖에서 실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의 의미와 어법을 익히

는 수업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김정 , 2001: 22-23). 

  역할극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역할극의 구성 요소는 우선 상황

(situation)과 역할(role)이 필요하다. 그리고 폴스톤과 루더(Paulston ＆ 

Bruder, 1976)는 역할극의 두 가지 기본 요소 외에 유용한 표 (useful 

expression)이란 요소도 언 하 다. 즉, 역할극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상황, 

역할, 유용한 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세 가지의 요소에 하여 이정민

(2011: 9)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 다. 

  ‘상황’은 장면과 거리를 설정하는 데 특별한 문화 정보를 소개하는 일부

를 말한다. 그리고 리빙스턴(Livingstone,1983)과 라두스(Ladousse, 199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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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의 상황이 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실제성 있는 상황일 때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경험했거나 혹은 앞으로 경험할 일을 교실 안에서 체험함

으로써 학습에 한 동기 부여를 가질 수 있다고 하 다. 

  ‘역할’은 등장인물들에게 가공 으로 주어지는 이름이다. 서로 상호 작용

하는 상황 속 역할이므로 부분 2인 이상의 역할이 등장하게 된다. 폴스톤

과 루더(Paulston ＆ Bruder, 1976)는 가공의 역할을 부여받으며 학습자들

이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더욱더 자유롭고 능동 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 다. 즉, 학습자들은 가공의 역할을 맡아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이야기를 한다는 데서 안심하고 부담 없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유용한 표 ’은 역할극을 하기 에 주제에 해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

은 정보를 말한다. 폴스톤과 루더(Paulston ＆ Bruder, 1976)는 ‘유용한 표

’ 안에 문법 등의 언어 정보, 문 인 어휘, 필수  표 , 참고할 만한 

본이나 보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 다. ‘유용한 표 ’이라고 말하면 표

(expression)에 국한하여 인식하기 쉬우므로 여기서는 ‘유용한 자료’라고 

칭하는 것이 더 합하겠다. 역할극 활동을 구성할 때 ‘유용한 자료’를 제시

하면 학습자들이 더욱 쉽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문법, 어휘, 

표 , 본 등과 같은 유용한 자료를 참고하여 더욱더 자연스럽고 풍부한 

발화를 연습할 수 있다. 

  한 강진숙(2005: 10-13)에서는 역할극은 확장 역할극, 상황과 역할 바꾸

기 역할극, 사가 제시된 역할극, 상황 역할극, 본을 이용한 역할극 5가

지 종류로 나  수 있다고 한다. 확장 역할극이란 많은 수의 학생들이 그룹

을 이  덜 통제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활동하는 형태로서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본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하면 즉흥극이 된다. 상황과 역할 바꾸기 

역할극은 학생들이 주어진 상을 마음 로 바꾸고 인물, 상황도 함께 바꿀 

수 있는 활동이다. 사가 제시된 역할극이란 학생들에게 사를  후 그 

사는 그 로 살려두고, 상황이나 등장인물만 바꿔 역할극을 해 보는 것이

다. 상황 역할극이란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나름 로 이야기를 꾸며 연기

하는 것으로 상황만 제시하기도 하고 상황과 언어를 함께 제시하기도 한다. 

마지막 본을 이용한 역할극이란 주어진 본을 이용한 역할극이다. 학생

들과 상의하여 상황과 언어를 정한 후 차에 따른 연습을 한다. 이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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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장천, 2013: 27에서 재인용). 

  역할극의 교육  가치를 많은 학자들은 인정하면서 언어 교육 에서 역

할극을 범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경화(2002: 15-19)에서는 

언어 교육 의 역할극의 장 을 다음 7가지로 지 하 다. (1) 문제해결 과

정으로써 문제해결을 한 사고를 진한다. (2) 교사의 강요나 강제에 의해

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 으로 참여한다. (3) 상호간의 의사소통과정이

다. (4)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경험하게 된

다. (5) 다른 사람의 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감정이입 인 과정

이다. (6) 개개인은 많은 역할을 직  는 간 으로 수행함으로써 실제 

생활에 경험한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7) 개인의 비 실  역할지각을 바로 잡는 경험을 제공한다. 

  한 라두스(Ladousse, 1987)에서도 언어 교육에 있어서 역할극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 (1)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언어 경험을 

하게 되고 여러 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 구조와 어휘, 기능 등을 학

습할 기회를 갖게 된다. (2)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들은 인 계에 필요한 

사회  기술과 언어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항상 견

한 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3) 학습자들은 본능

으로 역할극을 좋아하므로 학습한다는 의식이 없이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

게 되며,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4) 

수 음이 많은 학습자들의 경우 가면을 쓰고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정서 으

로 안정되고 편안한 분 기에서 화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김지수, 

2011: 11-12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언어 교육에 있어서 역할극은 주로 실제 상황의 

강화, 학습자의 학습 흥미와 능동성의 유발, 의사소통 기능의 신장에 있어 

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서문 간  화행이 사용

된 담화 맥락을 부각시키기 한 상황과 역할극의 방법을 취한다. 다음 <

시>를 통해 역할극을 활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시> 

역할극을 통한 평서문이 거  기능을 수행한 담화 맥락 강화시키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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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생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 여러분 다른 사람을 거 할 때 있어요?

  학생들: 네, 있어요. 

  교사: 사실 우리가 거 하는 경우가 있고 거 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어 평서문으로 거 하는 방법을 배워 시다. 

       다음의 화를 보세요. 

 

      (1)  수: 지혜야, 이번 주에 같이 등산 가자. 

          지혜: 미안해. 이번 주에는 약속 있거든. 다음 주에는 어때? 

      (2)  부장님: 직원 2명을 감원하면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 장: 부장님, 좀 외람된 말 이지만, 감원을 하시면 제 

                 업무가 좀 벅찰 것 같습니다. 

          ......................................................

 

      (1) 담화 변인: 지 가 동등함, 계가 친함, 사 인 담화 

         사용된 평서문의 특징:

         • ‘-아/어/여(요)’, ‘-거든(요)’, ‘-ㄴ/는데(요)’ 등 종결 어미들의 사용

         • 상황 설명, 이유 제시 등 책략의 사용. 

      (2) 담화 변인: 상 방의 지 가 높음, 계가 친하지 않음, 공 인 담화 

         사용된 평서문의 특징:

                                                                       

♣ 1단계: 

교사가 비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내용을 자연스럽게 도입시킨다. 

                                                                       

♣ 2단계: 

  교사가 담화 장면  내용을 분석하여 거  기능을 수행할 때의 평서문의 

특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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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손 표  ‘-ㄴ/은/는/ㄹ/을 것 같다’ 등의 사용 

         • 결과 제시 등 략의 사용.        

         ...............................

    

 <카드 내용 시>

    화 장소: 학교                 인물 계: 선·후배

    친소 계: 소                   사건: 선배의 돈 빌리는 부탁을 거 하기 

                                                                       

♣ 3단계: 

  학생들은 2-3인씩 을 짠다. 교사가 미리 비된 상황과 역할을 카드로 

학생들에게 다. 학생들은 받은 상황과 역할에 따라 화를 자유롭게 만든

다. 

                                                                       

♣ 4단계: 

  별로 학생들을 연출시킨다. 그리고 평서문의 거  기능을 다시 확인하

고 사용된 어미, 문형, 략 등을 다시 정리해 본다. 

  

  3.3. 찰·발견·탐구 교수법을 활용하기 

  리처즈(Richards, 2002; 김서형 외 역, 2010: 63-64)에서는 언어 습득의 과

정을 알아차리기(Noticing), 규칙 발견하기(Discovering rules), 조정과 재구

성(Accommodation and restructuring), 실험(Experimentation)의 차로 

개되는 N-D-A-E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알아차리기(Noticing): 학습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형태와 목표어 형태간의 차이 을 

알아야 한다. 학습자들이 재의 간 언어 체계와 목표 언어 체계 사이의 차이 을 알

지 못한다면 새로운 언어  구조를 활용하도록 자극 받지 못할 것이다. 

  규칙 발견하기(Discovering rules): 보편 문법 이론에 따르면 학습 역시, 목표 언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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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자: 낙하산? 흥지희 걔가 낙하산이라구요?

남 수: 응, 구라고는 밝힐 수 없지만 암튼  윗분의 사 조카라는 거 같지?

달자: 세상에, 세상에

송 희: (추임새) 강 장님 진짜 다시 야겠네요. 

        무섭긴 해도 사리분별은 정확한 분인  알았더니.....

달자: (추임새) 가 아니래? 나도 그런  알았지! 

                                                           -『달자의 』14회 

작동하는 목표 언어의 어순,  유형, 명사류, 구 구조의 기  규칙과 같은 그 언어의 구

체 인 언어학  특징을 설명하는 문법  변수들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조정과 재구성(Accommodation and restructuring): 스키언(Skehan, 1996a: 9)은 재구성

을 “학습자의 편에서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고 발달시킨 언어 체계를 재편성하고, 새

로운 가설을 만들어 실험해 보고, 그런 실험에서 얻은 피드백에 의해 행동에 옮기려는 

자발성과 능력”이 필요한 과정으로 보았다. 재구성은 재 간 언어 발달 과정의 핵심

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학습자의 문법 체계가 단순히 직선상의 순서로 진행된다기

보다 꾸 히 수정되고 확장되어 간다는 증거를 보여 다. 

  실험(Experimentation): 학습자가 출 한 목표 언어의 상당 부분은 학습자가 목표 언

어에 한 가설을 형성하고 이것을 실험해 본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구본 (2012: 198)에서는 N-D-A-E 모형이 학습자의 발견 활동 혹은 탐

구 활동을 통한 인식의 강화를 가져온다는 에서 특히 고  학습자의 경우 

메타  인식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 다. 

평서문 간  화행이 담화 장면에서 실 되어야 한다는 을 고려하면 찰·

발견·탐구의 교수법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평서문 

간  화행을 나타낸 자료를 선정하며 수업 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평서

문의 담화 기능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바람직하다. 다음의 시를 보

자. 

< 시> 

드라마 장면을 발췌하여 평서문의 질책 기능을 찾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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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모형 

  교수·학습 모형의 선택에는 학습 목표, 학습자의 학습 동기, 학습 환경, 목

표 문법의 특성에 등에 따라 그 방법과 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혜

(2005: 167)에 의하면 문법 구조가 복잡하고 통사  제약이 클수록, 즉 문법

 기능이 강한 항목일수록 상향식 모형이 하고, 반면 문법  지식보다

는 문법 사용에 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문법  기능보다는 화용  기

능이 강한 항목일 때에는 하향식 모형이 합하다고 하 다. 한 문법 항

목을 개별 으로 지도하는  단계에는 상향식 모형이, 문법 항목의 통합 

지도가 필요한 고  단계에 하향식 모형이 합하다고 하 다. 도표로 보이

면 다음과 같다. 

      <그림Ⅳ-1> 교수 모형 선택 기 (이미혜, 2005: 167)

 한국어 교육 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상향식 근 방식은 

P-P-P모형이고 하향식 근 방식은 T-T-T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P-P-P 모형은 통 인 교수방법으로 제시 단계(Presentation), 연습 단계

(Practice), 발화 단계(Production)로 이루어진다. 제시 단계는 교사 설명에 

의한 새로운 언어 항목을 도입하는 것이고, 연습 단계는 언어 항목의 형태

에 을 두고 연습하는 것이며, 발화 단계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유도

하는 것이다. 민 식(2005: 181)은 P-P-P 모형이 바른 언어 사례를 제시하

고 반복 연습하여 바른 언어 자료를 자율 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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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방법                         특징

시(Illustration)
실제 언어 자료를 제시하여 목표문법의 개념이 드러나도록 

함. 학습자가 목표 문법에 한 스키마를 형성하는 단계. 

상호작용(Interaction)

담화분석 활동 제시(교사, 학생), 찰과 분석, 토론을 통해 

담화  기능을 인식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언어의 사용과 

의미 상에 을 둠.

귀납

유도(Induction)

담화기능 악하여 실제로 의사소통 활동을 해 으로써 

목표 문법을 종합 으로 정리함.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달리 표 되는 담화문법의 의미를 상호작용을 통해 숙지하

도록 유도함. 

도 모형이라고 하 다. 그 지만 정 성(2000)에서는 P-P-P 모형을 받은 학

습자들은 문법 항목을 통합 으로 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자연스럽거

나 지나치게 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T-T-T 모형은 형태 심으로 한 P-P-P 모형과 달리, 의미에 을 둔 

교수법으로 과제 1(Task 1)-교수(Teach)-과제 2(Task 2)의 단계로 이루어

진다. 수업 에 교사가 과제1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과제1

을 수행하도록 한다. 수업 에 교사가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를 수정하고 

정확한 문법 형태, 의미, 용법 등을 교수한다. 수업 후에 교사가 학습자들이 

과제 1을 재수행하거나 비슷한 과제 2를 수행하게 한다. 소른버리

(Thornbury, 1999: 202)는 P-P-P 모형은 ‘정확성에서 유창성으로’ 수업을 

제시한다면 T-T-T 모형은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의 순서를 취한다고 하

다. 

  여러 가지 교수법들은 장 과 단 이 모두 있는데 평서문 간  화행의 담

화 기능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담화 차원에서 입각하여 가르치는 것은 더 

낫다. 그러므로 실제 담화 장면을 반 한 드라마 상황을 발췌하여 교육 내

용으로 지도하고, 활동을 개한 교수법을 취할 수 있다. 

  이지 (2006: 324)에서는 동 상을 심으로 I(Illustration)-I(Interaction)-

I(Induction)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 는데 본 연구에서 이 수업 모형을 모색

하고자 한다. 먼  I-I-I 모형은 구체 으로 살펴보면 <표Ⅳ-7>과 같다. 

                   <표Ⅳ-7> I-I-I 모형의 특징53)

53) 박 숙(2011: 69)에서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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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교사 활동  학습자 활동 

시 

▶ 평서문 간  화행을 자연스럽  

   게 도입하기

▶ 련된 드라마를 소개하기

▶ 평서문 간  화행을 인  

   식하기

▶드라마 내용을 악하기 
⇦

  ⇩              ⇩           ⇩

상호작용

▶ 드라마 장면을 방송하기

▶ 상호작용을 통해 담화 장면을  

   분석하기

▶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   

   능, 사용 맥락, 략 기능을 부  

   각시키기 

▶ 담화 상황을 이해하기

▶ 발화 의도를 악하기 

▶ 발화 방법을 모색하기 ⇦

  ⇩              ⇩           ⇩

귀납  

유도

▶ 어미들과 문형들을 정리하고   

   강조하기

▶ 역할극 활동을 시키기

▶ 오류를 수정하고 토론∙평가하  

   기 

▶ 과제 부여 

▶ 언어 규칙과 화용  지  

   식을 악하기 

▶ 별로 역할극 활동을  

   하고 연출하기 

▶ 지식을 심화시키기

⇦

  ‘ 시(Illustration)’와 ‘상호작용(Interaction)’ 단계는 련성 있는 장면을 

학습자들에게 보여주기 해 문자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다(쑹 엔, 2015: 

48). 본 연구에서는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맥락과 담화 기능을 부각시키

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키기 해 문자 텍스트를 체하여 

련된 드라마 본에서 나온 화체를 심으로 통제한다. 그리고 귀납  

유도(Induction)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지식을 심화시키고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I-I-I 모형을 고안하여 지시 기능을 실 한 평서

문의 유형을 부각시키며 수업 모형을 다음 <그림Ⅳ-2>와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Ⅳ-2> ·고  학습자를 한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모형 

                    

  

  ‘ 시(Illustration)’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인 평서문 간  화행을 도입하며 

평서문 간  화행을 나타낸 드라마의 주요 내용과 인물들을 소개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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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1. 평서문의 간 인 지시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게 수행  

  할 수 있다. 

2. 평서문 간  화행의 지시 기능을 사용한 맥락을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 

3. 평서문으로 실 된 지시 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지시 기능을 실 하는 평서문 유형 

언어 수                         

수업 시간                         90분

하여 학습자가 평서문 간  화행에 한 기본 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 

  ‘상호작용(Interaction)’은 미리 선정되고 편집된 드라마 담화 장면을 학습

자들에게 방송해 주며 평서문 간  화행을 주로 화 내용을 살펴보고 분

석한 단계이다. 주로 찰, 토론, 질문, 답 등 방법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

들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부단히 한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은 

평서문 간  화행의 통사·형태  특징, 담화 기능, 사용 맥락, 략 기능 등

을 면 으로 이해하고 악하도록 한다. 

  ‘귀납  유도(Induction)’는 상호작용 단계에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며 역

할극 등의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평서문 간  화행을 원활하게 사용하

도록 유도한 단계이다. 특히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맥락과 담화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화용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지식을 심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문법 오류와 화용  오류를 수정한다. 

  다음으로  학습자를 한 교수·학습의 시이다.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 에서 학습자들은 지시 기능에 한 이해  사용은 상 으로 

어려운 실태이므로 평서문의 지시 기능을 심으로 수업 모형을 고안하고자 

한다. 

▶ I-I-I 수업 구성 

 

     

시 단계(10분)                                                       

  시 단계에서는 경험을 통해 평서문의 지시 기능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드라마의 내용과 인물 등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이로써 

학습자가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스키마를 형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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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습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 네, 근데 교실이 좀 덥네요. (손 흔들며) 여러분 어때요? 

  학습자1: 네, 조 요. 그럼 창문을 열어 드릴까요?

  교사: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참! 분필이 다 떨어졌는데요. 

  학습자2: 제가 과 사무실에 가서 받아 드릴게요. 

  교사: 네, 고맙습니다. 

  

    

    교사: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학습자1: 교실이 좀 덥네요. 

    학습자2: 분필이 다 떨어졌는데요. 

    교사: 네, 맞아요. 선생님은 아까 창문 열라고 말했어요? 

    학습자: 아니오.

    교사: 그냥 덥다고 말했죠? 그런데 OO 씨가 창문을 열어 주었어요.

          선생님이 아까 과 사무실에 가서 분필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학습자: 아니오. 

    교사: 그냥 분필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OO 씨가 분필을 가지고 왔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두 학생들이 심부름을 해 주었어요.

         명령문이 아닌 문장으로 말을 했는데도 심부름을 시키는 거처럼 되었죠?

         평서문으로 두 학생들을 시켰죠? 

         오늘 우리가 평서문으로 다른 사람을 시키는 방법을 배울 거 요. 

차:

  1)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

도록 한다. 이로써 학생들의 주의력을 집 시킨다. 

  

  2) 행동을 하도록 시킨 다음에 질문을 하면서 평서문 간  화행에 주목하

도록 한다. 그리하여 주제 내용을 암시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3)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과 교류하면서 드라마의 주요 내용과 인물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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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송이: 근데 왜 이 게 뻔히 쳐다보세요?

  도민 : 비 번호를 를 겁니다. 

   

  <담화 장면 1 시청 후>

    교사: 자, 여러분 잘 봤죠? 천송이와 도민 은 뭐라고 했어요? 

    학습자: ..................................................

    교사: 네, 맞아요. 천송이와 도민 은 다음의 화를 나 었어요.   

           

   교사: 도민 은 왜 게 말했어요? 

   학습자: 천송이가 보지 않게 하려고요. 

         ............................................ 

   

   교사: 오늘은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울 거 요. 좋죠?  

   학습자들: 네, 좋아요. 

   학습자1: 선생님, 어떤 드라마 요?

   교사: 자, 오늘 볼 드라마는 「별에서 온 그 」, 「신사의 품격」이에요. 

        혹시 여러분 다 봤어요? 가 소개해 래요?

   학습자1: 「별에서 온 그 」를 봤어요. 주로.........

   학습자2:  .........................

   

한다. 

  

상호작용 단계(45분)                                                   

  드라마 담화 장면을 보여 주고 찰, 토론, 분석, 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이 평서문의 지시 기능을 인식하고 학습하도록 한다. 

차: 

  1) 담화 장면 1, 2, 3, 4, 5, 6, 7, 8을 보여 다. 각 장면은 두 번씩 보여 

주고 학습자들이 화 내용을 기록하도록 시킨다. 그 다음으로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과 함께 담화 내용  장면을 분석하면서 평서문의 지시 기능을 찾

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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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과 휘경은 천송이의 집 앞에서 말싸움을 하고 있다.)

 천송이: 기, 오늘 난 몹시 피곤했거든. 

   교사: 네, 맞아요. 실제로 천송이에게 “비 번호를 를 겁니다.”라고 했죠? 

        그러면 도민 은 이 평서문을 통해 천송이에게 다른 데를 보라고 시키고  

        있죠?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근데 도민 은 왜 천송이에게 “비 번호를 보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았  

        어요? 두 사람은 지  무슨 사이 요? 

  학습자1: 둘이 처음 만났어요. 

  학습자2: 둘이 모르는 사이 요. 

   교사: 네, 맞아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나서 아직 친하지 않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지 마세요.”하고 시키면 여러분 기분  

        이 어때요? 안 좋죠? 

        오히려 평서문으로 상황을 설명하여 돌려서 시키면 더 좋죠? 

  학습자들: 네. 

  교사: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킬 때 평서문을 사용할 수 있어   

        요. 그 지만, 상 방과 친할 때도 평서문으로 지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장면을 시다. 

  

  <담화 장면 2 시청 후>

      

    교사: 여러분 잘 봤죠? 천송이는 뭐라고 했어요?

    학습자들: “오늘 난 몹시 피곤했거든.”

    교사: 네, 맞아요. 천송이는 왜 이 게 말했어요?

    학습자1: 피곤해요. 

    학습자2: 두 남자가 무 시끄러워요. 

    교사: 맞아요. 사실, 천송이는 두 남자를 보내려고 하죠?

    학습자들: 네. 

    교사: 그러면 천송이가 사실은 “이제 그만 가세요.”라고 말하고 싶죠? 

         이제는 천송이와 도민 이 이미 친해졌어요. 휘경도 천송이의 오래된    

         친구 요. 그래도 그녀가 직 으로 “이제 그만 가세요.”라고 직 으  

         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학습자: 직 으로 말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쫓아내니까요. 

    교사: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게 상황을 설명하면 상 방의 체면을 지킬 수   

          있죠? 아까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시키는 것이 좀 미안해서 평서문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러분과 친하니까요. 

          선생님의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친한 사람에게도 평서문으로 지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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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 할 말이 뭡니까?

 천송이: 아까 내주신 리포트 말이에요. 그 양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담화 장면 3-4 시청, 토론, 분석>

  

    <담화 장면 5 시청 후>

 

    교사: 천송이는 “그 양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라고 말했죠? 

    학습자: 네. 

    교사: 왜 그 게 말했어요? 

    학습자 1: 수업이 어려워요. 

    학습자 2: 리포트를 못 써요. 

    교사: 네, 맞아요. 그러면 천송이는 리포트를 어떻게 제출해야 해요?

    학습자: 교수님이 도와줘야 해요. 

    교사: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천송이는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 것이지요?

    학습자: 네. 

    교사: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추측 표  ‘-ㄴ/은/는/ㄹ/을 것 같은데요’를 사용  

          했어요. 왜요? 자, 우리 좀 비교해 시다.  

   

                a) 양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b) 그 양이 상당한데요. 

    

        여러분 읽어 보니까 어때요? 

        a)는 b)보다 말투가 더욱 부드럽고 뜻도 완곡하게 표 한다는 을 느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은 상 방의 지 가 높거나 부담 정도가 큰 경우에 추측 문형  

        을 써요. 

        이 게 하면 더욱 공손한 느낌을 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천송이는 지 가 높은 교수인 도민 에게 부탁     

        하고 있기 때문에 추측 문형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문형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 방의 지 가 높거나 부담 정도가 큰 경우에 평서문으로 지시  

        하세요.

    <담화 장면 6-8 시청, 토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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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장면 
     평서문

 내포된 

 지시 의미
략 사용   용 상황

   1
비  번호를 를 

겁니다.

비  번호를 보

지 마세요.
상황 설명 친하지 않은 사이.

   2
오늘 난 몹시 피

곤했거든. 

이제 그만 가세

요.
상황 설명 친한 사이. 

   3 배고  죽겠네. 밥 사 주세요. 상황 설명 친한 사이.

   4 여기 박물 이야. 조용히 하세요. 상황 설명 공 인 담화 장면.

   5
그 양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보고서를 도와주

세요.
상황 설명 

상 방의 지 가 높음. 

부담 정도 큼.

   6

태산 씨는 우리한

테 벌어진 일에 

해서 몰랐으면 

좋겠어요. 

태산 씨에게 일

을 알려 주지 마

세요.

소망 진술 부담 정도 큼.

   7
내가 싫어하는 건 

이해 바라요.
양해해 주세요. 소망 진술 부담 정도 큼.

   8

나 태산 씨랑 마

주 앉아서 얼굴 

보고 싶어. 

태산 씨의 에 

앉으세요. 
소망 진술 친한 사이. 

♣ 평서문으로 지시하는 경우: 

1) 어려운 일에 한 부탁, 요청, 제안 등 부담 정도가 큰 경우

2) 상 방의 지 가 높을 때나 공 인 담화 장면으로 인해 직 인 지시가 부담스  

   러운 경우

3) 친한 사이와 친하지 않은 사이에 모두 용 가능 

  2) 담화 장면 1에서 8까지의 평서문과 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면

서 평서문의 지시 기능에 한 이해를 강화시킨다.  

  <정리된 내용>

                                        

                                ⤋

귀납  유도(35분)                                                     

  담화 장면에서 나온 평서문 지시 기능의 특징을 귀납 으로 정리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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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손 정도

상황을 묘사한 

평서문 어미 

 -ㅂ/습니다, -거든(요), -네(요), -다, -ㄴ/

는데(요) 
 어미에 따라 다름 

문  

형 

추측 표  -ㄴ/은/는/ㄹ/을 것 같은데(요)        강

희망 표  

 -았/었/ 으면 좋겠어(요)        강

 -기 바라(요)/바랍니다         강

 -고 싶어(요)        약 

 

    - 상 방에게 요청할 때:

                                       공손성        간 성       (약)

     티에 오시겠어요?                             

     티에 오실 수 있으세요?                        

     티에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티에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리고 역할극 활동을 통해 지식을 심화시키고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차: 

  1) 평서문으로 지시하는 어미, 문형 등을 정리해 보고 학습자들이 요한 

특징을 악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미들과 문형들의 차이 을 강조한다. 

 <정리된 내용>

 

★ 주의 사항: 

    평서문 간  화행과 의문문 간  화행의 비교 분석:

 2)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미리 비한 활동지를 나 어 주고 상황에 맞게 

역할극 활동을 하도록 한다. 주로 평서문을 사용하여 지시하는 역할극을 만

들고 연출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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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 선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기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가 한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선배가 

한 달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안 돌려주었다. 그런

데 지  당신은 핸드폰을 바꿔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 돈을 갚아 달라고 

하고 싶다. 

• 상황 2: 아버지께 밖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제안하기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 가족의 건강을 해 당신은 아버지께 밖에

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  드리고 싶다. 그 지만 아버지는 고집이 센 사람이다. 

에 어머니는 여러 번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도 

당신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다. 

  

• 상황 3: 선배에게 논문 수정 부탁하기 

  다음 주에 당신은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

할 때 문법 인 오류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선배에게 논문 수정을 부탁드리고 싶

다. 그 지만 선배들은 수업이나 논문 때문에 모두 바쁘다. 그러나 논문을 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선배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 상황 4: 원에게 옷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며칠 에 당신은 백화 에서 코트를 샀다. 오늘 집에서 입어 보니 옷이 작은 것 

같다. 할인 제품이라서 교환이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도 당신은 옷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드라마 에서 평서문의 지시 기능을 찾아보고 발표한다. 

<역할극 활동지 시>

3) 역할극을 연출하도록 하고 오류를 수정한다. 

4) 역할극의 내용을 함께 토론·평가하도록 한다. 주로 특정한 담화 상황에서  

   평서문의 사용이 당한지, 지시 기능과 략을 제 로 수행했는지 등에  

   하여 토론·평가하도록 한다. 

5) 과제를 부여한다. 

 <과제 내용 시>

  한 수업 효과를 검증하기 해 같은 내용으로 P-P-P 수업 모형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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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목표
1. 평서문 어미들의 지시 기능을 이해하고 악할 수 있다. 

2. 추측 문형, 희망 문형의 지시 기능을 이해하고 악할 수 있다. 

 학습 내용        평서문 어미들과 추측 문형, 희망 문형

 언어 수                         

 수업 시간                         90분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습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사: 오늘 우리가 평서문을 공부할 거 요. 여러분 평서문을 다 아시죠? 

       가 평서문의 문을 들어 래요? 

 학습자1: “오늘은 비가 왔다. 기분이 안 좋다.” 

 학습자2: “오빠가 집에 없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

  교사: 네, 잘했어요. 상황이나 사실을 객 으로 진술하는 문장을 평서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어의 평서문은 꼭 ‘-다’, ‘-ㅂ/습니다’ 등과 같은 평서문 어미로  

       끝나죠? 

       이런 평서문 어미가 많은데 오늘은 우리 먼  ‘-다’, ‘-ㅂ/습니다’, ‘-거든    

       (요)’, ‘-네(요)’, ‘-ㄴ/는데(요)’의 지시 기능을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평서문 문형의 지시 기능에 해서도 공부합시다. 

       여기서 지시 기능은 상 방에게 요청, 부탁, 제안, 요구 등을 하는 기능이에  

       요. 자, 우리 먼  다음 몇 가지의 화문을 시다. 

하여 두 가지 모형의 효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P-P-P 수업 모형은 다

음과 같다. 

▶ P-P-P 수업 구성 

      

제시 단계(35분)                                                       

 1)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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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 1>  - 집

      아버지: 왜? 무슨 일 있어?

      아들: 는 용돈을 다 썼습니다. 

  

  < 화 2>  - 도서  

      정수: (큰 소리로) 야, 민호야.

      민호: (작은 소리로) 야, 여기 도서 이다. 

  

  < 화 3> - 집 

     지애: 야, 오늘 네 집에서 잘 거야. 같이 수다 떨자. 

     미 : 오늘 난 몹시 피곤했거든. 

  

 < 화 4> - 거리

     애: 오빠, 목이 말라 죽겠네. 

     민호: 알았어. 물 좀 사다 게. 

 < 화 5> - 교실

    도민 : 할 말이 뭡니까?

    천송이: 아까 내주신 리포트 말이에요.    

            그 양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 화 6> - 학교 

    재: 이번 주말에 내 생일 티를 할 거야. 네가 왔으면 좋겠어.

    이나: 응. 생각해 볼게.

 < 화 7> - 사무실

   명희: 과장님, 이번 회의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알았어. 

 < 화 8> - 놀이터 

    어머니: 심은 뭘 먹을까? 

    아이: 엄마, 피자 먹고 싶어. 

    어머니: 그래? 그럼 우리 피자헛에 가자. 

2) 목표 문법을 포함한 화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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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   인칭 제약       용 상황 공손 정도 

-고 싶어(요).

＊1인칭 주어 

＊3인칭 주어: -고 

싶어 해(요). 

가장 직 으로 자신의 

희망을 표 한 문형으로 

보통 친숙한 사이에 많이 

사용함. 

    약

-았/었/ 으면 좋겠어

(요).
 인칭 제약 없음

친하지 않거나 상 방의 

지 가 높거나 부담 정도

가 큰 경우에 많이 사용

함.

   간  

-기 바랍니다. ＊2인칭 주어

상 방의 지 가 높은 경

우나 공 인 담화 장면에

서 사용함.

    강 

 담화 

 장면 
     평서문

 내포된 

 지시 의미
략 사용   용 상황

  1
는 용돈을 다 썼

습니다.
용돈을 주세요. 상황 설명 친한 사이.

  2 여기 도서 이다. 조용히 하세요. 상황 설명 친한 사이.

  3
오늘 난 몹시 피곤

했거든.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상황 설명 

친한 사이.

부담 정도 큼. 

  4 목이 말라 죽겠네. 물을 사 주세요. 상황 설명 친한 사이. 

  5
그 양이 좀 상당한 

것 같은데요. 

보고서를 도와

주세요. 
상황 설명 

상 방의 지 가 높음.

부담 정도 큼. 

  6
네가 왔으면 좋겠

어. 
와 주세요. 소망 진술 부담 정도 큼. 

  7
이번 회의에 꼭 참

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에 참

석해 주세요. 
소망 진술 상 방의 지 가 높음.

  8 피자 먹고 싶어. 피자 사 주세요. 소망 진술 친한 사이. 

3). 목표 문법의 담화 기능 분석하기 

   

★ 주의 사항: 

 ☞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 ‘-기 바랍니다’, ‘-고 싶어(요)’는 

지시 기능을 수행할 때 용법상의 차이 이 있다.  

☞ 명령문, 의문문, 평서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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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 1> 

  (민호의 노트북이 고장 났다. 어머니에게 새로운 노트북을 사 달라고 화하고 있  

  다.)  

      민호: 여보세요? 어머니. 

      어머니: 응. 왜? 

      민호:                                        

  < 화 2> 

   (민호가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룸메이트가 음악 소리를 크게 해서 듣고   

    있다.)

          민호: 기.

          룸메이트: 네? 

          민호:                                                      

   < 화 3> 

    (수업 내용이 무 어렵다. 민호의 친한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 민호가 친구에게  

    수업 내용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한다.)

       민호: 지수야, 잠깐만. 

       지수: 아, 민호야, 왜? 

       민호:                                              

   < 화 4> 

 

    - 상 방에게 요청할 때:

                                       공손성        간 성       (약)

     티에 오시겠어요?                             

     티에 오실 수 있으세요?                        

     티에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티에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연습 단계(45분)                                                       

1) 어미 ‘-ㅂ/습니다’, ‘-다’, ‘-거든(요)’, ‘-네(요)’, ‘-ㄴ/는데(요)’를 사용하여 

화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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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가 3시에 민호의 집으로 가서 김치를 주려고 화했다. 민호가 수업이 있  

    어서 4시까지 집에 도착할 수 있다.) 

         고모: 난 3시에 도착할 거야. 

         민호:                                               

   < 화 5>  

    (민호가 친한 선배와 함께 발표를 비하고 싶어 한다. 혼자 비하기 어렵기 때  

    문이다.)

       민호: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 민호야, 안녕. 

       민호:                                                        

   < 화 6> 

    (민호가 취직 때문에 교수님께 추천서를 써 달라고 부탁한다.)

       민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응. 거기 앉아 . 

       민호:                                                        

   < 화 7> 

   (민호가 JS 회사에 취직했다. 상사가 다른 회사의 상무에게 화해서 다음 달 10  

    일에 개최될 시회에 청하라고 시켰다.)

      상무: 여보세요?

      민호: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JS 회사의 직원 이민호입니다. 

      상무: 네, 안녕하세요? 근데 무슨 일로 화하셨어요?

      민호:                                                 

  < 화 8> 

   (민호가 여자 친구가 생겼다. 그런데 서로 바빠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다.  

    이번 주 일요일은 만나는 날이다. 그 지만 갑자기 주말에 출장을 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여자 친구에게 화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 

2)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은데(요)’,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

겠어(요)’, ‘-기 바랍니다’, ‘-고 싶어(요)’를 사용하여 화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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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 선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기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는 한 일이 있어서 당신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선배가 

한 달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나도록 아직 안 돌려주었다. 그런

데 지  당신은 핸드폰을 바꿔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 돈을 갚아 달라고 

하고 싶다. 

   

• 상황 2: 아버지께 밖에서 담배를 피우도록 제안하기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 가족의 건강을 해 당신은 아버지께 밖에

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  드리고 싶다. 그 지만 아버지는 고집이 센 사람이다. 

에 어머니는 여러 번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래도 

당신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다. 

   

• 상황 3: 선배에게 논문 수정 부탁하기 

  다음 주에 당신은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사람이라서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

할 때 문법 인 오류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선배에게 논문 수정을 부탁드리고 싶

다. 그 지만 선배들은 수업이나 논문 때문에 모두 바쁘다. 그러나 논문을 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선배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 상황 4: 원에게 옷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며칠 에 당신은 백화 에서 코트를 샀다. 오늘 집에서 입어 보니 옷이 작은 것 

같다. 할인 제품이라서 교환이 불가능한 것 같다. 그래도 당신은 옷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싶다. 

        민호: 미선아, 미안해. 

        미선: 오빠가 왜? 

        민호:                                                   

3) 역할극 활동 시키고 오류 수정하기

  <역할극 활동지 시>

생성 단계(10분)                                                       

평서문으로 지시한 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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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수업 차시   상  모형   방법        내용 

2016.04.11  1, 2차시 실험 집단  I-I-I
사  테스트 +

사후 테스트 

지시 기능을 실 한 평서

문 유형 

2016.04.12  3, 4차시 통제 집단 p-p-p
사  테스트 + 

사후 테스트 

지시 기능을 실 한 평서

문 유형 

5.  평서문 간  화행의 교수·학습 효과 검증 

  5.1. 검증 상, 방법  내용 

  

  I-I-I 수업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P-P-P 수업 모형과 조하여 

검증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 상은 국 동백운 학교 한국어학과 6학

기의 재학생 33명이고 모두 한국어 ·고  학습자들이다. 그들의 발화 양상

을 비교·분석하기 해 학습자들을 실험 집단(17명), 통제 집단(16명)의 두 

집단으로 나 었다. 실험 집단은 I-I-I 수업을 받았고 통제 집단은 P-P-P 

수업을 받았다. 수업 내용은 모두 지시 기능을 실 한 평서문의 유형이다. 

한 실험 방법은 지면 담화 완성 테스트(DCT)로 이루어지는 사  테스트

와 사후 테스트가 있다. 즉, 3장에서 활용된 지면 DCT의 문항들 에서 8

가지 지시 상황의 내용을 선정하여 다시 활용하 다. 사  테스트는 1-4 문

항 내용, 사후 테스트는 5-8 문항의 내용에 하여 실시하 다. 각 문항의 

내용은 <부록2>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집단은 모두 같은 사  테스

트와 사후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역시 SPSS/WIN 로그램 

18.0을 통해 t 검증을 하 다. 구체 인 실험 차는 다음 <표Ⅳ-8>과 같다. 

                      <표Ⅳ-8> 검증 실험의 차 

  5.2. 검증 결과 분석 

   5.2.1.  사  분석 

  사  테스트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실험 집단은 총 139 문장을 발화하 고 

평균 한 사람당 2.04 문장을 발화하 다. 통제 집단은 총 141 문장을 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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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균 한 사람당 2.20 문장을 발화하 다.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보다 

평균 발화수가 약간 많지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문장 종결

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Ⅳ-9>와 같다. 

  

   <표Ⅳ-9> 사  테스트에서 문장 종결형에 따른 집단별 발화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실험집단 17 0.1024 0.0284

-3.367 30.968 .000
통제집단 16 0.1338 0.0365

평

서

문 

직 화행
실험집단 17    0   0

  --   --   --
통제집단 16    0   0

간 화행
실험집단 17 0.1654 0.0672

0.473 30.876 0.64
통제집단 16 0.1572 0.0713

청

유

문

직 화행
실험집단 17 0.0004 0.00007

-1.137  31 .000
통제집단 16 0.0006 0.00008

간 화행
실험집단 17 0.0012 0.0003

-2.763 28.436 .000
통제집단 16 0.0016 0.0005

의문문(간 화행)
실험집단 17 0.7306 0.0652

0.172 23.812 0.765
통제집단 16 0.7287 0.0693

 ***p<.001 수 에서 유의

  <표Ⅳ-10>에서 제시했듯이 명령문(t=-3.367, p<.000), 청유문 직  화행

(t=-1.131, p<.000)과 간  화행(t=-2.763, p<.000)의 사용은 두 집단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평서문(t=0.473, p>.000), 의문문

(t=0.172, p>.000)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의 학습자들은 의문문을 많이 선호하 지만 평서문과 명령문은 일부 사

용하 으며 청유문을 아주 게 사용하 다. 한 두 집단의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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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Ⅳ-10> 사  테스트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 장치들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ㅂ/습니다
실험집단 17 0.1765 0.0393

2.839   31 .000
통제집단 16 0.1404 0.0277

- 아 / 어 / 여

(요)

실험집단 17 0.3210 0.0332
-2.927 26.387 .000

통제집단 16 0.3632 0.0521

-다
실험집단 17 0.0320 0.0049

-14.779 30.461 .000
통제집단 16 0.0567 0.0046

-거든(요)
실험집단 17 0.0614 0.0037

17.313 29.758 .000
통제집단 16 0.0403 0.0032

-네(요)
실험집단 17 0.0322 0.0041

-2.203 26.284 0.08
통제집단 16 0.0354 0.0055

- ㄴ / 는 데

(요)

실험집단 17 0.0620 0.0037
-1.432 27.482 0.09

통제집단 16 0.0599 0.0042

문

형 

-ㄴ /은 /는 /

ㄹ/을 것 같

은데(요)

실험집단 17 0.0131 0.0049

-0.8432 29.540 0.327
통제집단 16 0.0156 0.0032

-았/었/ 으

면 좋겠어

(요)

실험집단 17 0.2538 0.0265

4.085 25.521 .000
통제집단 16 0.2014 0.0457

-기 바라

(요) 

실험집단 17 0.0535 0.0067
1.282 29.243 .000

통제집단 16 0.0283 0.0032

-고 싶어

(요)

실험집단 17 0.4311 0.0383
-2.573 30.684 .000

통제집단 16 0.4684 0.0449

  

 ***p<.001 수 에서 유의

  <표Ⅳ-10>을 살펴보면 어미 ‘-ㅂ/습니다’(t=2.839, p<.000), ‘-아/어/여

(요)’(t=-2.927, p<.000), ‘-다’(t=-14.779 p<.000), ‘-거든(요)’(t=17.313, 

p<.000)의 사용은 두 집단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어미 

‘-네(요)’(t=-2.203, p>.000), ‘-ㄴ/는데(요)’(t=-1.432, p>.000)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모두 ‘-ㅂ

/습니다’, ‘-아/어/여(요)’를 주로 많이 사용하 지만 나머지의 어미들은 

게 사용하 다. 그리고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ㅂ/습니다’, ‘-거든(요)’

를 더욱 선호한 반면에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보다 ‘-아/어/여(요)’, ‘-다’를 

더욱 선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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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의 경우,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t=4.085, p<.000), ‘-기 

바라(요)’(t=1.282, p<.000), ‘-고 싶어(요)’(t=-2.573, p<.000)의 사용은 두 집

단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추측 문형 ‘-ㄴ/은/는/ㄹ/을 

것 같은데(요)’(t=-0.8432, p>.000)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

이지 않았다. 두 집단은 모두 추측 문형을 게 사용하 지만 의지를 나타

낸 문형 ‘-고 싶어(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 다. 그리고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보다 ‘-고 싶어(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실험 집단은 통

제 집단보다 ‘-았/었/ 으면 좋겠어(요)’, ‘-기 바라(요)’를 많이 사용하 다. 

 

   5.2.2.  사후 분석 

  사후 테스트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실험 집단은 총 171 문장을 발화하 고 

평균 한 사람당 2.51 문장을 발화하 다. 통제 집단은 총 148 문장을 발화하

고 평균 한 사람당 2.32 문장을 발화하 다. 두 집단의 발화수가 모두 사

 테스트보다 좀 많아졌다. 그리고 문장 종결형에 따른 두 집단의 발화 양

상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Ⅳ-11>과 같다. 

  <표Ⅳ-11> 사후 테스트에서 문장 종결형에 따른 집단별 발화의 통계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명령문(직 화행)
실험집단 17 0.0035 0.0007

-3.237 31 .000
통제집단 16 0.0125 0.0053

평

서

문 

직 화행
실험집단 17    0   0

  --   --   --
통제집단 16    0   0

간 화행
실험집단 17 0.5860 0.0423

8.575 29.795 .000
통제집단 16 0.4678 0.0366

청

유

문

직 화행
실험집단 17    0   0

  --   --   --
통제집단 16 0.0005 0.0003

간 화행
실험집단 17 0.0026 0.0005

2.986 27.865 .000
통제집단 16 0.0013 0.0004

의문문(간 화행)
실험집단 17 0.4079 0.0547

-5.339 30.868 .000
통제집단 16 0.5179 0.0235

  

 ***p<.001 수 에서 유의

  

  <표Ⅳ-11>에서 제시했듯이 명령문(t=-3.237, p<.000), 평서문 간  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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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상

    

 N 평균값 
평균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어

미 

-ㅂ/습니다
실험집단  17 0.1142 0.0254

-4.911 30.968 .000
통제집단  16 0.1600 0.0326

- 아 / 어 / 여

(요)

실험집단  17 0.1632 0.0058
0.802 29.097 0.429

통제집단  16 0.1617 0.0052

-다
실험집단  17 0.0822 0.0035

9.818 25.292 .000
통제집단  16 0.0651 0.0062

-거든(요)
실험집단  17 0.0935 0.0057

-11.823 27.873 .000
통제집단  16 0.1324 0.0861

-네(요)
실험집단  17 0.0892 0.0582

41.060 29.402 .000
통제집단  16 0.1228 0.0311

- ㄴ / 는 데

(요)

실험집단  17 0.1679 0.0753
8.973 22.663 .000

통제집단  16 0.1831 0.0692

문

형 

-ㄴ /은 /는 /

ㄹ/을 것 같

은데(요)

실험집단  17 0.0630 0.0037

0.137 30.913 0.392
통제집단  16 0.0607 0.0042

-았/었/ 으

면 좋겠어

(요)

실험집단  17 0.3125 0.0282

-5.698 30.967 .000
통제집단  16 0.3697 0.0294

-기 바라

(요) 

실험집단  17 0.0821 0.00574

1.546    31 .000

통제집단  16 0.0660 0.00418

-고 싶어

(요)

실험집단  17 0.4050 0.0532
0.779 30.667 0.442

통제집단  16 0.3892 0.0627

(t=8.575, p<.000), 청유문 간  화행(t=2.986, p<.000), 그리고 의문문

(t=-5.339, p<.000)의 사용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

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평서문과 청유문의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

에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보다 명령문, 의문문을 더욱 선호하 다. 그래도 

사  테스트와 비교해 보면 두 집단은 모두 명령문, 의문문의 평균값이 낮

아진 반면에 평서문의 평균값이 하게 상승하 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수업 모형은 모두 평서문 간  화행을 부각시키는 데에 일정한 효과가 있지

만, I-I-I 수업 모형의 경우가 좀 더 나았다. 그리고 두 집단의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한 장치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Ⅳ-12>와 같다. 

  <표Ⅳ-12> 사후 테스트에서 집단별 평서문 간  화행 장치들의 통계

 ***p<.001 수 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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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Ⅳ-13>에서 제시했듯이 어미 ‘-ㅂ/습니다’(t=-4.911, p<.000), ‘-

다’(t=9.818, p<.000), ‘-거든(요)’(t=-11.823, p<.000), ‘-네(요)’(t=41.060, 

p<.000), ‘-ㄴ/는데(요)’(t=8.973, p<.000)의 사용은 두 집단이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 지만 ‘-아/어/여(요)’(t=0.802, p>.000)의 사용은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다’만 많

이 사용한 반면에 다른 어미들을 모두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보다 많이 사

용하 다. 앞의 사  테스트 분석 결과가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ㅂ/

습니다’, ‘-거든(요)’를,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보다 ‘-아/어/여(요)’, ‘-다’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과 비교해 보면 P-P-P 모형이 I-I-I 

모형에 비해 어미들을 강화하는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형의 경우, ‘-았/었/ 으면 좋겠어(요)’(t=-5.698, p<.000), ‘-기 바라

(요)’(t=1.546, p<.000)의 사용은 두 집단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

러냈지만 ‘-ㄴ/은/는/ㄹ/을 것 같은데(요)’(t=0.137, p>.000), ‘-고 싶어

(요)’(t=0.779, p>.000)의 사용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보다 ‘-기 바라(요)’를 많이 사용하 지만 통제 집단

은 실험 집단보다 ‘-았/었/ 으면 좋겠어(요)’를 더욱 선호하 다. 사  테스

트와 비교해 보면 통제 집단은 희망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다른 문형은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러므로 P-P-P 모형은 문형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조  있다.  

   5.2.3.  수업 평가 분석 

  사후 테스트가 끝난 후에 간단하게 수업 평가도 진행하 다. 즉, 수업 내

용과 수업 방법의 타당성  흥미성, 수업 활동의 충분성 등에 하여 5간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다. 평가지 내용은 다음 <표Ⅳ-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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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1. 수업 내용은 당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수업 내용은 재미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수업 방법은 당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수업 방법은 재미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수업 활동은 충분합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수업 활동은 재미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수업 받은 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평서문 어미의 이해  활용           ②  평서문 문형의 이해  활용     

   ③ 평서문 담화 기능의 이해  활용      ④  담화 맥락의 악     

   ⑤ 기타                             

  

                   <표Ⅳ-13> 수업 평가지 내용 

  두 집단의 수업 평가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각 집단의 평균 리커트(Likert) 

수는 다음 <그림Ⅳ-3>과 같다. 

              

              <그림Ⅳ-3> 집단별 수업 평가 수 비교 

  <그림Ⅳ-3>을 살펴보면 두 집단의 수 차이가 비교  크게 나타난 것은 

문항 2, 4, 5이다. 문항 2, 4는 수업 내용과 방법의 흥미도에 한 평가인데 

실험 집단의 수가 통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I-I-I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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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모형보다 흥미 유발에 있어서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면에 문항 5 수업 활동에 한 평가 결과는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낮

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I-I-I 모형이 P-P-P 모형보다 활동이 부족하다는 

을 볼 수 있다. 

  그래도 두 가지 모형의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문항 7

의 수는 두 집단이 모두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움이 되는 부

분은 실험 집단이 “평서문 담화 기능의 이해  활용(30.67%) → 평서문 어

미의 이해  활용(27.45%) → 평서문 문형의 이해  활용(24.10%) → 담

화 맥락의 악(16.03%)”의 순서로 나타났는데 통제 집단이 “평서문 어미의 

이해  활용(32.14%)  → 평서문 문형의 이해  활용(28.10%) → 평서문 

담화 기능의 이해  활용(20.08%) → 담화 맥락의 악(9.72%)”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I-I-I 모형은 P-P-P 모형보다 평서문 담화 기능과 담화 

맥락의 강화 측면에서 효과 이지만 평서문 어미들과 문형들의 강조에 있어

서 P-P-P 모형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  테스트, 사후 테스트 그리고 수업 평가 내용에 한 분석 결

과를 종합 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I-I-I 수업 모형은 

목표 문법의 담화 기능의 강화, 담화 맥락의 부각,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 유

발에 있어서 P-P-P 모형보다 효과 이지만 목표 문법의 강조, 수업 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P-P-P 모형은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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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이해  사

용 양상을 고찰하고 그 문제 을 지 하면서 이에 따른 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가 실제 담화 상황에서 평

서문의 간  화행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소통 능

력을 제 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 , 필요성, 연구사, 그리고 연구 상  방법을 살

펴보았다. 일상생활에서 평서문은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실제 

담화에서 평서문은 간 인 화행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 지만 

기존의 연구는 의문문의 간  화행에 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평서문에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평서문의 간  화행은 간 성과 공손성

이 강하므로 심층 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용

성 단 테스트(AJT),  담화 완성 테스트(DCT), 역할극(role play), 회상

(retrospecion) 그리고 사후-인터뷰(Follow-up Interview) 등의 도구를 사용

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 109명과  국인 한국어 학습자 229명을 상으로 

조사 실험을 실시하 다. 

  Ⅱ장에서는 평서문의 간  화행에 한 이론 인 배경을 고찰하 다. 먼

 화행 이론과 간  화행의 개념, 범 , 원리, 기능을 살펴보았다. 화행 이

론(Speech Acts Theory)은 오스틴(Austin, 1962)으로부터 시작하 으며 그

는 화자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라는 에서 화행을 

발화 행 (locutionary acts), 발화 수반 행 (illocutionary acts), 발화 효과 

행 (perlocutionary acts)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다. 그 후에 썰

(Searle, 1969)은 오스틴(Austin)의 발화 행 를 ‘발화 행 (utterance act)’와 

‘명제 행 (propositional content)’로 분류하여 네 가지 화행으로 세분화하

다. 간  화행은 발화 수반력 지시체와 실제로 수반된 화행의 발화수반력 

사이뿐만 아니라 명제 내용 지시체와 실제로 수행된 화행의 명제 내용 사이

에 불일치 계가 나타나는 경우의 화행이다. 간  화행과 함축의 계에 

한 견해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함축 속에 간  화행이 하  부류로 포

함된다는 을 취한다. 한 간  화행은 함축 원리, 추론 원리,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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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공손성과 간 성 원리를 수하고 있으며 부담 완화, 립 완화 등의 

정 인 기능과 불명확한 의사소통 야기 등의 부정 인 기능도 있지만, 그 

정 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평서문의 실  방법  기능을 살펴보았다. 평서문은 주로 고유

한 문장 종결 어미, 범용 문장 종결 어미, 연결 어미의 용 그리고 문장 조

각 네 가지 방법을 통해 실 되었다. 그리고 평서문은 종결 어미를 통해 상

 높임법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 알림, 강조, 추측, 확인, 약

속, 감탄 등의 기능도 할 수 있다. 

  두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과 실  양상을 

제시하 다. 실제 담화 에서 평서문은 주로 지시, 거 , 질책 기능을 간

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의 본을 결합하여 평서문의 이 세 

가지 담화 기능의 실  양상을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지시 기능의 경우, 

평서문은 주로 요청‧명령, 부탁, 제안‧제의, 권고‧권유 등의 하  기능을 많

이 실 하 다. 거  기능의 경우, 평서문을 통해 이유나 상황 설명, 능력 

부족 설명, 과거  미래 수락, 조건 수락, 주장, 비난, 안 제시 등의 략

을 수행할 수 있다. 질책 기능의 경우, 평서문을 통해 암시하기, 이유나 상

황을 제시하기, 이치나 원칙 설명하기, 반어법 쓰기, 인용하기, 재확인하기 

등의 략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에서의 평서문 간  화행의 교육을 고찰하 다. 

평서문 간  화행 교육의 필요성은 주로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능력 양성과 

화용  오류 감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국에

서 출 된 한국어 교재 에서 나타난 평서문 간  화행의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문제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국에서 출 된 교재들은 격

식체 어미 ‘-ㅂ/습니다’를 과도하게 사용하 다. 둘째, 각 교재에서 어미와 

문형의 담화 기능과 략 기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 다. 셋째, 평서문 

간  화행의 담화 기능을 소홀히 다루었다. 

  Ⅲ장에서는 학습자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 다. 우선, 설

문조사를 통해 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로 평서문 간  화행에 한 이

해  사용 황을 살펴보았다.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수용성 단 테스트

(AJT)와 담화 완성 테스트(DCT)를 통해 고찰하 다. 조사 결과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은 주로 평서문 종결 어미에 한 인식 부족, 언어  지식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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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맥락의 소홀, 간 성과 공손성의 인식 부족, 략 의식의 결여, 그리고 

문화 지식 부족 등의 문제  등이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종결 어미의 

경우,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의 평서문 종결 어미들이 실제 담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악하지 못해서 다양한 구어 어미를 사용하지 못했

다. 그리고 학습자들은 평서문의 축어  의미와 함축 인 의미를 제 로 

악하지 못하거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경

우가 있다. 한 평서문 사용의 간 성과 공손성 효과, 그리고 략 기능을 

모르는 학습자들도 종종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문화 차

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의 실  양상을 체 으로 고찰한 후에 

담화 기능에 따라 구체 으로 분석하 다. 체 인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KK는 CC보다 평서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간  화행을 많이 사용한 반면 

CC는 KK보다 명령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 그리고 의문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KK의 발화는 CC보다 간

성이 더욱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두 집단은 모두 평서문 간  화행

의 거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 으며 두 번째로 질책 기능이고 지시 기

능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다. 그 지만 각 담화기능별로 실  양상에는 차

이 이 있다. 

  지시 기능의 경우, KK는 CC보다 평서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간  화행

을 좀 더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명령문 직  화행을 더욱 선호

하 다. 어미 사용에 있어서 KK가 CC보다 ‘-아/어/여서(요)’, ‘-ㄴ/는데(요)’, 

‘-네(요)’, ‘-고(요)’, ‘-거든(요)’, ‘-ㄹ게(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가 KK

보다 ‘-아/어/여(요)’, ‘-ㅂ/습니다’, ‘-다고(요)/-ㄴ (요)’를 선호하 다. 그러

므로 KK가 CC보다 상황 설명, 이유 제시, 약속하기 등의 여러 가지 략을 

활용하 지만 CC는 KK보다 평서문으로 상황을 그 로 설명하거나 인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형의 사용에 있어서 KK가 CC보다 

‘-았/었/ 으면 해(요)’등과 같은 희망 문형, ‘-(으)면 감사합니다’의 감사 문

형을 많이 사용한 반면, CC는 KK보다 ‘-고 싶어(요)’, ‘-다고 들었는데(요)’ 

등을 선호하 다. 이를 통해 CC는 KK보다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KK는 CC보다 자신의 희망을 진술하면서 완곡하게 지시하는 방

법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한 지시 상황에서 두 집단의 평서문 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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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사용은 담화 변인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체로 상 방의 지

가 높거나 부담 정도가 큰 경우에 평서문 간  화행을 비교  많이 사용했

다. 

  거  기능의 경우, KK가 CC보다 평서문과 청유문으로 실 된 간  화행

을 많이 사용한 반면 CC는 KK보다 명령문과 청유문의 직  화행, 그리고 

의문문 간  화행을 선호하 다. 어미의 사용에 있어서 KK가 CC보다 ‘-ㅂ/

습니다’, ‘-ㄴ/는데(요)’, ‘-아/어/여서(요)’, ‘-거든(요)’, ‘-네(요)’를 많이 사용

한 반면에 CC는 KK보다 ‘-아/어/여(요)’, ‘-ㄹ게(요)’, ‘-ㄹ거 (요)’를 선호하

다. 즉, KK가 CC보다 발화의 정식성과 근거성을 더욱 시한 반면, CC는 

KK보다 상황을 그 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문형의 사용에 있어서 두 집

단 사이에 빈도 차이는 비교  크게 나타났다. KK가 CC보다 ‘-ㄴ/은/는/ㄹ/

을 것 같아(요)’ 등과 같은 추측 문형, ‘-았/었/ 으면 좋겠어(요)’ 등과 같은 

희망 문형, ‘-게 됩니다’의 결과 제시 문형, ‘-는 게 좋아(요)’ 등과 같은 제

안 문형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CC는 KK보다 ‘-다고 생각합니다’, ‘-(으)려

고 해(요)’, ‘-고 싶어(요)’ 등과 같은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낸 문형, ‘-아/어/

여야 해(요)’ 등과 같은 당  문형, ‘-ㄹ/을 수 있어(요)/없어(요)’의 능력 제

시 문형을 선호하 다. 이를 통해 CC는 KK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강조하며 사실을 그 로 진술한 경향이 아직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에 KK의 발화는 CC보다 더욱 부드럽고 완곡하게 나타났다. 한 거  상

황에서 상 방의 지 가 높거나 계가 친하지 않거나 부담 정도가 큰 경

우, 그리고 공 인 담화 장면에서 KK는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많이 사

용하 다. 이와 비교해 보면 CC는 친소 계, 부담 정도, 담화 장면의 방면

에서 KK와 같은 향을 받았지만 지  계의 향은 크지 않았다. 그러므

로 거  상황에서 CC는 사회 지  계 변인에는 소홀한 것을 알 수 있다.  

  질책 기능의 경우, CC는 KK보다 명령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직  화행

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KK는 CC보다 의문문과 평서문으로 실 된 간  화

행을 선호하 다. 어미의 사용에 있어서 CC가 KK보다 어미 ‘-아/어/여(요)’, 

‘-다고(요)’를 비교  많이 사용하 지만, 나머지의 다른 어미들은 모두 KK

가 CC보다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즉, CC가 KK보다 상황을 그 로 설명하

는 경향이 아직 있는 반면에 KK는 CC보다 감탄, 이유 제시, 추가 설명 등

을 통해 여러 가지 어감을 표 하는 방법을 더욱 선호하 다. 한 격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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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습니다’의 경우도 KK가 CC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KK의 발화가 

CC보다 더욱 격식 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형의 사용에 있어서 CC가 KK보

다 ‘-아/어/여야 해(요)’ 등과 같은 당  문형, ‘-ㄹ/을 수 있어(요)/없어(요)’ 

등과 같은 능력을 나타낸 문형, ‘-다고 생각합니다’, ‘-고 싶어(요)’ 등과 같

은 생각이나 의지를 나타낸 문형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KK는 CC보다 ‘-았/

었/ 으면 좋겠어(요)’, ‘-았/었/ 으면 해(요)’ 등과 같은 희망 문형,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과 같은 감사 문형, ‘-게 됩니다’ 등과 같은 결과 제시 문

형, ‘-ㄴ/은/는/ㄹ/을 것 같아(요)’ 등과 같은 추측 문형을 더욱 선호하 다. 

역시 CC가 KK보다 이치나 사실, 자신의 의지나 주장을 강조한 경향이 있

는 반면 KK는 CC보다 더욱 부드럽고 완곡한 표 을 선호한 것을 단할 

수 있다. 한 질책 상황에서 계가 친하지 않거나 부담 정도가 큰 경우에 

KK는 평서문 간  화행을 더욱 선호하 지만 CC는 담화 변인을 많이 고려

하지 않고 평서문 간  화행을 비교  게 사용하 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국인 학습자가 평서문 간  화행을 실 하는 

특징과 문제 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평서문 간  화행의 

사용 빈도는 KK에 비해 CC가 매우 낮다. 2) KK의 발화와 비교해 보면 CC

는 담화 변인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3) 평서문 간  화행의 어미 사용

에 있어서 CC가 KK에 비해 다양한 구어체 어미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했

다. 4) 평서문 간  화행의 문형 사용에 있어서 CC가 KK보다 공손 표 을 

많이 활용하지 못하 다. 

  다음으로, 지면 DCT의 단 을 보완하기 해 학습자의 구어 자료도 분석

하 다. 학습자들의 체 구어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지면 DCT 에서 나

타난 이상의 네 가지 문제 도 인정하 다. 그 이외에 의사소통 문제도 많

이 생겼다. 주로 통사  완화 장치, 존 법, 사회  거리, 그리고 간 성의 

정도로 인해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 다. 학습자들은 명령문을 많이 사용

하 기 때문에 상 방에게 직 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가 많아서 상

방에게 부담을 주었다. 그리고 통사  완화 장치와 간 인 표 을 사용

하지 않아서 무례함을 유발시켰다. 주요 원인은 학습자들이 사회  거리 요

소를 많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 학습자의 구어 사

용상에는 화계의 혼란 상과 같은 존 법 오류도 많이 나타났다. 이 역시 

언어 지식의 부재, 학습 환경의 한계 , 모국어의 간섭, 담화 변인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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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과 략 의식 부족, 문화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고 Ⅱ장에서 고찰된 이론 배경

을 결합하여 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알맞은 평서문 간  화행의 교육 방

안을 검토하 다. 우선, 학습자의 평서문 간  화행 사용상의 문제 을 해결

하기 해 형태·통사  특징, 담화 기능, 사용 맥락, 략 기능 네 가지 차원

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구체 인 교육 목표를 세웠다. 그리하여 학습자들

이 평서문 간  화행을 제 로 이해하고 악하여, 실제 담화 에서 유창

하게 사용할 수 있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달성하도록 한다. 다음에는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의 일상생활과 한국어 교재에 빈번하게 등장한 30가지의 평서

문 종결 어미들, 그리고 26가지의 평서문 문형들을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교육 내용은 주로 형태, 의미, 화용  차원에서 담화변인을 고려하여 제시하

다. 교육 에서 드라마를 활용한 담화 기능을 부각시키기, 역할극을 활용

한 담화 맥락을 강화시키기, 찰·발견·탐구 교수법 활용하기 등의 방법을 

취하 다. 그리고 담화 맥락을 조명하기 해 동 상을 기반으로 한 I-I-I 

수업 모형을 구축하 다. 마지막으로 I-I-I 수업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P-P-P 모형과 조하여 검증 실험을 하 다. 검증 결과, I-I-I 수업 모

형은 목표 문법의 담화 기능의 강화, 담화 맥락의 부각, 그리고 학습자의 흥

미 유발에 있어서 P-P-P 모형보다 효과 이지만 목표 문법의 강조, 수업 

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P-P-P 모형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담화 차원에서 평서문 간  화행의 기능을 살펴보고, 폭넓은 

조사를 통해 국인 학습자의 학습상의 특징  문제 을 밝히며, 이를 바

탕으로 한국어 교육 장에 알맞은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육한다는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구어 자료의 수집과 분석 과정의 부족한 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보완되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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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서문 종결 어미
안 

사용함

게 

사용함

보통 

사용함

많이 

사용함

아주 

많이 사용함 

-ㅂ/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겠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ㄴ/는다    ①    ②    ③     ④      ⑤

-아/어/여(요)    ①    ②    ③     ④      ⑤

-(이) 요    ①    ②    ③     ④      ⑤

-(이)야    ①    ②    ③     ④      ⑤

-ㄴ/는데(요)    ①    ②    ③     ④      ⑤

-겠는데(요)    ①    ②    ③     ④      ⑤

-던데(요)    ①    ②    ③     ④      ⑤

-ㄹ/을 텐데(요)    ①    ②    ③     ④      ⑤

-거든(요)    ①    ②    ③     ④      ⑤

-아/어/여서(요)    ①    ②    ③     ④      ⑤

-(이)라서(요)    ①    ②    ③     ④      ⑤

-(으)니까(요)    ①    ②    ③     ④      ⑤

-라니까(요)    ①    ②    ③     ④      ⑤

-ㄹ/을테 니까(요)    ①    ②    ③     ④      ⑤

-고(요)    ①    ②    ③     ④      ⑤

-더라고(요)    ①    ②    ③     ④      ⑤

-다고(요)    ①    ②    ③     ④      ⑤

-라고(요)    ①    ②    ③     ④      ⑤

-자고(요)    ①    ②    ③     ④      ⑤

-군(요)    ①    ②    ③     ④      ⑤

-다는군(요)    ①    ②    ③     ④      ⑤

-더군(요)    ①    ②    ③     ④      ⑤

-더라군(요)    ①    ②    ③     ④      ⑤

-지(요)    ①    ②    ③     ④      ⑤

-네(요)    ①    ②    ③     ④      ⑤

-구나    ①    ②    ③     ④      ⑤

-(으)려고(요)    ①    ②    ③     ④      ⑤

-ㄹ/을게(요)    ①    ②    ③     ④      ⑤

-ㄹ/을래(요)    ①    ②    ③     ④      ⑤

-ㄴ/은/는/던걸(요)    ①    ②    ③     ④      ⑤

<부록 1> 비 조사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한국어 종결 어미를 사용합니까? 

  

  의 종결 표  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5 가지를 고르시고 순서 로 

어 주세요. 그리고 이유도 함께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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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려운 이유:                                             

2.             어려운 이유:                                             

3.             어려운 이유:                                             

4.             어려운 이유:                                             

5.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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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정보>

  성별:                                  나이:

  학력:                                  직업: 

<부록 2>  학습자 평서문 간  화행의 이해  사용 양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비쁘신 에도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한국 

서울 학교 한국어교육 공 박사과정 수료생입니다. 한국어 교사로서의 

는 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떻게 효율 이고 체계 으로 한국어를 가르

치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어서 이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설문지는 한국

인 화자의 평서문 간  화행 실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 이 있습니다. 그

리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요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한국어 교육이

나 한국 문화의 에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귀하가 다음의 상황에 직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할지 자연스럽게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 목  이외에는 로 사용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Part Ⅰ

1. 귀하는 친구의 생일 티에서 좋은 이성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귀하

는 일요일 밤에 그 친구와 함께 식사하고 싶지만 아직 친하지 않아 거

 당할까  걱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가 어떤 말로 그 친구를 요

청합니까? 

      

 “                                                              ”

2. 담당선생님의 수업에는 귀하와 다른 학생들이 한 가지 문법 항목에 

한 해석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선생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

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선생님께 어떻게 말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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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화 에서 귀하는 쁜 핸드백을 좋아하는데 가격이 좀 비 니다. 그

지만 무 마음에 들어서 귀하가 남편에게 사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

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                                                              ”

4. 다음 달 20일은 귀하의 결혼식입니다. 귀하는 결혼식 날에 상사를 요청

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상사께 어떻게 말 드리겠습니까?

“                                                              ”

5. 학교 후배의 동생은 매우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귀하는 이번 주의 생일 

티에 후배와 그의 동생과 함께 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

하는 그 후배와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 후배에게 어떻

게 말합니까?

“                                                              ”

6. 오후에 귀하는 좀 졸려서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부하 직원인 김지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                                                                ”

7. 귀하는 국 음식 에서 식사한 후에 지갑을 안 가져온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계산을 못 합니다. 이럴 때 회사의 친하지 않은 선배 한 명을 만

납니다. 귀하가 그 선배에게 돈을 빌리고 계산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

서 귀하는 선배님께 어떻게 말 드립니까? 

“                                                              ”

8. 귀하의 노트북은 고장이 나서 컴퓨터를 공하고 있는 동생에게 수리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요즘 시험기간이라서 무 바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동생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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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처음으로 듣는 강의에 담당선생님께서는 수업 교재로 문원본 교재를 

선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의 내용이 신입생으로서 배우기에는 

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하와 학생들은 이 교재는 다음 학기

에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선생님께 

어떻게 말 드리겠습니다. 

“                                                              ”

10.  친한 친구가 일요일에 카메라를 빌리고 싶어 하지만 일요일에 귀하도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게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                                                              ”

11. 주말에 친한 친구가 함께 화를 보러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요

즘에 재미있는 화가 없는 것 같아서 화보다는 쇼핑을 가고 싶습니

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                                                              ”

12.  학교 졸업한 후에 부모님은 귀하에게 취직하라고 하셨으나, 귀하는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말 드리겠습

니까? 

“                                                              ”

13.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회사 후배가 주말에 귀하와 함께 북한산으로 등

산을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북한산이 좀 멀어서 근처에 함께 수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후배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                                                              ”

14.  귀하는 백화 에서 원피스를 입어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보이는 

원이 하얀색 원피스가 귀하에게 잘 어울린다고 하 습니다. 그러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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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검은 원피스를 입으면 더 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원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                                                              ”

15.  새로 오신 상사는 귀하의 부하 직원 2명을 감원하고 싶어합니다. 하지

만 귀하는 업무가 많아서 부하 직원을 감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상사께 어떻게 말  드리겠습니까? 

“                                                              ”

16.  회의에서 귀하의 후배(연상의 경우)가 올해는 동남아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 을 모집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계획을 실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후배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                                                              ”

17.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귀하는 이런 행 가 가족들의 

건강에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아버지께 어떻게 말

드립니까? 

“                                                              ”

18.  귀하는 도서 에서 책을 읽을 때 에서 두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이야

기하고 있어서 주변 학생들을 방해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두 학생

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                                                              ”

19.  귀하는 식당에서 밥을 계산한 후에 거스름돈이 모자라는 것을 알게 되

었습니다. 사장님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 드립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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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는 한 일이 있어서 귀하에게 50만원을 빌렸습

니다. 그 친구가 한 달 후에 돈을 돌리겠다고 했는데 두 달에 지나가도 

아직 안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  귀하는 핸드폰을 바꿔야 해서 돈이 필

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                                                              ”

21.  가족들은 함께 식사할 때 동생은 계속 다리를 떨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런 행 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동생에게 어떻게 말합니

까?

“                                                              ”

22.  학교 후배가 내일 발표할 자료를 제 로 비하지 못해서 귀하는 화가 

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후배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                                                              ”

23.  회의 때 귀하의 상사는 이번 달의 매출액 ‘3.05%’를 ‘30.5%’로 잘못 발

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상사께 어떻게 말 드립니까?

“                                                              ”

24. 귀하는 택시기사입니다. 아주 은 손님을 태울 때 그 손님은 계속 빨리 

빨리 가라고 재 합니다. 지 의 속도는 이미 규정 속도에 가까워서 더 

빨리 가면 험합니다. 이 상황에서 귀하는 손님에게 어떻게 말 드립니

까? 

“                                                              ”

                               Part Ⅱ

  다음의 상황에 직  처한다면 어떻게 답할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

고 이어진 행동도 호 에서 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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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밤에는 동생이 갑자기 이 게 발화했다. 

           동생: 치킨 먹고 싶어!

           귀하: 알았어. 치킨 살게 . (치킨 배달 시킨다.)

1. (사무실에서 에어컨이 꺼져 있고, 에어컨 리모컨은 귀하의 책상 에 놓  

   은 상황)

  귀하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 동료는 이 게 발화했다.

     동료: 정말 덥네요. 

     귀하:                                           （             ）

2. 귀하는 애인과 같이 길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애인이 이 게 발화했다.

     애인: 목이 말라 죽겠다. 

     귀하:                                          （             ）

3. 학교 선배가 여자 친구와 싸웠다. 귀하는 우연히 이 장면을 봤다. 선배가 

이 게 발화했다. 

   선배: 벌어진 일에 해서 몰랐으면 좋겠어요.

   귀하:                                             （             ）

4. 귀하는 신입사원이다. 오후에 사무실에서 과장님이 갑자기 이 게 발화했

다. 

    과장님: 자, 우리 커피 한 잔 마시자. 난 아메리카노.

    귀하:                                           （             ）

5. 학원 강의 시간에 귀하는 동창과 같이 작은 소리로 시험 문제를 토론

하고 있다. 교수님은 갑자기 이 게 발화했다. 

    교사: 무 시끄럽다.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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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하는 친구인 미 에게 소개 을 가자고 요청했는데 미 이 이 게 

답했다. 

    미 : 내가 싫어하는 건 이해 바라요. 

    귀하:                                           （             ）

 

7. 주말에 귀하는 친구에게 같이 쇼핑을 가자고 요청했는데 친구가 이 게 

답하 다. 

   친구: 살 거 없어.

   귀하:                                             （             ）

8. 슈퍼마켓에서 귀하는 종업원에게 과일을 포장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종업

원이 이 게 답하 다. 

      직원: 특가 상품이라 곤란한데요.

      귀하:                                          （             ）

9. 귀하는 학교 후배에게 내일 식사 요청을 했는데 선배가 이 게 답하

다. 

     선배: 어떡하지? 내일 약속이 있을 것 같아.  

     귀하:                                        （             ）

10. 귀하는 택시를 타고 있다. 한 일이 있어서 기사에게 가속해 달라고 부

탁했는데 기사가 이 게 답하 다. 

     기사: 더 빨리 가면 날아갑니다. 

     귀하:                                        （             ）

11. 귀하는 언니/ 나의 방에 들어갔을 때 언니/ 나가 이 게 발화했다. 

    언니/ 나: 꼬리가 길어요.

    귀하:                                          （             ）

12. 지도 교수님은 귀하에게 논문 수정 상황을 물어보셨는데 귀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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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조  보충했다고 답하 다. 교수님은 귀하의 말을 들으신 후에 이

게 말 하셨다. 

   교수님: 자네는 그 원고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가 보군. 

   귀하:                                           （             ）

13. 귀하는 개인 사정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발표할 자료를 충분히 비하지 

못했다. 선배가 귀하에게 이 게 말했다. 

    선배: 요즘 정신이 없는가 요. 

    귀하:                                          （             ）

 

14. 식사 때 귀하는 무의식 으로 다리를 떨고 있다. 아버지께서는 이 게 

말 하셨다. 

    아버지: 계속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귀하:                                          （             ）

15. 귀하는 요한 문서를 잃어버렸는데 상사가 이 게 발화하 다. 

    상사: 니가 잘했다. 

귀하:                                           （             )

16. 귀하는 오랫동안 USB를 찾지 못했는데 어머님은 이 게 발화하셨다. 

    어머님: 아이구, 등잔 이 어둡다.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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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daily conversations, a declarative sentence can function not 

only as simply describing facts or things, but also as making requests or 

expressing implicit meanings. Under some specific situations, a 

declarative sentence may not be confined to its basic declarative function, 

but also take on such functions as executing orders, entrusting, refusing, 

criticizing, interrogating, inviting, etc., thereby expressing a  speaker’s 

certain intention or attitude, which is regarded as one type of Indirect 

Speech Acts. Based on different situations and their own intentions, 

native Korean speakers are able to naturally and flexibly employ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while foreigners are very likely to 

meet som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using indirect speech of 

declarative sentences, due to their inadequacy on pragmatic competence. 

Nevertheless, researches conducted on Indirect Speech Acts in declarative 

sentences are quite few, compared with those on interrogative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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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ce, this study points out where the crux of the problem is through 

investigation on conditions of how Korean language learners from China 

understand and employ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with the aim of finding out effective teaching plans to improve the 

learners’ pragmatic competence. 

For this purpose, the second chapter in this study is devoted to the 

investigation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Firstly, discussed are the cnocept, range, principle 

and the conversational functions of Indirect Speech Acts. Secondly, the 

implementation methods and the functions of declarative sentences are 

analyzed. On this basis, investigated are the conversational func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The 

conversational functions are thoroughly analyzed, mainly with the 

combination of sentences from TV play scripts as examples. The 

analytical results indicate that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perform main functions as directives, refusal and criticism.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with the focus on the three functions of directives, refusal and 

criticism. Finally, this paper studies the educational situation of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is discussed, meanwhile, done is the research on the condition of the 

appearance of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 third chapter investigates the condition of how Korean language 

learners from China use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sentences. 

Thr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the present situation of how Chinese 

learners understand and use Indirect Speech Acts in declarative sentences 

has been thoroughly analyzed. For this analysis, 109 native Korean 

speakers and 229 Korean language learners from China are selected. Both 

of their talks are being compared and analyzed. During th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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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experiment methods are used such as Acceptability Judgment Test, 

Discourse Completion Test, role play, retrospection, Follow-up Interview, 

etc. All the materials collected are analyzed with SPSS/WIN 18.0 

program. The analytical results are as followed:

On Korean language learners’ understanding level of Indirect Speech 

Acts, there exist several serious problems, that is, the lack of recognition 

of final endings in the declarative sentences, the deficiency of linguistic 

knowledge, the negligence of conversational contexts, the lack of 

recognition of indirectness and respectfulness, the weak strategic 

awareness and the deficiency of cultural knowledge. Korean language 

learners from China show four distinctive features when they use 

Indirect Speech Acts. 1) Chinese learners used much less Indirect Speech 

Acts than native Korean speakers. 2) Chinese learners are not able to 

consider all the conversational factors like Korean native speakers. 3) 

Chinese learners are not able to flexibly use every kind of final endings 

in spoken language like native Korean speakers. 4) Chinese learners are 

not able to naturally use every kind of polite expressions like native 

Korean speakers. Meanwhile, through the analysis of errors in the 

process of Chinese learners’ speaking Korean, the most errors are found 

to happen on syntactic down-grader, speech level, and the level of 

indirectness, which result from the deficiency of linguistic knowledge, the 

limitation of learning environment, interference of mother tongue, the 

negligence of conversational contexts, the lack of recognition of 

indirectness and respectfulness, the weak strategic awareness and the 

deficiency of cultural knowledge.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in Chapter Three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Chapter Two, the fourth chapter explores the teaching 

plans of Indirect Speech Acts suitable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from 

China.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hich universally happen 

among Korean language learners while they use Indirect Speech Acts, a 

concrete educational goal is set on the basis of morphology and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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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al functions, contexts, and strategic functions. In this way, 

Korean language learners may correctly understand and master Indirect 

Speech Acts. In actual conversations they may flexibly use Indirect 

Speech Acts so that a satisfactory communication process is achieved.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30 final endings and 

26 sentence patterns are selected as teaching contents, both of which 

appear frequently in daily conversations among Koreans and also in 

Korean language teaching. Then, the teaching methods to be used in the 

experiment are the conversational functions depicted in TV plays, the 

situations strengthened in role plays and the methods of observation and 

exploration. Meanwhil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versational 

situations, the I-I-I Teaching Mode i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videos. 

Finally, in order to prove the effect of the I-I-I Teaching Mode, an 

experiment is conducted through comparing it with P-P-P Mode. The 

experiment shows that the III Teaching Mode plays a remarkable role in 

deepening the conversational functions in grammar, strengthening the 

conversational situations, and stimulating the learners’ interest in learning 

Korean, while P-P-P Mode is more advantageous in strengthening 

grammatical forms and conducting a variety of teaching activities.

Finally, in Chapter Fiv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drawn and 

both the significance and the limitation are revealed. Its significance lies 

in revealing the conversational functions of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on the level of talks, having a deep understanding of the 

actual condition of how Chinese learners use Indirect Speech Acts of 

declarative through extensive investigations and pointing out where the 

crux of the problem is. On the basis of these, the effective teaching 

plans are proposed. But there still exist some deficiencies on collecting 

and analyzing spoken language materials, therefore much effort will be 

put to perfecting this stud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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