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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다X'류 종결어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의미 기능이 서로 유사한 두 어미에

대한 변별력을 향상시켜 상황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X'류 종결어미들은 단순히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

용된 정보의 출처, 발화자의 심리적 태도, 억양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담화·화용적 의미도 달라진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수가 가장 높은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각각의 형

태･통사적 특징과 담화･화용적 의미의 차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

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와 사전의 기술 내용을 통하여 '-다X'류

종결어미의 개념, 유형과 형성 과정에 관한 이론적 전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네 가지 어미 각각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높임 보조사'요', 선어

말어미, 주어 인칭, 서법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담화·화

용적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에 제시된 의미 분류를 바탕으로

준구어 말뭉치인 드라마 대본을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Ⅲ장에서는 중국 현지 대학교 3, 4학년 한국어 전공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각각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결과,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할 때 여전히 형태·통

사적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담

화·화용적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담화 완성 테스트를 활용하였다.

고유 의미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여 조사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는 '-다

고'의 <의문/걱정 해소>와 <자랑/강조>의 기능에 대하여 가장 큰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사 의미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

여 조사한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는 유사한 두 어미에

대한 사용 분포에 큰 차이를 보였다. 모어 화자의 경우는 성별, 지역,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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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유사한 어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두 유사 어

미의 화용적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두 어미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도 한 어미만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외에 학습자에게 네 가지 종결어미에 대한 난이도, 사용빈도, 숙달도

와 교재나 교사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라는 네 가지 인식 양상도 조사하

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학습자가 '-다X'류 종결어미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재 개선과 문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 및 학습 유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Ⅲ장에서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오류 분석을 통해 얻어낸 결과, 학습

자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 목표어의 복잡성, 교

육 과정의 영향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목표어의 복잡성, 즉,

어미가 가진 의미 기능의 다양성과 유사성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할 때 많은 혼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대치 오

류를 많이 범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

습자를 위한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적

절한 교육 방법과 교육 실제를 제시하였다.

Ⅴ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주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 학습자가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하는 양상을 실제 구어 자료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의미 기능별로 각

어미가 수반하는 억양에 관하여 주로 선행연구와 드라마의 음성 효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한층 더 높은 음성학적 분석이 추

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다X', 종결어미,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 학 번 : 2013-2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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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종결어미는 한국어 사용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가 한

국어를 배울 때 이러한 종결어미는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종결어미는 서법, 상대높임

법 등 다양한 문법 요소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학습자들이 종결어미를 사

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다고 하-'의 융합형 '-다X' 종결어미는

구어 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는 모국어 화자에게는 자

연스럽게 습득되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체계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상황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기존의 '-다X'에 관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논문을 살펴보면, 인

용구성의 '완형보문'과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1)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으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

X'류 어미들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검토하

는 연구는 거의 없다. 더불어 '-다고 하-'로 환원할 수 없는 의미 기능

및 서로 의미 기능이 유사한 여러 '-다X'류 종결어미들 간의 변별에 관

한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와 같은

'-다X'류 종결어미는 모두 인용구문 형식에서 문법화된 종결어미들이다.2)

이러한 종결어미들은 단순히 문장을 종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용된 정

보의 출처, 발화자의 심리적 태도, 억양, 발화 동기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담화·화용적 의미도 달라진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

1)문 말미에 위치하여 문장 종결 기능을 수행하며, 연결어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

져 종결어미처럼 사용되는 것을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라고 정의하였다.(이완정,

2013: 14)

2)종결어미 '-다'와 연결어미나 종결어미가 결합하여 생성된 복합형태의 어미는 '인용

문 구성에서 탈락과 축약 과정에 의해 문법화된 인용구문의 어미'라고 하였다.(이소

흔,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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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X'류 종결어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어미

를 추출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아, 형태･통사적 특징의 차이와 담화･화용적
의미의 차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실제로 '-다고, -다니, -다면서' 등은 인용문 형식의 단순 축약형으로

많이 쓰이지만, 종결어미로 쓰일 때 문맥에 따라 '간접인용' 이외에 다른

다양한 의미 기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박재연(1998: 61-71)에서 이들

어미가 본래 인용구성의 일부였으나 인용동사 '하-'가 생략된 채 빈번히

사용되면서 의미의 변화를 겪어 별개의 종결어미로 발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다음은 '-다고'를 한 예를 들어, 다양한 의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한다.

(1) ㄱ. 네가 그 많은 걸 혼자 다 해치웠다고? (이회자·이종희, 1999)

ㄴ. 내일 비가 온다고? (연세한국어사전, 1998)

ㄷ. 철수가 밥을 먹는다고. (한길, 2003)

ㄹ. 난 또 누가 아프다고. (표준국어대사전)

ㅁ.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표준국어대사전)

위의 예들은 모두 '-다고'로 문장을 맺었지만, 각각의 의미 기능이 다

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ㄱ-1ㄷ)은 모두 발화에 대한 인용3)으로 쓰여

각각 놀람, 확인, 반복의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1ㄹ)은 발화가 아

니라 자신의 생각을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인용의

3)예스페르센(Jespersen, 1924)에 따라 인용이란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말했던(또는 생

각하거나 생각했던)바, 또는 자신이 이전의 어떤 기회에 혼자 말했거나 생각했던 바

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영숙, 2011: 25 재인용) 즉, 한 화자의 말이나 생각

을 또 다른 화자의 말로 옮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언어 구조에 부

호화된 형식이 '인용구문'이라고 한다.(안경화, 1995)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인용

으로 나뉜다. 박나리(2014)에서 자기인용구문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인용의 형식을 써서 표현하는 것으로 특별한 화자의 발화 전략이 내

재되어 있다고 기대된다. 또한 주장 텍스트 장르에서 잘 나타나는 장르 기반적인 속

성이 있으므로 담화·화용적 및 텍스트 장르적 관점에서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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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1ㅁ)은 '인용'이라기 보다 화자가 청자를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을 첫 발화로 강조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X'류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용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비인용으로 쓰이는 것도 있

기 때문에 학습자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4)

다음은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에 대하여 중국인 학습자

들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이다. 아래의 예(2)

에서 보였듯이, '-다X'류 종결어미들에 대해 혼동하고 있는 학습자가 적

지 않았음을 파악하게 되었다.5)

(2) ㄱ. 연희: 난 또 네가 요리를 했다고.(*했다니*했다니까*했다면서)

ㄴ. 홍아: 에이, 그럴 리가.

연희는 홍아가 요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홍아의 언니가 만든 요리

였다. 이러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학습자에게 문맥에 따라 동사 뒤에 '-다

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중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미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때 정답률은 40%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위의 네 가지 '-다X' 종결어미에 대

해 아직도 많이 혼동하여 실제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혼동을 줄이기 위해 네 가지 어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

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

한 한국어 '-다X'류 종결어미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음 네 가지를

연구 목적으로 설정한다.

첫째, 관련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다X'류 종결어미의 개념 및 내용 체

계를 확립한다.

4) 이금희(2006)에서 '-다(고) 하-' 구성에서 '탈락, 축약, 생략, 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어미들은 인용문에서 완전히 멀어져 완전 새로운 통사적 및 의미적 특징을 가

진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인용문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

고 하였다.

5) '*'은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는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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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담

화･화용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
다.

셋째,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네 가지 어미들에 대한 사용 양상을 비교하며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

과 오류 발생 원인을 밝힌다.

넷째, 위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 원인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를 상황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구축한다.

2. 선행 연구

'-다X'류 어미에 관련한 연구는 다각도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연구 성과 중에서 본 연구와 관계가 가장 밀접한 선행 연구들을 다음과 같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형태 구조적 측면에서

복합종결어미, 준말 종결형식, 반말체 종결어미로 세분하여 살펴본다. 둘

째, 문법화(융합)를 거친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개별 '-다X'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의미·화용적으로 접근한 연구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2.1. 형태 구조적 연구

'-다고', '-다니까' 등 종결어미는 형태 구조적 측면에서 연구자의 관점

에 따라 다르게 불려 왔다. 이소연(2009), 허경행(2010)이 복합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소연(2009)은『현대국어 기초 말뭉치(2007)』에서

종결어미의 빈도순위를 추출하여 18개 복합종결어미의 목록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말뭉치 및 교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고', '-다니', '-다니까' 등 어미를 복합종결어미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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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논의하였다. 또한 허경행(2010)도 통사적인 관점에서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복합종결어미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이 연구는 복합종결어미의 개

념, 판별 기준, 유형, 의미 기능, 통사적 특징을 이소연(2009)보다 더욱 명

확하게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복합종결어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형태

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종결어미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결합하

는 것이 아닌 반드시 '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단순복합형태, 복합종결어미와 단일종결어미를 구분하여 복합종결

어미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외에 최은경(2011)은 이러한 종결어미들을 준말 종결형식으로 연구하

였으며, 박재연(1998)은 반말체 종결어미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최은

경(2011)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형식의 특성을 파악하여 목록을

정리하고 준말 종결형식의 형성 조건을 밝혔다. 그 여러 조건 중 본 연구

에서 다루는 '-다X'류 종결어미에 관련하여 두 가지 조건을 시사하였다.

즉, 첫째, 선행표현으로 오는 종결어미는 문장의 유형만을 나타내는 절대

등급 어미 {-다-}, {-(이)라}, {-으라}, {-으냐}, {-자}만 가능하다. 둘째, 후

행 표현에 '-면서', '-며', '-니까', '-니', '-나', '-고'가 오면 융합형을 구

성할 수 있다. 또한 준말 종결형식을 그 의미의 변화에 따라 축약형 종결

형식과 융합형 종결어미로 구분한다.

박재연(1998)은 현대 국어의 반말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

로 반말체 종결어미의 목록을 확립하고 개별 어미들의 통사적 특성과 의

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중에서 인용구성

에서 형성된 반말체 종결어미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반말체로 쓰인 '-다

고', '-다니', '-다면서' 등 종결어미에 대한 통사적 제약 및 의미론적 특

징을 밝히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2.2. 문법화를 거친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어미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지양

(1993), 이금희(2005), 김희경(2007), 박영숙(2011)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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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주된 관심사는 문법화를 거친 융합어미와 융합현상이었다.

이지양(2003)은 어미의 융합 현상을 어휘적 융합형과 형태적 융합형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중 형태적 융합형에서 인용구문의 융합형을 언급

하였다. '-단다', '-다네'는 단순 융합형처럼 '-고 하-'의 구성으로 복원되

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항목으로의 진전된 융합형으로 간주하였다. 융합

형 종결어미의 환원성에 대한 검토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어미의 융합 과정에 대하여 보다 상세히 다룬 연구는 이금희

(2005)와 김희경(2007)을 들 수 있다. 이금희(2005)는 인용문 형식에서 문

법화된 어미와 조사를 고찰하였는데, 문법화된 어미들은 모두 같은 과정을

겪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종결어미 '-단다', '-다네' 등은 '탈락･축
약･융합' 과정으로 문법화가 이루어지지만, 종결어미'-다고', '-다면서',

'-다니까' 등은 '탈락･축약' 과정 다음에 후행절의 '생략'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더 추가된 후 '융합'이 일어났다고 설명하였다. 즉 '탈락･축약･생
략･융합'이라는 문법화 과정을 밝혔다.

또한 김희경(2007)은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융합형

어미의 형성 과정을 다루었다. '-다 하-' 인용 구조 중심으로 인용구문에

서 생성된 융합형 어미인 '-단', '-대', '-다지', '-단다', '-다면서', '-다니

', '-다고'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결형인 '-다고, -다니, 다

니까' 등이 문말에 사용되면서 기능의 변화를 겪고 이와 같이 형태적, 통

사적, 의미적 변화를 통해 '-다X'류의 다른 새로운 어미들을 생성한다고

하였다.

박영숙(2011)도 역시 융합의 측면에서 '-다고 하-' 융합어미 중 연결어

미에서 종결어미로 기능이 전환된 '-다고', '-다면서', '-다니까', '-다니'

를 대상으로 담화·기능 문법적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어미

들의 담화적 의미는 상황적이고 맥락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 과

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2.3. 어미의 의미·화용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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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맥락과 담화적 요소를 고려하여 '-다X'류 종결어미를 의미･화용적
기능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김홍범(1987), 전혜영(1996), 김병건(2013),

박나리(2013), 이금희(2014) 등이 있다.

전혜영(1996)은 '-다고'에 대한 반복질문의 화용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즉, 1) 미확인 정보에 대한 확인, 2) 발

화행위 자체 대한 확인, 3) 함축 내용에 대한 확인, 4) 놀라움, 의심 표시,

5) 거부, 발달 표시, 6) 화제의 전환이다. 이 연구에서 '-다고'의 담화상 기

능을 실제 상황 맥락에 따라 세분하여 논의한 시도는 본 연구에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그리고 '-다X'류 종결어미에 대하여 각각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세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유사하게 쓰이는 여러 개의 어미를 비교하여 다룬 연구

는 김홍범(1987), 김병건(2013), 박나리(2013)와 이금희(2014)를 들 수 있

다.

김홍범(1987)은 의문 서법으로 나타나 의미와 용법이 유사한 '-다면서',

'-다고', '-다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형태·통사적뿐만 아니라 의미·화용

적으로도 밝혔다. '-다고'를 <확인 물음>의 '-다고 1', <반복 대답>의

'-다고 2', <놀람, 믿어지지 않음>의 '-다고 3'으로 분류하였고, '-다니'를

<놀람, 믿기 어려움 >의 '-다니 1'과 <겸손>의 '-다니 2'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다면서'를 <확인 물음>의 '-다면서 1'과 <따짐>의 '-다면서 2'

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종결어미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형태·통사·의미·화용적 접근으로 어미의 특성을 밝히고, 유사한 어

미들 간 변별적 차이를 명시한 점에서 의의가 깊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고', '-다니', '-다면서'가 각각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기능을 체계

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같은 맥락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어미를 교체하

여 사용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김병건(2013)은 해체 종결어미의 의미 분석 차원에서 '정보 유무', '정보

유형', '태도' 등 화용적 조건을 통해 어미의 의미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 [전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는다니 01},

{-는다고 02}, {-는다니까}를 비교했으며, [확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 8 -

{-는다고 02}, {-는다면서}, {-는다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문법 형태 사용에 작용하는(혹은 문법 형태 간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결

정적인 의미 바탕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어미 간의 변별적 차이를 밝히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박나리(2013)는 담화·화용 정보의 동음어 및 다의어의 의미 기능 구별을

중시하며 '-다니'의 다양한 의미 기능들을 담화·화용 정보에 기초하여 서

로 구별하고 기술함으로써 '-다니'에 대한 총체적인 한국어 교육 문법적

기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니'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다

른 '-다고 하-'가 축약형으로 문법화된 '-다고', '-다니까', '-다면서'와

지니는 공통요소를 비교하였고, '-다니'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법적 기술

방안을 제시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방안

을 어떻게 한국어 교재 안에서 학습자 문법으로 담아내고, 이를 어떠한 학

습활동으로 연결시킬 것인지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금희(2014)는 확인 의문법 종결어미 '-다면서', '-다고', '-다지'의 화

용적 조건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 어미를 비교하면서 공통

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어미들은 모두 화자가 들어

서 알게 된 정보를 청자에게 확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즉, 제3자의 원발화를 화자가 시간 차이를 두고 청자에게 확인한다는

점에서 같은 화용적 조건을 갖고 있고, 거의 같은 유의적인 의미 기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거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 이 세 어미의 정확한 차이는 밝혀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고 하-'의 인용구성에서 문법화된 융합어미

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다X'류 종결어미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는 아직 미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종결어미를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거의 없고, 유사한 '-다X'류 종결어미들 간의 차이점을 비

교해서 학습자를 위해 어미들에 대한 혼동을 줄이게 하는 체계적인 교육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X'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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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문법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

아 중국인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과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Ⅱ장에서는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다X'류 종결어미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 범주 안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여겨지는 문법 항목

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현대 구어 말뭉치의 빈도

수, 그리고 한국 교재와 중국 교재를 참고하였다.6)

먼저 '-다X'류 종결어미의 실제 담화 상황에서의 사용빈도를 추출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현대 구어 말뭉치 통계)>의 빈도수를 조사하였

다.7) 전체 형태소 항목은 총 29,502개이며, 종결어미는 600개였다. '-다X'

형식으로 나타난 종결어미8)의 수는 77개로 나왔고, 그중에 상위 10개의 종

결어미는 다음 <표Ⅰ-1>과 같다.

6)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한국 교재: <한국어> 총 6권, 경희대학교; <재미있는 한

국어> 총 6권, 고려대학교; <한국어> 총 4권, 서울대학교; <한국어> 총 6권, 연세

대학교; <한국어> 총 4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 널

리 사용되는 중국 교재: <韩国语(修訂版)>총 4권, 민족출판사; <韓國語教程> 총 4

권, 세계도서출판회사; <标準韩国语> 총 3권, 북경대학출판사;

7) < 21세기 세종계획(현대 구어 말뭉치 통계)> 2011.12. 수정판(2쇄)

8)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말뭉치에서 '-다X'의 형식으로 나타난 종결어미는 본 논

문에서 다루게 될 '-다X'류 종결어미와 차이가 있다. 즉, 전자는 '-다고 하-'로 환

원할 수 있는 종결어미와 환원할 수 없는 종결어미의 총체를 말하며, 후자는 본문

에서 관심을 두는 비환원적 '-다X'류 종결어미가 된다. 말뭉치에서는 환원적 종결

어미와 비환원적 종결어미를 섞여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X'류 종결

어미와 구분하기 위하여 '-다X' 형식 종결어미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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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X'형식

종결어미

순위

구어 빈도수
종결어미

'-다X ' 형식

종결어미

'-다X' 형식 종결어미

의 의미 범주10)

-다고-다고 63 2 11 115

-다니까-다니까 95 6 22 90

-다니-다니 167 13 33 13

-다면서-다면서 188 17 44 8

-다는데 194 19 5 8

-다면 203 21 6 7

-단다 266 30 7 4

-다나 321 38 8 2

-다네 351 40 9 2

-다더냐 391 46 10 1

<표Ⅰ-1> 구어 말뭉치에서 '-다X' 형식의 종결어미 빈도수9)

이상의 통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77개의 '-다X' 형식의 종결어

미 중 구어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4개는 '-다고', '-다니까', '-다

니', '-다면서'로 나타났다. '-다는데'는 '-다면서'와 같은 빈도수이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종결어미로 인정받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문법 등 다양한 사전에서 '종결어미'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본고의 연

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X'류 종결어미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

두 다루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고', '-다니',

9) 구어 말뭉치에서 비록 높은 빈도수인 '-대'도 비슷하게 인용구문의 문법화 과정을

거쳤지만, 이를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가 있다. 첫째, '-대'는 '-다고', '-다니' 등 다른 '-다X'류 종결어미에 비해 형성

과정이 더욱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는 '-어'와 먼저 결합하여 '해'로 변화된 다

음 다시 'ㅎ'탈락시키고, '-다'는 다시 '애'와 결합한다. 김희경(2007)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다 #하어 → -다 해 → -다 ø 애 → -대

둘째, '-대'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대서'처럼 문장 중간에 연결의 기능으로

쓰일 수 있지만, 단독적으로 쓰일 때 항상 종결어미로 쓰이지만 '-대'처럼 연결어

미로 쓰이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에서 뒤에 나오는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와 다르다.

10) '-다X'류 종결어미 중에서 이형태, 구어체, 준말이 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같은

의미 범주의 종결어미를 하나로 묶었다.('-ㄴ/는다구, -ㄴ/는다'를 모두 '-다고'로

묶고, '-ㄴ/는다며, -ㄴ/는다매, -ㄴ/는다면서' 등을 '-다면서'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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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경희대 × ○ × ○
고려대 × ○ × ○
서울대 ○ ○ × ×

연세대 × ○ × ○
외대 × ○ × ○

韩国语(修訂版) × ○ × ○
韩国语教程 ○ ○ × ○
标準韩国语 ○ ○ × ○

'-다니까', '-다면서' 4개만 연구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한국어 교재에서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제시 양상은

다음 <표Ⅰ-2>와 같다.11)

<표Ⅰ-2> 각 교재에서의 제시 양상

교재 분석을 통해 문법 항목, 문법 설명(화용적 정보), 연습 활동 등

제시 양상 및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위의 <표Ⅰ-2>에 정리했듯

이 이 네 가지 어미를 문법 항목으로 다루는 교재도 있고, 다루지 않는

교재도 있다. '-다니'는 모든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다니까'를 제

시하는 교재가 한 권도 없었다. 이와 같이, 말뭉치에서 높은 빈도수를 차

지하고 있는 '-다니까'가 교재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학습자가 과연

이 어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구체적

인 교재에 대한 논의는 뒤에 Ⅱ장에서의 교육 실태에서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이상으로 말뭉치 빈도수와 교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 네 가지 어미를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기로 하였다.

3.2. 연구 방법  

11) '○'은 교재에서 문법항목으로 소개되고 있고, '×'는 소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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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이름  출판 연도  출판사 
표준국어대사전 1999 두산동아

연세한국어사전 1998 두산동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2006 신원프라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용법편) 2005 커뮤니케이션북스

어미·조사 사전 (전문가용) 2010 한국문화사

Ⅱ장에서는 우선 '-다X'류 종결어미의 개념 및 체계를 국어학의 선행연

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그다음으로 '-다X'류 종결어미의 유형, 형성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2절에서 '-다X'류 종결어미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담화･화용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다X'류 종결어미

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일일이 자세히 분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

에 앞서 언급한 구어 말뭉치에서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다고', '-다

니', '-다니까', '-다면서'를 추출하여, 각각의 형태·통사·담화·화용적 특성

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교재 분석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

면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제시 양상을 살펴보며 각각

의 의미 기능을 다음 <표Ⅰ-3>과 같은 사전을 통해 재분류하였다.

<표Ⅰ-3> 분석한 한국어 학습 사전 목록

위의 사전에서 제시한 설명을 바탕으로 Ⅱ장에서 네 어미의 의미 기능

을 각각 <표Ⅱ-10>, <표Ⅱ-13>, <표Ⅱ-16>, <표Ⅱ-19>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선행연구와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난 상황을 고려하여 중

국인 학습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실용성이 높은 의미 항목으로 재분류

하였다. 어미의 화용적 특성과 사용 양상을 밝히기 위해, 구어 말뭉치에

대한 분석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인 모어 화자의 실제 발화

말뭉치 자료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니 준구어 말뭉치 자료인 드라마 대

본을 참고하였다.

3절에서는 의미 기능이 유사한 어미 간의 비교 분석을 선행연구를 통

해 검토하였고, 두 어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4

절에서는 실제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재 분석 및 교

육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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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대해서 학습자가 배워야 할 문법 항목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어미의 의미 기능 및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지, 또한 기술적인 오류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를 위해 서울 내 정규 대학의 부속 언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와 중국 4년제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를 연

구 자료로 삼아 교재의 제시 양상 및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이외에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학습 경로를 살펴보고, 교사에게 실제의 교육 실

태도 조사하였다.

Ⅲ장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설

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어떤 오류를 많

이 범하고 있는지, 또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특

히,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이러한 어미들에 대한 사용 양상

을 비교하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

로 1차에서는 학습자의 종결어미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에

대한 사용 양상과 인식 양상을 조사하였고, 2차에서는 학습자의 사용 오류

양상 및 원인을 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담화 완성형 테스트12)(Discourse Completion Test: DCT)와

번역 테스트(Translation Test)로 구성하였다. DCT와 번역식 테스트는 각

각 10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DCT는 Part 1(7개)와 Part 2(3개)로 이

루어지고, 전자는 답을 하나만 고를 수 있는 테스트 문제이다. 후자는 같은

상황 맥락에서 발화자의 발화시 정서적 차이와 습관 등 요소로 인하여 가

장 적절한 답이 하나 이상 나올 수 있으니 척도형으로 문제를 설계하였다.

이는 유사한 기능으로 쓰이는 '-다X'류 종결어미들은 실제 대화 상황에서

12)담화 완성형 테스트는 화행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수집 방법의

하나이다. 사회적 배경, 청화자의 신분, 나이, 성별등을 제공하는 상황을 짧게 묘사

한 서술형 문항을 제시하고 반응자들이 빈 공간을 채워넣는 방법이다.(Kasper &

Dahl, 1991, 김독영, 2002: 131 재인용) 담화 완성형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는 개방형 담화 완성 테스트(Open-Ended DCT)와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Multiple-Choice DCT)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네 가지

어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를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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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Part 1에서는 오류를 범한 학습자에게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Part 2에서는 모어 화자와 학습자에게 인터

뷰를 통해서 실제의 사용에서 두 유사한 어미에 대하여 어떻게 변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 직관이 없는 학습자에게 한국

어의 뉘앙스의 차이를 인식시켜, 어미들 간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해

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었다. 그후에 설문조사에 참여

한 학습자들 중에서 오류를 많이 범한 학습자 총 10명,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 총 8명에게 심층적 연구를 위한 사후 인터뷰(Follow 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구제적인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비조사
2015년 4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중 30명, 한 50명)

본 조사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중 60명, 한 60명)

사후 인터뷰
2015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중 10명, 한 8명)

Ⅲ장에서 다룬 학습자의 오류 원인 분석을 토대로 Ⅳ장에서는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를 상황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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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X'류 종결어미 교육 논의를 위한 전제

이 장에서는 '-다X'류 종결어미 교육 논의를 위한 전제를 살펴볼 것이

다. 우선 '-다X' 종결어미란 무엇인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담화·화용적 의미를

밝히고, 의미 기능이 유사한 두 어미의 변별적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

막으로 현장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존재하는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1. '-다X'류 종결어미의 개념과 범주 

1.1. '-다X'류 종결어미의 개념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종결어미를 취함으로써 문장의 끝맺음이 이루

어진다.13)『표준국어대사전』에서 종결어미는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말 어미.'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결어미는 직접 용언 어간 뒤에 잇달아

붙여서 문장을 끝내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용언 어간 뒤에 선어말어미가

들어가 있고 뒤에 다시 종결어미와 결합해서 문장을 끝내는 경우도 있다.

김태엽(2001: 25)에서 국어 종결어미의 형태는 하나의 구성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둘 이상의 구성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 형태가 많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 개의 구성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 종결어미의 형

태와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에 의해 이루어진 종결어미의 형태는 문법 기

능이나 의미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이 연

구에서 다루는 '-다고', '-다니까' 등 종결어미들은 모두 평서법 해라체

13)종결어미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 고영근·구본관(2008)에서 어미는 위치에 따라 선어

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문장이 완전히 끝맺는지에 따라 어말어

미는 다시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나눌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다. 종결어미는 학

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끝씨, 맺씨, 맺음끝, 종지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입장에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요소인 '종결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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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인 '-다'와 다른 어미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이들을 복합

형태라고 하였다. 허경행(2010)에서는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

루어진 종결어미를 '복합종결어미'14)라고 정의하였다.

종결어미를 언급할 때 문체법과 존비법에 대한 부분이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종결어미의 의미에 따라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 문

체법으로 나뉠 수 있다. 또한 청자에 대한 존경 정도에 따라 해라체, 하게

체, 하오체, 합쇼체 등 다양한 존비법의 등급으로 나뉘기도 한다. 본 연구

에서 다루게 되는 '-다X' 종결어미는 연구의 편리함과 간결성을 위해 일

체적으로 해라체의 형식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다고', '-다니', '-다니

까'와 같은 평서법 반말체를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용언

어간이 받침이 있는지의 여부, 곧 이형태에 따라 '-ㄴ(은)다'로 구분하거

나 품사에 따라 '-라고', '-라니', '-라니까'등으로 처리하거나, 피인용의

자문(子文)이 어떤 문장 유형인지를 본 연구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통

일되게 기본형인 '-다X'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는 문체법이 중화된 '-다

X'는 '-라X', '-냐X', '-자X'의 기본형이기 때문이다.

사실 '-다X' 종결어미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선행 연구를 보면, 대다수의 연구들은 '융합어미'15), '복합

14) '복합종결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는 김형복(1998)，허경행(2010) 등이 있다.

김형복(1998)에서 종결어미를 단순 종결어미와 복합 종결어미로 분류하였다. 전자

는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않는 종결어미를 뜻하고 후자는 하나나 하나보다 많은

선어말어미와 단순종결어미가 결합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행 요소의 문법

적 특징에 따라 복합 종결어미를 다시 주어 존경 복합 종결어미, 시제 복합 종결

어미, 겹침 복합 종결어미로 나누었다. 주어 존경 복합 종결어미는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인 '-시/-으시-'와 뒤에 다른 단순 종결어미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예:

할아버지가 오시ㄴ다(오신다). 시제 복합 종결어미는 'ㅆ/았/었'처럼 시간을 표현하

는 선어말어미가 결합되는 것을 말한다. 예: (1)지난 해, 나는 미국에 가ㅆ었다.(갔

었다.) 겹침 복합 종결어미란 주어 존경과 시제의 선어말어미가 두 개 이상 단순

종결어미에 결합된 것을 말한다. 예: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었다(돌아오셨다.) (김

형복, 1998: 36)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X'류 종결어미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위에서 언급했던 허경행(2010)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15) 융합이란 단어나 형태소 간에 일어난 언어 현상이며 의미적 관계가 가까운 융합소

를 결합함으로 축약, 줄이기, 재구성화 등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쓸 수

있는 형태이다.(赖映延, 2015: 448), 안명철(1992: 5)에서 '-고 하-'탈락 현상을 융

합으로 보는 이유는 이들 현상이 단순한 음운론적, 또는 형태론적 요인의 한 구문

의 단순화로만 파악되는 현상이 아니고 통사, 의미론적 기능의 변화도 일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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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준말 종결형식'16) 등과 같은 다양한 문법 범주로 다루어 왔다. 이

는 학자의 관심이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고', '-다니', '-다니까' 등 종결어미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

으므로 하나로 묶어서 이들을 포괄한 상위 분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공통적 특징을 감안하여, '-다X'류 종결어미

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X'류 종결어미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다X'류 종결어미

와 쉽게 혼동하는 '-다X' 문말 형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문장의 끝에

오는 '-다X' 형태들은 모두 종결어미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문장의

끝에 위치한 '-다X'는 '-고 하-'의 단순한 축약형일 수도 있고, '-고 하

-'로 환원할 수 없는 진전된 융합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전자는

원래의 '-고 하-'구조에 비해, 단순히 음운적 차이와 형태적인 차이가

보이지만 의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반면에 후자는 음운·형태적인 변

화뿐만 아니라 통사·의미적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특유한 의미를 가지

는 종결어미로 처리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허경행, 2010)

허경행(2010)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모든 복합형태

가 복합종결어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복합종결어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

는 융합은 '삭제에 의한 융합'과 '인접한 형태소끼리의 융합'17)으로 나누

때문에 인용구문의 융합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를 내부구조에 변화가 일어나

는지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니까, -다니, -다면서' 등 구성은

내부 구조의 변화가 이미 완성된 단계이며 원래의 인용구문의 구성으로 환원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16) 최은경(2011)은 종결어미를 포함하여 종결어미처럼 쓰이는 형태를 '종결형식'이라

고 하였다. 그중에 '줄어들어 종결어미 또는 종결어미처럼 쓰이는 형태'를 '준말

종결형식'이라고 하고, '줄어들어 종결어미로 쓰이는 형태'를 '준말 종결어미'라고

설명하였다. 즉 '-다니'처럼 똑같은 형태로 문말에 나와 종결의 기능을 가지지만,

감탄이나 놀람을 나타내는 '-다니'로 쓰이는 경우는 종결어미이고, 소문 확인을 나

타내는 '-다니'는 '-다고 하니'의 줄임말이다. 전자는 '준말 종결어미'이며, 후자는

'준말 종결형식이다'. 둘을 합쳐서 큰 범위인 '준말 종결형식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17) 융합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삭제에 의한 융합은 '온단다'는 '온다고 한다'

에서 '-고 하'의 삭제에 의해 융합된 복합 형태를 말하고, 인접한 형태소끼리의 융

합은 '시험에 꼭 합격하기를'처럼 명사형 어미'-기'와 조사'를'의 융합에 의해 이

루어진 복합 형태를 말한다.(허경행,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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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자를 융합형 종결어미라고 하고, 후자를 연속형 종결어미라고 정의하

였다. 다음으로 단순한 융합형과 삭제에 의한 진전된 융합형을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3) ㄱ. 승희가 그러는데 영수가 내일 학교에 온단다.

ㄱ'. 승희가 그러는데 영수가 내일 학교에 온다고 한다.

ㄴ.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한다지?

ㄴ'. *이 많은 일을 언제 다 한다고 하지?

(허경행, 2010: 37 예)

위의 (3ㄱ)외 (3ㄴ)에 나타난 종결어미 모두 삭제에 의한 융합으로 이루

어진 복합 형태이지만, '온단다'는 '온다고 한다'의 줄어든 형태이며, 융합

전후의 의미적 차이가 없어서 단순융합형으로 봐야 되고, '-ㄴ다지'는

'-ㄴ다고 하지'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환원할 수 없는 융합형은

진전된 융합형이라고 불리, 복합종결어미가 된다고 주장하였다.18)

그러나 '-다고 하-'로 환원할 수 없는 '-다X'류 종결어미는 융합 이후

에 인용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안명철(1992)에서 '-다면서,

-다나, -다니, -다고' 등은 원래의 인용 구성으로 환원이 안 되지만, 어떤

인용된 발화를 문제로 삼고 있는지 다음의 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

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4) ㄱ. 영이가 안 간다면서? 나도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랐어.

ㄴ. 영이가 안 간다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ㄷ. 영이가 안 간다니? 무슨 소리야?

ㄹ. 영이는 안 간다고. 다들 그래.

(안명철, 1992: 81 예)

18) 이와 같이 융합 전후 의미적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같은 형태로 나타날 때 학습자에게 있어서 환원할 수 있는 것과 환원할

수 없는 것의 의미적 차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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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융합어미는 인용구문 '-다고 하-'구성에서 '-고 하-'가

축약되어 원상태로 환원되지 않으며, 형태적 범주로 굳어져 새로운 기

능을 획득하여 종결어미로 쓰이는 어미라고 한다.19)

(박영숙, 2011: 15)

위와 (4)에서 보였듯이, 선행문들은 후행문을 통해서 어떤 발화의 인용

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다X'류 종결어미들은 '-다고

하-'로 환원되어 의미적 차이가 나타났지만, 인용의 의미가 아직 남아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다X'류 종결어미의 개념에 대하여, '-다고 하-'로 환원할 수

없는 특징을 살펴보았고, 또한 환원할 수 없지만 '인용'의 의미가 아직 남

아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다X'류 종결어미의 정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박영숙(2011)에서 '-다고 하-'융합어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가 있다.

위의 정의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X'류 종결어미의 개념과 매우 비

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자세히 따져보면, 다소 타당성이 부족하다

고 본다. 그 이유는 '-다고 하-' 융합어미라는 용어는 사실 종결어미를 포

함하여 보다 큰 범위이며, 이 중에 연결어미의 기능으로 나타내는 융합어

미도 있고, 종결어미의 기능으로 나타나는 융합어미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결어미의 사용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다고 하-' 융합어

19) 박영숙(2011)에서 융합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음절이 축소되어, 원형의 의미로부

터 멀어져 새로운 의미로 재구조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전

제로 하여 '-다고 하-'융합어미를 다 종결어미로 처리하면 못마땅하다고 본다. 다

음의 예문을 통하여 살펴보자.

예) 얼굴만 예쁘다고 최고인가? (표준국어대사전)

위에 나타난 '-다고'도 융합의 과정을 거쳐, 다시 '-다고 하고'로 환원할 수 없고,

'원인'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종결어미가 아니라 연결어미이기 때

문에 위의 '-다고 하-' 융합형 어미에 대한 정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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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X'류 종결어미의 정의: 인용구문 형식 '-고 하-'가 탈락되어, 문법

화(융합)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기능을 획득한 복합종결어미이다.

유형 결합 방식 '-고 하-' 융합어미

1유형 씨끝 1(종결어미)+ 씨끝 2(마침법 씨끝)
-ㄴ단다, -ㄴ다네, -ㄴ다오,

-ㄴ답니다.......

2유형 씨끝 1(종결어미)+ 씨끝 2(이음법 씨끝)
-ㄴ다니, -ㄴ다지, -ㄴ다니

까, -다니, -다고.......

미가 아닌 그의 하위 분야에 속한 '-다X'류 종결어미라는 용어를 사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의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X'류 종결어미의 정의를 내리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20)

지금까지 '-다X'의 환원 가능성, '-다고 하-' 구조와의 관계 등에 대하

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고', '-다니',

'-다면서' 등 어미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다X'류 종결어미의 유형  

김수태(2005)에서 '-고 하-'가 생략되어 '씨끝 1+씨끝 2'의 겹침을 보이

는 것들은 씨끝 1의 위치에 '-ㄴ다(다/라), -느냐, -으라, -자'만 쓰일 수

있으며, 씨끝 2의 위치에 쓰일 수 있는 맺음씨끝은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다X'류 종결어미의 '-X'자리에는 종결어미 혹은 연결어미를

넣을 수 있다. 이를 다음 <표Ⅱ-1>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

하였다.21)

<표Ⅱ-1> '-고 하-' 융합어미의 유형

20) '-다X'라는 표기 방식은 다소 생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선행연구(김희경,

2007, 赖映延, 2015 등)에서 '-다 하-' 구문에서 문법화된 융합형 어미를 지칭할

때 '-다X'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의 차원에서 '-다고 하-'융합어미라는 용어보다 '-다X' 종결어미라는 용어가 보다

쉽게 이해된다고 보아,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1) 1, 2 유형 외에 '-ㄴ다는', '-ㄴ느냐는' 등과 같이 씨끝 1(종결어미)+씨끝 2(안음법

씨끝)결합된 3 유형도 '-고 하'가 생략된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융합된 종결어

미가 아니므로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하였다.(김수태, 20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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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결합 방식 복합종결어미

①

융합형

종결어미+종결어미

-는다나, -는다네, -는다니, -는다오,

-는다지, -는단다, -는답니다, -는답

니까, -는다더냐, -더라지......

② 종결어미+연결어미
-는다면서, -는다며, -는다니까, -는

다니, -더라니, -더라면서, -더라며......

③ 연속형22) 종결어미+조사
-는다고, -을라고, -더냐고, -더니만,

-더라고......

허경행(2010)에서 복합종결어미를 선행 결합하는 요소의 특성에 따라

다음 <표Ⅱ-2>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Ⅱ-2> 복합종결어미의 유형

김수태(2005)와 허경행(2010)의 연구를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는 바로

'-다고'의 처리 문제이다. 허경행(2010)에서 '-고'에 대해 인용격조사로 처

리하였다. 김수태(2005)에서 '-고'는 꼴이 같더라도 쓰임에 따라서 '따온

자리토씨, 마침법 씨끝, 이음법 씨끝'으로 구분된다. '-고'를 이음법 씨끝

에서 기능이 전이된 것으로 보아야 융합 씨끝의 생성에 대해서 더 합리적

인 설명이 가능하며, 융합 씨끝의 체계도 단순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은경(2011)에서도 '-고'를 인용격조사로 볼 수 없고, '-고'의 기본 의미

를 바탕으로 선행 표현을 [미완결]하고 후행 서술을 [연결]하는 요소, 즉,

'연결어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인용표지'로 처리하는

연구로 이필영(1993)이 있다.23) 결국 '-고'의 성질에 대하여 학자의 견해

에 따라 다르므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고'의 문제를 깊이 논의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표준국어대사

전>에서 제시한 '간접 인용절에 쓰여, 어미 '-다'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결합한 말.'의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22) 허경행(2010)에서 단일형태와 단일형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유형은 다시 융합형

과 연속형으로 나뉜다. 종결어미에 종결어미가 결합하는 유형과 종결어미에 연결

어미가 결합하는 유형은 합쳐서 융합형으로 보고, 종결어미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

우는 연속형으로 간주하였다. 남기심(1973)과 이필영(1993)에서 이 둘을 '융합(축

약)'과 '절단(축약)'으로 불렀다.

23) 인용표지는 'Ø', '-고', '-하고', '-이라고' 등이 있다.(이필영,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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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다X'류 종결어미는 씨끝 1인 '-다'와 씨끝 2인

'-X'를 결합한 '-다고 하X'의 형식에서 '-고 하-'가 생략된 어미를 말한

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다X'류 종결어미의 유형은 '-X' 자리에 올 수 있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그리고 조사 세 가지 유형으로 다음 <표Ⅱ-3>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Ⅱ-3> '-다X'류 종결어미의 유형

유형 결합 방식 '-다X'류 종결어미24)

1 '-다'+ X(종결어미) -다니, -다나, -다오, -다네, -다지......

2 '-다'+ X(연결어미) -다면서, -다니까, -다니, -다며......

3 '-다'+ X(조사) -다고

1.3. '-다X'류 종결어미의 형성 과정 

'-다고', '-다면서'와 같은 '-다X' 어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여기서는 문법화(융합)과정

과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3.1. 문법화(융합) 과정

'-다 하-'구성에서 문법화된 어미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한

연구로는 이금희(2006)가 있다. 이금희(2006: 255)는 인용문 구성에서 문법

화된 어미들이 '-다 하-'구성에서 유형에 따라 'ㅎ'의 탈락, 피인용절과의

축약, 그리고 융합의 과정을 겪어 문법화된 것도 있고, 축약과 융합 사이에

생략이라는 과정을 더 겪은 변화를 입어 다른 사람의 발화나 화자의 인지

된 내용의 인용이 아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

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24) <21세기 세종계획(현대 구어 말뭉치 통계)>에서 제시된 종결어미 목록과 허경행

(2010)의 복합종결어미 목록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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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과정
ㄱ. 문장 구조의 축소

⇒  ㄴ. 끊어짐의 수행~억양 얹힘
⇒  ㄷ. 문장 종결 기능의 획득

제1 유형:  탈락→ 축약 → 융합
① 종결어미: -답니다, -단다, -다오, -다네 등

② 연결어미: -다고, -자고, -자니까, -자면, -다면 등

제2 유형:  탈락 → 축약 → 생략 → 융합 
① 종결어미: -다고, -다면서, -다니까, -다니, -다나 등

본 연구에서 이금희(2006)의 견해를 인정하고, 다루게 될 '-다고', '-다

니', '-다니까', '-다면서'를 모두 제2 유형에 속한 종결어미들로 보고자

한다. 즉, 이들은 모두 '탈락 → 축약 → 생략 → 융합'이라는 문법화 과정

을 겪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종결어미들이다.

1.3.2.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과정

앞서 형태 구조적 분석으로 '-다X'류 종결어미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

고, 다음은 의미 기능적 분석으로 '-다X'류 종결어미와 '-다X' 연결어미

의 관계, 즉,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의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김태엽

(2001: 111)은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원래 종속적 연결어미로 쓰이다가 후행문의 삭제로 종결어미화된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담화 상황에서 비록 후행절이 삭제되더라도 선행절만

으로도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정보 교류가 가능한 언어의 경제성을 나타낸

다.(김태엽, 2001: 99) 다음으로 '-다면서'를 통해서 살펴보자.

(5) ㄱ. 그 사람이 싫다면서 왜 자꾸 만나니? (표준국어대사전)

ㄴ. 그 사람이 싫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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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X'류 종결어미의 형성 과정

인용문 형식 '-다 -'에서 우선 음운론적으로 'ㅎ'가 약화･탈락된다. 그
다음 선행절이 후행절('-고', '-니', '-니까', '-면서' 등)과 결합한 후에 축약

을 통하여 연결어미로 형성된다. 연결어미로 쓰이다가 그 다음에 후행절의 생

략을 통하여, 후행절의 의미는 선행절에 전이되는 동시에 융합되는 과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새로운 종결어미로 변화된다.

위의 (5ㄱ)에서의 '-다면서'는 '-다고 하면서'가 줄어든 형태로 연결어

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청자가 예전에 발화한 내용이 후행 발화의 근

거나 전제가 될 때 연결어미로 쓰인다. 그런데 (5ㄴ)의 경우는 후행절의 내

용이 생략되어 문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후행절의 의미는 선행절의

'-다면서'에 전이되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종결어미로 쓰인다. 따라서

서로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5ㄱ)처럼 굳이 후행절의 내용을 말하지 않아

도 화자의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다X'류 종결어미의 형성 과정을 이

금희(2006)와 김태엽(2001)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 '-다X'류 종결어미의 형태･통사적 특징 및 담화･화용적 
의미  

이 절에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각각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담화·화용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형태･통사적 특징은

사전과 국어학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25)

2.1. 형태･통사적 특징

25) 한길(2004: 53)에서 종결어미는 문장의 발화하는 데 관련되는 화자에 관한 것, 청

자에 관한 것, 화자와 청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 말이

해하여지는 장면 따위의 화용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종결어

미마다의 화용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일이 종결어미의 화용적 특성 연구에

서 기본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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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어미의 형태･통사적 특징은 ①높임 보조사'요'의 결합 제약, ②선어

말어미와의 결합 제약, ③주어와의 결합 제약, ④서법의 제약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26)

2.1.1. '-다고' 

우선, 종결어미 '-다고' 뒤에는 높임 보조사'요'가 제약 없이 통합될 수

있다. 김수태(2005: 115)에서 '요'를 덧붙여 예사높임을 드러낼 수 있지만

아주높임을 드러내는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고'는 청자가 아

주높임의 대상이 될 때는 쓰일 수 없는 종결어미로 불 수 있다.27)

종결어미 '-다고'와 결합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고'는 앞에는 주체높임 '-시-'와 시제선어말어미 '-ㄴ-/-았-/-겠-'이

제약 받지 않고 통합될 수 있다.28)

종결어미 '-다고'와 결합할 수 있는 주어 인칭을 살펴보면, 주어는 1인

칭(단수, 복수), 2인칭, 3인칭이 있는데 '-다고'는 주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두 결합될 수 있다.

종결어미 '-다고'와 결합할 수 있는 서법을 살펴보면, 평서법, 의문법으

로만 쓰일 수 있다. 이때 문장 끝에 놓이는 절종결(억양)29)에 따라 구분된

다. '-다고'는 같은 의미 기능으로 쓰이더라도 발화자의 발화 태도와 강조

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억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예(6

ㄱ)와 (6ㄴ)은 모두 의문법으로 상대방의 발화를 반복하면서 반문하는 것

인데, 전자는 주로 상승조(↗)를 쓰고 후자는 급상승조(↑)를 쓴다. 상승조

26)본 연구에서 담화･화용적 특성을 관심을 더 두고, 형태·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간

략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27)일상생활에서 구어체에서 '-다고'를 '-다구'로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8)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예문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29)종결어미의 억양에 대해서는 한길(1991, 2004), 김홍범(1987)에서 억양을 '절종결'

로 부르고, '올림의 절종결(↗), 급상승의 절종결(↑), 내림의 절종결(↘)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금희(2005)는 확인 질문과 관련된 억양을 다루면서 위의 제시한 앞

의 두 억양을 각각 '완만하게 상승하는 상승조(↗)'와 '빠르고 경사가 급하게 올라

가는 급상승조(↑)로 불렀으나 내림의 절종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리는 억양을 하강조(↘)로, 내리다가 다시 올리는

억양을 상승하강조(↝)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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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이는 '-다고'는 '반복질문'의 경우가 되기도 하고,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발화문의 반복을 요청하거나 확인(confirm)해 줄 것을 요청하

는 화행이기도 한다.(장석진, 1985: 149-150) 이와 달리, 급상승조(↑)는 보

통질문의 억양과 다르다.(한길, 1991: 121 재인용) 이는 영어의 메아리 감

탄(echo exclamation)과 유사하여 한국어에서 '반복감탄'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장석진(1985: 150)에서 주장하였다.30)한 서법은 특정한 하나의 억

양을 대응시키기가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전형적인 억양을 제시하고자

한다.31)

또한 평서법에서 하강조(↘)와 함께 쓰여, 이미 발화한 내용은 청자에게

반복 요청을 받아,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대답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얼마나'와 함께 하강상승조(↝)로 나타낼 수도 있다.

(6) ㄱ. A: 오빠, 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B: 먼저 간다고? (↗)

ㄴ. A: 철수가 죽었대.

B: 뭐? 죽었다고? (↑)

ㄷ. A: 연희 씨는 오늘 저녁의 파티 아마 못 올 것 같다.

B: 뭐라고?

A: 네가 좋아하는 연희 씨가 못 온다고. (↘)

ㄹ.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

2.1.2. '-다니'  

'-다니'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담화·화용적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다

니'의 내부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다니'의 형태·통사

적 제약은 다른 '-다X'류 종결어미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32)

30) 본고에서 급상승조(↑)는 화자가 명제에 대한 '놀람, 분노, 불만' 등 강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억양이라고 보았다.

31) 뒤의 '담화·화용적 의미'에서 어미의 각 의미 기능에 대한 억양에 대하여 자세히

논술하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32) '-다니'는 상당히 복잡해 학습자가 쉽게 혼동하는 문법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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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다니'의 형태소를 살펴보면, 단일형태소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

고, 둘 이상의 형태소들이 축약되어 이루어진 복합형태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33) 이러한 논란을 야기하

는 것은 '-다니'가 선행 동사 어간과의 결합 제약과 관계가 있다. 즉, '-다

니'는 선행의 동사 어간 뒤에 직접 붙어 '가다니'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는

가 하면, 동사 어간 뒤에 받침이 있느냐에 따라 '간다니'처럼 쓰이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다X' 종결어미와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니'를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 논의하

는 연구가 많았다. 형태·통사적 제약의 측면에서 보면, '-다니 1'과 '-다니

2'로 분류하는 논의로서 이필영(1995), 이금희(2005), 박나리(2013), 이소흔

(2013) 등이 있다.

이필영(1995)과 이금희(2005)는 '-다니'에 대하여 시제를 포함한 '-는다

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33)한길(1991)은 '-다니'를 '-다고 하니'의 축약된 형태로 추정하다가 다음과 같은 문

제점을 밝혔다. 첫째, 축약된 형태와 축약되기 이전의 형태가 청자높임법의 등분에

서 다르다. 둘째, 의미에서도 차이가 난다. 셋째, '-다니'는 앞에 동사 어간에 직접

연결되어 간접인용구문에서의 서술법 종결어미의 중화형태인 {-는다}와 형태 상

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은 공시적인 입장에서 '-다니'를 하나의 독립된

종결어미로 다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고영근(1976)에서

는 '-다니'를 단일한 형태소로 볼 수도 있고 '-다고 하니'가 축약되어 '-다니'가

된 다음 '-다고 하니'와는 좀 다른 의미로 전이되어 '-다니'의 새로운 의미 분야

를 이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이지양(1993)에서 흔히 융합형에

포함되어 논의되어온 '-다니'는 융합형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다

고 하니'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만 융합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는 이유는

'-다며, 다나, 다니까' 등처럼 동사의 어간에 직접 결합되지 못해서 융합형이 아님

을 입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길(1991: 108)에서 '-다니', '-냐니', '-자니',

'-라니'가 각 서법의 종결어미 중화형태인 {-는다}, {-느냐}, {-자}, {-으라}와 긴

밀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을 단일한 형태소의 종결어미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

였다. 김수태(2005)에서 '-다니'는 '-고 하-'의 복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두

씨끝이 융합되어 하나의 새로운 씨끝으로 가능함을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국어학에서 '-다니'에 대한 아직 논란이 많으며, '-다고 하니'로 환원할 수 없고

현재 교육 현장에서 동사 어간에 직접 붙여 쓰이는 '-다니'를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어미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길(1991)과 김수태(2005)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다니'의

'{-다}가 서술법 종결어미의 중화형태인 {-는다}와 같은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다니' 와 '-는다니'를 모두 '-고 하-'와 후행문이 생략되고 융합하여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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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유형 환원 가능 여부 문법화 과정 문법적 속성 '-니'의 속성

제 1

유형

a36) 환원적 탈락-축약 종결준꼴 해라체 의문형

어미'-니'b 비환원적 탈락-축약-융합 종결어미

제 2

유형

a -다니 1 환원적 탈락-축약 연결어미
연결어미 '-니'

b -다니 2 비환원적 탈락-축약-융합 종결어미

니'와 시제를 포함하지 않은 '-다니'로 나눈다.34) 그리고 이필영(1993:

138)에서 '-다니 1'은 인용절의 종결형으로 평서·의문·명령·청유형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단축형이라고 하고, '-다니 2'는 인용절의 종결형

이 평서형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하-'탈락형이라고 하였다. 즉, '-다

니 1'류는 {-ㄴ/는다니, -느냐니, -자니, -라니}로 나타날 수 있으나 '-다

니 2'류는 {-다니}로만 나타난다.

이상의 연구들은 단순히 '-ㄴ다니'와 '-는다니'로 쓰이는 예문을 통해

'-다니'의 의미 기능만 설명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니'의 '-니'에 대

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높임 보조사'요'와의 결합 제

약과 서법에 대한 형태·통사적 제약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소흔(2013)은 '-다니'에 대해, 이금희(2006)의 분류를 바탕

으로 '-니'의 성질에서 출발하여 제 1유형과 제 2유형을 나누었다. 전자는

해라체 의문형 종결어미 '-니'의 결합형이며, 후자는 연결어미 '-니'의 결

합형이라고 하였다.35)그리고 제 2유형을 다시 '-다니 1'과 '-다니 2'로 세

분하였다. 다음으로 이소흔(2013)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

Ⅱ-4>와 같다.

<표Ⅱ-4> '-다니'에 대한 분류(이소흔, 2013)

위에서 회색으로 표시한 구역의 제 1유형의 b유형과 제 2유형의 b유형

은 모두 '-탈락-축약-융합'의 문법화 과정을 거친 융합형 종결어미이므로

34) 전자는 '찾으신다니', '찾으셨다니'처럼 시제 선어말어미가 나타날 수 있으나 후자

는 앞에 시제를 나타내는 '-겠', '-았-', '-ㄴ-'의 시제 선어말어미가 오지 않는다.

35) 최은경(2011: 102)에서도 '-다니'는 {-다}에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가 통합

한 것으로 볼수도 있고, {-다}에 연결어미 '-니'가 통합한 것으로도 간주하였다.

36) 이소흔(2013)에서 제 1유형과 제 2유형은 모두 각각 환원 가능한 형태와 환원 불

가능한 형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제 2유형에 대하여 '-다니 1'과 '-다

니 2'를 불렀고, 제 1유형에 대하여 명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

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 'a'유형 와 'b'유형으로 표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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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위의 종결어미로 쓰이는 이 두 가지

'-다니'를 다시 새로운 '-다니 1'과 '-다니 2'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다

니 1'은 연결어미 '-니'와 결합한 융합형 종결어미이며, '-다니 2'는 해라

체 의문형 어미'-니'의 융합형 종결어미이다.37)

다음으로 이 '-다니 1'과 '-다니 2'의 형태·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자세

히 살펴보고자 한다.38)

우선, 종결어미 '-다니' 뒤에 결합하는 높임 보조사'요'의 제약을 살펴

보면, '-다니 1'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7ㄱ)와 (7ㄴ)처럼, 상관적 장면에서

'요'와 결합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잣말로 쓰일 때 예(7ㄷ)과 (7ㄹ)처

럼 '요'와 결합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니 2'는 뒤에 '요'가 통합될 수

없다. 그 원인은 전자는 연결어미 '-니'에서 비롯되어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다니'라서 뒤에 '요'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반면, 후자는 '해라체

의문문의 종결어미 '-니'에서 비롯된 결합형 어미이기 때문에 '요'를 붙이

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예문(7), (8)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니 1'

37)본고에서 분류한 '-다니 1'과 '-다니 2'는 '-니'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소흔(2013)

에 따랐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분류한 '-다니 1', '-다니 2'의 의미 기능과

일치한다. 다음 <표Ⅱ-5>와 같이, '-다니 1'과 '-다니 2'의 차이는 '-니'의 문제와

해당의 의미 기능뿐만 아니라 '-다니 1'에는 동사 어간 뒤에 직접 붙어 쓰이는

'-다니'도 있고, 동사 어간의 받침에 따라 '-ㄴ/는다니'도 있는 반면에 '-다니 2'

는 동사 어간 뒤에 직접 붙지 않는다고 '-ㄴ다니/-는다니'만 쓸 수 있는 것이다.

<표Ⅱ-5> 본 연구에서의 '-다니 1'과 '-다니 2'

-다니 1

(연결어미 '-니')

-다니 2

(해라체 의문형 어미'-니')

동사

어간

'-ㄴ/는다니' '-ㄴ/는다니'

'-다니' ×

동사 어간 뒤에 붙은 '-ㄴ/는다니 1'과 '-다니 1'을 같은 의미 기능으로 쓰이는 경

우도 있는가 하면, 의미적으로 변별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 후술할

것이다.

38) 여기서 분류한 '-다니 1'과 '-다니 2'는 이소흔(2013)에서 제시한 '-다니 1'과

'-다니 2'를 다르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이필영(1993)의 의미 해석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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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ㄱ. 철수가 다음 주 결혼하다니(요)?

ㄴ. 믿음이 안 간다니(요)?

ㄷ. 우리가 우승까지 하다니(*요)!

ㄹ. 내가 내일이면 대학생이 된다니(*요)! 정말 꿈같은 일이야.

(ㄷ-ㄹ, 표준국어대사전 예)

'-다니 2'
(8) ㄱ. 오늘은 왜 이렇게 춥다니(*요)?

ㄴ. 이렇게 좋은 집인데, 그 사람은 왜 안 살겠다니(*요)?

종결어미 '-다니'와 결합될 수 있는 선어말어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다니 1'과 '-다니 2'는 모두 '-으시-', '-었-',

'-겠-' 뒤에 붙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니 1'은 {-ㄴ/는다니}와

{-다니}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의 예문(9ㄱ)처럼 자유롭게 선어말어미와

결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9ㄴ)처럼 하나로 굳어진 현태로 선어말어미와

결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39)

'-다니 1'
(9) ㄱ. 회사를 그만두{-시-/-ㄴ-/-었-/-겠-}다니?

ㄴ. 회사를 그만두{*-시-/*-ㄴ/*-었-/*-겠-}다니?

'-다니 2'
(10) ㄱ. 그 사람은 어찌 그렇게 친절하시다니?

ㄴ. 어제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렇게 짜증을 냈다니?

ㄷ. 기껏 밥을 했는데 왜 안 먹겠다니?

ㄹ. 이 많은 숙제를 언제 한다니?

39) 이필영(1993: 138)에서 종결형으로 쓰이는 '-다니'는 '-다 하니'로부터 융합된 비

환원적 융합형은 시제나 서법의 선어말어미가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는 것 {-ㄴ/

는다니}와 연결되지 않는 것{-다니}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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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제약  '-다니 1' '-다니 2'

동사

동사 어간동사 어간 뒤

에 붙어

-다니

×우리가 우승까지 하다니!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

다니!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

사 어간 뒤에

붙어

-는다니 -는다니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

는다니! 대단한 기억력이

군.

왜 이리 밥을 늦게 먹는다니?

이 많은 책을 언제 읽는다니?

받침 없는 동

사 어간, 'ㄹ'

받침인 동사

어간

-ㄴ다니 -ㄴ다니
내가 내일이면 대학생이

된다니! 정말 꿈같은 일이

야.

이 긴 시를 어떻게 외운다

니?

쟤는 또 왜 저런다니?

형용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다니 -다니
서울이 이렇게 번화하다

니.

참 대단하구나.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

다니?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같은 의미 기능으로 쓰이는 '-다니 1'은

동사 어간과 직접 결합하여 '-다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동사

어간의 받침에 따른 이형태 '-ㄴ/는다니'도 나타난다. 이와 달리 '-다니 2'

는 동사 어간에 직접 붙이지 않고, 앞의 예문(10)처럼 '-ㄴ/는다니'로 구분

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기 위해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제시된 예문을 바탕으로 다음 <표Ⅱ-6>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6> '-다니'와 용언 어간의 제약

위의 <표Ⅱ-6>을 통해 '-다니'의 통사적 제약은 규칙적이나, '-다니 1'

은 동사 어간과 결합하는 것은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의미 기

능('-다니 1'의 의미 기능)을 가지지만 동사가 두 가지 형태로 결합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니 1'의

'-ㄴ다니'와 '-다니'에 대하여 비교할 것이다.

최은영(2011: 102)에서 해라체 의문문 종결어미 '-니'에서 온 '-다니'는

정상적인 분포로 나타나므로 동사 어간 뒤에 '-ㄴ/는-'을 구분한다. 하지

만 연결어미 '-니'에서 온 '-다니'는 동사 다음에 '-ㄴ/는-'이 없이 동사

어간에 {-다}가 직접 통합된 특이한 경우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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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절대문의 {-다}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앞의 말의 동작을 지각하

기도 전에 그 동작 자체를 문제 삼아 진술해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쓰이

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와 사전에서 제시된 예문, 또는 드라마 대본 및 선행 연구

의 예문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실제 발화 중에서 동사 어간 뒤에 직

접 붙이는 '-다니'는 앞에 '-ㄴ/는-'이나 '-겠', '-었' 등과 결합한 경우보

다 사용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이다.40) 이는 용언 어간 뒤에 붙는 '-다니'는

사실이나 사태의 동작에만 초점을 두고, 동작의 시상 문제에 관심을 주지

않아서 '-ㄴ/는다니, -았/었/였다니, -겠다니' 등 보다 형태소의 문법적 기

능이 더욱 포괄적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어떤 예상치 않는 소식이나 말을 듣고

나서 그에 대한 반사적인 되물음으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낼 때 '-ㄴ/ㄴ다

니'와 '-다니'가 교체될 수 있는 예시다. 박재연(1998)에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11) ㄱ. 철수가 내일 미국에 간다더라.

ㄴ. 철수가 떠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ㄴ'. 철수가 떠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박재연, 1998: 109 예)

위와 같은 (11ㄴ)과 (11ㄴ')의 경우는 '-고 하-'가 복원되면 비문이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상황의 공통점은 모두 앞의 (11ㄱ)의 발화를 듣고,

이에 대한 놀람과 못마땅한 태도를 나타내면서 되물어본다는 점이다. 그러

나 형태적 차이로 인한 의미적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필영(1993)에서

동사 어간 뒤에 '-ㄴ다니'를 붙여 쓰일 때는 발화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40)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말뭉치 찾기를 통해 구어 사용 빈도수를 검색하였다. 현대

구어 말뭉치 파일『일상대화_정치와경제, 전자전사자료』는 총 10,004 어절이며,

종결어미(EF)로 쓰이는 '-다니'에서 '-다니'가 총 8회로 나타났는데, 그중에 동사

어간 뒤에 붙는 개수가 총 5회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동사 뒤에 '-ㄴ다니'와 '-

는다니'가 붙는 경우는 각각 1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사 어간 뒤에 직접 붙는

경우는 '-ㄴ다니'와 '-는다니'보다 사용빈도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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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는다니요?  -다니요?
동작의 현재 진행을 나타낸다. 동작의 사실만을 나타낸다.

유학을 간다니요?

아니, 아이가 벌써 책을 읽는다니요?

유학을 가다니요?

아니, 아이가 벌써 책을 읽다니요?

것인데 반해, '-다니'를 직접 붙여 쓰일 때는 발화의 내용(사태)을 문제시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재연(1998)에서 이러한 구분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41)

한편 시상의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로는 백봉자(1999), 김선영(2008), 이

소흔(2013) 등이 있다. 백봉자(1999:198)는 '-ㄴ/는다니요?'와 '-다니요'의

의미적 차이를 다음 <표Ⅱ-7>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Ⅱ-7> '-ㄴ/는다니요'와 '-다니요?'의 차이(백봉자, 1999: 198)

김선영(2008)는 이때의 '-ㄴ/는-'은 현재시제가 아닌 상적 기능을 하고,

'-있다'처럼, '-있는다'와 '-있다'의 차이점에 대해, '-있는다'는 '인물의

행동이 마치 독자의 눈앞에서 실제 행해지는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진행

의 상적 기능'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이소흔(2013)는 김선영(2008)의 견

해를 따라 '-다니'는 '-ㄴ/는-'이 없이 어간에 바로 결합할 수 있으나, 경

우에 따라 '-ㄴ/는-'이 결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 원인은

'-ㄴ/는-'은 현재를 나타낸다기보다 상적(相的)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적 기능의 해석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예(12)를 통하여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41) 박재연(1998: 66)에서는 유사한 예시를 통해서 이들 문장이 가진 의미상의 차이는

오로지 각각의 선어말어미들이 가진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35) ㄱ. 철수가 떠나다니?

ㄴ. 철수가 떠난다니?

ㄷ. 철수가 떠났다니?

ㄹ. 철수가 떠나겠다니?

박재연(1998)과 최은경(2011)은 '-다니'의 기원이 되는 인용 구성이 임홍빈(1985)의

'절대문'의 {-다}와 같은 분포를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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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의 형태 결합 제약 특징 

 -다니 1 

-ㄴ/는다니

동사 어간 또는 선어말

어미 '-으시-', '-었-',

'-겠-' 뒤에 붙어.

시상을 문제시하여, '-ㄴ다

니', '-었다니', '-겠다니'처

럼 쓰인다.

-다니

형용사,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항상 '-다니'로만 나타난다.

시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태나 동작 자체에만 초점

을 둔다. (때로는 '-ㄴ다니',

'-었다니', '-겠다니'와 교

체해서 쓰일 수 있다.)

 -다니 2 
-ㄴ/는다니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 뒤에 붙어.

정상적인 분포
-다니

(12) ㄱ. 비가 온다니?

ㄴ. 비가 오다니?

ㄷ. 비가 왔다니?

(12ㄱ)과 (12ㄴ)은 모두 '-다니 1'에 속하고,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

지만, 대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의미적인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12ㄱ)은 가령 내일 여행하려고 했는데, 일기예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

해 내일 비가 온다는 소식을 알게 된 상황에 화자의 놀라움, 실망 등 감정

을 실어 물어보는 것이다. 따라서 '내일 여행가야 되는데, 비가 온다니?'라

고 자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12ㄴ)은

화자가 직접 비가 온다는 상황에 처하고 있고, 발화의 시점에 비를 보면서

'비가 오다니?'라고 놀람, 실망 등 다양한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감정적 의미는 거의 같지만, 발화의 상황이 다를 뿐이다. (12ㄷ)은 발

화의 시점에 비가 이미 그쳤고, 바닥에 비가 내린 후의 흔적을 보면서 발

화할 때 '비가 왔다니?'를 쓴다.

상술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니 1'과 '-다니 2'는 선어말어미와 용

언 어간과의 결합 제약을 다음 <표Ⅱ-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Ⅱ-8> '-다니'와 선어말어미와 용언 어간과의 결합 제약



- 35 -

종결어미 '-다니'와 결합할 수 있는 주어 인칭을 살펴보면, '-다니

1'과 '-다니 2'는 모두 주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주어는 1인칭(단수,

복수), 2인칭, 3인칭과 결합할 수 있다. 다음의 예(13), (14)와 같다.

'-다니 1'
(13) ㄱ. 내가 일등을 했다니?

ㄴ. 네가 일등을 했다니?

ㄷ. 그 사람이 일등을 했다니?

'-다니 2' 
(14) ㄱ. (나는) 이번 달엔 보너스도 받았는데, 왜 또 돈이 없다니? 42)

ㄴ. 너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또 시험에 떨어졌다니?

ㄷ. 그 사람은 평소에 성실한데, 어찌 저런 짓을 했다니?

'-다니'와 결합할 수 있는 서법을 살펴보면, '-다니 1'은 의문법으로 쓰

일 때 화자의 발화 감정의 정도에 따라 상승조(↗)와 급상승조(↑)로 구분

할 수 있다.43) 그리고 하강조(↘)와 결합하여 평서법에서 쓰이기도 한다.

이와 달리, '-다니 2'는 '해라체 의문형 종결어미인 '-니'에서 비롯된 것이

라서 의문법으로만 쓰일 수 있으며, 항상 상승조(↗)의 억양이 놓인다. 다

음의 예(15), (16)을 살펴보자.44)

42) '-다니 2'는 주로 '자문'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어가 1인칭의 경우에 흔히 생략된다.

43) '-다니'의 억양에 대한 연구는 김홍범(1987), 이필영(1993), 박나리(2013), 이소흔

(2013) 등이 있다. 각 연구에서 '-다니'에 대한 분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의미 기능에 따른 억양을 제시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르다. 예를 들어, 상관적 장면

을 전제로 하여 '앞선 발화에 대한 놀람, 믿기 어려움, 부정 적 견해를 나타냄.'으

로 쓰일 때 김홍범(1987)에서 급히올림(↑)으로 쓰고, 이필영(1993)에서 문말억양이

높임(↗)을 쓰고, 박나리(2013)에서 급상승조(↑)와 완만한 상승조(↗)를 모두 사용

하였다. 특히, 김홍점(1987)에서 수사 의문문으로 쓰이는 '-다니'는 '급히올림(↑)'

를 쓴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이소흔(2013)은 '답을 요하는 의문문일 때 뒤에

나오는 급히올림조(↑)와 답을 요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으로 쓰일 때 뒤에 나오는

올림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의문문으로 쓰일 때는

'......?(↗)'를 쓰고, 대답을 요구하기보다 화자의 '놀람, 부정' 등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강하게 나타낼 때 급상승조(↑)를 사용하고자 한다.

44) 김홍범(1987: 19)에서 '-다니'에는 끌음(→)의 억양이 놓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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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 1'
(15) ㄱ. 시험이 취소되다니? (↗) 그게 무슨 말이야?

ㄴ. 시험이 취소되다니? (↑) 말도 안 돼!

ㄷ. 시험이 취소되다니. (↘) 어제 괜히 복습했네.

'-다니 2'
(16) 이 많은 책을 언제 읽는다니? (↗)

(표준국어대사전 예)

2.1.3. '-다니까'

우선, 종결어미 '-다니까'는 앞서 살펴본 '-다고'와 같이 뒤에 높임 보

조사'요', 주체높임 '-시-'와 시제선어말어미 '-ㄴ-', '-았-', '-겠-'를

결합할 때 제약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는 예문을 생략하기로 한다.

'-다니까'와 결합할 수 있는 주어 인칭을 살펴보면, 인용절의 주어는

제약을 받지 않고 1인칭, 2인칭, 3인칭과 모두 결합될 수 있다.45)

종결어미 '-다니까'와 결합할 수 있는 서법을 살펴보면, 평서법에서만

쓰일 수 있다. 강조를 나타내는 정도의 강약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올리는 억양을 수행한다. 즉, 정도에 따라 급상승조(↑) > 상승조(↗) >

하강상승조(↝)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다음의 예(17)과 같다.

다. 다음의 예문(34)를 제시하였으나, 이때의 '-다니'는 종결어미가 아니고 예문

(35)에서 후행절이 생략된 연결어미로 간주하였다.

(34) 한결울에 냉수로 목욕을 하다니……(→)

(35) 한결울에도 냉수로 목욕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로 쓰이는 연결어미를 연구 대상으로 제외하고, 종결

어미로 쓰이는 '-다니'의 억양을 급상승조(↑), 상승조(↗), 하강조(↘) 세 가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45)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니까'가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 원발화자의 주어가 1인

칭에 제한된 다는 점이다. 이는 뒤에 화용적 분석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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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ㄱ. 정말 느려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니까! (↑)

ㄴ. 그렇다니까. (↗) 내 말을 못 믿니?

ㄷ. 영어 시험 성적표가 필요하대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튼,

이미 소용없다니까. (↝)

2.1.4. '-다면서'  

우선, 종결어미 '-다면서'는 앞서 살펴본 '-다고', '-다니까'와 같이 뒤

에 높임 보조사'요', 주체높임 '-시-'와 시제선어말어미 '-ㄴ-', '-았-',

'-겠-'과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다. 여기서도 예문을 생략할 것이다.

'-다면서'와 결합될 수 있는 주어 인칭을 살펴보면, 인용절의 주어는

제약을 받지 않고 1인칭(단수, 복수), 2인칭, 3인칭46)과 모두 결합될 수

있다.

종결어미 '-다면서'와 결합될 수 있는 서법을 살펴보면, 주로 상승조

(↗)와 하강상승조(↝)와 함께 의문법에서만 쓰인다.47) 이금희(2014:

72-74)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 기능인 '정보 확인'으로 쓰이는 '-다면

서'는 제3자가 발화한 내용을 들어서 청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때 억

양은 상승조(↗)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자에게 예전에 들은 발화

가 실제 행동과 다를 때 '따짐, 질책, 못마땅함' 등 의미로 쓸 때 억양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하강상승조(↝)를 갖는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18)

과 같다.

(18) ㄱ. A: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

B: 네, 다음 달이에요.

ㄴ. 지금은 안 돼. 너 아르바이트 있다면서? (↝) 얼른 가, 얼른.

46)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다면서'가 종결어미로 쓰일 때 원발화자의 주어가 2인칭

과 3인칭에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는 뒤에 화용적 분석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47) '-다면서'류 어미, 즉, '-자면서, -라면서'는 모두 의문법으로 쓰일 수 있지만, '-냐

면서'를 쓸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의 인용절의 명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이금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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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통사적 제약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다니 1 -다니 2
높임 보조사'요' ○ ○ × ○ ○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시- ○ 수의적 ○ ○ ○

시제

선어말어미

-ㄴ- ○ 수의적 ○ ○ ○
-았- ○ 수의적 ○ ○ ○
-겠- ○ 수의적 ○ ○ ○

주어

인칭

1인칭 ○ ○ ○ ○ ○
2인칭 ○ ○ ○ ○ ○
3인칭 ○ ○ ○ ○ ○

서법

서법 유형
평서문 ○ ○ × ○ ×

의문문 ○ ○ ○ × ○

억양
↗,↑,
↘,↝ ↗,↑,↘ ↗ ↑, ↗,

↝ ↗, ↝

이상으로 높임 보조사'요'의 결합 제약, 선어말어미와의 결합 제약, 주

어와의 결합 제약, 서법의 제약 등 측면에서 종결어미로 쓰인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Ⅱ-9>와 같다.48)

<표Ⅱ-9>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형태·통사적 특징

2.2. 담화·화용적 의미  

김태엽(2001: 204)에서 종결어미의 의미는 자율언어학의 관점에서 그

어미의 형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그 어

미를 선택하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강현화(2008)에서는 어미의 의미를 기본적 의미, 주변적 의미(전략적 의

미), 상황적 의미(문맥적 의미)로 구분하였다.(박영숙, 2011: 32 재인용)49)

48) '○'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는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수의적'

의 경우, '-다니 1'에는 '{-ㄴ/는다니, -느냐니, -자니, -라니}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다니}로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제약을 받지 않고, 후자는 제약을

받는다.

49) (26) ㄱ. 가: 지금 가시겠어요?

나: 지금 가려고요.

ㄴ. 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나: 그러지요.(창문을 연다.)

(27) ㄱ. 가: 이걸 김 선생한테 부탁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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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2011)은 강현화(2008)의 분류를 바탕으로 다시 '담화적 의미'를

대화 맥락 속에서 결정되는 상황적 의미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현권 외(2010)에서 종결어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반영되는 화자

와 청자의 관계, 명제 내용을 바라보는 태도 등은 전통적으로 문장을 넘

어서는 것으로 담화 차원에서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담화 차원에

서 분석할 때 화용론이라고 해서 언어 행위가 어떤 상황과 문맥에서 이

루어지고, 그 상황과 문맥에 의해 어떤 의미가 발생하고 화자, 청자 간의

행동이 유발되는 것을 살펴보는 영역과 층위적으로는 서로 겹치는 부분

이 많다고 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어미의 의미는 독립된 문장 속에서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담화 맥락에 의존한다. 담화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는 서로 배제하는 관계가 아니며 동시에 수행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다X'류 종결어미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로 묶어서

담화·화용적 의미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강현화(2008)에서 분류한 언표내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변적 의미

(의사소통 전략적 의미)와 상황적 의미(담화적 의미)를 포괄하는 범주를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서정희(2013)는 인용문 형식에서 종결어

미로 문법화된 '-다면서', '-다니까', '-다니' 등 어미에 대해서 인용정보

와 의미 기능으로 나누어, 인용 정보50)를 다시 '인지 경로', '인지 유무'

나: 김 선생이 이런 걸 해 주시겠어요? (해 줄 리가 없다.)

(박영숙, 2011: 32 재인용)

박영숙(2011)에 따르면, 위의 세 대화에서 동일한 형태로 '주시겠어요?'를 사용했

지만, 의미 기능이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다. (26,ㄱ)은 고립된 문장 안에서 결정

되는 의미로 '기본적 의미'라고 볼 수 있고, (26,ㄴ)은 청자에게 '요청, 제안' 등의

언표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변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즉, '화용적 의미'의 개념에

가깝다. 그리고 (27,ㄴ)은 대화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의미로 문맥 의존적인 의미

이다. 즉, 담화적 의미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담화·화용적 의미'는 담

화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의미와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 의미를 결합한 복합적 의

미로 정의하고자 한다.

50)인지 경로는 인용된 정보다 어떤 경로로 온 것인지에 관하여, 인지 유무란 대화 시

화자와 청자가 정보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 내용

은 발화한 내용은 누구의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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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보의 출처
  ② 상관적 장면인지 여부  
  ③ 청자와 화자의 친밀도 
  ④ 발화 유도 가능성 

와 '정보 내용' 세 가지로 세분하였다. 박나리(2013)는 '-다니'의 담화·

화용적 변인을 ①화자와 청자의 높임 관계, ②선행요소 전제, ③발화 유

도 가능성, ④화자의 청자 기정지식 전제로 분류하였다. 라이잉엔(赖映

延, 2015)에서는 ①청자의 반응 요구 정도, ②화자의 태도, ③억양이라는

3개의 단위로 나뉘어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담화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위의 논의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본고에서 적용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담화·화용적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정보의 출처란 인용된 정보의 원발화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화의 출처를 네 가지 경우로 세분하자고 한다. 즉, 화자 자

신, 청자, 제3자, 그리고 'Ø'이다. 'Ø'은 원발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관적 장면인지 여부는 한길(2004)에 따르면, 발화의 장면을 화자와

청자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상관적 장면'과 청자를 전제하지 않는 '단

독적 장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자와 화자의 친밀도는 박영숙(2011)에서 친밀도를 긍정적 친밀도와

부정적 친밀도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화자와 청자가 대화 상황에 대해

이해와 타협을 이끌어가고, 의견의 대립이나 충돌이 없는 상황을 말하고,

후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대립이나 충돌을

겪거나 빈정거림 등의 의미 기능으로 쓰일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어미는 중립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 의미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赖映延

(2015)에서도 이렇게 양분법으로 나누면 다소 한계가 있으며, 중간에 위

치하여 서로를 반박하는 것, 동의하는 것도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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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나의 종결어미는 가진 양태적 의미가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같

은 기능으로 나타나더라도 화자의 감정이나 심리적 태도를 다르게 나타

낼 수 있다. 곧 하나의 의미 기능에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세 가지 태

도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태도만 대응시키기가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赖映延(2015)의 분류 견해를 받아들여, [-부정

성]51)과 [+부정성]으로 나눠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화 유도 가능성은 발화자가 발화한 후에 상대방에게 응답을 요구하

느냐의 문제이다. 김태엽(2001: 204)에서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상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화자 자신의 생각을

청자에게 그냥 전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청자에게 뭔가

바라는 뜻을 전달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청자에 대해

화자의 직접적인 바람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심리적 태도를 의미자질로

나타내면 [-요구]가 될 것이고, 화자의 직접적인 바람의 뜻이 청자에게

전달되는 심리적 태도는 [+요구]가 된다. 김태엽(2001: 205)에서는 청자

에 대한 화자의 요구를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와 행동에 대한 요구

가 아닌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즉, 전자는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을 화자가 요구하는 것이며, {+행동}이라는 의미자질로 나타낼

수 있다. 후자는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모르는 정보에 대한 대답을 요구

하게 되는 것이고, {+대답}이라는 의미자질로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는 명령문과 청유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을 제외시킨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발화 유도 가능성'을 [+발화 유도 가능성]과 [-발화 유도 가

능성]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이상으로 담화·화용적 분석에 관한 네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다. 다음

으로 담화 분석52)의 방법론으로 담화·화용적 의미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51)본고에서 다루는 [-부정성]에서는 '긍정적'과 '중립적'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52)브라운과 율(Brown & Yule, 1983: 1)에서 담화분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

였다. 'the analysis of discourse, is necessarily, the analysis of language in use.

As such, it can not be restricted to the description of linguistic forms

independent of the purposes or functions which those forms are designed to

serve in human affairs.' 즉, 언어 사용에 대한 분석은 인간 생활에서 언어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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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준구어 말뭉치 자료인 드라마 대본을 활용하여 담화 속에서의 맥

락적이고 의존적인 의미의 구축을 검토하여 각 어미의 의미 기능을 재정

리할 것이다. 어미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차(기본적 의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의미 기능

을 중심으로 검토

2차(담화·화용적 의미)53): 
드라마 대본 → 교과서의 담화 내용

→ 선행 연구의 예문 검토

각 어미의 의미 기능을 재분류 → 
화용적 특징을 제시

우선, 어미들의 각각의 기본적 의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표준국어대사전』,『연세한국어사전』,『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사

전』,『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용법편)』,『(한국어 학습 전문가

용)어미·조사 사전』54) 다섯 가지 사전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2.2.1. '-다고' 

과 기능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독립될 수 없다.(송경숙, 2002: 18 재인용)

53)드라마의 선정목록은 다음과 같다.

유형 드라마 이름 연도 총편수

드라마

풀하우스 2004 1-16회

내 이름은 김삼순 2005 1-16회

꽃보다 남자 2009 1-25회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2010 1-16회

후아유 2015 1-16회

54) 이하『표준국어대사전』은『표준』으로,『연세한국어사전』은 『연세』로,『외국인

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은『외한학』으로,『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는

『외한문』으로,『어미 조사 사전 (전문가용)』은『어미조사』로 표기한다.



- 43 -

사전   문법 설명  예문 

『표준』

①

해할 자리에 쓰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게 강조하여 일러 주는 뜻을 나타내

는 종결 어미.

¶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②

해할 자리에 쓰여, '너의 말이나 생각이 이

런 것이냐?' 하는 뜻으로 묻는 데 쓰는 종

결 어미.

¶ 그게 왜 네 잘못인

지 모르겠다고.

③

해할 자리에 쓰여, 마음속에 가졌던 어떤

의문의 답이 의외로 별것이 아니었을 때에,

그 의문을 그대로 보여 주는 데 쓰는 종결

어미. 의문이나 긴장 또는 걱정이 해소되었

다는 뜻이 암시된다.

¶ 난 또 무슨 큰일이

나 났다고.

『연세』

①
[억양을 올리면서]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듯이 물어봄을 나타냄.

¶ 내일 비가 온다고?

②

[급히 억양을 올리면서]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믿어지지 않음, 부정적 견해를 수사

의문문의 형식으로 물어봄을 나타냄.

¶ 갑: 영호 결혼했어.

을: 영호도 결혼했다
고?

③

[내려가는 억양으로]말하는 이가 자신이 앞

서 말한 내용에 대하여 듣는 이의 반복 요

청을 받고 되풀이 서술함을 나타냄.

¶ 에이, 난 또 영식이

가 결혼했다고.

『외한학』
①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듯이 물어

볼 때 쓴다.

¶ 민지가 서울에 왔

다고?

②
화자가 예상했던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

을 말할 때 쓴다.

¶ 뭐? 다음 주까지

바쁘겠다고?

『외한문』

①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생각을 강조할

때 쓴다.

¶ 아니, 내 말은 이

영화가 더 재미있겠

다고. 

②

다른 사람의 말을 확인하거나 따져 물을

때 쓴다. 주로 앞서 상대방이 한 말을 옮겨

와 다시 되묻는 것이며 이때 말끝은 올린

다.

¶ 뭐? 다음 주까지

바쁘겠다고?

③

이미 들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자

신의 생각이나 사실과 달라 부정하거나 빈

정거릴 때 쓴다. 이때 말끝을 내린다.

¶ 그 그림이 뭐가 좋

았다고.

 우선, 사전에서 '-다고'의 종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을 기술한 내용은

다음 <표Ⅱ-1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Ⅱ-10> 각 사전에서 나타난 '-다고'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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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로 '얼마나'와 함께 쓰여]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말할 때 쓴다.

¶ 그럼, 우리 딸이 얼
마나 예쁘다고.

⑤

말하는 사람이 혼자 걱정하거나 생각했던

것과 사실이 다름을 확인하고 다행이라거

나 의문이 없어졌다거나 자신이 잘못 추측

했었다는 뜻을 나타낸다.

¶ 영이: 휴, 난 또 사

고가 났다고.

       『어미
   조사』

①
'-아/어'의 뜻으로 강하게 서술함을 나타낸

다.

¶ 그래, 알았다고.

②
[수사 의문문에 쓰이어]그러하다고 강조하

여 말함을 나타낸다.

¶ 우리 엄마가 얼마
나 예쁘다고.

③

[끝을 내리는 억양과 함께 쓰이어] 말하는

이가 예상했던 것과 사실이 어긋남에 대해

말함을 나타낸다.

¶ 에이, 난 또 영숙이
가 결혼했다고.

④

[올리는 억양과 함께 쓰이어]상대방에게 들

은 사실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확인하여 물

어보는 뜻 나타낸다.

¶ 뭐, 빌딩이 무너졌

다고?

위와 같이 '-다고'의 의미 항목은 사전마다 기술의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인 '-다고'의 의미 항목 분류에 있어, <표준>은 3개,

<연세>는 3개, <외한학>은 2개, <외한문>은 5개, <어미·조사>는 4개로

사전마다 의미항목의 수가 동일하지 않다. 종결어미로 쓰인 '-다고'에

대한 사전의 의미항목 분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다고'가 가진 다의적인 의미 양상이 충분히 기술되지 않았고

있으며, 의미 간의 분류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 <표준>은

'확인 물음', '확인 반복', '빈정거림' 등의 의미를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억양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연세>와 <어미·조사>에서는 억양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나머지 세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권성미(2010: 19)에서 초급에서 서법에

따른 기본적인 억양 교육이 선행되고 중급과 고급에서 의미 기능에 따른

억양을 함께 교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赖映延(2015)

에서는 한국어 문말의 억양은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의도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하였다. 같은 형태로 나타난 '-다X' 종결어미이

지만,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모국어에 대

한 직감을 갖지 못하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상대방의 발화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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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억양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개별 사전에 기술적인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미·

조사>의 ②번 해석에서 '수사 의문문에 쓰이어'라고 제시하였는데, 뒤에

제시한 '얼마나 ∼다고.'라는 예문과 일치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밝혔다.

즉,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

타내야 한다.

이 외에 사전 및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다고'의 다

른 기능인 <추측 확인>도 있다.55) 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다음의 준구어 말뭉치의 한국 드라마 대본을 통해서 '-다고'의 몇 가

지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자.56)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다고'의 다양한

의미 기능들은 서로 대립적이고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기본 의미 기능인

'확인'과 '강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장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1) <반문 확인>

55) ㄱ. '달콤한 밸런타인데이' 아직 준비 못 하셨다고요…(부산일보)

ㄴ. 아직도 프렌즈팝을 모른다고? (카카오톡 광고)

ㄷ. 살 빼려고 아침밥을 굶는다고요? 더 쪄요. (조선일보)

위의 (ㄱ-ㄷ) 모두 대중 매체에서 흔히 보이는 예문들이다. 비록 문자의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매우 구어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고'는 앞서 언급한 누군가의 발화에 대한 '확인 의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발화가 없는 전제로 하여, 독자나 청자의 심리를 미리 가상하는 특수한 사

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용법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저자와 독자 간의 거리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6)모든 의미 기능을 일일이 다루는 드라마 대본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우니, 본 연구

에서 네 가지 종결어미가 나타나는 횟수가 비교적 많은 드라마 <풀하우스>, <후

아유>,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꽃보다 남자>, <내 이름은 김삼순>으로 선정

하였다. 이러한 드라마들이 이야기의 내용과 발화자의 성격에 따라 어미의 모든

의미 기능을 반영하기가 어려우므로 드라마에 반영되지 않은 의미 기능은 교과서

의 담화 내용이나 선행 연구의 예문을 통해 제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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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로비
동주: 저는 그때 차대웅 씨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른 척해서 죄송합니다.

대웅: 나를 알았다고요?(↗)

동주: 미호 씨 데려다주면서 본 적 있어요. 저도 차대웅 씨에 대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11 회>

# 할아버지의 집
할아버지: 뭐? 그 아이가 떠났다고?(↑)

대웅: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도 없이 사라졌더라고.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5 회>

동주는 자기가 대웅을 알고 있었다는 말을 해서, 대웅이 앞서의 발화

를 다시 확인하면서 묻는 상황이다. 이때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상대방의 발화를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럴

때 일반의 상승조(↗)의 억양을 쓴다.57) 따라서 <반문 확인>으로 쓰이는

경우, 원발화가 청자에게 들어온 것이고,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

에 반드시 [+상관적 장면]에서만 쓰일 수 있다. 한편 특별한 감정을 드

러내지 않기 때문에 [-부정성]의 태도로 볼 수 있다.

2) <놀람, 믿기 어려움>

위의 대화 내용은 대웅이 할아버지에게 여자 친구 미호가 이별 인사도

없이 대웅의 집에서 떠났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상황이다. 할아버지는 자

기가 귀여워했던 미호가 갑자기 떠났다는 소식을 청자인 대웅에게 듣고

서 무척 놀랍고 믿기 어려운 감정을 나타내면서 반사적으로 반문하였다.

이때 '떠남'의 사실에 대하여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급상승조(↑)의 억양을

수행하면서 안타깝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반응을 보여줬다.58)

57) <반문 확인>은 '-다고'가 확인으로 쓰이는 다양한 의미 기능 중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재와 사전에서 주된 의미 기능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 상당히 높은 출현 빈도수를 보인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58) 앞에서 논의한 ＜반문 확인＞으로 쓰이는 '-다고'는 <놀람, 믿기 어려움>과 모두 상

대방의 발화를 듣고, 이에 대하여 청자에게 다시 '확인'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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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중인 잔디와 가을 
가을: 독일에서 왔다구?(↗)

잔디: 응. 생긴 건 또 얼마나 이쁜데, 난 무슨 인형인 줄 알았다니까.

가을: 어쨌든 다행이다. 빨리 친구가 생겨서. 난 또 니가 왕따 당하면 어쩌나

걱정했잖아......

<꽃보다 남자 3회>

원발화자는 청자인 대웅이 되며, 놀람, 믿기 어려움, 아쉬움 등 복잡한

감정을 표출하기 때문에 [+부정성]의 발화태도로 볼 수 있다.59) <놀람,

믿기 어려움>으로 쓰일 때 상관적 장면에서 쓰일 수도 있고, 독백체로

쓰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전자는 놀라운 소식에 대하여 현장에서 다시

청자에게 확인하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고, 후자는 간접적으로

발화를 듣고 나서 화자가 누군가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반응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60) 따라서 이때의 '-다고?'는 [+상관적]과

[-상관적]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

3) <소문 확인>

가을이는 친구가 없던 잔디에게 어떤 예쁜 여자가 다가왔다는 이야기

를 듣고, 이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여자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전에 소문으로 들었던 가을이가 사실 여부를 잔디에게 확인

하며 물었다. <소문 확인>61)의 경우는 소식을 청자에게 직접 들었던 것

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제3자의 발화를 들은 것이고 원발화와의 시간 차

만, 화자가 특별히 강한 감정을 나타내는지와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구

별된다.

59) <놀람, 믿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다고?'(↑)는 항상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고 긍정적인 소식이나 발화에 대한 '감동(놀람)'과 같은 경우에 [-부정성]으

로 쓰이기도 한다.(김홍범, 1987: 86) 이럴 때 다음의 예문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정말? 내가 일등했다고?(↑)

60) '-다고?(↑)'는 상대방의 앞서 발화에 대한 이나 믿기 어려움을 나타낼 때 청자와 화

자 사이에 대화를 나누는 상관적 장면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청자를 전제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도 쓰인다. 이때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는 화법으로 볼 수 있다.

(김홍범, 1987: 86)

61) <소문 확인>으로 쓰이는 '-다고?'는 때로 '화제 전환'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

'-다면서?'와 유사하게 쓰일 수 있다.(전혜영, 1996, 이금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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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별의 집 앞. 밤
은비와 태광 나란히 걸어온다. 은비, 문 앞에 서서 태광을 보며, 뭐라 말하려는
데......
태광: 뭐? 고맙다고?(↗)알았으니까 들어가.

은비: (피식 웃고) 학교에서 보자.

태광: (끄덕인다)

<후아유 9회>

이를 두고 있다가 청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62)

이때 원발화의 출처는 제3자 혹은 특정한 발화자가 없으며, 화자가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 발화 내용을 알게 되었고 다시 청자에게 물어보

는 것이다.63)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상관적 장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며, 사실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기 때문에 [-부정성]의 태도로 발화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추측 확인>

위의 내용은 태광이 은비를 은비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은비가 '고맙

다'고 하려는 듯한 표정을 살피면서, 상대방의 심리를 추측하여 먼저 발

화하는 <추측 확인>의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발화가 없는 전제

하, 상대방의 '발화'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인용한다는 것은

'-다고'의 특이한 인용법이라고 볼 수 있다.64)이럴 때 상대방에게 'yes'

혹은 'no' 같은 대답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측 확인>

62) '-다고?'의 <소문 확인> 기능은 전혜영(1996)과 이금희(2014)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다음의 예문과 같이 제시하였다.

(앞서 영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A: 참, 내일 시골집에 간다고?(↗)

B: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아버지생신이라고.(전혜영, 1996)

   
63)이는 앞서 논의한 <반문 확인>, <놀람, 믿기 어려움>과 모두 '확인'의 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발화 출처의 차이로 앞의 두 의미 기능과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64) <추측 확인>으로 쓰이는 '-다고'는 앞의 <반문 확인>, <놀람, 믿기 어려움>과

<소문 확인>에 비해, 원발화가 전제되지 않고, 화자가 청자의 생각을 인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세 의미 기능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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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집에서 통화 중 
반 감독： 예, 말씀해 보십시오.

고모： 내가, 차민숙이 고모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반 감독： 민숙 씨......

고모： 여보도 못 되보고, 엄마도 못 되보고, 할머니가 된다고요.(↘)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14 회>

# 사랑의 집 - 거실. 낮
  테이블에 둘러앉은 소영, 수미, 경진, 사랑의 집 원장. 
  방에서 나오는 은비, 소영 무리 확인하고 표정 굳는데......

소영: (걱정 가득한 눈으로) 은비야! 괜찮아?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구!(↝)

은비: 여긴...... 어떻게......

소영: (원장에게) 저희가 원래 노인복지센터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돼 있었거

으로 쓰일 경우, [+상관적 장면]에서 나타나며, 원발화의 출처는 Ø가 되

고,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는 [+발화 유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한

편 친밀도의 면에서 자신이 그 사실 여부를 확실하지 못 하기 때문에 [-

부정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5) <반복 강조>

위의 내용은 차민숙 여사가 관심이 있는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조카인

대웅의 여자 친구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에 대하여 매우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50세가 넘은 민숙 씨가 아직 시집도 못 갔는데

벌써 할머니가 된다는 것에 대해 자기가 불쌍하다는 상황을 감독에게 하

소연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미 할머니가 된다는 말을 했는

데, 상대방이 이해가 안 가는 듯한 반응을 보여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설명한다. 이때 하강조(↘)의 억양을 쓴다. 따라서 <반복

강조>으로 쓰이는 경우, 원발화자가 화자 자신이 되며, 상대방에게 '반

복 요청'을 하거나 능동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설명하기 때문에 [+상관

적 장면]에서만 쓰일 수 있다. 발화의 내용에 따라 [+부정성] 또한 [-부

정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6) <자랑/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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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요. 그런데 은비 아프다는 소식 듣고 병문안도 할 겸 봉사활동 장소

를 변경했어요. 괜찮죠?

<후아유 1회>

문수: 전에는 수영을 하러 다니더니 수영은 그만두셨어요?

찬호: 네, 수영은 일요일에만 하러 가요. 그 대신 새벽에 집 근처 초등학교 운

동장에 나가 이웃사람들과 한 시간쯤 축구를 해요. 땀 홀려 뛰고 나면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다고요. (↝)

<标準韩国语 3권, 제5과, 취미와 여가 생활>

위의 내용은 소영은 자기가 은비를 많이 걱정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

서 은비에게 알려주는 상황이다. <강조>로 쓰이는 '-다고'는 앞에 항상

'얼마나, 정말, 진짜' 등 정도부사가 놓이는 것이 특징이다. 항상 감탄호

(!)와 하강상승조(↝)의 억양을 쓴다. 이때 원발화가 없고, 상대방에게 자

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항상 [+상관적 장면]에서 쓰인다. 상대방

의 대답을 요구하지 않아서 [-발화 유도 가능성]을 처리한다. 강조의 내

용에 따라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성]과 [-부정성]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성]으로 쓰이는 경우를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

도록 하겠다.

위의 대화 내용은 중국에서 쓰이는 교재 <标準韩国语>의 본문에서 추

출한 대화 내용이다. 이 경우에는, '-다고'가 '얼마나'와 같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쓰여서 '자랑'과 '강조' 동시에 실현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는 앞서 언급한 <반복 강조>로 쓰이는 '-다고'와 모두 <강조>에서 파

생된 의미 기능이지만, 이때 '얼마나'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다고'의

'강조' 기능을 더욱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얼마나'가 '-다고(↝)'와 함께 쓰이는 것을 하나의 공기관계로

간주하여, '자랑/강조'로 처리하고자 한다.65)

65) <반복 강조>는 청자가 화자에게 반복 요청을 했기 때문에 화자가 다시 한번 되풀

이하는 것과 달리, <자랑/강조>는 원발화가 없을 때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랑하거

나 부정적으로 강조할 때 쓰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또한 후자는 '얼마나'와

함께 쓰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뒤에서 유사한 의미 기능을 비교할 때 <반

복 강조>로 쓰이는 '-다니까'와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 강조>와 <자랑/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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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찬장 일각의 귀빈석. 
나 사장과 윤 비서와 나 회장이 테이블에 앉아 있다.

나 회장: 허허 너도 늙나부다. 잔소리할 힘이 없냐 이제?

나 사장: 사는 게 그냥 새삼스럽네요.

나 회장: 새삼스럽긴, 뭐 대단한 게 있다고.(↘)

<내 이름은 김삼순 7회>

# 해안가 모래사장 
잔디: 이걸 다...어떻게 한 거야?

준표: 말했지. 니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구.

잔디밭. 너 무지 센 척하더니 사소한 것에 충격받는다?

잔디: 이게 사소한 거야? 무슨 마법처럼. 니가 지니야?

준표: (인상 구겨지며)지니?! 그 자식은 또 누군데? 나보다 잘났어?......

잔디: (푹)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요정 말이야. 뭐든지 가능한......

준표: 아하 난 또 누구라구.(↘)근데 그 녀석은 정말 뭐든지 가능하냐?

잔디: 아니, 램프의 요정도 불가능한 게 있댔어.......

<꽃보다 남자 5회>

7) <빈정거림, 부정> 

위의 내용은 젊고 예쁜 웨이트리스를 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나 회장에

대한 나 사장의 반감이 드러나는 상황이다. 나 화장이 자기를 비난하는

나 사장에게 늙었다고 비웃었다. 나 사장의 대답을 듣고서 나 회장은 다

시 빈정거림의 어투로 부정하였다. 이럴 때 하강조(↘)의 억양을 쓴다.

<빈정거림, 부정>으로 쓰이는 '-다고'는 일반적으로 앞에 '뭐, 무슨,

얼마나' 등의 의문사가 놓이지만, 의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발화 내

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발화의 출처는 청자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일 수도 있다. 또한 원발화가

없지만, 행동으로 어떤 주장을 보여줄 때도 이에 대한 빈정거림을 나타

내려고 할 때 쓸 수 있다. 따라서 항상 [+부정성]으로 나타내며, 상대방

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8) <의문/걱정 해소>

조>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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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백사장으로 다가오는 준표와 잔디의 대화 내용이다. 잔디

가 자신을 비웃는 준표에게 지니냐고 물어보면서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질투심이 생긴 준표는 '지니'라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인 줄

알았다. 즉, 마음속에 가졌던 어떤 의문의 답이 의외로 별것이 아니었을

때 '난 또'와 '-다고'가 공기관계로 이룰 수 있으며, '......인 줄 알았지'

와 유사한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 이때 원발화가 없고, 화자 자신의 생

각을 인용한 것이다. 예상했던 것과 사실이 어긋나기 때문에 주로 [+부

정성]으로 많이 쓰인다. [+상관적 장면]이나 청자가 없는 전제하에 화자

가 어떤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서 독백체 [-상관적 장면]로 쓰일 수도 있

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청하지 않아서 [-발화 유도 가능성]으

로 볼 수 있다.66)

전술한 바와 같이, '억양'에 따라 어미의 의미 기능도 달라진다. 박영

숙(2011), 이금희(2014) 등 연구에서도 억양에 따른 '-다고'의 의미 분화

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 바가 있다. 赖映延(2015)에서 한국어 학습 교재

의 CD 음성 파일을 분석함으로써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

에 대한 억양을 제시한 바 있다.67)본 연구에서도 의미를 분화하는 절종

결을 나타낸 표기 방식은 어미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여기며, 위의 연구들에서 제시한 억양 표시를 참고하면서 드라마에서 실

제의 억양과 사전에서의 설명과 결합하여 재정리하였다.

이상으로 '-다고'의 종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았다.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쉽게 구분하기 위해, 다음 <표Ⅱ-11>

66) <빈정거림, 부정>과 <의문/걱정 해소>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면서 상대

방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발화의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재 문장 의미
놀람(↗), 강조(↘), 부정강조(↘ · → · ↘↗), 확인1(↗) 확인2(↗↘),

인용(↘), 변명( ↗↘ ), 따짐(↘), 빈정거림(-)

사전 의미 ①강조, ②(↗)확인, ③(↘)빈정거림, (↗)따짐, ④자신감, (↗)놀람

67) 赖映延(2015)에서는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사전에서 제시한 억양과 교재에서 나타난 예문의 억양을 음성학적인 방법론으로

의미 기능별로 억양 표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의미에 대한 분류 기준은 본고와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실제 드라마의 발성 양상을 살펴보면서 이 연

구와 같은 상황 맥락에서 쓰이는 억양표시만 참고하기로 한다. 赖映延(2015: 461)

에서 '-다고'에 대하여 의미 기능별로 억양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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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결어미 의미 항목 예문 억양

  -다고

1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듯

이 물어봄을 나타냄.68)

아들: 엄마, 나 이따

가 나가야겠다.

엄마: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

2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믿기지

않음, 부정적 견해를 수사 의문문

의 형식으로 물어봄을 나타냄.

ㄱ: 영호 결혼했어.

ㄴ: 영호도 결혼했다
고?

 

 

  ↑

3

발화상황 이전에 제3자에 의해서

발화된 것을 확인하거나 소문으

로 전해지는 말을 확인하는 데

쓰임. [화제 전환]의 기능처럼 쓰

기도 함.

ㄱ: 너 지난주에 결혼

했다고?
ㄴ: 누구한테 들었어? ↗

4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황을 추측

하고 그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식으로 물어봄.

아직도 프렌즈팝을

모른다고? ↗

5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생각

을 강조할 때 씀.(재진술)

아니, 내 말은 이 영

화가 더 재미있겠다
고.

↘, ↝

6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에

게 자랑하거나 강조하여 일러주

는 뜻을 나타냄.

▸ '얼마나' 등 정도부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음.

▸ 우리 동생이 얼마
나 예쁘다고. (자랑)

▸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강조)

↝

7

이미 들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과 달

라 부정하거나 빈정거릴 때 씀.

이때 말끝을 내림.

▸ '뭐가, 뭘, 무슨, 어디, 얼마나'
등 의문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음.

그 그림이 뭐가 좋다
고.
저 남자가 어디가 잘

생겼다고. 

       

 

↘

8

단순히 예상했던 것과 사실이 어

긋남.(걱정, 의문 등 해소)

▸ '난 또……'와 같이 쓰이는 경

우가 많음.

난 또 누가 아프다고.

↘

과 같이 '-다고'의 여덟 가지 기능으로 정리하였다.

<표Ⅱ-11> 종결어미로 쓰인 '-다고'의 의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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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의미･기능 정보의 출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
(부정성)

발화 유도 
가능성

1 반문 확인 청자 + - +

2 놀람, 믿기 어려움 청자 / 제3자 +/- +/- +/-

3 소문 확인 청자 / 제3자 + - +

4 추측 확인 Ø + - +

5 반복 강조 화자 + +/- -

6 자랑/강조 Ø + +/- -

7 빈정거림, 부정 청자 / Ø + + -

8 의문/걱정 해소 Ø + - -

사전   문법 설명  예문 

『표준』

①

다

니

1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주어진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뒤에는 그에 대한 평가를 나

타내는 문장이 올 때가 많다.

¶ 우리가 우승까지 하다
니!
¶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다니!

② 해라할 자리에 쓰여, 어떤 사실을 ¶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

앞서 '-다고'의 의미 기능과 담화·화용적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았는데, 다음으로 각 의미 기능의 화용적 특징을 네 가지 기준(정보의

출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와 발화 유도의 가능성)에 따라 다시 <표Ⅱ

-12>로 정리하였다.

<표Ⅱ-12> '-다고'의 화용적 특징

2.2.2. '-다니' 

사전에서 '-다니'의 종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에 대해 제시한 내용은

다음 <표Ⅱ-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Ⅱ-13> 각 사전에서 나타난 '-다니'에 대한 기술

68) 1번과 2번은 같은 기능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발화의 억양에 따라 발화의 의도도

달라진다. 여기서 1번은 상대방에게 놀라운 말을 들을 때 급상승조(↑)를 수행하면

서, 즉각적인 강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 반해, 2번은 심리적인 상태를 덜 나타

내며 상승조(↗)를 사용하여,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나누고자 한다.



- 55 -

다

니

2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에 대한 의문

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렇게 춥다니?

『연세』

①

의심스럽거나 뜻밖의 사실로 느껴

놀라거나 그러하여 반문하는 뜻을

나타냄.

¶ 처녀들을 끌고 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②
의심스럽거나 뜻밖의 사실로 느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함을 나타

냄.

¶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

가의 와해를 눈앞에 두고

도망질을 가다니!

『외한학』

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을 때 쓴다.

¶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이 시험에 떨어지다니!

②
상대방이 말을 듣고 강하게 부정할

때 쓴다.

¶ 담배를 피우다니? 나

담배 안 피웠어.

③
남의 행동이 불만스럽거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쓴다.

¶ 아니, 그렇게 심한 말

씀을 하시다니!

『외한문』

①

다

니

1

(하강조) 종결어미, 어떤 사실에 대

해 놀람이나 감탄 혹은 믿을 수 없

음을 나타내는 어미.

뜻밖의 일이라서 놀라거나 감탄함을

나타낸다. 혼잣말로도 쓴다.

¶ 나하고 만나기로 해 놓

고 안 오다니!

②

다

니

2

(상승조) 종결어미, 어떤 사실에 대

한 의문을 나타냄. [의문문으로 쓰

여]친구나 아랫사람인 듣는 사람이

이미 들었거나 알고 있을 거라 생각

되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갖고 물어

볼 때 쓴다.

¶ 올겨울은 왜 이렇게 춥

다니?

『어미
  조사』

①

의심스럽거나 뜻밖의 사실로 느껴져

놀라서 반문함을 나타낸다.

¶ 조금 놀다가 가다니?
그럼 점심도 안 먹고 가

려고?

②

[혼잣말에 쓰여]의심스럽거나 뜻밖

의 사실로 느껴져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 우산도 없는데 비까지

오다니!

위와 같이 '-다니'의 의미 항목은 사전마다 기술의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니'를 종결어미로서의 의미 항목 분류에 있어, <표준>은 2

개, <연세>는 2개, <외한학>은 3개, <외한문>은 2개, <어미･조사>는 2

개로 풀이되고 있다. 각 사전에서 제시한 공통적인 의미는 어떤 사실에

대해 놀람이나 감탄 혹은 믿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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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사전마다 해석의 차이점이 보인다. 종결어미로 쓰

인 '-다니'에 대한 한국어 사전의 의미항목 분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억양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외한문>밖에 없다. '-다니'는 평서

법, 의문법으로 모두 사용 가능하나 억양에 따라 해당한 서법과 의미가

모두 달라진다. 따라서 억양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의미 간의 구분에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둘째, '발화 전제'의 면에서 어떤 사실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혼잣

말로 발화하는 기능도 있는가 하면, 두 사람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상관적 장면일 수도 있다. 사전 분석을

통해 이러한 구분을 다룬 사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전도 있으니 학습

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69)

셋째, <표준>, <외한문>는 '-다니'를 '-다니 1'과 '-다니 2'로 구분하

는 것도 있고, 통사 제약이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나머지 세 사전은 구

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미 기능만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니'의

형태·통사적 정보 및 그에 따른 의미 기능에 대한 처리가 사전마다 너무

나 다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혼동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다니'에 대하여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다른 '-다X' 종결어미에 비

하여, '-다니'의 형태·통사적 제약이 매우 특이한데, 학습자를 이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하여, 명료하게 형태·통사적 제약

과 의미 기능을 동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70)

본 연구에서 이상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부분을 통합하여

누락된 의미 기능을 보완하여 총 다섯 가지의 의미 기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즉, <반박(부정)>, <겸손(부정)>, <놀람, 믿기 어려움>, <놀람 감

탄>, <못마땅함>이다. 이러한 의미 기능들은 모두 <놀람>과 <부정>의

69) '-다니'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안 정보인가 아니면 화자가 직접 체험

하고 인식하여 얻은 정보인 가로 다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각각 '발화조건

이 되는 선행발화의 전제'와 '발화조건이 되는 의사소통상황의 전제'로 이해할 수

있다.(박나리, 2013)

70) 이필영(1993)은 '-다니'가 시제에 대해서마저 제약을 받는 것은 다른 <인용절+'하

'-> 구성의 융합형들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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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스쿨 안의 실내 농구장 
도깨비: 가만히 있어. 구슬만 꺼낼게.

대웅: 구슬? 안 돼.

도깨비: 너 여우한테 홀려서 구슬 받은 거지? 너 그 구슬 계속 갖고 있으면

죽어.

대웅: 죽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12 회>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준구어 말뭉치의 드라마 대본에서 나오는 '-다니'의 다양한

의미 기능 및 화용적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71)

1) <놀람, 믿기 어려움> 

위의 대화 내용은 도깨비가 대웅에게 구슬을 꺼내라고 협박하는 장면

이다. 화자가 '죽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러한 발화에 대해 반사적으로

되묻고 있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72) 반드시 상대방이 선행발화인 '죽어'

가 있어야만 발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단순히 놀람의 반응으로 '죽으면 안

된다.'와 같은 발화 심리를 나타낼 수도 있다.

또한, 뒤에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뭔 소리야?'와 같은 문장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화 유도 가능성]과 [-발화 유도 가능

성]이 모두 가능하다. <놀람· 믿기 어려움>으로 쓰일 때 전에 화자가 자

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어떤 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부정성]의 태도로

쓰이는 경우다 대다수다.

71) '-다니 1'의 <반박(부정)>, <놀람, 믿기 어려움>, <놀람 감탄> 세 가지 사용 양

상은 드라마를 통해서 검토하며, '-다니 1'의 <겸손(부정)>과 '-다니 2'의 <못마

땅함>은 드라마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 김홍범(1987)과

박나리(2013)를 근거로 하였다.

72) 이때의 '-다니'는 <놀람, 믿기 어려움>의 억양이 유사하다. '-다고'와 '-다니 1'은

[+선행발화 단순반복]의 속성을 갖고, 급상승조(↑)의 문말 억양을 갖는다.(박나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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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출봉
헨리: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 보다니.(↘)

참 바보 같지 않아?

희진: (씁쓸하게 웃는다.)

<내 이름은 김삼순 7회>

2) <놀람 감탄>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희진과 헨리가 일출봉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둘

러보면서 바람을 쐬고 있는 장면이다. 헨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태

어나서 아무것도 못 본다는 것에 대하여 아쉬움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

다. 이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놀람과

한탄을 나타내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놀람 감탄>으로 쓰일

때 청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상관적 장면]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스

스로 깨달은 사실에 대한 감탄일 수도 있어서 [-상관적 장면]에서도 가

능하다. 깨달은 사실의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부

정성]과 [-부정성]으로 모두 쓰일 수 있다.

앞서 사전에서 제시한 기본 의미 기능을 살펴보면, '-다니'는

부정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다니'는 항상 부정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

맥락에서 <겸손(부정)>73)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김홍범(1987)에서

'-다니'는 '겸손'의 의미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다음의

예(19)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 <못마땅함>74)

(19) (외출하고 돌아와서)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춥다니?(↗)

73)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상대방의 발화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 '겸손(부정)'으로, 부정적으로 쓰일 때 '반박(부정)'이라고 하고자 한다.

74) 드라마의 대본에서 '-다니 2'의 사용 양상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선행 연구의 예

문과 설명을 결합하여 '-다니 2'의 의미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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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2013: 64 예)

위의 예문(19)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본 연구에서의 '-다니 2'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사실을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에 대한 의

문을 나타낼 때 쓰이고,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는

쓰임이다. 이때의 '-다니'는 청자에게 진정한 대답을 요구한다기보다 수

사적(修辭的)이거나 화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듯한 자문의 인상을

준다.(박나리, 2013: 65) 다시 말해서, 화자가 '자문'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외성과 의구심을 나타내는 뜻이다.75)

'-다니 1'과 '-다니 2'가 모두 예상치 못한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의외

등 반응을 나타내는 기능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나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니 1'은 의문문, 평서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다니 2'

는 항상 의문문에서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의문문으로 나타날 때 '-다

니 1'은 어떤 기정사실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이에 대

하여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왜', '어떻게' 등 의문

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반면에 '-다니 2'는 이러한 의문사나 직시소와

공기관계로 쓰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다니 2'는 1

차 유도 발화에서 쓰일 수 있으나 '-다니 1'은 그럴 수 없다. 다음의 예

문(20)과 (21)을 비교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니 1'
(20) ㄱ. 철수가 죽었대.

ㄴ. 철수가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ㄴ.' 철수가 {*왜, *어떻게}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니 2'
(21) ㄱ. 아주 착한 철수가 왜 죽었다니?

ㄴ. 글쎄, 나도 자세히 모르겠어. 정말 유감스럽네.

75) '-다니2'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등의 직시소(deixis)와 공기(co-occurrence)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박나리, 2013: 66) 사전에서의 예문들을 보면, '언제', '어

떻게', '왜'와 같은 의문사와 공기관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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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강고 회의실.
은별모: (차분하게) 왜 우리 앨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세요?

교감: 아니, 학생이 염소두 아니고 모...... 모몰아가다니요? (↗)

<후아유 2회>

위의 예(20)와 (21)에서 보듯이, 청자가 없는 [-상관적 장면]에서 '뭐?

철수가 죽었다니?'와 '-다니 2'를 쓴 '철수가 왜 죽었다니'?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고, 모두 '철수가 죽으면 안 돼'와 같은 놀람이나 못마땅함

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상관적 장면]에서 보면, '-다니 1'은 청자에

게 선행 발화를 듣고서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 청자의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21)처럼 '왜', '어떻게'

와 같이 사용하면 어색하다. 이와 달리, '-다니 2'는 화자가 우선 청자에

게 발화하고, '왜', '어찌'와 같은 의문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니 2'는 불평화행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 [+부정성]으

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다니 2'의 화용적 특징을 [청자,

제3자, Ø], [+부정성], [±상관적 장면], [±발화 유도 가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4) <반박(부정)>

은별의 가출 문제때문에 어머니가 학교의 회의실로 찾아와서 교감과

김준석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은별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서 자식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교감이 은별이 이상한 쪽으로 몰

아간다는 발화를 듣고 놀라며 이에 대해 부정하면서 반박하려고 한다.

따라서 <반박(부정)>으로 쓰일 때 [+상관적 장면]에서만 실현될 수 있

고, 앞이나 뒤에 반박의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이 따라오는 것이 일반적

이다. 즉, 의문문으로 나타나지만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

라, 화자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의 발화와 의견

이 충돌되기 때문에 <+부정성>의 태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부정'으로 쓰이는 것은 항상 <+부정성>의 발화태도를 나타내

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이 화자가 청자의 앞발화를 부정하면서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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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 의미항목 예문 억양

-다니 1 1

상대방의 말을 듣고 예상치 못한 사

실에 대한 놀람, 믿기 어려움, 이해가

안 됨 등 감정을 나타내면서 상대방

에게 반문함.

‣ 뒤에 '그게 무슨 말이야?'와 같은

병원에 안 가도

되다니? 그게 무

슨 말이야? ↑

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5) <겸손(부정)>  

(22) ㄱ. 한국말을 잘하시는군요.

ㄴ. 잘하다니요.(↘)

(김홍범, 1987: 88 예)

(22ㄴ)은 '겸손'의 의미로 쓰이는 서술법 종결어미인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를 살펴볼 때 '부정적'으로 쓰이는 기능에 대한 치중을 많이

크나, 사실 앞서 발화에 대해 긍정적의 의미로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

다. 이때 '-기는요'와 비슷한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76) 따라서 <겸손(부

정)>으로 쓰일 때 원발화자가 청자이며, [+상관적 장면], [-발화 유도성

가능성], [-부정성]로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다니'의 종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았다.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쉽게 구분하기 위해 다음의 <표Ⅱ

-14>와 총 다섯 가지 기능 <놀람, 믿기 어려움>, <놀람 감탄>, <못마

땅함>, <반박(부정)>, <겸손(부정)>으로 정리하였다.

<표Ⅱ-14> 종결어미로 쓰인 '-다니'의 의미 기능

76) 중국의 교재 <标準韩国语> 3권 9과에서 평서문에서 쓰이는 '-다니요'는 선행 의

미를 부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는요'와 같은 의미로 매우 구어적인 표현이다.'라

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로 하여금 '-다니요'에 대하여, 부정적 의미로만 쓰

이는 잘못 인식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긍정적'의미 기능도 제시

하면 학습자가 '-다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쓰일 수 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

을뿐더러 의사소통에서의 '공손성(politeness)'을 발휘하는 언어 사용 전략을 습득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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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문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음.

2

주어진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정을 나타냄. 뒤

에 그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후행

문이 올 때가 많음.

서울이 이렇게

번화하다니.
(참 대단하구나.)

  ↘

-다니2 3

어떤 사실이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

에 대한 의문을 나타냄. 놀라거나 못

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음.

‣ '왜', '어찌', '어떻게' 등 의문사또

는 '이렇게', '저렇게' 등 직시소와 공

기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음.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다
니? ↗

-다니1
4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원발화를 반박하

면서 부정할 때 씀.

‣ 뒤에 반박하는 근거가 되는 후행문

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음.

ㄱ: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

ㄴ: 담배 피우다
니? 나 담배를 끊

은 지 오래됐어.

↗

5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원발화를 부정하

면서 '겸손'의 의미로 나타날 때 씀.

ㄱ: 한국말을 잘하

시는군요.

ㄴ: 잘하다니요.
↘

분
류

 의미･기능 정보의 출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 
(부정성)

발화 유도 
가능성

1 놀람, 믿기 어려움 청자 / Ø + - +/-

2 놀람 감탄 청자 / Ø +/- +/- -

3 못마땅함 청자 / 제3자 / Ø +/- + +/-

4 반박(부정) 청자 + + -

5 겸손(부정) 청자 + - -

앞서 '-다니'의 의미 기능과 담화·화용적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았는데, 각 의미 기능의 화용적 특징을 네 가지 기준(정보의 출처, 상

관적 장면, 친밀도와 발화 유도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15> '-다니'의 화용적 특징

2.2.3. '-다니까' 

다음으로 사전에서 '-다니까'의 종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에 대해 제

시한 내용은 다음 <표Ⅱ-16>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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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문법 설명  예문 

『표준』 ①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말할

때에 쓰는 종결 어미.

¶ 저 사람은 술만 마시면 저

렇다니까.
¶ 그 책 내가 읽었다니까.

『연세』 ①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하여 듣는 이

가 반응이 없거나 미심쩍어하는

반응에 대하여 말하는 이가 이를

재확인시킴을 나타냄.

¶ 잘 아는 사이는 이래서 곤

란하다니까.
¶ 얼굴도 벌겋게 도화색이

나는 게 꼭 술 먹은 것 같다
니까.

『외한학』 ①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하여 청자가

반응이 없거나 믿지 못한다는 반

응을 보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강

조하여 말할 때 쓴다.

¶ 너만 바쁜 게 아니라, 나도

지금 급하다니까. 
¶ 글쎄 할 수 없다니까.

『외한문』 ①

말하는 사람이 한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함을 나타내는 어미.

상대방이 확인하여 질문하거나 반

복적으로 요구･제안하는 경우 말

하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이나 의

견을 다시 한번 강조함을 나타낸

다.

¶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은

무척 춥다니까. 

   『어미
    조사』

①

듣는 이가 의심할지도 모를 말에

해대 말하는 이가 자신의 말을 강

조하여 말함을 나타낸다.

¶ 난 이게 좋다니까. 
¶ 이번에는 틀림없다니까.

<표Ⅱ-16> 각 사전에서 나타난 '-다니까'에 대한 기술

위와 같이 '-다니까'의 의미 항목은 사전마다 기술의 기준이 다르지만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하여 청자가 반응이 없거나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강조하여 말할 때 쓴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표준>에서 '-다니까'에 대한 해석이 매우 모호하다. '앞서 말

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말할 때에 쓰는 종결 어미.'라고 쓰여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재확인하는 것인지, 화자의 발화 태도 등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외한문>에서 '-다니까'의 사용 전제에 대한 설명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상대방이 확인하여 질문하거나 반복적으로 요구·제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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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또는 베이커리실
 홀로 뛰어들려는 삼순을 붙잡고 있는 인혜. 
인혜: 언니 왜 이래요. 이러지 마.

삼순: 잠깐만. 잠깐만 놔 봐. 나 딱 한마디만 하고 올게.

인혜: 한마디든 열 마디든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요. 들아가요, 예?

삼순: 참견이 아니라 딱 한마디만 한다니까! (↑)

놔 봐 좀. 얘 왜 이렇게 힘이 세니?

<내 이름은 김삼순 2회>

우'라고 제시하였는데, 사실상 청자가 발화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서

도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화를 재확인하

여 강조할 수도 있다.

한편, 드라마 대본을 분석한 결과, '-다니까'는 각 상황에서 다양한 부

차적 의미77)가 파생되지만, 기본적 의미는 '강조', '재확인'에서 벗어나

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다니까'를 한 의미

기능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드라마 대본에서 나오는 '-다니까'

의 전형적인 의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반복 강조>

위의 대화 내용은 삼순과 친구인 인혜의 대화 장면이다. 삼순이 한마

디만 한다고 했는데, 인혜는 남의 일을 참견하지 말자며 삼순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삼순은 다시 한번 자기가 꼭 가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며

한마디만 한다고 강조하고 재확인하였다. 청자의 발화나 행동은 화자가

바라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동조를 바라보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다니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감정의 강도에

따라, 급승승조(↑)나 일반의 상승조(↗)로 나타낼 수 있다.

77) 박영숙(2011)과 赖映延(2015)에서 '-다니까'의 의미 기능을 <자신감>, <거절>,

<답답함> 등 의미로 세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의미 기능은 모두 <반

복 강조>의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맥에 따라 '-다니까'가 부수적

으로 생길 수 있는 의미가 수백 개 이상 될 수 있으니,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비

경제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전에서 제시한 의미 기능으로 기준으로 삼아, '-다니

까'를 <반복 강조>로 처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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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의 집 
구미호: 네가 나한테 이런 선물도 줬으니까 나도 네가 원하는 걸 해 주고

싶은데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어?

대웅：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구미호： 너한테 뭐든 해 주고 싶다니까. (↝) 원하는 걸 말해봐, 대웅아.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6 회>

종결어미 의미항목 예문  억양

 -다니까 1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하여 청자

가 반응이 없거나 믿지 못한다

는 반응을 보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강조하여 말할 때 씀.

ㄱ: 나한테 돈 어디

있겠어?

ㄴ: 마지막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ㄱ: 진짜 없다니까!

↑, ↗,
↝

'-다니까'는 앞서 이미 발했거나 어떤 행동을 보여 주었으나, 상대방

이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믿기지 않거나, 화자가 바라는 반응이 아닌

경우에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니까'는 항상 부정

적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며 아

래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78)

위의 내용은 대웅이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있는데, 여자 친구인 구미

호는 대웅에게 잘해 주고 싶다고 말을 걸었으나 대웅이 자기를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호는 다시 한번 자

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애교의 느낌이 섞여 있으면서 재확인하였다.

이때 하강상승조(↝)의 억양을 쓴다.

이상으로 '-다니까'의 종결어미로서의 <표Ⅱ-17>과 같이 '-다니'는

<반복 강조>로 정리하였다.

<표Ⅱ-17> 종결어미로 쓰인 '-다니까'의 의미 기능

78) 박영숙(2011: 40-41)에서 '-다니까'의 담화적 의미에서 주로 비우호적 맥락의 담화

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수집한 드라마 대본 자료에서 나타난 '-다니까'는 총 100개

의 발화 중 67개의 발화가 비우호적 맥락 속에서 사용된다고 하였다. 즉,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다니까'는 긍정적 의미보다 두 배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비우호적 상황에서 쓰이는 '-다니까'는 화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대화로 의사소통에서 주의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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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의미･기능 정보의 출처
상관적      
 장면79)

친밀도
(부정성)

발화 유도 
가능성

1 반복 강조 화자 + +/- -

사전   문법 설명  예문 

『표준』 ①

해할 자리에 쓰여, 들어서 아는 사

실을 확인하여 물을 때 쓰는 종결

어미. 흔히 다짐을 받거나 빈정거리

는 뜻이 섞여 있다.

¶ 그 집 요새 형편이 퍽

좋다면서?

『연세』 ①

말하는 이가 이미 알고 있거나 들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물음을

나타냄.

¶ 우리 영하가 제일 고

생이 많다면서?

『외한학』
①

다른 곳에서 들은 사실을 상대방에

게 확인하면서 물을 때 쓴다.

¶ 너 어제 선영이하고

수영장에 갔다면서?

②
상대방이 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하듯이 말할 때 쓴다.

¶ 오늘도 바쁘다면서?

왜 놀고 있어?

『외한문』 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하

여 물음을 나타내는 어미.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상대방

에게 확인하여 물을 때 쓴다.

¶ 미선: 시간이 부족해

일을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영민: 하는 데까지 해

보자.

미선: 그래도 잠깐만 쉬

 앞서 '-다니까'의 의미 기능과 담화·화용적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살

펴보았는데, 각 의미 기능의 화용적 특징을 네 가지 기준(정보의 출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와 발화 유도의 가능성)에 따라 다시 <표Ⅱ-18>로

정리하였다.

<표Ⅱ-18> '-다니까'의 화용적 특징

2.2.4. '-다면서' 

다음으로 사전에서 '-다면서'의 종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에 대해 제

시한 내용은 다음 <표Ⅱ-19>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19> 각 사전에서 나타난 '-다면서'에 대한 기술

79)한길(1991: 13)에서 종결어미 '-는다니까'는 화자가와 청자가 대화를 나누는 상관

적 장면에서만 쓰이며, 청자를 전제하지 않는 화자의 혼자말인 단독적 장면에서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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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자.

영민: 시간이 부족하다

면서?

   『어미
    조사』

①

말하는 이가 이미 알고 있거나 들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물어보

는 뜻을 나타낸다.

¶ 우리 동생이 제일 고

생이 많다면서?

위와 같이 '-다면서'의 의미 항목은 사전마다 기술의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종결어미인 '-다면서'의 의미 항목 분류에 있어 <외한학>

만 2개로 나뉘고 있다. 나머지 네 가지 사전은 모두 한 가지 의미 기능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

을 상대방에게 확인하여 물을 때 쓴다.'라는 의미 기능이 등재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설명 내용을 자세히 보면, '들어서 아는 사실을 확인하여

물을 때 쓴다.'와 같은 설명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직전

의 상대방에게 들은 사실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문인지, 원발화가 발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의 차를 두고 다시 청자에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구별이 없어서 학습자가 유사하게 <확인 물음>으로 쓰인 '-다고'와 혼

동할 가능성이 있다.

수집한 드라마 자료를 통해서 '-다면서?'는 주로 화자가 상대방에게

확인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발화의 출처와 태도에 따라 단순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소문 확인>과 상대방에게 들었던 발화가 현실과 일치

하지 않아 따져 묻는 <따짐 물음>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준구어 말뭉치의 드라마 대본을 통해서 '-다면서'의 의미 기능

을 살펴볼 것이다.

1) <소문 확인>
# 출판사
편집장: 그런데 반지는 왜 안 끼셨어요?

지은: 네?

편집장: 영화배우 이영재 씨랑 결혼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지은: (앗)아니...뭐...감사합니다.

<풀하우스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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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하우스- 거실
혜원과 영재가 통화 중, 지은이 영재의 옆에 있다.  
영재: 혹시 너 내 반지 못 봤니? 거기 두고 온 거 같은데.

혜원: 반지?......(나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반지 때문에......순간 실망......)

그거 때문에 전화했구나......(쌀쌀맞게)아니......

영재: 어, 그래 그럼 됐어. 어, 그래 쉬어. 어.(끊고)

지은: 뭐라 그래요?

영재: 없대.

지은: 진짜 없는 거 맞아요? 거기 놓구 왔다면서요? (↝)

<풀하우스 6회>

위의 내용은 편집장은 소문으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작가인 지은에게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묻는 상황이다. 이때 원발화가 제3자일 수도 있

고, 특정한 발화자가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다면서'는 화자가 소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듣고서 얼마간 지나서, 다른 자리에서 청자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항상 상승조(↗)의 억양을 쓴다. 따라

서 상관적 장면에서만 쓰일 수 있으며, 화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발

화 유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원발화자의 진술이나 의도가 사

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 또는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소문 확인>으로 쓰이는 '-다면서' 자체가 중립적이라서

[-부정성]으로 볼 수 있다.

2) <따짐 물음>

이영재가 혜원에게 그 반지가 거기에 있는지 전화로 확인할 때 혜원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영재가 전에 반지가 거기에 놓고 왔다고 한 원발화

와 사실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지은이 '따짐'의 말투로 물었

다. 따라서 이때 [+부정성]의 태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발

화자가 2인칭(청자)인 영재가 되고, 발화의 장면은 역시 상관적 장면에서

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소문 확인>과 달리 <따짐 물음>으

로 쓰이는 '-다면서?'는 상대방에게 'yes'혹은 'no'를 대답 요구하기보

다, 자신의 불만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가 더 강하며, 하강상승조(↝)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발화 유도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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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다면서'를 두 가지 의미 기능으로 세분하는 사례가

많다.(김홍범, 1987, 李光輝, 2012 등) 김홍범(1987)에서 '-다면서'를 <확

인 물음>을 나타내는 '-다면서1'와 [따짐]이나 [비웃음]의 의미를 나타내

는 '-다면서2'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李光輝(2012)는 일본어의 'んだって

'와 한국어의 '-다면서'를 비교하면서 '-다면서'를 원발화자가 청자인

경우(typeІ)와 제3자(typeⅡ)인 경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전

자를 [矛盾確認質問]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傳聞確認質問]이라고 하였다.

이 외에 전혜영(1996)과 이금희(2005)는 '-다면서'의 <화제 전환> 기

능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23)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a: 참 내일 시골집 간다면서?

b: 어떻게 알았어?

a: 철수가 그러던데.

(이혜영, 1996: 908 예)

(24) 영호: 드럼 잘 쳐?

철수: 4년간 쳤으니 잘 치는 편이에요. 요즘도 가끔 드럼 앞에

앉는데 그때면 마음이 편해져요.

영호: 팬레터가 폭주한다면서?

철수: 하루 40~50통이 와요.

(이금희, 2014: 72 예)

위의 (23)과 (24)는 모두 '-다면서'가 대화상에서 <화제 전환>의 기능

을 나타낸 예문들이다. 즉, 대화 중간에 선행 발화와 관련성이 낮은 후행

발화로의 화제 전환 기능으로 쓰이는 사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 기능은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고, 앞서 언급한 <소문 확

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여기의 '-다면서?'도 역시 전에 다

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다시 청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쓰는 것이기 때

문이다. 이렇듯 질문을 통해 [화제 전환]으로 간주되면, 한국어의 대부분

의문문 어미도 [화제 전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경제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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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 의미항목 예문  억양

-다면서

1

발화 상황 이전에 제3자에 의해

서 발화된 것을 확인하거나 소문

으로 전해지는 말을 확인하는 데

쓰임. [화제 전환]의 기능처럼 쓰

기도 함.

자네는 면사무소에

근무한 적도있다면
서? ↗

2
상대방이 말을 하고도 지키지 않

는 것을 비난하거나 불만하듯이

말할 때 씀.

언제는 엄마가 제

일 예쁘다면서? ↝ 

분
류

의미･기능 정보의 출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
(부정성)

발화 유도 
가능성

1 소문 확인 제3자 / Ø + - +

2 따짐 물음 청자 + + -

이상으로 '-다면서'의 종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논의해 보

았고, 이러한 의미 기능을 공통적 부분을 하나로 묶어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쉽게 구분할 수 있기 위해 다음 <표Ⅱ-20>과 같이 '-다면서'

의 두 가지 기능으로 정리하였다.

<표Ⅱ-20> 종결어미로 쓰인 '-다면서'의 의미 기능

앞서 '-다면서'의 의미 기능과 담화·화용적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살

펴보았는데, 다음에 각 의미 기능의 화용적 특징을 네 가지 기준(정보의

출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와 발화 유도의 가능성)에 따라, 다시 <표Ⅱ

-21>로 정리하였다.

<표Ⅱ-21> '-다면서'의 화용적 특징

2.3. 의미 기능이 유사한 어미 간의 비교 분석  

김홍범(1987: 72)에서 모국어 화자들은 의미와 용법이 비슷한 형식을

언어 직관에 의해 별 어려움 없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외국인들

은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미와 용법이 비슷한 형식들의 차이를 명쾌하게 밝히는 것은 외국인에

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이 절에서 의미 기능이 유사한 두 어미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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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네 가지 어미 각각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는데, '-다고'가 가지

는 의미 기능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중에서 어미들 간

에 서로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지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즉, '-다고'는

'-다니'처럼 <놀람, 믿기 어려움>의 의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

니까'와 같이 <반복 강조>의 의미 기능도 가진다. 한편 '-다면서'와 같

이 <소문 확인>으로 쓰이는 의미 기능도 가진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

사하게 쓰이는지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5) ㄱ.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ㄱ'. 다음 주에 결혼한다니?(↑)

ㄴ.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ㄴ'. 다음 주에 결혼한다니까.(↝)

ㄷ. 다음 주에 결혼한다고?(↗)

ㄷ'. 다음 주에 결혼한다면서?(↗)

위의 예문(25ㄱ)과 (25ㄱ')처럼, '-다고'는 '-다니'와 똑같이 깨달은 소

식에 대하여, 놀람, 믿기 어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수사 의문

문'으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예문(25ㄴ)과 (25ㄴ')처럼 이미 발화한 내

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다시 재확인하면서 강조할 때 '-다니까'와 교체

할 수도 있다. 예문(25ㄷ)과 (25ㄷ')처럼 다른 곳에서 들은 소식에 대하

여 청자에게 확인하여 묻는 상황에서 '-다면서'와 교체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어미들 간의 관계와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

해,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이 네 가지 어미의 관계를 다음 [그림Ⅱ-1]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80)

80) 김홍범(1987)에서는 '-다면서, -다고, -다니'라는 세 가지 어미를 비교하면서 벤

다이어그램(Venn diagram)를 만들었는데, 본고에서 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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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 네 가지 '-다X' 종결어미 간의 관계

위의 [그림Ⅱ-1]과 같이, 원과 원 사이에 겹치는 부분은 두 어미의 공

통점을 뜻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사하게 쓰이는 두 어미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고', '-다

니', '-다면서', '-다니까'에 대한 서로 유사한 의미 기능을 비교한 연구

는 김홍범(1987), 전혜영(1996), 박나리(2013), 이금희(2014) 등이 있다.

김홍범(1987)은 '-다면서1'과 '-다고1'은 '제3자의 앞선 발화에 대한

확인 물음'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다고2'와 '-다니1'은 상대방의

앞선 발화에 대한 이나 믿기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치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같은 기능으로 쓰이는 두 유사한 어미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전혜영(1996)은 화용적으로 앞발화자의 발화를 반복하여 질문하는 데

쓰인다는 점에서 '-다고'와 '-다면서'는 같은 면이 있다고 하면서 통사

적인 면이나 화용상의 쓰임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

하고,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제3자에게 들은 소식을 청자에게 확인 물

음'이라는 면에서의 차이점을 밝히지 못하였다.

이금희(2014: 83)는 확인 의문법 종결어미인 '-다고', '-다니', '-다지'

를 서로 비교하였는데, 역시 '-다고'와 '-다니'는 제3자의 원발화를 화자

가 시간 차이를 두고 청자에게 확인한다는 점에서 같은 화용적 조건을

갖고 있고 거의 같은 유의적인 의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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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른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 거의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 '-다

고'와 '-다니'의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가장 혼동하는

어미 비교 쌍81), 즉 '-다고' vs '-다니', '-다고' vs '-다니까', '-다고'

vs '-다면서'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의 견해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다고' vs '-다니'
박나리(2013)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를 단순 반복으로 즉각 되물음

을 나타내는 '-다니'는 '-다고'와 비교하였는데, 후자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를 단순 반복한 즉각적 되물음'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의구심의

강도는 '-다니'에 비해 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다고?'가 확인 질

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되는 반면에 '-다니'가 즉각적인 화자의

반문으로 기술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82) 그리고 다음 예(26), (27)과

같이 발화의 원천이 대화 상대방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제3자인 경우에

도 가능한데, 이는 '-다고'와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하였다.

(26) a. 나 내일 유학 가.

b. 유학 간다니?

a'. 철수가 내일 유학 간대.

b'. 철수가 유학 간다니?

(27) a. 나 내일 유학 가.

b. 유학 간다고?

a'. 철수가 내일 유학 간대.

b'. 철수가 유학 간다고?

(박나리, 2013: 62 예)

81) 예비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놀람, 믿기 어려움>으로 쓰이는 의문문

에서 나타나는 '-다고'와 '-다니', <반복 강조>으로 쓰이는 '-다고'와 '-다니까',

<소문 확인>으로 쓰이는 '-다고'와 '-다면서'에 대하여 많이 헷갈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82) 박나리(2013: 57)에서 축약 후 의문의 수행성을 갖게 된 어미 '-니'로 인해 '-다니

'가 '-다고'에 비해 의구심의 정도가 보다 강하게 표출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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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고' vs '-다니까' 
박재연(1998)에 따르면, '-다고'와 '-다니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

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본래 '~다고 했어'와 같은 문장에서 왔

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발화를 반복하는 뜻을 가지지만, 후자는 '~다

니까 그래'와 같은 문장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청자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원망이 담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28) ㄱ. A: 누나, 돈 좀 빌려줘.

B: 난 어제 등록금을 내서 지금 돈이 없어.

A: 에이, 거짓말,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B: 난 지금 돈이 진짜 없다니까. (√없다고)

ㄴ. A: 철수가 오늘 안 온다고 들었는데, 우리 먼저 시작할까?

B: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려서) 누가 안 온다고?

A: 철수가 안 온다고. (*온다니까)

누나는 자신이 돈이 없다고 하지만 동생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

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불만스러움을 나타

내는 것이다. 이때 '-다고'와 '-다니까' 모두 짜증난 말투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을 강조하면서 되풀이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28

ㄴ)은 B는 A의 원발화를 믿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잘 들리지 않아서 반

복 요청을 하는 경우, 즉, A가 앞서 발화한 내용을 단순히 다시 한번 반

복해서 대답할 때 '-다고'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한편 이필영(1993)에 따르면, 반복대답의 기능을 하는 '-다고'와 '-다

니까'는 화자 자신의 선행 발화를 청자의 요청에 따라서 반복한다는 점

에서 일치하지만, 후자는 청자의 반복 요청이 없이 화자 스스로 반복해

서 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고'와 구별된다고 설명하였다.83)

83) 이필영(1993)에서 '-다니까'는 화자 자신의 선행 발화 내용을 청자가 수용하지 않

는 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이 발화한 의도를 청자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성격을 띤다. 이때의 억양이 대체로 높게 끌릴 수 있는 것은 화자의 그

러한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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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ㄱ. 비가 온다구.

ㄴ. 바가 온다니까.

(이필영, 1993: 181 예)

청자가 화자의 원발화를 확인하고자 했을 때 화자가 (29ㄱ)과 (29ㄴ)

두 가지 방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비가 올 때 밖에 나가지 말

라'고 화자가 이미 청자에게 알려 줬는데, 청자가 말을 듣지 않고 나가

려고 해서 화자는 청자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만스러운

말투로 쓰일 수 있다. 또한, 청자의 반복 요청에 따른 대답으로 쓰였을

경우는 '-다고?'와 '-다니까'도 역시 의미적 차이가 나타난다. 곧 '-다니

까'는 '-다고'에 비해 한번 말해 주었는데 어째서 알아듣지 못했는가 하

는 따위의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은 화자가 불만을 나타내며 청자

에게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였다.

3) '-다고' vs '-다면서'
'-다고'와 '-다면서'는 모두 '확인 물음'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

다. 전자는 확인의 대상이 원발화 그 자체인 데 반하여 후자는 원발화의

내용(정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필영, 1993: 180) 그러나 화용적

인 측면에서 보면, 전자는 발화상황 이전에 제3자에 의해서 발화된 것을

확인하거나 소문으로 전해지는 말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방금 직전에 청자에게 들은 발화에 대한 확인으로도 쓰일 수 있다.

'-다면서?'는 직전의 발화에 대한 즉각적인 확인으로 쓰일 수 없어서

'-다고'와 구별된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자.

(30) ㄱ. A: 철수가 다음 주 결혼한다고?

B: 응,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한대.

ㄴ. A: 철수가 다음 주 결혼한다면서?

B: 응,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한대.

ㄷ. A: 철수는 다음 주 결혼한대.

B: 철수가 다음 주 결혼한다고? (*결혼한다면서?)

A: 응, 여자가 아주 미인이신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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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30ㄱ)과 (30ㄴ)은 모두 A가 제3자에게 들어온 소식, 혹은 소문

으로 전해지는 말을 청자인 B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면

서'와 '-다고'를 서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30ㄷ)은 바로 직전에 들

은 원발화를 확인하는 데는 '-다면서'가 쓰이지를 못한다. '확인 물음'으

로 쓰이는 '-다고'는 상대방의 발화에 바로 이어서 되묻는 소위 반향적

성격을 띤 것도 있지만, '-다면서'는 그와 같은 반향적 확인 물음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84)(이필영, 1993: 136)

이상 논의한 내용과 같이, '-다고'는 같은 상황 맥락에서 '-다니',

'-다니까', '-다면서'와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으면서도 두 어미가 각각

가지는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

들은 '-다고'가 다른 어미와 교체할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금희(2006)에 따르면, 후행절이 생략되는 동시에 원래 후행절의 의미

는 선행절에 전이되면서 융합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하나의 종결어미로

형성된다고 하였다. '-다고'는 다른 세 어미와 교체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려면, 문법화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인용구문의 문법화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아래의 [그림Ⅱ-2]에

서 제시한 '-다고'의 다의성(다변성, 多變性)과 다른 '-다X'어미의 교체

현상을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림Ⅱ-2] '-다고'의 다의성과 '-다X' 종결어미의 교체 현상

84) (13) ㄱ. 철수가 왔느냐구?

ㄴ.
*
철수가 왔느냐면서? (이필영, 1993: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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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Ⅱ-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고'는 상황 맥락에 대한 의

존성이 높다. 후행절(S2)의 삭제로 인해, 후행절이 원래 가진 의미와 양

태85)를 선행절(S1)의 '-다고'로 전이되는 과정을 거쳐 '-다고'는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획득했다. 따라서 후행절의 내용에 따라 다른 '-다X'어미

와 같은 의미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다고'는 모든 '-다X' 종

결어미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마다', '-다네' 등 '-다

X' 종결어미처럼 원발화가 없는 전제하에서는 '-다고'와 교체되기가 어

렵다. '-다고'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다X'류 어미와 대체할 수 있는지

에 관한 문제는 실제의 맥락 상황에 따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규칙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어미가

서로의 근접성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기존의 선행 연구(김홍범, 1987, 이필영, 1993, 박재연, 1998,

박나리, 2013 등)를 통해 '-다고'와 다른 세 가지 어미의 유사한 기능을

비교했는데, 다음 <표Ⅱ-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Ⅱ-22> '-다고'와 '-다니', '-다니까', '-다면서'와의 비교

-다니 -다니까 -다면서

-다고 

유
사
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에 놀라면서 즉각적

으로 되물음.

화자 자신의 선행 발화를

청자에게 다시 강조하면

서 재확인한다.

제3자에게 들은 소

식을 청자에게 확인

하면서 물음.

차
이
점 

①'-다니'의 의구심정

도가 '-다고' 보다 강

하다.

②'-다고'가 확인 질

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기술되는 반면

에 '-다니'가 즉각적

인 화자의 반문으로

기술된다.

①'-다고'는 단순히 자신

의 발화를 반복하는 뜻을

가지지만, '-다니까'는 청

자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

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원망이 담길 수 있다.

② '-다니까'는 청자의 반

복 요청이 없이 화자 스

스로 반복해서 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고'와

구별된다.

①'-다고'는 확인의

대상이 원발화 자체

인 반면에 '-다면서

'는 원발화의 내용

(정보)이다. 따라서

원발화가 의문문인

경우 '-냐면서'처럼

사용할 수 없으나,

'-냐고'처럼 사용할

수 있다.

85) 양태(법)는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어휘적 수단, 어순, 어조 등에 의지하여 화자

가 명제에 대한 태도나 관점을 나타내는 문법범주이다.(엄녀, 20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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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실태

앞서 '-다X'의 이론적 전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

서 네 가지 어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재를 분

석하고 교육 과정 및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교재에 대하여, 민현식(2000: 5)은 교육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로 볼 때 교재를 바로 이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종학·이미향(2007: 13)에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

정된 교육 과정 으로 이루어진 교육 내용을 교육 철학과 함께 교사와 학습

자에게 제공하는 물리적 실체로, 교육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총체적 도구

로 교재를 정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교재는 교사가 어떤 내용

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한 학습자가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에 있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재마다 각각의 장단

점이 있으니 완벽한 교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언어 교육자에게는

교재에 대한 비판의 의무가 있으며, 학습자에게 유익하고 체계적인 교재의

개발과 개선을 구축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실제의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문법 지식을 가르치고 있

고, 학습자가 어떻게 지식을 학습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향후 보

다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3.1. 교재 분석

3.1.1. 한국 내 한국어 교재 

우선, 한국의 대학 부설 교육 기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검

토하였다. 다음 <표Ⅱ-23>에서 제시한 교재들은 한국에서뿐만 아닌 중

국에서도 중국어로 번역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음으로 연구 자료로 선정

하였다. 선정된 교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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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교재명 출판 연도 출판사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초급Ⅰ~고급Ⅱ (총 6권)
2002~2003

경희대학교

출판부

고려대학교

언어교육원

<재미있는 한국어>

1~6 (총 6권)
2008~2011 교보문고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

1~4 (총 4권)
2003~2005 문진미디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한국어(중국어 버전)>

1~6 (총 6권)
2007~2009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4 (총 6권)
2007~2010

한국외국어대

학교 출판부

기관명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경희대

제

시

형

태

3권 제6과 4권 제4과

-다니요
-(ㄴ/는)다면서

(요)?

고려대

제

시

형

태

4권 제14과 3권 제5과

-다니요 -다면서요?

서울대

제

시

형

태

3권 제15과 3권 제29과

-A/V-다고

요?
-다니

연세대

제

시

형

태

3권 제6과 3권 제5과

-다니요? -는다면서요?

3권 제9과

-다니

외대

제

시

형

태

2권 제26과 2권 제36과

-다니요? -다면서요?

<표Ⅱ-23> 분석한 한국어 교재 목록(한국 내)

각 교재에서 나타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제시순

서, 제시 형태, 문법 설명, 연습 활동 등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한다.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Ⅱ-24>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제시 양상(한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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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항목 제시 문법 설명

서울대 -A/V-다고요?
예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

음.

교재명 항목 제시 문법 설명

경희대 -다니요?
예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

음.

고려대 -다니요

-다니요 is attached to a verb or an adjective indicating

a surprise, an exclamation or a feeling of disbelief to a

certain fact that the speaker actually heard or observed.

(-다니요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여, 화자가 들었거나

목격했던 사실에 대한 놀람 감탄, 부정을 나타낼 때 사용

한다.)

위의 <표Ⅱ-24>를 살펴보면, '-다고'를 종결어미로 제시하는 교재는 서

울대 교재밖에 없다. 나머지 네 권의 교재에는 '-다고'를 '하다', '생각하

다'와 같은 상위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간접인용'기능만 제시하고 있고,

연세대 교재 5권의 제5과에서는 '원인, 근거'로 쓰이는 연결어미로 제시되

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학습자에게 있어서 '-다고'에 대하여 완형보문의 형

식으로 간접인용 가능과 연결어미로서의 '-다고'만 배울 뿐, 종결어미로서

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학습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다니'는 종결어미로 쓰이는 용법은 각 교재에 모두 제시되어 있

고, 일부 교재에 '-다니'를 연결어미로 소개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다니

까'는 종결어미로 제시하는 교재는 없으나, 외대 교재 3권 제12과와 연세

대 교재 3권 제6과에서 연결어미로 제시되고 있다. '-다면서'는 서울대 교

재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교재 모두에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종결

어미로 쓰이는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는 현재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주요 교재에 아직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의 어미들을 각 교재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Ⅱ-25> 각 교재의 '-다고'에 대한 설명(한국 내)

<표Ⅱ-26> 각 교재의 '-다니'에 대한 설명(한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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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A/V-다니
예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

음.

연세대

-다니요?

無法相信或否定对方所说的事实时使用。动作动词或状态

动词後使用“-다니요”。

(믿을 수 없거나 상대방이 말한 사실을 부정할 때 사용한

다. 동작동사나 상태동사 뒤에 “-다니요”를 사용한다.)

-다니

看到或聽到值得惊讶的状况而表示惊讶或感叹时使用。动
作动词或状态动词词干後使用“-다니”。

(놀라운 상황을 직접 봤거나 들었을 때 화자가 의아해하

거나 감탄할 때 쓴다. 동작 동사나 상태 동사 어간 뒤에

“-다니”를 붙여 쓴다.)

외대 -다니요?

'(이)라니요?' is the ending that we use when we

couldn't understand what the speaker said or when we

want to deny what the speaker said. The former one is

a question, so it is used with question mark at the end,

and the latter one is a statement. The listener uses

'-다니요?'when he/she heard a declarative.

('(이)라니요?'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

나 부정할 때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전자는 의문문으로

쓰이므로 물음표와 함께 쓰이고, 후자는 평서문으로 쓴다.

진술문을 들었을 때 '-다니요?'를 사용한다.)

교재명 항목 제시 문법 설명

경희대
-(ㄴ/는)다면서

(요)?

예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

음.

고려대 -다면서요?

'-다면서요' is attached to be a verb and an adjective

or 'noun+이다' and is used to confirm to the listener

of what the speaker heard from another person.

('-다면서요'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뒤에 붙여, 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할 때

사용한다.)

연세대 -는다면서요?

对从他人那裏聽到的内容向对方进行再確认时使用“-는다

면서요”。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다시 확인할 때 “-는

다면서요”를 사용한다.)

외대 -다면서?

'-다면서' comes after an action verb stem or a

description verb stem, and it means 'I heard that

they say(Subject Verb)'. A speaker uses this

expression when he/she wants to confirm the fact

which he already heard from someone.

<표Ⅱ-27> 각 교재의 '-다면서'에 대한 설명(한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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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서'는 동작 동사 혹은 상태 동사 뒤에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동사)다고 들었는데.'라는 뜻이다.

화자가 이미 들은 내용에 대하여 그 사실성을 확인하려

고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위의 다섯 가지 교재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다고'를 종결어미로 제시하는 교재는 서울대 교재밖에 없는 데

다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예문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

다고'의 다의적 기능을 습득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둘째, '-다니'는 모든 교재에 다 제시되어 있지만, 설명이 체계적이지 않

다. 서법에 따라 '감탄문(놀람, 분개 등)', '의문문(부정)'으로 쓰일 때 해당

하는 의미 기능이 달라지는 '-다니'는 교재마다 기능이 다르게 나뉘어 제

시된 것도 있고, 설명 없이 제시된 것도 있다. 이로 인하여 학습자가 쉽게

혼동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다니까'는 교재에 '연결어미'로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종결어미로 제시한 교재는 없었다. '-다니까'는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법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다면서'는 모든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만, 청자에게 직접

들은 말에 대한 <따짐 물음> 기능의 예문도 섞어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문법 설명에서는 단지 '제3자' 혹은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하

는 '전문(傳聞)확인' 기능만 제시하였다.

3.1.2. 중국 내 한국어 교재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연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용

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 대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韓國語教程>, <韓國語>와 <标準韩国语> 세 가지 교재

를 선정하였다.86) 선정된 교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86) <韓國語教程>와 <韓國語>는 각각 Ⅲ장에서 조사 대상으로 다루게 될 광동외어외

무대학교와 중산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자가 학습하는 교재들이고, <标準韩国语>는

기타 중국 대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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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출판 연도 출판사 
<标準韩国语 1>

<标準韩国语 2>

<标準韩国语 3>

1996

2012

2010

북경대학출판사

<韩国语教程 初级 上>

<韩国语教程 初级 下>

<韩国语教程 中级 上>

<韩国语教程 中级 下>

2014

2009

2010

2010

세계도서출판회사

<韩国语1(修订本)>

<韩国语2(修订本)>

<韩国语3>

<韩国语4>

2008

2010

2003

2004

민족출판사

 교재명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标準韩国语

제

시

형

태

3권 제5과 3권 제9과 3권 제1과

얼마나

-다고요
-다니요 -면서요

韩国语教程

제

시

형

태

1권 제30과 2권 제4과 2권 제12과

-다고요

-ㄴ/-는다니

요,-다니요,

-라니요

-다면서(요), -ㄴ

/는다면서 (요 ) ,

-라면서(요)

3권 제8과

-다니

韩国语

제

시

형

태

2권 제14과 2권 제15과

终结语尾

-다니

终结语尾-다면서

/-ㄴ다면서/-는

다면서/-라면서

<표Ⅱ-28> 분석한 한국어 교재 목록(중국 내)

교재에서 나타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제시순서,

제시 형태, 문법 설명, 연습 활동 등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Ⅱ-29>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제시 양상(중국 내)

위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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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항목 제시 문법 설명

标準韩国语 얼마나...-다고요

형용사, 동사 뒤에 사용되어 '무척-하다'을 영탄

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매우 구어체적인 표현

이다. '얼마나'가 '무척, 매우, 굉장히'의 뜻으로

사용되려면 반드시 뒤에 '-다고요'나 '-ㄴ지'가

와야 한다.

韩国语教程 -다고요

终结语尾“-다고(요)”由终结语尾“-다”和表示间接

引用“-고”结合而成。表示反问对方的话或强调自
己的想法和主张。“-다고요”用於需要对聽者表示
尊敬的场合。
(종결어미“-다고(요)”는 종결어미 “-다”와 간접인

위의 세 가지 교재에 제시한 양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고'에 대

해서 <韩国语>교재에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고'를 제시하지 않았고, 1

권 제16과에 '관용형-다고 하다/-ㄴ다고 하다/-는다고 하다'로만 제시하

였다. 그러나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니까'는 세 교재에 모두 문법 항목으

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标準韩国语>에서 '-니까요'에 대하여 <원인/

근거>로 쓰이는 종결형으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31) ㄱ. 선전도 안 했는데, 물건이 잘 나갔네요.

ㄴ. 제품 좋은 건 소비자들이 더 잘 안다니까요.

위의 (31ㄴ)은 문장 끝에 있지만, 이때의 '-다니까'는 <반복 강조>로 쓰

이는 종결어미가 아니고, <원인/근거>로 쓰이는 '-다고 하니까'의 줄어든

말이다. 따라서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니까'와 본질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韩国语> 3권의 제2과에서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니까'로 제시

되어 있고, <韩国语教程>에서 '자니(자니까)'와 같이 연결어미로만 소개

되어 있다. 또한,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니'와 '-다면서'는 세 가지 교재

에 모두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각 교재에 이러한 문법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Ⅱ-30> 각 교재의 '-다고'에 대한 설명 (중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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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고”로 결합된다. 상대방에게 반문하거나 화

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강조할 때 쓰인다.

“-다고요”는 주로 청자를 높이는 경우에 쓰인다.)

교재명 항목 제시 설명 내용

标準韩国语 -다니요

동사, 형용사 뒤에 연결되어 선행 의미를 부정하

는 역할을 한다. '-기는요'와 같은 의미로, 매우

구어적인 표현이다.

韩国语教程

-ㄴ/-는다니요

-다니요

终结语尾“-ㄴ다니요”表示对已经聽到或知道的事

实提出疑问。
(종결어미 '-ㄴ다니요'는 이미 들었거나 알고 있

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할 때 쓴다.）

-다니

용언의 뒤에 쓰이는 종결어미다. 어떤 사실에 대

한 놀람이나 감탄 혹은 믿을 수 없음을 나타낸다.

'-다니'의 뒤에 그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 판단, 감정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 올 수 있어

서 연결어미처럼 기능하기도 한다.

韩国语 终结语尾 -다니

接在用言後面，表示感到意外，往往对该事有些不

满或持有异议,“-다니”後面加“요”则变成“해요”

體。
(용언 뒤에 붙여, 놀람을 나타나고 항상 어떤 사

실에 대하여 불만하거나 의견을 가질 때 쓴다.

'-다니'뒤에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된다.)

교재명 항목 제시 설명 내용

标準韩国语 -면서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는

표현이다. 매우 구어적인 표현으로 문어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면서

(요)'앞에는 간편체 형태가 온다. 단, 명사 현재의

경우는 '(이)라면서'형으로 사용된다.

韩国语教程
-다면서(요),

-ㄴ/는다면서(요)

表示对聽到的不確定的话表示反问。相當於汉语的"

聽说……?"等。
(확실하지 않은 말을 들어 그에 대하여 반문할 때

쓴다. 중국어의 "聽说……?"등과 같은 의미에 해당

한다.)

终结语尾 表示以反问的形式確认某一事实，“-다면서/-ㄴ다

<표Ⅱ-31> 각 교재의 '-다니'에 대한 설명 (중국 내)

<표Ⅱ-32> 각 교재의 '-다면서'에 대한 설명 (중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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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语
-다면서(요),ㄴ/는

다면서(요)

면서/-는다면서”接在用言後面。“-다면서/-ㄴ다면
서/-는다면서”後面加“요”则变成“해요”體。
(반문의 형식으로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쓴다.

'-다면서/-ㄴ다면서/-는다면서'는 용언 뒤에 붙인

다. '-다면서/-ㄴ다면서/-는다면서' 뒤에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된다.)

교재명 연습 문제의 유형

<标準韩国语>

1) 대화 완성하기

2) 문장 만들기

3)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하기

4)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기

5) 주제에 대한 토론하기

<韩国语教程>

1) 대화 완성하기

2) 문장 만들기

3) 한국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하기

4)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기

<韩国语> 1) 대화 완성하기

중국 교재의 연습 활동을 살펴보면, <标準韩国语>와 <韩国语教程>

두 교재는 어미의 연습 문제와 연습 활동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韩国语>는 단순한 대체 연습만 제시하고 있다.

<표Ⅱ-33> 각 교재의 연습 활동

이상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다고'를 종결어미로 제시할 때 [반문], [강조] 기능만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기능을 지닌 '-다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학습자

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발화의도를 파악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다니'에 대하여, <标準韩国语>는 상대방의 발화를 부정하는

'-다니요'만 제시하고 있고, <韩国语教程>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하여 이

해가 안 가면서 의문을 가지는 '-다니요'와 [놀람], [감탄]을 나타내는

'-다니'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韩国语>는 들은 소식에 대하여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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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서 의견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다니(요)'를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

지 교재는 모두 '-다니'의 사용 기능에 대한 설명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학

습자가 '-다니'의 다의적 기능을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

고 '-다니'의 형태·통사적 제약에 대한 설명도 불분명해서 학습자가 용언

어간 뒤에 직접 '-다니'를 붙여서 써야 되는지, 어간의 받침이 있느냐에

따라 '-ㄴ/는다니'로 써야 하는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다니까'는 종결어미로 쓰이는 문법 항목은 세 교제에서 모두 다

루지 않았다. 단지 <원인/근거>로 쓰이는 연결어미나 '-다고 하니까'의

축약형으로 문장의 끝에 나오기 때문에 학습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다면서'는 세 가지 교재에 모두 제시하고 있으나, 매우 포괄적이

고 모호하게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할 때 씀'으로만 소개

하고 있다. 이는 화용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원발화를 청

자에게 직접 들어 다시 청자에게 확인하여 묻는 것인지, 제3자에게 들은

내용을 청자에게 확인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오류를 범하게 할 위험이 있다. 또한 예전에 청자에게 들은 발화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따져 물음>으로 쓰이는

'-다면서'는 <소문 확인>의 '-다면서'는 발화 의도와 발화 태도 등과 다

르기 때문에 교재에 두 상황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위의 어미들이 경우에 따라 서로 교체하여 쓸 수도 있고, 구분해

야 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놀라거나

부정할 때 '-다고'와 '-다니'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교재에는 유사하게 쓰

이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서 오히려 학습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문법을 설명할 때 주로 단문이나 대화의 형식으로만 제시하였

고, 맥락 상황으로 나타나는 문법 제시 및 억양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학습자가 어미의 담화적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재에는 다양한 연습 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고, 단순한

예문으로 이루어진 대체 쓰기 연습만 제시하고 있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

발하기 어렵고 좋은 연습 기회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흥미롭고 다

양한 연습 활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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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교재와 중

국에서 사용되는 교재 모두에서 '-다니까'와 같이 학습의 필요성이 있는

문법 항목을 제시하지 않아 학습자가 해당한 문법지식을 간과할 수 있다.

한편 화용적 정보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어미

간의 비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학습자가 이러한 어미들을 사용

할 때 많은 혼동을 느끼고 쉽게 오류를 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학습자가 '-다X'류 종결

어미에 대한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재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는 뒤의 Ⅳ장의 교육 내용의 설계에서 구체

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3.2. 교육 과정 및 문제점

3.2.1. 학습의 경력과 경로 

설문조사를 통해,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학습 경력 및

경로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결어미로서 쓰이는 이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48명(80%)의 중국인 학습자는 이 네 가지 어미를 모두 학습한 적

이 있고, 10명(16.67%)의 학습자가 네 가지 중 대부분을 학습하였다고 답

하였다. 이는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는 이 네 가지 종결어미의 학습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학습자의 학습 경로에 따라 구분해 보면, 13명(21.67%)의 중국인

학습자는 수업 중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학습하였다고 대답하였고, 8명

(13.33%)의 학습자는 사전을 찾으면서 학습하였다고 하였다. 나머지 36명

(60%)의 중국인 학습자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이나 매체(드라마, 영화 등)

를 통하여 습득하였고, 나머지 3명(5%)의 학습자가 기타 방식으로 학습하

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에 대한 학습은 주로 일상생활의 언어 접촉과 대중매



- 89 -

구분 소속 기관 성별 한국어 교육 경력 민족

1 SUT187) 중산대학교 여 3년 한족

2 SUT2 중산대학교 여 11년 5개월 조선족

3 GUT1 광동외무외어대학교 여 14년 9개월 한족

4 GUT2 광동외무외어대학교 남 10년 3개월 조선족

체의 이용을 통하여 학습되며, 교사의 역할이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에 대한 교사의 교육이 한층 더 강화

되어야 한다.

3.2.2. 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 

앞서 교재 분석을 통하여 현재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 존재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의 학습 경력

과 경로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다X'

류 종결어미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산대학교와 광동외무외어대학교의 재학생과 한국어 전공

교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위의 두 대학에 재직 중인 한국

어 교사 각각 두 명씩 총 네 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교사에 관한 정

보는 다음 <표Ⅱ-34>와 같다.

<표Ⅱ-34> 인터뷰 대상의 기본 정보(교사용)

우선, '-다X'류 종결어미의 모든 기능을 한 표[부록3]로 정리해 놓고, 인

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교사에게 나누어 주고 교사가 빈칸을 채우도

록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교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고찰하자고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당 문법과 기능을

수업에서 가르쳤는지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향후 해당 문법을 학습

자가 학습할 필요가 있느냐이다. 설문에는 '-다고'의 한 기능을 예시로 제

87) 'SUT'와 'GUT'는 각각 중산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국어 교사(Sun Yat-sen

University Teachers)와 광동외무외어대학교에 재직 중인 한국어 교사(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eachers)의 약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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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 번호 의미항목 예문 교수 여부 필요성

-다고 1

앞서 말한 내용

에 대해 확인하

듯이 물어봄을

나타냄.

아들: 엄마, 나 이따가

나가야겠다.

엄마: 오후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종결

어미

의미

기능

SUT1 SUT2 GUT1 GUT2

교

수

여

부

필

요

성

교

수

여

부

필

요

성

교

수

여

부

필

요

성

교

수

여

부

필

요

성

-다고

1 반문 확인 X ○ ○ ○ ○ ○ ○ ○
2 놀람, 믿기 어려움 ○ ○ ○ ○ ○ ○ ○ ○
3 소문 확인 X X ○ ○ X X ○ ○
4 추측 확인 X X ○ ○ ○ ○ ○ ○
5 반복 강조 X X ○ ○ ○ ○ ○ ○
6 자랑/강조 X X ○ ○ X ○ ○ ○
7 빈정거림, 부정 X X ○ ○ X ○ ○ ○
8 의문/걱정 해소 X X ○ ○ X ○ ○ ○

-다니

1 놀람, 믿기 어려움 X X ○ ○ ○ ○ ○ ○
2 놀람 감탄 ○ ○ ○ ○ ○ ○ ○ ○
3 못마땅함 X X ○ ○ X ○ ○ ○
4 반박(부정) ○ ○ ○ ○ ○ ○ ○ ○
5 겸손(부정) ○ ○ X X ○ ○ ○ ○

-다니까 1 반복 강조 ○ ○ ○ ○ ○ ○ ○ ○

-다면서
1 소문 확인 ○ ○ ○ ○ ○ ○ ○ ○
2 따짐 물음 X X ○ ○ ○ ○ ○ ○

시하였다.88)

조사 결과를 각 어미의 핵심 의미 기능에 따라 <표Ⅱ-35>로 정리하였

다.

<표Ⅱ-35> 한국어 교사에게 실시한 사전 조사 결과

위의 <표Ⅱ-35>에 반영된 결과에 따르면, 한족 교사인 SUT1은 대부분

의 기능을 교육하지 않고 있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 또한, GUT1 교사는

개별 의미만 가르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우선, 두 한족 교사에게 구체적

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88) 교사에게 실시한 교육 실태 설문자의 내용은 <부록3>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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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SUT1>
연구자: 이러한 기능을 교육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UT1：한국어의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문법의 의미 기능과 실제의 사용 경우

에 괴리가 있고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의미 기능이 매우 많기 때문이에요. 교

사로서 외국어를 교수할 때 수업에서 모든 문법의 용법을 다 가르칠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제의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요. 교사가 가장 기

본적이고 자주 사용하는 용법만 가르치고, 문법의 실제 용법에 관한 지식은 향

후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드라마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유롭게 습

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그럼 앞으로 이러한 어미들의 사용을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지
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UT1：학습 대상이 초·중급 수준의 학생인 경우에는 교수·학습의 주요 목적은

'의사소통의 능력을 길러주고 한국어를 사용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문법은 그에 대응하는 용법이 스무 개가 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학생에게 가르친다고 해도 모든 용법들을 제대로 소화하기에

는 쉽지 않고, 오히려 혼란하고 부담감을 느끼게 되므로 한국어로 소통하고 싶

어 하는 의욕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우선

기초적이고 자주 사용하는 용법부터 가르치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 보충적인

교육 방안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참여자 GUT1>
연구자: 위에서 'X'를 선택한 항목에 대하여 평소에 가르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GUT1:저는 주로 세계도서출판회사에서 출판한 <초급 한국어교정 1·2>, <중급

한국어 교정 1·2>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책에서 제시된 문법 설명을 바탕으

로 적당하게 지식을 확장하면서 교육하는데, 주로 해당 문법의 가장 전형적인

용법을 가르칩니다. 개인적으로 학습자가 문법의 파생적인 용법에 대해서 구어

사용의 과정에서 실천하면서 스스로 습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평소에 학습자에게 이 네 가지 어미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GUT1：앞서 말씀드린 그 네 권의 교재를 위주로 가르치고, 때로는 문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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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GUT2>
연구자: 이러한 어미의 의미 기능을 모두 학습자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GUT2: 네, 학습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재에는 이 몇 가지 종

결어미의 주요 문법 내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르칠 때 그 종

결어미의 관련된 기타 문법적 의미까지 최대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결어미들은 평소의 입말에 자주 나오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연구자: 그러면 평상시에 주로 어떤 식으로 학습자에게 가르치십니까?

GUT2: 가르칠 때 종결어미들의 사용 구별점을 제시하면서 예문까지 많이 들어

주는 식으로 가르쳐봤더니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드라마를 보

면서 관련 문법이 나오는 장면을 적어두었다가(드라마 제목, 몇 회) 학생들에

게 그 장면을 재생시켜 보게 했더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만 그렇게 하죠. 시간이 많이 드니까요.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참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백봉자의『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등

을 활용합니다. 문법을 설명할 때 적당히 지식을 확장하면서 가르칩니다.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참여자 SUT2>
연구자: 이러한 어미의 의미 기능을 모두 학습자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SUT2: 여기서 나온 대부분의 용법들은 아주 구어적인 것들이며, 학습자가 한

위와 같이 한족 교사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모든 기능을 다 가르치는 것

은 불가능하고 학습자가 많은 기능을 학습하면 부담을 갖고 혼동을 일으

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우선 자주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

부터 가르치고 나머지 다른 기능은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교사가 추가적

으로 가르치거나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을 내어 놓았다.

반면에 이 네 가지 어미의 거의 모든 의미 기능을 다 교육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GUT2와 SUT2가 있다. 이에 대해 두 조

선족 교사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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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발화 목적이나 태도를 보다 명확하게 파

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왜 '-다니'의 겸손 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까?

SUT2: 겸손 용법으로서 '잘하다니요'도 물론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하기는요'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학습자가 '-다니'의 겸

손 용법을 다른 용법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아예 가르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사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두 조선족 교사는 한족 교사

와 달리 네 가지 어미의 이러한 의미 기능들이 일상 대화에 자주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이 가르치면 학습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상대방의 발화 목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학습자가 어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학습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여겼다. 이와 같이, 한족 교사와 조선족 교사가 어미의 용

법을 가르치는 데 차이를 보였다. 즉, 교사의 교육 목표에 따라 문법 교육

의 방식도 달라진다.

이상의 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한국 교재와 중국에서 사용

하는 한국어 교재에 제시 양상과 문법 설명, 화용적 정보 등에 관하여 체

계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재에 대한 개선이나 개발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교사의 개성에 따라 최대한 많

이 가르치는 게 좋다고 주장도 있었고,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부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본 연구에

서는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네 가지 어미의 모든 기능을 다 가르치되

제시 순서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제시 순서는 문법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는데,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가

르치고, 점차 어려운 용법을 가르쳐주면 학습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습

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

을 분석하고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재의 개선과 교

육 내용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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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의 사용·인식 양상 및 오류 분석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한 '-다X' 종결어미의 문법적 특징과 교육 실

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원인을 알

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어떤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지, 또한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들 간의 이러한 어미

들에 대한 사용 양상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어떤 어려움

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조사 도구 개발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의 방법을 병행하였다. 1차적으로 학습자의 '-다X' 종결어미에

대한 사용 양상과 인식 양상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2차

적으로 학습자의 사용 오류 양상 및 원인을 심층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사

후 인터뷰(Follow-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1.1. 조사 대상 선정

기존의 중국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종결어미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는 모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학습하는 문법 항목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이러한 문법항목들을 충분히 습득했을 것이라

판단되는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 중 고학년(3, 4학년)의 학습자를 조사 대

상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대상이 되는 중국 중산대학교, 광

동외어외무대학교(아래에 SU와 GU의 약어를 사용함) 두 대학교 3, 4 학

년의 고급 한국어 전공 학습자 총 60명을 조사하였다. 학습자 집단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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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국인 학습자

합계
SU GU

학년
3학년 15명 14명 29명

4학년 15명 16명 31명

합계 　30명 30명 60명

중국인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SU GU

성별
남 2명 2명 26명

여 28명 28명 34명

합계 30명 30명 60명

중국인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SU GU

연령대

10대 5명 3명 1명

20대 25명 27명 41명

30대 0명 0명 18명

합계 30명 30명 60명

<표Ⅲ-1> 설문조사 대상자의 정보

아울러 대조 집단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를 총 60명을 조사하였다.89) 두

집단의 정보는 다음 <표Ⅲ-2>와 <표Ⅲ-3>과 같다.

<표Ⅲ-2> 피험자 집단의 성별 분포

<표Ⅲ-3> 피험자 집단의 연령별 분포

1.2. 조사의 구성 

앞서 Ⅱ장에서 이미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 각각의 의미

항목을 정리하고 서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 할 것 이라고 예상한 의미 기능을 가진 예문을

선정하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예문들은 실제 생활에서는 자주 사용

되지만 교재에서 제대로 제시되지 않는 용법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89) 조사 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차 실험을 실시하였고, 2015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2차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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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请根據以下的各種情景和说话人的态度或语氣，选择您认为最恰當的选

项，完成对话。（注意標點符號和语调, (↑)=急促上升调, (↗)=上升调, (↘)=下

降调，(↝)=先下降後上升调, (↑)比(↗)的语氣更强烈，激动。）

【상황4】妈妈準备出门的时候，慧媛答应了妈妈会帮她洗碗，但是妈妈回来之

後，发现碗还没有洗，於是问了慧媛。

엄마: 혜원아, 설거지 네가 ?

혜원: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텔레비전 보다 보니......

A. 한다면서? (↝) B. 한다고? (↝) C. 한다니? (↝) D. 한다니까? (↝)

설문지에서 제시되는 예문들은 모두 사전(辭典), 선행연구, 드라마 등에

서 찾은 예문들로 구성된 것들이거나 연구자가 직접 만든 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검토를 받은 예문들이다. 예비조사에서 학습자가 오류를 많이 범하

는 문제는 본 조사에서 계속 다루고, 오류율이 낮은 문제는 제외하였다. 그

리고 예비조사에 고찰하지 못한 문제를 추가해서 설문조사를 보완하였다.

1.2.1. 설문조사의 설계 

설문지의 문제 유형은 크게 인적 사항, 사용 양상, 인식조사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 배경으로는 나이, 성별, 학습, 한국어 수준, 한국어 능

력시험자격증, 학습 시간, 교육 기관 등 기본 정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용 양상의 조사는 Part 1, Part 2와 Part 3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Part 1: 담화 완성형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DCT)의 문항이

며 총 7개의 문제로 구성된다. 이는 학습자가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네 가지 어미의 고유한 의미 기능을 학습자가 정확하게 이해하

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아래는 상황에 적절한 '-다X'

류 종결어미를 고르는 문제이며, 문항 형식은 다음과 같다.

<예시 1> Part 1 실험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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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通顺
(아주 자연스럽다)

比较通顺
(덜 자연스럽다)

不通顺
(어색하다)

결혼했다고?(↗)

결혼했다면서(↗)

Part 2. 다음의 상황 제시와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대화를 완성해 주십시오.

请根據对话的内容和情景提示，完成以下对话。('非常通顺'=语法上正確並且最

符合语境，'比较通顺'=语法上虽正確, 但並不是最佳答案，'不通顺'=不符合语

境。)

【상황3】导演很久没有见到永熙了。因为之前有从其他人那裏聽说过关於永熙要
和哲守结婚的事，於是看到永熙的时候，向她確认消息並表示祝贺。

감독 : 철수 씨랑 ? 축하해.

영희 : 아니...뭐...감사합니다.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Part 1에서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과 발화자의 태도 및 발화 동기를

상세히 중국어로 제시하였다. 학습자가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어미를 사

용하도록 하기 위해 억양 표시도 함께 제시하였다. 한편 대화 중에 어휘가

어려워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어 해설을 병기

하였다.

Part 2도 역시 DCT 유형의 문제이지만, Part 1과 다른 점은 같은 발화

속에서 발화 태도, 발화 동기 등이 같으나 사용할 수 있는 답이 하나가 아

닌 척도형 테스트이며 총 3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주로 유사한

기능으로 쓰이는 '-다X'류 어미 간에 실제적인 사용 양상이 어떻게 다른

지를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Part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

인 모어 화자가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Part 2의 문항 형식은 다음과 같다.90)

<예시 2> Part 2 실험 설문 문항

90)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실시한 설문지는 모두 한국어로 구성하였으며, 중국인 학습

자에게 실시한 설문지는 대화 내용과 선택 항목 이외에 모두 중국어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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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请将下面的句子从汉语翻译成韩语,（在'-다고', '-다니', '-다니까', '-

다면서'中选择一個终结语尾，並完成句子。) 翻译句子之前请注意参考括號内提

示的语境或说话人的语氣。

【상황5】你不是说要減肥吗？(对方曾经说过的话，和实际行动不一致。)

유형 어미 문항 번호 의미 기능 

Part 1

고

유

의

미

-다고

Q.2 추측 확인

Q.5 의문/걱정 해소

Q.7 자랑/강조

-다니

Q.1 못마땅함

Q.3 놀람 감탄

Q.6 겸손(부정)

Part 2의 답은 '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특정 맥락 속에서 각 어미의

사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상호 교체할 수

있는 두 어미에 대한 사용 분포를 추출하여 두 집단이 다르게 사용하는 원

인을 알아보았다.91)

Part 3에서는 문장 쓰기를 통해서 어미의 형태·통사적 오류와 담화·화용

적 오류를 모두 고찰할 수 있는 번역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총 10개의 중-

한 번역 문제를 출제하였다. 번역 테스트의 문항 형식은 다음과 같다.92)

<예시 3> Part 3 실험 설문 문항

설문 문항의 출제 기준은 아래 <표Ⅲ-4>와 같다.93)

<표Ⅲ-4> 설문 문항의 출제 기준

91) Part 1과 Part 2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같은 문제를 출제하였

고 이를 통해 사용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Part 3은 중국인 학습자에게만 실시

하였다.

92) 중국 내 한국어 교재와 한중/중한사전에서 제시된 문장을 참고하여 네 가지 어미

를 사용하게 유도하는 중국어 문장을 제시하였다.

93)Ⅱ장에서 살펴본 '-다고'의 여덟 가지 기능, '-다니'의 다섯 가지 기능, '-다니까'

의 한 기능, '-다면서'의 두 가지 기능을 본 설문조사에 모두 다뤘다. 그리고 학습

자가 연속적으로 같은 어미의 사용을 관습적으로 선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

부러 순서를 섞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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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까 -94) -

-다면서 Q.4 따짐 물음

Part 2

유

사

의

미

-다고 vs -다니 Q.1 놀람, 믿기 어려움

-다고 vs -다니까 Q.2 반복 강조

-다고 vs -다면서 Q.3 소문 확인

순서  의미 기능 사용 가능한 어미 
Q.1 소문 확인 -다면서 (-다고) 96)

Q.2 반문 확인 -다고

Q.3 의문/걱정 해소 -다고

Q.4 반박(부정) -다니

Q.5 따짐 물음 -다면서

Q.6 되풀이함 -다고

Q.7 반복 강조 -다니까 (-다고)

Q.8 자랑/강조 -다고

Q.9 놀람 감탄 -다니

Q.10 빈정거림, 부정 -다고 (-다니)

Part 3에는 다시 Part 1과 Part 2의 기능 중에서 학습자가 오류를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95)들을 출제하였다. Part 3 번역 테스트의 출제 기

준은 아래와 같다.

<표Ⅲ-5> Part 3 번역 테스트의 출제 기준

인식조사는 네 가지 어미에 대한 숙달도, 난이도, 사용빈도로 이루어진

다.97) 이외에 학습자의 교재나 교사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 학습 경험 및

학습 경로 등이 포함된 교수·학습 실제도 함께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설정

내용은 다음 <표Ⅲ-6>과 같다.

94) '-다고'는 '-다니까'보다 사용의 범위가 넓어서 독립적으로 '-다니까'만 사용할 수

있는 대화 문제를 설정하기 어려우니 '-다고'와 '-다니'의 비교를 고찰한 Part 2에

처리하였다.

95) 예비조사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 의미 기능 항목을 추출하였다. Part 1의 Q1과

Q6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이 학습자가 예비조사에서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이

라서 본 조사에서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Q1과 Q6은 본 조사에서 추가

하여 보완한 문제들이다.

96) 괄호 안에 있는 어미도 허용된다.

97) 인식조사를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 넣은 이유는 학습자가 처음 설문지를 접할 때

이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무엇을 고찰하려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

서 점차 익숙해지게 한 뒤에 고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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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할 
내용

문항 
유형

문항 예시 

인
식 
  

양
상

난이도 
척도형

(5단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평소에 말하기에서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사용
빈도 

척도형

(5단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평소에 말하기에서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를 자주 사용합니까?

숙달도 
척도형

(5단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평소에 말하기에서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의 사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정확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까?

교
수  
 ･ 
학
습
  

실
태 

교 사 나 
교 재 의 
설 명 은 
충 분 한  
것인가?

척도형

(5단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에 대한 교

재나 교사의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예를

들어, 이 어미는 선행 용언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

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미를 사용해야 하는지, 혹

은 네 가지 어미를 서로 구분하고 설명해 주는 지

등.)

 학습   
 경력

최선

답형

A. 모두 학습하였다.

B. 대부분 학습하였다.

C. 대부분 학습하지 않았다.

D. 전혀 학습하지 않았다.

5.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 네 가지 종

결어미를 모두 학습한 적이 있습니까?

 학습   
 경로 

최선

답형

A.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학습하였다.

B. 학습자는 사전을 찾으면서 학습하였다.

C. 의사소통 상황이나 매체(드라마, 영화 등)를 통해서

학습하였다.

D. 기타.

6.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 네 가지 종

결어미를 어떻게 학습하였습니까?

<표Ⅲ-6> 인식 및 교수·학습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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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관 참여자 성별 오답 문항(Part 1)

중산대학교

SUS2 여 1.4.5.7

SUS6 여 3.4.5.6

SUS12 여 2.4.6.7

SUS33 여 3.4.5.6

SUS38 남 2.3.4.5.6

광동외어외

무대학교

GUS3 여 1.4.5.7

GUS14 여 1.2.3.5.6.7

GUS16 여 1.5.6.7

GUS22 여 2.3.4.5.6.7

GUS45 여 1.4.5.7

1.2.2. 사후 인터뷰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중국인 학습자들 가운데 오류를 많이 범한 학습자

SUS 5명과 GUS98) 5명을 선정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8명99)을 선정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의 진행 과정은 녹취한 뒤 전사하였다.

<표Ⅲ-7> 사후 인터뷰 참여자 정보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100)

98)중산대학교(中山大學, Sun Yat-sen University, SU)와 광동외어외무대하교(廣東外
語外貿大學,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U)의 재학생(Students,
S)의 약어를 뜻한다. 그리고 <표Ⅲ-7>에 오류를 범하는 문항들을 표기하였다. 이
에 대하여 각 문항에 오류를 발생한 학생에게 선택한 원인을 질문하였다.

NKS 1 남 20대 학생

NKS 2 남 30대 직장인

NKS 3 남 50대 교수

NKS 4 여 30대 학생

NKS 5 여 20대 학생

NKS 6 남 30대 학생

NKS 7 여 20대 학생

NKS 8 여 30대 직장인

99)모어 화자(Native Korean Speakers, NKS)는 모두 표준말 사용자이며, 20명 중에
서 대답한 내용이 참고할 가치가 비교적 높은 8명을 선정하였다.

100) 위의 몇 가지 질문 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학습자에게 관련된 다른 질문도

하였다. 필요에 따라 학습자에게 새로운 예문을 만들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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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문지에 참여할 때 범한 오류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왜 이러한 답을 선택

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다른 세 가지 어미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

유를 묻는다.

②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차이를 알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③ Part 2에서 네 가지 어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었다.

④ 이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가장 쉽게 혼동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

다.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는 위의 ③문항만 질문하였다.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어미들의 사용 양상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고, 중국인 학습자와 어떤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다.

2.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오류 분석(誤謬分析, error analysis)은 제2 언어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나타난 오류 자료를 수집하여 조직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학습자가 범

하는 오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오류가 일어나는 빈도수에 따라서 난이도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이정희, 2003: 62) 오류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정희

(2003)에서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언어 학습에

서 사용하는 전략을 밝히기 위해, 둘째, 학습자 오류의 원인을 밝히기 위

해, 셋째, 교육에 도움을 주거나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 넷째, 언어 학습 시

흔히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이다.

오류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내용적인 접근과 형식적인 접근 두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내용적인 접근으로는 리처드(Richard, 1971)와 코

르데르(Corder, 1974, 1981)를 들 수 있고, 형식적인 접근으로는 버르트

(Burt, 1975), 둘레이, 버르트와 크라센(Dulay, Burt and Krashen, 1982)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음 <표Ⅲ-8>과 같이 요

약하였다.(이정희,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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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인 접급법 형식적인 접근법 
Richard(1971) Corder(1974, 1981) Burt(1975) Dulay, Burt and Krashen(1982)

①간섭 오류

②언어 내적 오류

③발달 오류

①언어 간의 전이

②언어내적 전이

③학습 환경 요소

로 인한 오류

①전체적

인 오류

②부분적

인 오류

①언어학적 범주 유형(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 오류 등)

②표면 전략적 유형(누락, 첨

가, 어순 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원인에 따른 분류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부정적 전이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과잉 적용

불완전 적용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
교육 자료에 의한 오류

교수 방법에 의한 오류

결과에 판정에 따른

분류

범주별 오류

발음 오류

문법 오류

어휘 오류

기타(맞춤법, 어순 등) 오류

현상에 따른 오류

대치 오류

누락 오류

첨가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
전체적 오류

부분적 오류

<표Ⅲ-8> 오류의 유형

이정희(2003)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접근법을 종합하여 다음 <표Ⅲ-9>

로 정리하였다.

<표Ⅲ-9> 오류의 분석 방법(이정희, 2003)

위에서 정리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본 연구 내용의 특성과 필요성에

따라 학습자의 오류는 결과에 판정에 따른 분류로 처리하고자 한다. 즉, 범

주별로 문법 오류의 하위 분야로서 다시 형태·통사적 오류와 담화·화용적

오류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이러한 오류 분

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뒤의 4절에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한편 오류 확인과 판정은 문법성(grammaticalness) 및 용인성

(acceptability)과 관련이 있다.101)문법성이 낮거나 용인성이 낮은 일탈은

101) 문법성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

성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문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용인가능



- 104 -

모두 교정을 요하는 오류들이다. 보다 객관적인 판정을 내리기 위해 본 연

구에서 수집한 중국인 학습자가 범한 오류를 한국인 모어 화자 다섯 명에

게 번역된 문장을 대상으로 오류인지, 비오류인지를 판단하도록 요청하였

다. 모국어 화자가 어색하다고 인식하는 문장은 오류로 처리하였다. 또한

오류를 판단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문법적 오류가 없지만 맥락에서 벗어난 경우, 즉, 형태와 통사적인 오류

가 없지만, 발화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의미･화용적 오류가 발생할 때

오류로 처리한다.(대치 오류 등)

② 구어체 표현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오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다구', '-다며'와 같이 사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로 처

리하지 않는다.

③ 주로 고찰할 부분은 어미의 사용이기 때문에 문장에 다른 논항의 격조

사, 띄어쓰기, 어휘 철자 오류 등 다른 오류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1. 형태･통사적 오류 

번역 테스트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형태･통사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

다. 학습자에게 각 문항 뒤에 괄호 안에 있는 상황 제시를 바탕으로 앞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종결어미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게 하였

다. 자료의 입력 시 설문지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철자나 문법적 오류까지

빠짐없이 Microsoft Excel(97-2003)프로그램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며,

학습자의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특별한 색깔로 표시해 놓고, 오류의 유형

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오류 발생의 빈도수도 통계하여 기입하였

다.

앞서 Ⅱ장에서 논의한 형태･통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실제 학습자의 문

법적 오류(형태･통사적)를 분석한 결과102),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은 그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 구조 안에서의 사회적 용인가능성을 의미한

다.(이정희, 2003: 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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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聽说你下個月要去美国, 是吗？ (从其他人那裏聽来的消息，向对方进行確认。)

                                                                 

여전히 형태적 오류와 통사적 오류가 빈번히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인 오

류 유형은 시간 표현에 관한 형태적 오류와 서법 제약 및 공기 관계에 관

한 통사적 오류103)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은 형태·통

사적 오류가 발생한 각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104)

① 시간 표현에 관한 형태적 오류
선어말어미와 결합할 때 '-겠', '-았/었/였-', '-ㄴ/는-'에 관한 오류를

학습자의 쓰기 자료에서 많이 발견하였다. 학습자가 '-다X'류 종결어미와

앞의 용언 어간를 결합하여 사용할 때, 시제나 시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여 오류를 빈번하게 범했다. 구체적인 오류 현상은 다음과 같다.

(32) ㄱ. 다음 달에 미국에 *가겠다면서?(√간다면서?)

ㄴ. 다음 달에 미국에 *가겠다고?(√간다고?)

(32)에서 비록 미국에 갈 일이 미래에 일어나지만, '간다면서?'와 '가

겠다면서'혹은 '간다고?'와 '가겠다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

로 말하면, 일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전문(傳聞)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간다면서?' 혹은 '간다고?'를 쓴다. '가겠다면서'나 '가겠다고'는 원

발화자의 어떤 꼭 가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

에 미국에 가는지를 확인하기보다, 왜 꼭 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느낌

102) 여기의 시간 표현은 시제, 상 등이 포함된 문법 범주를 말한다.

103) 제임스(James, 1998: 185-187)는 공기제약의 무시(overlooking cooccurrence

restrictions)에 의한 학습자의 오류를 소개한 바가 있다. 예): I would enjoy to

learn(→learning) about America.(이정희, 2003 참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

과, 학습자가 공기관계에 관한 오류를 두루 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얼마나'와 '-다고'와 같이 공기관계처럼 써야 하는 경우 학습자가 '얼마나'와

'-다니까', '-다면서', '-다니'를 어색하게 결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를 '공기관계에 관한 통사적 오류'라는 용어로 설정한다.

104) 높임 보조사'요'와 주어 인칭을 결합하여 발생한 오류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여기

서 분석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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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甚麼？你没去？(聽到对方说昨天没去参加考试，感到有些意外，不理解，並进行反

问。)

                                                                

【상황7】 昨天確实看到那個女人去剧场了嘛。(表示非常確定自己的主张。)

                                                               

【상황9】刚才吃了这麼多，现在竟然又吃饭！(姐姐看到弟弟刚刚吃了很多披萨和蛋糕，

现在他又端着一碗饭在吃, 於是对弟弟说了这句话。)

이 더 강하다. 여기서 제시한 중국어 문장의 의미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

이 '간다면서(간다고)'뿐이고, '가겠다면서(가겠다고)'는 그와 다른 의미

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오용하여 형태적 오류로 처리하였다. 학습자의

자료를 보면, 이 상황에서 시간 표현과 결합하는 형태적 오류는 총 6

회105)로 나타났다.

(33) 뭐? 안 *간다고? (√안 갔다고?)

(33)은 상대방에게 어제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았다는 발화를 듣고 이에

대하여 반문하면서 확인하는 상황이라서 '안 갔다고?'를 사용해야 되는데,

학습자가 과거 시제선어말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 어간 뒤에 직접

'-ㄴ다고'를 사용해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는 총 14회로 나

타났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4) ㄱ. 어제 그 여자가 극장 간 것 확실히 *본다니까.(√봤다니까.)
ㄴ. 어제 그 여자가 극장 간 것 확실히 *본다고.(√봤다고.)

위의 (34)도 역시 과거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선어말어미

를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과거 시제선어말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동사 어간

뒤에 직접 '-다고'와 '-다니까'를 사용해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오류는 총 12회106)로 나타났다.

105) 구체적으로 '가겠다고?'(3회), '가겠다면서?'(3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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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4】哪有抽煙了？(对方怀疑自己抽煙了, 於是你反驳对方所说的话，否定自己抽煙的事

实。)

(35) 아까 많이 먹었는데 지금 또 밥을 먹*는다니!(√먹다니!)

【상황9】는 남동생이 방금 케이크와 피자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 또 밥

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누나가 동생을 보면서 '놀람 감탄'의 의미로 동생

에게 발화한 상황이다. 이 문제에서 현재의 사실이나 습관의 의미를 나타

내는 동사의 경우 '-는다니'가 아니라 '-다니'로 써야 하는 경우인데107)

학습자가 동사 어간 뒤에 붙는 '-는다니'와 '-다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

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였다. 학습자 자료에서 이와 같은 오류

는 총 10회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겠-', '-었-', '-ㄴ/는-'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되는 상황

에서 학습자가 '-다X'류 종결어미의 선행 제약에 따른 형태적 오류가

총 47회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동사

어간 뒤에 '-ㄴ/는다니'와 '-다니'에 대한 선행 결합 제약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서법 제약에 관한 통사적 오류

(36) ㄱ. 담배를 *피우다니!(√피우다니?)

ㄴ. 담배를 *피운다니까?(√피우다니?)

【상황4】에서 의문문으로 '피우다니?'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평서문이나 감탄문으로 쓰이는 '-다니'는 어떤 사실을 깨닫고 그에 대한

놀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박의 의

미로 쓰이는 '-다니?'와 의미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와 반대로,

'-다니까'는 의문문에서 쓰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오류는 총 6회108)로 나타

106) 구체적으로 '본다고?'(3회), '본다니까?'(9회)로 나타났다.

107) 김정숙 외(2005)에 예문과 해석을 참조하였다.

108) 구체적으로 '피우다니까?'(3회), '피우다니!'(1회), '피우다니.'(2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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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0】那個电影有甚麼好看的。(话者认为那個电影很没意思，而对方卻认为很有趣，於

是以一種讽刺的语氣强调电影並不好看。)

났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다니'와 '-다니까'의 서법 제약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37) 그 영화가 뭐가 *재미있다고?(√재미있다고.)

그리고【상황10】은 상대방이 영화가 재미있다고 해서 자신은 그 영화

가 재미없다는 주장을 드러내려는 상황이다. 이때 앞에 의문사 '뭐가'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서 평서문으로 쓰이는 것이 적절

하다. 따라서 이 상황에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혹은 '그 영화가 뭐가 재

미있다고.'처럼 쓰일 수 있지만, 의문문으로 '그 영화가 뭐가 재미있다고?'

처럼 쓰면 비문이 아니지만,【상황10】에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서법

적 오류는 이 문항에 총 4회로 나타났다.

③ 공기관계에 관한 통사적 오류
공기관계는 주로 연어로 표현되어 연구되어 왔다. 기존의 언어 연구에

서 연어 관계 또는 공기관계에 대한 정의의 공통점은 공기관계를 대상

어휘와 이웃하여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어휘 관계로 정의하였다는 데에 있

다.(전유현, 2013: 15) 어떤 어휘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어미와 결

합하여 널리 사용되다가 관습화되어 공기관계를 이루게 된다. 문금현

(2002: 221-222)에서는 연어는 의미적인 결합에 의해서 공기관계가 형성

된 것과 문법적 결합에 의해서 공기관계가 형성된 것이 있다고 하였다.

전자를 어휘적 연어, 후자를 문법적 연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법

적 연어는 구성의 중심 단위가 어휘소뿐만 문법소도 포함된다.109)

109) 문금현(2002)은 '결코 ∼ㄹ 수 없다, 단지 ∼ㄹ 뿐이다, 반드시 ∼야 한다, 비록

∼일지라도, 설마 ∼ㄹ까, 아무리 ∼아도, 왜냐하면 ∼하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
ㄹ 뻔하다' 등을 문법적 연어로 간주하였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어 '-

다X' 종결어미에서 '얼마나 ∼다고', '난 또 ∼다고', '뭐가/누가 ∼다고', '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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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3】我还以为你又说谎了。(以为对方说谎了，结果发现原来是一场误会，对方並没有

说谎。)

【상황8】我们学校的图书馆多漂亮啊！(带有一些骄傲的语氣，想向对方炫耀自己学校的图

书馆有多麼的漂亮。

본 연구에서 다룬 '-다고'처럼, 일상생활에서 <의문/걱정 해소>로 쓰

일 때 주어인 '난', 부사인 '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한

편 <자랑/강조>로 쓰일 때 '얼마나'와 같은 강조 의미를 가진 부사와

결합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기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상황3】과【상황8】을 통해 학습자가 공기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범하는 오류 양상을 살펴보자.

(38) 난 또 네가 거짓말을 *했다니./*했다니까./*했다면서.(√했다고.)

【상황3】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해였고 상

대방이 거짓말을 안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상황이다. 중국어에서 '还以

为'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학습자(55명)가 '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고 있지만, 이와 같이 사용해서 [의문/걱정 해소]의 의미 기능으로 쓰이는

'-다고'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세 어미를 오

용하였다. 학습자의 자료를 분석하면, 오류 빈도수에 따라 '난 또∼다니
'(17회)> '난 또∼다니까'(13회)> '난 또∼다면서(6회)'로 나타났다. '난 또

∼다고'를 정확하게 사용한 응답자가 겨우 12명밖에 없다. 이를 통해 많은

학습자가 '난 또'와 '-다고'의 공기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8】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교 도서관이 얼마나 아름다운

지를 자랑하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습자가 쓴 문장을 분석할 때 주

로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했음을 확인하였다.

떻게/어찌+이렇게/이리∼다니?'와 같이 일종의 공기관계(연어관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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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우리 학교 도서관이 얼마나 *아름답다니까!/*아름답다면서!/*아름

답다니!(√아름답다고!)

한국어의 '얼마나'+'감탄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중국어의 '多∼
啊！'와 대응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48명)가 중국어 문장을

볼 때 '얼마나'가 쉽게 떠올라서 '얼마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학

습자들은 '진짜', '정말', '참' 등 강조 의미를 나타내는 정도부사를 사용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도부사는 '-다니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얼

마나'와 함께 사용하면 어색하다. 학습자의 자료를 살펴보면, '얼마나∼다
니까'를 사용한 빈도수는 총 16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얼마나'와 '-다니'

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역시 부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오류는 총 18회로

나타났다. '얼마나∼다면서'로 사용해서 범한 오류는 총 1회로 나타났다.

60명의 학습자에서 '얼마나∼다고'를 정확하게 사용한 학습자가 겨우 15

명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다고'의 <자랑/강조>로 쓰일 때

'얼마나'와 같이 사용한다는 공기관계를 잘 모르고, 또한 '-다니', '-다니

까'가 '얼마나'와 함께 사용할 때 어색함을 의식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2. 담화･화용적 오류    

앞서 번역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의 형태･통사적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
서는 각각의 의미와 사용 기능을 숙지하고 있는지, 또한 서로 정확하게 구

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DCT를 활용하여 담화･화용
적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네 어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르게 하

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화 장면이나 화자의 태도, 억양 등 맥락에서 고려해

야 할 요소를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의미 기능의 특징에

따라 '고유 의미'와 '유사 의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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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철수는 영희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영희는 철수를 보면서 뭐라

고 하려다가 아무 말도 안 하였다. 이때 철수는 영희가 고맙다고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예측하면서 먼저 묻는다.（피식 웃다=扑哧笑出声, 끄덕이다 = 点头）

철수 : 뭐? ? 알았으니까 들어가.

영희 : (피식 웃고) 학교에서 보자.

철수 : (끄덕인다)

이, Part 1은 어미의 고유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Part 2는 유사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 설정하였다. 따라서 Part 1-Part 2의 순서대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담화･화용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
자가 이러한 대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2.2.1.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고유 의미  

2.2.1.1. '-다고'

1) <추측 확인>

[그림Ⅲ-1]【상황2】의 집단별 응답 양상

이 문항에서 원발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화자가 청자의 생각을 추측하여

청자에게 확인할 때 '-다고'만 사용할 수 있다. 100%의 한국인 모어 화자

가 '고맙다고?'를 선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 문제는 90%의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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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GUS6>
연구자: 이 문항에 왜 '고맙다니?'를 선택했어요?
GUS6: 우선, '-다면서'와 '-다니까'는 여기서 쓸 수 없는 것 같아서 제외시켰고, '-다고'

는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니'는 항상 질

문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다니'를 선택했어요.

<인터뷰 참여자 SUS38>
연구자: 이 문항에 왜 '고맙다면서?'를 선택했어요?
SUS38: '-다면서'는 확인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선택했어요.

<인터뷰 참여자 SUS12>
연구자: 이 문항에 왜 '고맙다니까?'를 선택했어요?
SUS12: 사실 이 네 가지 어미를 고를 때 많이 헷갈렸어요. '-다고'는 화자가 청자에게

들은 말에 대한 반문이나 간접인용으로 쓰이는 문법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발화가 없는

데, '-다고'를 쓰면 무언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면서'는 상대방의 말에 대

하여 확인할 때 쓰이는 거예요. '-다니'는 제가 기억하기에 놀랍거나 의아해할 때 쓰이

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제외했고 '-다니까'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다니까'를 수업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평상시에 들은 적이 있어요?
SUS12: 수업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평소에 들은 적이 있어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자주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게 선택하여 <추측 확인>에 해당하는 기능을 비교적 잘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뷰에서 세 응답자가 '-다고'의 <추측 확인>기능을 모르고 '-다고'

대신에 다른 세 가지 어미를 잘못 사용하였다. '-다고'를 반드시 원발화가

있어야 쓸 수 있다고 착각한 학습자도 있고, 다른 학습자들은 '-다면서'에

대하여 확인의 기능을 알고 있지만, 화용적 조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다니까'의 사용에 대해 교재에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사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 어미의 사용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고 평소에 빈번히 유사한 상황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

로 학습하지 않는 이상 사용법을 쉽게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13 -

【상황5】어머니는 책상 위에 있는 음식을 보고 철수가 만든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다 여자 친구인 영희가 직접 만든 요리였다.

엄마: 난 또 네가 .

철수: 에이, 그럴 리가. 모두 다 영희가 직접 만든 거야.

<인터뷰 참여자 GUS22>
연구자: 왜 '요리했다니.'를 선택했어요?
GUS22: '-다니'는 '의외'의 의미가 있잖아요. 생각한 것과 결과가 달라서 '-다니'를 선
택했어요.

2) <의문/걱정 해소>

[그림Ⅲ-2]【상황5】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5】에서는 화자가 예상한 대답과 상대방의 대답이 다를 때에 '......

ㄴ 줄 알았다'와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다고'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의

'-다고'는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뜻이 암시된다. 100%의 한국인 모어 화자

는 '요리했다고'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의 답은 네 가지 어

미 모두에 분포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답은 '-다니'로

41.67%를 차지하고 있고 정답인 '-다고'를 선택한 36.67%의 학습자보다

인원수가 더 많았다. 다시 말해 겨우 36.67%의 학습자만 '-다고'의 [의문/

걱정 해소]의 기능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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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SUS6>
연구자: 왜 '요리했다니까.'를 선택했어요?
SUS6：여기서 '以为'(......인 줄 알았다)'와 같은 기능을 써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네 가지 어미 중에 어떤 어미가 이런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니까'는 이런 기

능이 있는지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했어요.

<인터뷰 참여자 GUS45>
연구자: 왜 '요리를 했다면서.'를 선택했어요?
GUS45: '-다면서'는 '还以为(……인 줄 알았다) '의 기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면서'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다면서'의 이런 기능을 어디서 들었거나 배웠어요?
GUS45: 수업에서 이 기능을 배운 것 같아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상황7】철수는 어머니에게 영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자기 탓

이 아니라 영희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 듣고 어머니는 위로해준다.

위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학습자가 '-다고'가 가지는 '예상했던 것과

사실이 어긋남'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니'는 '의외'의 기능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

는 앞에 '또……'와 같이 쓰면 어색하다. 그리고 '-다니'는 어떤 발화를 들

었거나 어떤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실에 대한 반사적인 놀람과 의아함을

나타내고, 뒤에 이해가 안 되거나 부정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상황5】는 화자의 의문이 해소되었다는 뜻이 암시되기 때문에 '-다

니'와 어울리지 않는다. 한편 '-다니까'를 선택한 학습자는 '-다니까'의 의

미 기능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자신이 모르는 다른 기능이 있다고

착각하였다. 그리고 '-다면서'를 선택한 학습자는 수업에서 배웠다고 주장

했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 오류를 범하였다. 교사의 설명에 문제가 있었는

지, 아니면 학습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는 없

지만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3) <자랑/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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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근데, 엄마, 내가 평상시에 진짜 영희에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우리 아들이 얼마나 .

너무 슬퍼하지 마, 꼭 더 좋은 여자 만나게 될 거야.

<인터뷰 참여자 GUS45>
연구자: 왜 이 문항에서 '-다니'를 선택하였습니까?
GUS45: '강조'의 기능을 써야 돼서 '-다니'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른 세 가지 어미는

어색한 것 같아요.

<인터뷰 참여자 GUS3>
연구자: 왜 이 문항에서 '-다니까'를 선택하였습니까?
GUS3: 여기에 어머니가 강조하려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니까'는 자기의

[그림Ⅲ-3]【상황7】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7】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착하다고 자랑하는 말투로 아들

을 위로해 주고 싶은 상황이다. 이때 앞의 부사와 '얼마나'를 호응하는

'-다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98.33%의 한국인 모어 화자는

'-다고'를 선택하였다. 이와 달리,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다니까'를 선택

하였고, 43.3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답인 '-다고'를 선택한 학습자는

38.33%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16.67%의 학습자와 1.67%의 학습자는 각각

'-다니'와 '-다면서'를 택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에게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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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답이 제일 맞는다고 생각해요.

<인터뷰 참여자 GUS14>  
연구자: 왜 이 문항에서 '-다면서'를 선택하였습니까?
GUS14 : 여기는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이 착하다고 강조하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다면서'는 강조하는 기능이 있어서 '-다면서'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다면서'가 '강조'의 의미 기능이 있다고요? 그럼 다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시
겠어요?
GUS14 : 예를 들어, 手艺多好啊。(솜씨가 얼마나 좋다면서.)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상황1】대웅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였다. 이를

본 어머니는 대웅에게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를 하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대웅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시험을 망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담임선생님은 대웅

에게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오라고 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매우 언

짢은 기분이다.（꼴등：倒数第一）

대웅: 엄마, 이번 시험에서 또 꼴등해서 선생님이 다음 주 학교에 엄마 모

시고 오래.

엄마: 아이구. 참, 너는 대체 왜 항상 ?

대웅: 미안해.

대부분의 학습자가 '-다니까'를 선택한 이유는 '-다니까'가 다른 세 가

지 어미보다 강조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니

까'는 '정말, 확실히, 진짜' 등 부사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얼마나'와 같이

쓰면 어색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얼마나∼다고'와 같은 공기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다니'와 '-다면서'도 역시 '얼

마나'와 같이 쓰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다면서'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용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하였다.

2.2.1.2. '-다니'

1) <못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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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GUS3>  
연구자: 이 문항에 왜 '그런다고?'를 선택했어요?
GUS3: 화나거나 불만의 기분을 토로할 때 반문의 형식으로 쓰이는 '-다고'는 이 상황

에 적합하기 때문에 '-다고'를 선택했어요.

<인터뷰 참여자 SUS2>  
연구자: 이 문항에 왜 '그런다니까?'를 선택했어요?
SUS2: 어머니가 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니까'는 '반복 강조'의 기

능으로 쓰일 수 있어서 이 상황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참여자 GUS16>  
연구자: 이 문항에 왜 '-그런다면서?'를 선택했어요? 
GUS16: '-다니까'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다시 짜증난 말투로 반복할 때 쓰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어요. '-다고'는 주로 '인용'과 '반복 대답'의 기능으로 쓰이므로 여기에 어울

리지 않다고 봐요. '-다니'는 앞에 '-ㄴ/는-'를 붙여서 쓴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

서 남은 '-다면서'를 골랐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그림Ⅲ-4]【상황1】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1】은 엄마가 아들의 시험 점수가 늘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에 대해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이 섞여 있다.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한탄의 의미를 가진 수사의문이라기 때문에 '-다

니'만 쓸 수 있다. 100%의 모어 화자가 정확하게 선택하였다. 이와 달리

60%의 중국인 학습자만 정답을 선택했고, 나머지 학습자가 순서대로

21.67%가 '-다니까', 13.33%가 '-다고', 5%가 '-다면서'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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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3】철수는 영희에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다. 이 말

을 옆에서 들은 어머니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

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철수: 오디션은 내 꿈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해 볼 거야.

영희: 그래, 고마워.

어머니: 목숨 걸고 돈을 벌어서 남을 먹여 살린다는 말, 저 저 저 저놈 입

에서 . 20년 넘게 내가 본 아들이 아니야.

위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세 명의 학습자가 오답을 선택한 이유는 다

음과 같다. '-다고'는 <반문 확인>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때 앞에 의문사

'왜'가 나오면 '-냐고'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다니까'는 <반복 강조>

의 기능이 있으나, 앞에 의문사 '왜'와 같이 사용하여 의문문으로 쓰이면

비문이 된다. 이는 학습자가 '-다니까'의 서법과 화용적 조건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해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

된 대부분 교재에 '-다니'를 제시한 예문들이 '-ㄴ/는-'를 사용하지 않았

고, 직접 어간 뒤에 붙여 쓰이는 것만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다니'

는 '-ㄴ/는-'와 결합할 수 없다고 착각하여 오류로 처리하였다. 이를 통해

'-다니'의 형태적 제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놀람 감탄>  

[그림Ⅲ-5]【상황 3】의 집단별 응답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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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GUS22> 
연구자: 이 문항에 왜 '나온다고.'를 선택했어요?
GUS22：이 문항은 화자가 놀라는 상황인데, '나온다고'는 의아해하거나 놀라움의 감정

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확인하려는 느낌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다고'가 가장 어울려요.

<인터뷰 참여자 GUS14> 
연구자: 이 문항에 왜 '나온다니까.'를 선택했어요?
GUS14：'-다니까'는 '-다고'와 '-니까'를 결합하여 원인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쓰이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다니까'를 선택했고요. 다시 말해서 뒤에 아들을 비난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인터뷰 참여자 SUS33> 
연구자: 이 문항에 왜 '나온다면서.'를 선택했어요? 
SUS33：우선, '-다니까'는 완전히 틀린 것이고, '-다면서'는 화자가 들었던 놀라운 사

실에 대하여 다시 확인할 때 쓸 수 있어서 '-다면서'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그러면 '-다고'와 '-다니'는요?
SUS33：'-다고'를 사용한다면 다음에 대답이 따라올 것이고, '-다니'를 사용한다면

다음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리다고 생각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상황3】은 평소에 나태한 아들이 갑자기 적극적이고 열심히 살겠다는

말을 들어 놀랐고 믿기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는 상황이다. 100%의 모어

화자는 '-다니'를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78.33%의 중국인 학습자는 '-다

니'를 선택하였는데, 이 기능의 사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의 학습자가 '-다고', '-다

면서', '-다니까'를 선택한 학습자도 있는데, 각각 13.33%, 5%, 3.3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습자에게 선택한 이유를 물었다.

'나온다고.(↘)'는 화자가 자신의 말을 반복하나 강조하는 의미 기능이

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다고'를 선택

할때, 놀라면서 반문할 때 쓰이는 '-다고'로 착각해서 잘못 선택하였다. 한

편 '-다니까'는 종결어미로 쓰이는 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다고

하니까'의 줄인 표현 '-다니까'와 혼동하고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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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6】철수의 어머니는 요리 잘한 영희에게 칭찬을 하고 싶어 한다. 영희

는 겸손하게 대답한다.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네!

영희: 잘 . 아직 멀었어요.

용법은 형태가 똑같아 보이지만 의미 기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학습 과

정에서 교사가 이에 대한 구분을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 <놀람 감탄>으로 쓰이지 않지만, 학습자가 '-다면서'가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문 확인>으

로 쓰일 때 '-다고'와 '-다면서'의 차이는 대답이 요구되는지 여부로 착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대답을 통해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종결어미에 대하여 근본적인 차이를 알지 못하고 혼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겸손(부정)>

[그림Ⅲ-6]【상황6】의 집단별 응답 양상

[그림Ⅲ-6]에서 보듯이, <겸손(부정)> 기능에서 한 명을 제외한 59명

(98.33%)의 모어가 '-다니요'를 선택하였다.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는 겨우

70%의 학습자가 '잘한다니요.'를 선택했고, '잘한다고요.'(23.33%), '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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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SUS6, SUS12 > 
연구자: 이 문항에 왜 '한다고요'를 선택했어요?
SUS6: 이 문항은 제가 정답을 몰라서 찍었어요. 어떤 어미가 '겸손'으로 쓰이는지를 몰

라서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다고'를 사용했어요.

SUS12: 앞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뒤에 '아직 멀었어요.'를 사용해서 겸손

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접 인용의 '-다고'를 선택했어요.

<인터뷰 참여자 GUS22> 
연구자: 이 문항에 왜 '한다니까요'를 선택했어요?
GUS22: '-다니까'를 사용할 때 말투는 '-다니'보다 평온하고, '-다니'는 놀라운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그리고 '-다고요'와 '-다면서요'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연구자: '-다니까'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줄래요?
GUS22: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때 쓸 수 있죠?

<인터뷰 참여자 GUS16> 
연구자: 이 문항에 왜 '한다면서요'를 선택했어요? 
GUS16: '-다면서'를 선택한 이유는 '-다고 하면서'의 줄임말로 쓰이는 '-다면서'는 연

결의 기능처럼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면서 뒤에 '아직 멀었어요.'와 함께 사용해서 겸손

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다니까요.'(1.67%), '잘한다면서요.'(5%)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였다. 다음은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이다.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많은 학습자들이 이 네 가지 어미 중에 어떤

어미가 <겸손(부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다고'에 대한 인식이 '간접 인용'의 기능에 그치고 만다. 앞

서 살펴본 다른 문항들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다면서'와 '-다니까'를 종결어미로 쓰이는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니까'와 '-다면서'를 혼동하고 있다는 문제는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다니까'의 기능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

고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도 역시 교수·학습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

로 다시 조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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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SUS12>
연구자: 이 문항에 왜 '한다니?'를 선택했어요?
SUS12: '-다니'를 선택한 이유는 대화 중에서 혜원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승낙했는데,

결국은 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혜원에게 따져 반문하기 때문이에요. '-다니'는 상대방에

게 '따져 물음'의 느낌이 있어서 '-다니'를 선택했어요.

<인터뷰 참여자 GUS22> 

2.2.1.3. '-다면서' 

1) <따짐 물음>   
【상황4】혜원은 외출하는 엄마에게 설거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하지

만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설거지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혜원

에게 말을 건다.

엄마: 혜원아，설거지 네가 ____________?

혜원: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텔레비전 보다 보니......

[그림Ⅲ-7]【상황 4】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4】는 혜원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 놓고 결국 하지 않았다는 사

실에 대하여 어머니가 따지면서 확인하는 상황이다. 98.33%의 모어 화자

가 '-다면서'를 사용하였고, 이에 비해 불과 68.33%의 중국인 학습자가

'-다면서'를 선택하였고, 나머지 학습자들이 유사하게 '한다고?', '한다

니?', '한다니까?'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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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문항에 왜 '한다고?'를 선택했어요?
GUS22: 확인할 때 '-다고'와 '-다면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다면서'는 다른 사
람에게 들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

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혜원 본인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용 범위가 넓은

'-다고'를 선택하였어요.

<인터뷰 참여자 SUS2> 
연구자: 이 문항에 왜 '한다니까?'를 선택했어요?
SUS2：처음에 네 가지 답을 봤을 때 다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니까'는

상대방에게 좀 짜증난 기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다니까'를 선택했어요. 혜원이 설거지

를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으니까 어머니가 화내는 기분으로 상대방에게 반문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다니'도 역시 화자가 청자에게 전의 발화를 반문할 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겠다는 발화와 어머니가 다시 따져 물을 때 시간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다면서'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직전 발화에 대한 반

사적인 물음으로 쓰이는 '-다니'와 '-다면서'는 이러한 차이점이 보인다.

그리고 '-다면서'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학습자가 원발화자가 제3자인 경

우에서 쓰이는 <소문 확인>의 기능만 알고 원발화자가 청자 자신인 경우

에서 쓰이는 <따짐 물음>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원발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의미 기능이 달라지는

화용적 정보도 역시 학습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니까'는

발화자가 전에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강조하면서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 기분이 다소 섞여 있지만, 항상 화내는 기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

다. 학습자가 '-다니까'의 발화 태도에 대하여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어미

자체의 <반복 강조>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오류를 범하였다.

이상으로 Part 1을 통하여 각 어미의 고유 의미 기능에 대한 중국인 학

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을 살펴보면 다음 <표Ⅲ-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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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문항 
번호

의미 기능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

-다고
Q.2 추측 확인 90% 100%

Q.5Q.5 의문/걱정 해소의문/걱정 해소 36.67%36.67% 100%100%
Q.7Q.7 자랑/강조 자랑/강조 38.33%38.33% 98.33%98.33%

-다니

Q.1 못마땅함 60% 100%

Q.3 놀람 감탄 78.33% 100%

Q.6 겸손(부정) 70% 98.33%

-다면서 Q.4 따짐 물음 68.33% 98.33%

<표Ⅲ-10> Part 1의 조사 결과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국인 학습자가 보인 네 가지 어미의 의미 기능에

대한 대답 양상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확

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다고'의

<의문/걱정 해소> 및 <자랑/강조>의 기능에 대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

고 있고, '-다니'의 정답률도 역시 낮은 편이고, 학습자의 의미 기능에 대

한 난이도 순서는 <못마땅함>, <겸손(부정)>, <놀람 감탄>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다면서'의 <따짐 물음>의 정답률이 겨우 68.33%에 불과했

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의 고유 의미 사용에 대한

학습이 아직 부족하고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2.2.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유사 의미 

김중섭 외(2010)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에서는 고

급 학습자를 위한 문법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중에는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 맥락에서 두 어미의 분포 결과와 변별적 인식에 관한 정보

를 수업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소개한다면, 학습자가 유사 어미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Ⅱ장에서 의미 기능이 유사한 어미의 비교 분석을 다루었을 때

'-다고'의 다의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즉, 후행절(S2)의 내용에 따

라 '-다고'는 다양한 '-다X' 종결어미와 교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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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영희는 촬영 도중 떨어져서 다쳤다. 매우 걱정하는 감독이 구급차를

부르려고 한다. 그런데, 남자 친구인 철수가 병원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놀란 감독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수: 구급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 이는 동의어처럼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뉘앙스와 습관의 차이에 따라

공통적 의미 기능으로 쓰이는 두 어미 중에서 하나를 더 빈번히 사용하

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실제의 사용 양상을 통해

모어 화자와 학습자가 같은 상황에서 두 어미를 사용하는 분포와 변별적

차이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서 학습자가 <놀람, 믿기 어려움>으로 쓰이는 '-다고'

와 '-다니', <반복 강조>로 쓰이는 '-다고'와 '-다니까', <소문 확인>으

로 쓰이는 '-다고'와 '-다면서'의 구분에 대하여 많이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Part 2110)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상황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두 어미를 실제의 언어 사용에서 모어 화자와 중국인 화자

가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111)

2.2.2.1. <놀람, 믿기 어려움>을 나타낸 '-다고'와 '-다니'

<놀람, 믿기 어려움>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다고'와 '-다니'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음의 조사결과

를 통해 살펴보자.

110) '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세 단계로 판단하도록 요구하였

다. '아주 자연스럽다= 대화 상황에 매우 적절한 답. 덜 자연스럽다=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어색하다= 문법적으로 틀리거

나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연설명을 설문지의 앞부분에서 설명하였다.

111) Part 2는 두 어미가 같은 맥락과 화용적 조건에서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 문제를 설정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와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두 어미의 미묘한 차이에

대하여 어떻게 변별하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하여 밝힌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

가 두 어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러한

결과를 추출하여 Ⅳ장의 교육 내용에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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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된다고? (↑)

된다니? (↑)

감독: 아니, 사람이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쳐도 크게 다쳤을 텐데.

병원을 안 가도 ?

철수: 영희는 다친 게 아닙니다. 영희 상태는 제가 잘 아니까 병원은 안 가

도 됩니다.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평균점112)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다고
35명

(58.33%)

56명

(93.33%)

25명

(41.67%)

4명

(6.67%)

0명

(0%)

0명

(0%)
1.58 1.931.93

-다니
30명

(50%)

17명

(28.33%)

23명

(38.33%)

31명

(51.67%)

7명

(11.67%)

12명

(20%)
1.57 1.07

<표Ⅲ-11> '-다고'와 '-다니'의 사용 양상 비교

【상황1】은 감독이 영희가 다쳤는데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철수에게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어 하며 다시 상대방에게 확인하여 반문하는 상

황이다.113) 실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모어 화자가 드라마에

서 나온 대화처럼 '-다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고'를 압도적으

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93.3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니'는 겨우

28.33%의 모어 화자만 '아주 자연스럽다'고 여기고, '덜 자연스럽다'를

선택한 모어 화자는 51.67%로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점을 보자

면 '-다고'(1.93)>'-다니'(1.07)이다. 즉,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고'는

'-다니'보다 훨씬 많이 쓰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다고'와 '-다니'를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비율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각각 58%와 50%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점수도 유사하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는 <놀람, 믿기 어

112) 본 연구에서는 척도형으로 구성한다. '아주 자연스럽다'를 택하는 경우, 2점으로

계산된다. '덜 자연스럽다'는 1점으로, '어색하다'는 0점으로 계산한다.

113) 이 대화의 원본은 한국 드라마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

로 연구 목적에 따라 일부분만 수정한 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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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어

화
자

인
터
뷰
 

자
료
 

발
췌

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NKS1: 저는 '-다고'가 '아주 자연스럽다'이고, '-다니'가 '덜 자연스럽다'라고 생

각해요. 둘의 차이는 말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고'를 쓸지, '-다니'를 쓸지

구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지역에 따라 구분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니'

는 여성적인 느낌을 많이 내포하기 때문에 놀라운 소식을 들어 그에 대해 반문할

때 쓰고, '-다고?'는 남성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다니?'를 많이 쓰

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

서는 '-니'자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다니'보다 '-다고'를 훨씬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NKS4: '된다고?'는 묻는 거니까 자연스러워요.

연구자: '된다니?'는 왜 '덜 자연스럽다고 선택했어요?
NKS4: 억양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의문문과 상승조로 나타나지 않고, 병원에

안 가도 된다니.(↘) 놀랬거나 감탄이나 이런 거라면은 '-다니' 쓸 수 있는데

'-다니?' 묻는 식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병원에 안 가도 된다니.'

로 쓰려면, 억양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다니?'는 의심할 때 쓰일 수 있

는데, 이 경우는 상대에게서 물을 것도 없잖아요. 당연히 병원에 안 가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즉, '말이 안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묻는 게 아니니까 '된다니(↗)?'로 쓰지 않아요.

연구자: 그럼 '-다니'는 항상 물음표로 쓰이지 않고 감탄표로 쓰인다는 말씀이에요?
NKS4: 그게 아니고, 물음표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되게 무거운 걸 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들 수 있다니?'라고 하면서 놀랄 수도 있고, 뭔가 물어

볼 때 물음표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뒤에 맥락이 나와서 상대방에

게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니, 화가 나서 '병원에 안 가도

된다니?(↑)'처럼 쓸 수도 있겠네요. 둘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NKS8: '-다고'가 아주 자연스럽고, '-다니'는 덜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

어습관을 떠올려 보면 '-다니' 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째

는 느낌표나 말줄임표와 같이 써서 탄식 또는 믿을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고요. 둘째는 물음표와 쓸 경우 '-다니?'는 '-다고 하는거니?'의 줄임말로, 대

화 중인 상대방 말고 제3자의 말을 확인하는 의미일 때요.

려움>의 상황에서 '-다고'나 '-다니'의 선택 비중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에게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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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엄마 나 이제 학원 안 갈 거야.

b. 학원에 안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문장 생각해 보면 상대방 말에 놀람을 나타내는 기능도 분명 있는 것 같긴

한데 직관적으로는 '-다니'보다 '-다고'가 훨씬 더 입에 붙어요.

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NKS5: 저는 '-다니?'는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다고?'는 덜 자연스럽다

고 생각해요. 문제 제시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놀란 감독은 그를 이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다니?'는 상대방의 말이 이해

안 가거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다고?'도 틀리

지는 않아요.

NKS7: 둘 다 '아주 자연스럽다'로 선택했어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고'는 상

대방의 말을 재확인하면서 놀람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고, '-다니'는 상대방 말을

재확인하는 뉘앙스가 '-다고'보다 덜 한 대신 상대방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

미를 더 강조한 느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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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SUS33：'-다고?'는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반복할 때 쓰이고요. 지금 이 상황은

상대방의 말을 미심쩍어 하는 상황이라서 '-다니?'는 이러한 느낌이 더 강해요.

따라서 '-다니?'는 아주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고?'는 덜 자연스럽다

는 느낌이 들었어요.

SUS6 : 이 문항에 '-다고'와 '-다니'를 모두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여기

의 '-다고'는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면서 확인할 때 쓰이는 것이고, '-다니'는 놀

라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항에서 '-다니'를 쓴다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지만 말하는 사람의 선택 차이일 뿐

이에요.

GUS3: '-다고'는 보통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반문의

느낌도 들어서 '아주 자연스럽다'를 선택했어요. '-다니?'는 의문을 가지는 느낌

이 있는데, '-다고?'처럼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니'는 '덜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위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8명 중에서 4명의 한국인 모

어 화자는 '-다고?'와 '-다니?' 모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둘의 미묘한 차이에 대하여, 모두 유사한 의견으로 '-다니'는 상대방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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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재확인하는 뉘앙스가 '-다고'보다 덜한 대신 상대방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더 강조된다고 하였다. 한편 '-다고'를 아주 자연스럽다

고 '-다니?'를 덜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모어 화자는 주로 세 가지로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성별과 관계가 있다. 즉, '-니'자체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니'도 역시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지역에 따른 언어적 환경 차이와 관계가 있

다. 즉, 문장 끝에 '-니?'를 잘 쓰지 않는 지역에서는 '-다니?'의 사용

빈도가 매우 낮다. 셋째, 억양과 관련이 있다. 즉, '-다니'는 보통 놀람을

나타낼 때 상승조로 표현하기보다는 하강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

기 때문에 '-다니'는 '-다고'보다 덜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

고?'보다 '-다니?'를 더 선호하는 모어 화자는 소수로 상대방의 말이 이

해 안 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느낌이 더 강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

중국인 학습자가 '-다니'가 '-다고'보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

는 '-다니'는 '-다고?'보다 상대방의 말에 대한 미심쩍는 느낌이 더 강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다고'가 '-다니'보다 자연스러운 이유

는 '-다고'가 '-다니'보다 의문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두 어미가 모두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학습자는 '-다고'는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면서 확인할 때 쓰이는 것이고, '-다니'는 놀라움을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다니'를 쓴다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섞여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통계 결과의 분포와 인터뷰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중국인 학

습자와 모어 화자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다수의 모어 화자는 두

어미가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큰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하였

다. 그러나 사용 범위가 넓은 '-다고?'를 '-다니?'보다 관습적으로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화자의 성별, 지역, 억양, 강조

하려는 점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달리 중

국인 학습자는 두 어미의 사용 비중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둘의 변

별적 차이에 대하여, '-다고?'는 반문의 느낌이 더 강한 반면에 '-다니?'

는 상대방의 발화를 미심쩍어하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여기고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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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한다고! (↑)

한다니까! (↑)

【상황2】로비로 뛰어들려는 영희를 붙잡고 있는 혜원이는 영희에게 남의 일

에 참견하지 말자고 하였다. 영희는 짜증난 말투로 자기가 참견하는 것이 아

니고 단지 당사자에게 한마디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한다.

혜원： 언니, 왜 이래요? 이러지 마요.

연희： 잠깐만, 잠깐만 놔 봐. 나 딱 한마디만 하고 올게.

혜원： 한마디든 열 마디든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요, 네?

연희： 참견이 아니라 딱 한마디만 ！

놔봐 좀. 얘 왜 이렇게 힘이 세니?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평균점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다고
15명

(25%)

42명

(70%)

39명

(65%)

14명

(23.33%)

6명

(10%)

4명

(6.67%)
1.15 1.62

-다니까
45명

(75%)

58명

(96.67%)

10명

(16.67%)

2명

(3.33%)

5명

(8.33%)

0명

(0%)
1.67 1.971.97

라서 <놀람, 믿기 어려움>에서 유사하게 쓰일 수 있는 '-다고?'와 '-다

니?'에 대해 모국어 화자는 '-다고?'가 '-다니?'보다 더욱 많이 사용하

고 중국인 학습자는 둘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2.2.2. <반복 강조>를 나타낸 '-다고'와 '-다니까'

<반복 강조>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다고'와 '-다니까'는 모두 사용

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음의 조사결과를 통

하여 살펴보자.

<표Ⅲ-12> '-다고'와 '-다니까'의 사용 양상 비교

【상황2】는 화자가 이미 말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

하는 상황이다. 위의 <표Ⅲ-12>에서 보듯이, '-다고'와 '-다니까'를 '아

주 자연스럽다'로 선택한 모어 화자가 각각 70%와 96.67%로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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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NKS1: 직관으로 둘 다 자연스러워요. '-니까'는 이유이잖아요. '한마디만 한다니

까, 왜 그렇게 날 말리냐?', '딱 한마디만 하고 올 거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상대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한다

고'는 쓰여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연구자: 그러면 '-다고'와 '-다니까'를 표현할 때 감정이나 태도 같은 것은 어떻게 
달라요?
NKS1: 그 거 억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니까'는 좀 더 짜증스러운 느낌 같

아요. '-다니까'가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NKS2: '-다고!'랑 '-다니까!' 모두 짜증을 나타내니까 어미로 쓸 때는 차이가 없

는 것 같아요. 굳이 둘의 뉘앙스 차이를 말하자면, '-다고'는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더 나타나고 '-다니까'는 본인이 앞서 말했던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 이는 같은 상황 맥락에서 '-다니까'가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다고'를 사용하는 모어 화자도 높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반복 강조>의 상황에서 '-다고'와 '-다니까'는 서로 교체해서 사

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어미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다니

까'의 사용 분포가 '-다고'보다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고'와 '-다니까'를 '아주 자연스럽다'로 선택한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각각 25%와 75%로 나타났다. 두 어미를 사용하는 비중은 모어

화자에 비해 많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65%)

는 이 상황에서 '-다고'를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편

'-다니까'는 '-다고'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모어 화자보다

훨씬 많다. 다시 말해, 중국인 학습자가 이 상황에 '-다니까'를 가장 많

이 사용하며, '-다고'에 대하여 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어 화

자보다 훨씬 많다. 그러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다고'도 같은 상황에서

'-다니까'처럼 짜증난 말투로 강조하는 기능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가

설을 세웠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에게

심층 인터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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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S3: '-다니까'는 '-다고'보다 재차 강조의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되풀이할 때 '한다고!'를 쓰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두

번째 되풀이할 때 '한다니까'로 말해요. 다시 말해서 '-다니까'는 '-다고'보다 한

층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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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SUS6: '한다고'는 강조하는 기능이 있어서 자연스러워요. '한다니까!'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낼 때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쓸 수 없어요.

GUS16: '-다니까'와 '-다고'는 모두 자기가 말한 내용을 강조하면서 되풀이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상황에 적절해요. 그리고 느낌상 두 개의 차이를 보면 '-다고'

가 '-다니까'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는데, 상대방은 친구이니까 '-다고'는

'-다니까'보다 조금 더 좋을지도 몰라요.

SUS38: 저는 '-다고'만 아주 자연스럽다고 선택했어요. 이 상황에서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데, '-다니까'는 기세가 약해서 '강조'로 쓰이기가 좀 힘

들 것 같아요. '-다고'는 보통 간접인용으로 쓰일 수 있어서 전에 화자가 발화한

내용에 대해 다시 강조하면서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GUS3: '-다니까'가 아주 자연스럽고, '-다고'는 덜 자연스러워요. '-다니까'는 상

대방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다시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장 적절해요.

'-다고'는 자기의 말을 다시 설명해 주지만, '-다니까'만큼 어기(语氣)가 강하지

않아서 덜 적절하다고 봐요.

GUS45: 화자가 '내가 참견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만 한다고.'라고 다시 한번 강조

하면서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고'가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다니까

'는 '원인'을 나타낼 때 쓰일 수 있어요. 여기서 '참견이 아니기 때문에'와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이상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모어 화자의 입장을 주로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다고'와 '-다니까'는 모두 <반복 강조>의 상황에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뉘앙스의 차이 상, '-다니까'는 '-다고'보다

더 짜증난 느낌이 강하다. 둘째, 재차 강조할 때 '-다니까'는 '-다고'보

다 강조의 느낌이 더 강하다. 셋째, '-다고'는 '확인'에 초점을 둔 반면

에 '-다니까'는 '강조'에 초점을 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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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결혼했다고?(↗)

결혼했다면서(↗)

【상황 3】감독은 길에서 영희를 오랜만에 만났다. 그는 전에 영희와 철

수가 결혼하였다는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영희

에게 확인하면서 축하한다고 말해 주고자 한다.

감독: 철수 씨랑 ? 축하해.

영희：아니......뭐......감사합니다.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중국인 학습자의 입장은 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첫째,

'-다니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니까'

와 혼동하여, '이유, 원인'의 기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둘째, '-다고'와

'-다니까'의 강세를 비교하면, 전자가 부드럽고 후자가 강하다는 학습자

도 있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학습자도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는 이 상황에서 '-다고'보다 '-다니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

는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니까'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연결어

미의 '-다니까'와 많이 혼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한편 앞

서 세운 가설에 대하여, '-다고'와 '-다니까'의 유사 기능에 대한 학습자

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재 분석을 통해

밝힌 '-다니까'의 미제시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

2.2.2.3. <소문 확인>를 나타낸 '-다고'와 '-다면서' 

<소문 확인>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다고'와 '-다면서'는 모두 사용

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할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음의 조사결과를 통

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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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평균점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다고
18명

(30%)

26명

(43.33%)

26명

(43.33%)

29명

(48.33%)

16명

(26.67%)

5명

(8.33%)
1.41 1.35

-다면서
40명

(66.67%)

58명

(96.67%)

11명

(18.33%)

2명

(3.33%)

9명

(15%)

0명

(0%)
1.78 1.971.97

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NKS1: 저는 '-다고?'는 조금 덜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다면서?'는 아주 자연

스럽다고 생각해요. 감독은 이미 철수와 영희가 결혼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결

혼했다고?'는 '정말? 둘이 결혼했어?'라는 느낌이 강한 듯해요. 그에 반해, '-다

면서?'는 결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고?'는 주로 상대방에

게 놀라운 말을 들어서, 'You said……?'와 같이 많이 쓰던 것 같아요. '-다면

서?'는 'I have heard that…….(is it true)?'와 같은 느낌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면서'가 '-다고?'보다 자연스럽다고 봐요.

<표Ⅲ-13> '-다고'와 '-다면서'의 사용 양상 비교

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소문 확인>으로 쓰이는 상황에 아주 자연스

럽다고 생각한 모어 화자는 '-다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93.88%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41.67%의 모어 화자가 '-다고'를 선택하였다.

평균점을 참고하면, '-다면서?'(1.97)는 '-다고?(1.35)'보다 비중이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모어 화자들에게 있어서 실제 대화할 때 이러

한 상황에서 '-다면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고'도 사용할 수 있지

만 '-다면서'보다 빈도수가 훨씬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다면서'를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중국인 학습자는

66.67%에 불과했고 모어 화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리고 '-다고'를 가

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30%를 차지하여 '-다면서'보다 낮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소문 확인>으로 쓰일 때 두 집단이 '-다고'와 '-다면서'에

대한 구분은 비슷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두 '-다

면서'를 가장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고'도 허용되지만 '-다면서'

에 비해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

을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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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다고?'도 'I have heard that…….(is it true)?'로 쓰일 수 있지 않아
요?
NKS1: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고?'를 이렇게 쓴 적이 없어

요. '했다고?'는 상대방의 말을 반문할 때 많이 쓰거든요.

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NKS6: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했다면서?'는 어디서 들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결혼했다고?'는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말 좀 꺼내기 위해 물어본 형식으로

쓰이고, '했다면서?'는 '-다고?'보다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뉘앙스의 차이

는 '했다면서?'는 간접적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물

어보는 느낌도 들고요.

NKS8: '-다고'와 '-다면서'가 아주 자연스럽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현은 딱히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다른 사람한테 이미 들어 알고 있음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에게

'~그렇지?' 라고 확인하는 의미까지 들어있어요.

NKS4: '-다고'와 '-다면서'를 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다

고?'같은 경우는, '결혼했다고? 진짜야?'약간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느낌이 강하

고, '-다면서'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라는 의미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둘이 서로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NKS4: 이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근데, 아무래도 '-다면서'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라는 느낌이 있고, 반면에 '-다고'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학
습
자
 

인
터
뷰
 

연구자: 이 상황에서 두 어미의 사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SUS38：'결혼했다고?'는 뒤에 바로 '축하해'라는 말이 나와서 '덜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했다면서'처럼 '-면서'는 보통 연결의 기능이 있잖아요?

뒤에 '축하해'와 어울려요. 그래서 전 '결혼했다면서?'가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

해요.

SUS2：'-다면서'는 제3자에게 들어온 사실을 상대방에게 확인할 때 쓰일 수 있

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워요. 화자는 영희 씨가 철수 씨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고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거라서 '-다고?'도 가능해요. '-다고'는 원래 '확인'의

기능이 있어서요. 둘이 다 확인할 때 모두 쓰일 수 있는데, '-다면서?'는 보통 제

3자에게 들었고, '-다고?'는 누구에 의해 들었거나 자기가 어디서 봐서 알게 될

때 다 쓸 수 있어요. 딱히 소식의 근거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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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33：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경우는 평소에 한국인들

에게 '뭐뭐 다면서?'를 사용하는 것을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다고?'도 확인할 때 물어볼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들은 것에 대해서

확인할 때 '-다면서?'처럼 많이 쓰이지 않아서 '덜 자연스럽다'로 선택했어요.

GUS45：둘 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다른 곳에서 들어온 소식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에 '하였다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다면서'는 뭔가 상대방에게 확실한 답

을 요청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 발췌한 자료를 통해 한국인 모어 화자는 '-다고'와 '-다면서' 둘

다 <소문 확인>의 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 두 어미

의 의미 기능이 큰 차이가 없지만 변별 인식은 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첫째, '했다면서?'는 '했다고?'보다 간접적인 느낌이 더 강

하다. 둘째,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확실한 답을 요청하는 느낌이 더 든다.

한편 '-다면서?'를 '-다고'보다 더 자연스럽다는 견해를 가진 모어 화

자의 경우는 '-다고?'를 상대방에게 직전의 발화를 즉각적인 반문함으로

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제3자에게 들은 소식을 청자에게 확인하는 경

우가 드물기 때문에 <소문 확인>의 상황에서 '-다면서?'를 더 선호한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이 상황에서 '-다고?'와 '-다면서?'를 모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둘이 다 확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면서'의 발화 출처는 보통 제3자이며, '-다고?'의 발화 출처

는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학습자가 '-다면서'를 '-다고'보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주

로 <소문 확인>으로 쓰이는 '-다고?'는 평상시에 모어 화자에게 들은

적이 없어서 이러한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 이외에 '-다면서?'와 연결어

미의 '-면서'와 혼동하고 있고, 후행절을 이끌어주는 기능으로 착각하

고 있다는 문제점도 밝혔다.

위의 결과를 간추려 보면, <소문 확인>의 상황에서 '-다면서?'와 '-다

고?'는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모어 화자는 '-다면서?'를 더 선호한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은 '-다면서?'가 다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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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보다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특징이 더 선명하기 때문이라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도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다고'보다

'-다면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발화 출처가 제3자에 의

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다고?'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쓰

이는 '확인'의 차원에서 '-다고?'를 사용하는 것 때문이었다. <소문 확

인>으로 쓰이는 '-다고?'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앞서 Ⅱ장에서 '-다고'의 다의성으로 인해 다른 세 어미와 같은 상황

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의 사용 양상에서는 두 어

미가 모두 100% '아주 자연스럽다'가 아닌 어느 하나 더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은 개

인의 상황 및 습관과 관계가 있다. 즉, 성별, 지역, 발화자 강조하려는

점, 억양, 구어 생활의 출현 빈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유사한 어미 중

에서 어느 하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마치 '휴대폰'과 '핸드

폰' 두 동의어의 사용처럼, 어미도 마찬가지로 발화 당시의 언어적 환경

과 화자의 심리적 태도 등에 따라 어느 하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에서 같은 상황에 두 어미가 모두 쓰

일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모어 화자가 어느 하

나를 더 많이 사용한다거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간단하게 제시하면,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실제 대화할 때 모어 화자가

쓴 어미의 의미 기능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유사한 어미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는 전체적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가 아니므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지만 하

나의 표본 조사로서 의의를 가지며 이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

초 자료라고도 할 수 있다.

3.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인식 양상 및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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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점

5 4 3 2 1

-다고 1(1.67%) 10(16.67%) 23(38.33%) 21(35%) 5(8.33%) 2.68

-다니 5(8.33%) 25(41.67%) 19(31.67%) 10(16.67%) 1(1.67%) 3.383.38

-다니까 4(6.67%) 23(38.33%) 19(31.67%) 10(16.67%) 4(6.67%) 3.333.33

-다면서 4(6.67%) 14(23.33%) 22(36.67%) 15(25%) 5(8.33%) 2.95

학습자가 평소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사용에 대한 인

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문지와 사후 인터뷰를 결합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이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관한 조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평소에 말하기에서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를 사

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표Ⅲ-14> 학습자의 인식 양상(난이도)

난이도의 평균점을 보면, '매우 어렵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차례대로 5~1점으로 매겼는데, '-다니'(3.38)와 '-다니까'(3.33)는 평균점

인 3점 이상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 두 가지 어미를 상대적으로 어려움

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를 크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 살핀 학습자

의 실제 사용 양상과 오류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할 때 여전히 많은 혼동을 느끼고 어려워 한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Part 1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다고'의 <의문/걱정 해소>와 <자랑/강조> 기능에 대한 정답률이 각

각 36.67%와 26.67%로써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art 3에서

학습자가 '-다고'의 형태·통사적 오류뿐만 아니라 담화·화용적 오류도

많이 범했다. 다음으로 학습자에게 이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어떤 어려

움을 겪고 있는지를 인터뷰하였다.114)

114)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10명 중에 대답이 유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가지 대

표적인 대답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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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SUS2, SUS12, GUS16, GUS45>
연구자: 이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할 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SUS2: 있어요. 구분하는 방법을 몰라요.

SUS12: 각 어미에 어떤 감정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말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모르겠어요.

GUS16: '-다니까'와 '-다고'를 사용할 때 그 정도의 차이가 혼동되고요. '-다면서'는

평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게 됐네요.

GUS45: '-다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어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참여자 SUS2>
연구자: 이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할 때 주로 어떤 어미가 어렵다고 느꼈습니까?

SUS2: '-다니'와 '-다고'의 사용법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다고'는 거의 모든 상

황에서 다 쓸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쓸 때는 '-다고'를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

고요.

연구자: 이 네 가지 어미가 모두 종결어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SUS2: 네.

연구자: 그러면,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어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로 쓰일 때 그 차이를 알고 있나요?

SUS2: '-다니까'와 '-다고'를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 어미는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간의 차이

는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써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동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 어미가 모두

종결어미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한 연결어미로 쓰일 때 그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위의 인터뷰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네 가지 어미의 사용에 있

어서 학습자는 혼동을 느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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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평소에 말하기에서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를 자주 사용

합니까?

종결어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점

5 4 3 2 1

-다고 29(48.33%)29(48.33%) 19(31.67%) 10(16.67%) 1(1.67%) 1(1.67%) 4.23

-다니 1(1.67%) 12(20%) 20(33.33%) 18(30%) 9(15%) 2.632.63

-다니까 3(5%) 17(28.33%) 18(30%) 13(21.67%) 9(15%) 2.872.87

-다면서 1(1.67%) 17(28.33%) 26(43.33%) 9(15%) 7(11.67%) 2.932.93

문제 3: 평소에 말하기에서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의 사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결어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평균점

5 4 3 2 1

-다고 6(10%) 26(43.33%) 20(33.33%) 6(10%) 2(3.33%) 3.47

-다니 3(5%) 10(16.67%) 27(45%) 15(25%) 5(8.33%) 2.852.85

-다니까 7(11.67%) 7(11.67%) 20(33.33%) 19(31.67%) 7(11.67%) 2.82.8

-다면서 13(21.67%) 13(21.67%) 18(30%) 9(15%) 7(11.67%) 3.27

고 이 네 가지 어미를 학습할 때 어미가 어떤 감정이나 태도를 반영하는지

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외

에 어미들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쓰일 때의 차이점에 대해 학습자가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표Ⅲ-15> 학습자의 인식 양상(사용빈도)

평균 점수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네 가지 어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미로 '-다고'를 택하였다. 그중에 48.33%의 응답자가 '매우

많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다고'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면서', '-다니'와 '-다니까' 사용 빈도의

평균점은 각각 2.63, 2.87, 2.93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

에 있어 이 네 가지 어미에 대한 사용 빈도의 순서는 '-다고'>'-다면서'

>'-다니까'>'-다니'로 나타났다.

<표Ⅲ-16> 학습자의 인식 양상(숙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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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다고', '-다니', '-다면서', '-다니까'에 대한 교재나 교사의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 이 어미는 선행 용언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미를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네 가지 어미를 서

로 구분하고 설명해 주는지 등.)

종결어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점

5 4 3 2 1

-다고 6(10%) 27(45%)27(45%) 19(31.67%) 7(11.67%) 1(1.67%) 3.5

-다니 4(6.67%) 14(23.33%) 28(46.67%) 12(20%) 2(3.33%) 3.1

-다니까 2(3.33%) 10(16.67%) 26(43.33%) 17(28.33%) 5(8.33%) 2.782.78

-다면서 7(11.67%) 16(26.67%) 25(41.67%) 9(15%) 3(5%) 3.25

위에서 계산된 평균점수에 의하면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학습자가 잘

알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미는 순서대로 '-다고'>

'-다면서'>'-다니까'>'-다니'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다니'와 '-다니까'

는 평균점 3점 이하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 두 어미에 대하여 아직 능

숙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Ⅲ-17> 교재나 교사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

마지막으로 교재나 교사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를 위의 <표Ⅲ-17>에서

보듯이, 네 가지 어미 중에서 '-다고'에 대하여 약 45%로 가장 많은 학습

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머지 세 어미에 대하여 비슷하게 '보통

이다'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평균점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의 어미의

만족도의 순서는 '-다고'>'-다면서'>'-다니'>'-다니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네 가지 어미 중에서 '-다고'에 대한 교재와 교사의

설명에 대하여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다니까'는 상대적으로 가장

만족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앞서 교재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교재에 '-다니까'에 대하여 충

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교사가 수업에서 이 기능을 소홀히 가르치기 때

문에 학습자가 '-다니까'의 사용에 대하여 낯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뭉치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다니까'는 구어 사

용에서 사용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교재에 제시하거

나 교사가 설명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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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난이도, 사용빈도, 숙달도와 교재나

교사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이 네 가지 변인을 고

찰한 결과를 통해서 '난이도', '사용 빈도'와 '숙달도'는 서로 상관115)관계

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음 <표Ⅲ-18>과 같다.

<표Ⅲ-18> 인식조사 결과에 관한 상관관계

위의 <표Ⅲ-18>과 같이, 난이도는 사용빈도와 숙달도는 부적 상관을 보

여 주고 있다. 즉, 학습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미일수록, 평소에 해당

어미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지고,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도 낮아

진다. 한편 사용빈도는 숙달도와 정적 상관을 보여 주고 있다.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어미일수록,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도 높아진다.

비록 교재와 교사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세 변인과 상관을 보

여 주지 않았지만, 네 가지 어미의 평균 점수는 3.15/5.0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가 '-다고'와

'-다면서'는 상대적으로 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니'와 '-다니까'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교재에 대한 개선과 이러한 문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 및 학

습 유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사가 평소에 학습자들에게 더

많은 연습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사용 빈도를 높이면 학습자의

오류를 더 많이 발견하여 수정해줄 수 있을 것이며, 학습자가 어미를 사

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15) 상관(correlation)이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사건과 사건, 또는 현상과 현상 사이에

나타나는 특정한 관계를 말한다. 상관은 방향에 따라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

(-)으로 나뉠 수 있다. 즉, 한 변인의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인도 증가의

방향이면 정적 상관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감소의 방향이면 부적 상관으로 간주

된다.(이종승, 2009: 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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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류의 원인 분석 

오류는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학습자의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

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이정희, 2003) 그러나 오류의 분석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의 교재 편성 및 교재 요목을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

가 될 수 있다.(고석주 외, 2004: 350) 따라서 뒤의 Ⅳ장에서 제시할 효과적

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절에서 학습자들이 앞 절에서 논의한 오

류들의 발생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정희(2003)는 한국어의 교육 입장에서 셀린커(Selinker, 1974: 121)에

서 분류한 다섯 가지의 오류 원인116)을 압축하여 ①모국어의 영향, ②목표

어의 영향, ③교육 과정의 영향 세 가지로 재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

한 학습자의 오류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세 가지 분류의 원인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견해를 따르고 다음과 같이 ①모국어의 간섭, ②목표어의 복잡

성, ③교육 과정의 영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4.1. 모국어의 간섭

이정희(2003)는 언어 간 전이에 의한 오류는 모국어의 체계나 특성이 목

표어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오류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에 미치는 모국어의 영향 중 부정적 전이, 즉 모국어의 간섭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어는 한국어와 체계가 달라 어미의 쓰임이

116) 셀린커(Selinker, 1974: 121)는 언어 학습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정희, 2003: 85 재인용)

㉠ 모국어(the native language)

㉡ 교육 과정(training procedure)

㉢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the learner's approach to the materials)

㉣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의 접근(the learner's approach

communicating with native speakers)

㉤ 목표어 규칙의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 of target languag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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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한국어 어미를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와 같은 '-다X' 종결어미에는 다

양한 문법 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발화를 인용하는 형식과 발화자의 태

도를 나타낸 서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어

의 '인용' 및 '양상(modality)과 어기(mood)'의 결합체 표현에 대응할 수

있다.117) 이 네 가지 어미는 발화의 태도와 발화 동기 등 담화적 요소에

따라 같은 어미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도 달라진다.

조사 결과를 통해 모국어의 간접에 의한 오류는 구조상의 차이와 관계

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국어의 한 어미에는 다양한 정보

를 담을 수 있는데, 중국어는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여러 개

의 어휘나 문법 표현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가 모국어의 사고방식대로 한국어를 번역할 때 첨가 오류가 많이

발생된다. 다음의 예시를 통하여 설명해 보겠다.

▶ 설문지 응답 내용:

【상황 1】 聽说你下個月要去美国，是吗？ (从其他人那裏聽来的消息，向对方

进行確认。)

117) 중국어에서 양상은 '정(情)'과 '태(态)'로 나뉘는데, '정'은 명제를 표현할 때의 화

자의 주관적 감정으로서, 주관적 양상 범주라 할 수 있다. 이는 강조, 놀람, 환기

등을 포함한다. '태'는 화자가 명제를 진술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객관적

인 양상 범주를 가리킨다. 이는 진리양상(真直情态)，의무양상(道义情态)，기대양

상(情愿情态), 놀람 양상(惊异情态) 등을 포함한다. 그중에 화자가 마음속으로 예

상했던 것과 다른 객관적인 사실을 갑자기 접하여, 예상을 벗어난 것에 놀라는

양상은 놀람양상이라고 한다.(박정구, 2005: 251) 다음은 <놀람 감탄>으로 쓰이는

'-다니'와 중국어의 '竟然'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다.

예) 오늘 꼭 나하고 만나기로 해 놓고 안 오다니!

约好今天一定要和我见面的，竟然不来。       （韩国语教程 中级 上, 8과）

한편 '어기(语气)'는 문미에서 어조를 결정하는 문법 요소이다. 여기에는 진술 어

기(陈述语气), 의문 어기(疑问语气), 청원 어기(祈使语气), 감탄 어기(感叹语气) 등

이 있는데 한국어의 서법 기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준 중국어의 어기사

는 주로 “了”, “吗”, “吧”, “啊”, “嘛”, “呢” 등이 있다.(김애영 외 역, 2007:

44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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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GUS16>  
연구자: 你為甚麼會在翻譯的句子中寫了'그래요?'呢？(번역한 문장에서 '그래요?'를 왜 
썼어요?)

GUS16:就按照上面的中文句子直接翻译的，一般中文的'是吗'，翻译成韩文，不是用'그

래요'嘛, 所以就那样写了。(제시된 중국어 문장을 보고,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보통

중국어의 '是吗？'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래요?'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

게 번역했어요.)

연구자: '-다면서'本來不是也有'確認'的意思嗎？(다면서는 원래 이미 '확인'의 의미를 가
지고 있는 거 아니예요?

GUS16:好像有吧，不太清楚。(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GUS16: 다음 달에 미국 간다면서요? *그래요? (√간다면서요?)

중국어에서는 <소문 확인>의 의미를 수행할 때 보통 '간접 인용' 기능

으로 쓰이는 '聽说'와 <확인>기능으로 쓰이는 '是吗(对吗)？'를 결합하여

사용한다.118) 학습자가 '간접 인용'과 '확인 기능'이 동시에 포함된 '-다면

서'의 복합적인 의미 기능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뒤에

확인 기능의 '是吗(对吗)？'를 첨가하려는 경향이 있다.119) 이후에 이러한

오류를 범한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18) 중국어의 의문문은 주로 문장 끝의 억양이 상승조로 나타나거나 '吗'와 같은 의

문어기조사 또는 의문대명사 등과 결합하여 쓰인다. 그리고 '吗'를 붙일 때 억양

의 상승이 뚜렷하지 않다.(张斌，2012) 중국어의 '聽说'는 한국어의 '듣자 하니'라

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인용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 물음으로 쓰일 때 '聽说+

상승억양？' 혹은 '聽说……是吗?'로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聽说……是吗?'를 한국어의 '-다면서'로 번역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지 고

찰하기 위하여 '聽说+상승억양？' 대신 '聽说……是吗?'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119) 프레이터(Prator, 1967)는 대조분석 가설을 바탕으로 언어 간 분포상의 차이를 6

가지 범주의 문법적 난이도로 나누어 놓았다. 즉, 0단계에서 5단계로 내려갈수록

모국어 간섭이 심화되어 학습자에게 어렵다고 주장하였다.(이정희, 2003 재인용)

그중에서 1단계(합체형)는 모국어에서 두 개의 항목이 목표어에서 한 항목으로

합쳐진다. 이때 학습자에 필요한 것은 자국어에서 나타나는 구별을 무시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학습자의 오류는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

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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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 '是

吗(对吗)？'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그래요?'와 같은 확인 표

현들을 추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비록 화자가 강한 호

기심으로 청자에게 사실 여부를 무척 궁금해 하는 경우에 '진짜'와 같은

표현이 사용 가능하지만, 단순히 확인할 때 뒤에 다시 확인에 관한 표현을

첨가하면 문장의 의미가 중복된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오류라고 판단하

기 어렵지만, 고급 학습자가 보다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 능력을 갖추

기 위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해 교사가 수업을 통

해 '-다면서' 자체가 이미 확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뒤에 다시

'확인'에 관한 표현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 이

처럼 '-다면서'뒤에 다시 '진짜?/그래?/정말?' 등 불필요한 부분을 붙여서

사용한 빈도가 17회로 나타났다.

▶ 설문지 응답 내용:

【상황4】哪有抽煙了？(对方怀疑自己抽煙了, 於是你反驳对方所说的话，否定自己

抽煙的事实。)

SUS38: *어디 담배를 피웠다니? (담배를 피웠다니?)

상대방이 화자가 담배를 피웠다고 의심하며 '너 담배 피웠지?'라고 말한

것에 화자가 상대방의 발화를 부정하면서 반박하려고 할 때 '담배(를) 피

웠다니?'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못할 때 쓰이

는 '-다니'는 중국어의 '哪有'와 대응할 수 있다.120) 이는 중국어의 부정표

현인 '没有(......없다/......하지 않았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학

습자들은 '-다니'가 가진 <반박(부정)>의 의미 기능을 알고 있지만, 모국

어의 '哪有'와 한국어의 '어디'와 기계적으로 대응시켜 '-다니'와 함께 사

120)중국어의 '哪裡'는 모르는 장소에 대하여 물어볼 때 한국어의 '어디'처럼 쓰일 수

있지만, 반어에 쓰여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과거의 행동을 부정할 때

흔히 '哪裡' 혹은 '哪有'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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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SUS38>  
연구자:你為甚麼會在翻譯的句子中寫了'어디?'呢？(번역한 문장에서 '어디'를 왜 썼어
요?)

SUS38:感觉中文裡的'哪裡', '哪有'和韩文的'어디'应该是差不多的功能吧。(중국어의 '哪

裡', '哪有'는 한국어의 '어디'와 비슷한 기능인 것 같아서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용하여 첨가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오류의 빈도가 총 8회로 나타났다. 학

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하여 한국어 표현을 상황에 맞게 정확히 표

현하지 못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4.2. 목표어 복잡성

목표어의 복잡성이란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목표어 자체가 가진

복잡한 체계나 제약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오

류를 범한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목표어의 복잡성에 의한 오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각 어미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의미 기

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이다. 둘째, 서로 유사한 의

미 기능을 가진 두 어미 간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범한 오류이다. 다

음은 두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2.1. 의미 기능의 다양성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는 다양한 의미 기능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 어미에 대한 모든 의미 기능을 이해하고 기

억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고'는 맥락 상황에 따라 다

양한 의미 기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특성이 다른 세 가지 어미에 비해

뚜렷해서 학습자가 '-다고'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파악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다.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고'는 8개, '-다니'는

5개, '-다면서'는 2개로 세분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의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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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GUS14>
연구자:你在做這套問卷的時候，有甚麼感受？(이 설문지를 답변할 때 어떻게 느꼈어요?)

GUS14:感觉挺难的，平时没有太注意。不过,做题的时候就不知道哪个语法对应哪些功能。
(어려웠어요. 평상시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막상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니, 어떤 어

미가 어떤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연구자:那現在看到正確答案和解釋後，能不能告訴我你原本知道它們本身的哪些功能嗎？
比如以'-다고'為例子簡單說明一下。(그럼 지금 정답을 보면, 이러한 의미 기능을 원래 
다 알고 있었어요? '-다고'를 예로 들어 설명 좀 해줄래요?)

GUS14:就只知道反问对方的时候，'甚麼甚麼다고？(↗)' 或者, 再一次强调自己说过的话

会说 '甚麼甚麼다고(↘)'。其他的功能就不太清楚了。(그냥 상대방에게 반문할 때 '뭐

뭐뭐다고?(↗)' 혹은 자기가 말한 내용을 다시 강조할 때 '뭐뭐뭐다고(↘).'처럼 사용

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용법은 잘 모르겠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참여자 GUS22>
연구자:你在使用這四個語法的時候，感到很困難嗎？7道題我看你好像錯了5道題。(이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할 때 많이 어려웠어요? 보니까 7개 중 5개가 틀린 것같네요.)

GUS22:没想到会错那么多。一开始没有觉得很难，就跟着感觉选。不过, 现在看到正确答

을 모두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앞서 3절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오류를 통해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

가 해당 어미의 고유 의미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다른 세 가지

어미를 잘못 골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의 <표Ⅲ-10>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고'의 <의문/걱정 해소>와 <자랑/강조>의 사용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가 상당히 많다.121) 학습자가 '-다X'류 종결어

미의 다양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

사가 끝난 후 학습자에게 정답과 피드백을 보낸 뒤 다시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122)

121) '-다고'의 <의문/걱정 해소>의 정답률은 36.67%이고, <자랑/강조>의 정답률은

38.33%이다.

122) Part 1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난 GUS14, GUS22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7개의 문제 중 5개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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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後，发现没有想象中那么容易。(이렇게 많이 틀린 줄 몰랐네요. 처음에 이 네 가지

어미는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낌대로 답을 골랐어요. 지금 정답을 보

니까 각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연구자:那你現在知道自己為甚麼會選錯了嗎？(그럼 이제는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GUS22:恩，其实我们平时学的时候，没有学那么多功能，就是掌握一些比较基本的功
能。(네, 사실 배울 때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지 않았고 그냥 기본적인 의미만 알고

있었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앞서 2.2.1.의 고유 의미 기능에 대한 오류를 분석할 때, 학습자가 오답

을 선택한 이유는 주로 네 가지 어미의 화용적 제약, 즉 의미 기능의 복

잡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위의 추가 인

터뷰 내용에 의하면, 학습자는 공통적으로 '-다X' 종결어미가 가진 다양

한 의미 기능을 소홀히 여기고 소수의 의미 기능만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GUS14의 경우, 네 가지 어미가 각각 수행하

고 있는 의미 기능을 잘 구분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학습자 GUS22는 학습 과정에서 이 네 가지 어미가 가진 다양한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X' 종

결어미의 다양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를 많이 범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4.2.2. 의미 기능의 유사성   

위와 같이 의미 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것 이외에 학

습자가 서로 유사하게 쓰이는 의미 기능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여 네 가

지 어미를 사용할 때 혼동하기도 한다. 특히, 학습자들이 어미의 화용적 정

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대치 오류가 두루 나타났다. 앞의 설문조사

와 인식조사에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가 네 가지 어미의

화용적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미의 부분적인 의미만 적용시키는

오류 양상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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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의 대치 오류는 주로 어미 간의 의미나 기능 차이를 혼동한 데에서

비롯된 언어 내 전이 오류다.(안경화, 2007: 74) '-다고', '-다니', '-다니까

', '-다면서' 간의 의미나 기능이 유사하여 상호 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구분해야 하는 경우 학습자가 혼동으로 인해 맥락에 적절히 사용하

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다. 특히, 화자의 발화 태도를 비롯하여 원발화와 확

인 시점의 시간적 간격, 상관적 장면 등 담화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면 오류가 발생하기가 쉽다. 다음으로【상황2】에서 원발화와 확인 시

점의 시간 간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난 오류 양상과【상황6】에서

발화 태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를 예시로 살펴보자.

▶ 설문지 응답 내용:

【상황2】甚麼？你没去？(聽到对方说昨天没去参加考试，感到有些意外，不理解，

並进行反问。)

(40) 뭐? *안 갔다면서? (√갔다고?)

【상황2】는 상대방에게 '나 어제 안 갔어.'라는 발화를 듣고 나서 반사

적으로 반문하며 확인하는 상황이므로 '안 갔다고?'가 가장 적절하다. 학

습자는 들었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때 '-다면서'와 '-다고'를 모두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제약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원발화의 시점과 확인하는 시점 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어야 '-다면서'를 사용할 수 있다. 직전의 발화에 대하여 확인하

며 물을 때 '-다면서'를 사용하면 어색하다. 이와 달리 '-다고'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직전의 발화나 과거 어느 시기에 들었던 내용을

확인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상황6】我说，明天我不去。(话者已说过一遍，对方没聽清，要求他再说一次，於

是很平和的语氣回答自己明天不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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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일 안 *간다니까! (√간다고.)

【상황6】은 화자가 '내일 안 가'라는 말을 했으나 청자가 잘 듣지 못해

화자에게 반복 요청을 하여 화자가 평온한 말투로 자기가 내일 안 간다고

되풀이해 말하는 상황이다. 학습자는 이미 발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

할 때 '-다니까'를 쓸 수 있다는 것만 알고, '-다니까'와 '-다고'의 발화

태도상의 차이는 알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즉, '-다니까'는 화자가 이

미 안 간다고 했으나 청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한번 화자에게 가

라고 요청하는 말이나 행위 등을 했기 때문에 화자가 다소 짜증난 말투로

안 간다는 의지와 주장을 재차 강조하며 사용하는 것이다. '-다고'는 발화

태도와 억양에 따라 짜증난 말투로 쓰일 수 있는데 사용 범위가 '-다니까'

보다 훨씬 넓다. 청자가 잘 듣지 못해 화자에게 반복 요청을 하여 화자가

호의적으로 되풀이할 때 '-다고'가 가장 적절하다. 이 문항에서 '-다니까'

와 '-다고'를 혼동하여 범한 대치 오류가 총 16회 나타났다.123)

4.3. 교육 과정의 영향

위에서 살펴본 모국어의 간섭과 목표어의 복잡성 이외에 교육 현장에서

교재와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및 학습자가 인터뷰

에서 대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데에는 교육 현장

의 영향이 역시 크다고 볼 수 있다.

4.3.1. 교육 자료 

교재 구성은 교육 과정의 영향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유도하고 있는 가

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과정이라도 교

재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가시화되지 않으면 어떠한 긍

123) '-다니까'에 짜증난 말투가 섞여 있다는 것을 학습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한다면 인내심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남겨 상대방과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다니까'를 가르칠 때 학습자에

게 이 점을 유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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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김영만, 2005: 139) 좋은 교재는

문법 항목의 제시, 문법적 설명, 다양한 연습 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합리적

으로 담고 있어 교수･학습의 효과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을 보면,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아직 만족

스럽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문법 항목 제시의 측면에서 보면,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높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중국의 학습 교재는 이에 대해 아직 체계적으

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니까'와 같은 경

우, 실제 구어 생활에서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높으나 모든 교재에 다루어

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습자가 이 어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원

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고 하니까'의 축약형과 혼동하거나,

의문문으로 사용하거나, '얼마나'와 같은 정도부사와 함께 어색하게 사용

하는 등 다양한 오류를 많이 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문법적 설명의 측면에서 보면, 화용적 정보 제시가 부족하고 학습

자가 개괄적인 의미 기능만 배우며 실제 사용에서 다른 유사 어미와 구별

하지 못하여 대치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 예를 들어, 전술했듯이 원발화와

재확인 시점 간에 시간 차이를 두는지에 따라 <확인 물음>으로 쓰이는

'-다고'와 '-다면서'가 구분된다. 직전의 발화에 대해 다시 확인할 때

'-다고'는 사용할 수 있지만 '-다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상관적 장

면인지, 단독적 장면인지에 따라 어미의 의미 기능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혼잣말로 쓰이는 '왜∼다니?'는 못마땅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다른 세 가

지 어미와 같이 쓰이면 비문이 된다. 교재에 각각의 화용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사 기능으로 쓰이는 어미들 간의 구분 방

법도 언급하지 않아 학습자가 사용에 혼동을 느끼고 오류를 많이 범하였

다.

셋째, 연습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예문으로 이루어진 대체 연습

만 제시되어 있고 다양한 흥미로운 연습 활동은 교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평소에 교사가 학습자를 어떻게 연습시키는지 인터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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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아보았다. 학습자의 응답에 따르면, 수업에서 교사가 연습 문제를 물

어보면 학습자가 구두로 대답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직접 수정

해 주는 1:1 연습 방식을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는 다른 아무런 연습

활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흥미로운 연습 활동에 참여

하지 못하고 교사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교사 중심의 방식으로

문법을 연습하는 것은 학습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4.3.2. 교수･학습 방법 

다음으로 교육 과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수･학습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학습 경험, 학습 경로 및 교사의 교육 방법으로 나누

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학습자의 설문조사 결과와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80%의 학습자가

네 가지 어미를 배운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

이 네 가지 어미를 배웠는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60%)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이나 매체(드라마, 영화 등)를 통하여 습득했고 21.67%의 학

습자만이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을 통해 이러한 어미의 사용법을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접촉만으로 과연

이러한 어미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

다.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학습자는 평상시 이러한 어미를 많이 접하

였지만 특별히 주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는 듯 모르는 듯한 상

태에 머물러 있었다. 게다가 실제 테스트 조사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다른

학습 경로로 이 네 가지 어미를 배웠지만 정답률은 아직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가 네 가지 어미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시 형태

적·통사적·화용적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

한편 교사에게 교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사의 개성과 교육 목

적에 따라 최대한 많이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부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

었다. 이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일부 교사는 2~3개 기본적인 사용법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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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참여자 SUS12>  
연구자:平時老師是怎麼教這四個語法的？有沒有甚麼練習活動之類的？
(보통 교사가 이러한 문법들을 어떻게 가르쳐주나요? 연습 활동 같은 것이 있나요?) 

SUS12:就只是按照书上的问题，一边讲解一边教语法。学生们回答问题的时候, 会提前写
好答案，然后轮到自己的时候，就把那个答案念一遍。
(교재의 연습 문제를 풀면서 가르쳐요. 학습자들은 문제에 답을 미리 써 놓고 자기

차례가 되면 그 부분의 답을 읽으면 돼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인터뷰 참여자 GUS 45>  
연구자:你們在學這四個語法的時候，老師會放在一起講解嗎？比如說針對兩個類似的語法 

進行區分。

르치고 다른 확장 기능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는 다른 의미 기

능을 알기 어려워졌다. 학습자가 인터뷰에서 보여 주었듯, 어떤 용법들은

배운 적이 없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교사가 교재에

제시하는 기능에만 의지하고 교재 이외의 기능은 언급하지 않을 경우 학

습자가 독학을 통해 올바르게 습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교재에 제시한 설명을 바탕으로 '-다X' 종

결어미의 사용법을 소개한 뒤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재 속의 대체 연습 문

제를 완성하고 앉은 자리의 순서대로 답을 발표하게 하는 방식으로만 문

법을 가르친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연습 방식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

렵다.

또한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교사가 문법을 가르칠 때 각 어미를 독립적

으로 가르치고 서로의 연관성이나 두 어미 간의 유사성에 대한 구분은 언

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학습자들이 평소 이러한 유사 어

미의 구분을 소홀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학습자에게 실시한 인

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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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종결어미를 배울 때 교사가 같이 설명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두 비슷
한 어미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나요?)
GUS45:好像没有，都是分开学的。其实学的时候，没有注意到他们之间会有关联，但是做
这套问卷的时候，就会感觉到自己确实很混淆，特别是他们之间的感情色彩有甚麼区别，

不太清楚。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따로따로 가르쳤어요. 배울 때는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에 주

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에 답하면서 제가 많이 혼동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특히 각 어미에 어떤 감정적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이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네 가지 종결어미를 사용

할 때 오류를 범한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모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표현을 추가해

비경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었다. 둘째, 목표어의 복잡성, 즉

어미가 각각 지닌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상호 유사 의미

기능에 대한 변별력 부족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수·학

습 과정에서 교재의 문법 항목 제시 부재와 문법적 설명 결여, 그리고 연

습 활동의 단일화와 교사의 비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등이 학습자들의

'-다X'류 종결어미 사용에 오류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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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X'류 종결어미 교육 방안

앞서 Ⅲ장에서 살핀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을 통해 고

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다X'류 종결어미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형태·통사적 오류보다 담화·화용적 오류

의 비중이 더욱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습자들

이 '-다X'류 종결어미의 화용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고', '-다니', '-다니

까'와 '-다면서'의 고유 의미 기능에 대한 문법 지식이 부족하고, 서로 유

사한 의미 기능에 대하여 많이 혼동하고 있다. 또한 종결어미로 쓰이는

'-다니까'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부재로 인하여, '원인/이유'를 나타낸

연결어미로 쓰이는 '-다니까'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종결어미로서의 '-다니까'에 대한 교재의 미흡함과 교사의

부주의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우선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앞서 Ⅱ장

에서 다룬 교재 분석의 결과와 Ⅲ장에서 분석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다X' 종결어미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할 것이다.

그다음은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과 교육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목표 

효과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교육

의 목표이다. 목표에 따라 실제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도 달라지기 때

문이다. 교육 과정에서는 흔히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구별하고 있다. 민

현식(2008: 279)에서 목적은 교육 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한다고 서술하였다. 다시 말해서 교육 목적은 일반적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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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급 담화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언어의 구조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새로운 표현에 대하여 비교·유추·추론 등의 논리적 과정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

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④ 문법적 오류를 파악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여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제시하고 교육 목표는 구체적 행동 결과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도달 목표

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X' 종결어미

의 교육 목적과 구체적인 목표를 나누어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

이다. 커네일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에서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

소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기저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문법적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네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124)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담화 능

력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담화 능력을 통해 언어학적, 사회언어학적, 전

략적 능력들이 통합되어 의사소통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이지영, 2006)

담화 능력이란 형태적인 응집성과 의미적인 긴밀성을 지닌 발화로 대화

를 지속해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김선정 외, 2010) '-다고', '-다니' 등

'-다X'류 종결어미는 한마디의 외침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청자와 화자가 서로를 의식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적 환경

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X' 종결어미에 대한 인식을 형태·

통사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담화·화용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실질적인 이

해와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 목적으로 삼는다.

한편 고급 학습자를 위한 문법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 관하여, 방성

원(2003: 147)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가 있다.

124) 문법적 능력은 발음, 모국인 화자의 언어 사용에 맞게 어휘, 문장을 적법하게 구성

하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맞게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의 장애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김선정 외, 20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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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다X' 종결어미에 대한 인식을 형태·통사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담화·화용적 측면에서도 정확한 이해와 사용 능력을 향상시킨다.

목표

① 네 가지 '-다X' 종결어미에 대한 다양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② 네 가지 '-다X' 종결어미를 다양한 상황 맥락에서 적절히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③ 네 가지 '-다X' 종결어미의 서로 유사한 기능을 변별해서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④ 학습자가 스스로 문법의 규칙을 발견해 추론하는 능력을 기른
다.

이처럼 고급 학습자에게 문법을 가르칠 때 단순히 교사가 일방적으로

문법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관찰하

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문법의 형태에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 문법의 규칙

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능동적인 관찰 및 발견의 학습 과정에

서 종결어미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네 가지 어미의 서로 유사한 기능에 대한 변별 인식

을 향상하고 상황 맥락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교

육 목표로 한다.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1>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목적과 목표

2.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내용 

이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교육 목표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적합

한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 선정 작업은 Ⅱ장에서 살펴본 교육 실태의 문제점과 Ⅲ장에서 분석

된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가 가

진 다양한 의미 기능 중 고급 학습자가 다루어야 할 의미 기능을 선정하고

순서를 배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을 형태·통사적 차원과 담화·화용적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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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교육용 의미 기능 선정 및 배열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재에서 어미 항목의 부재와 의미 기능이 체계적

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한 이유로 학습자가 '-다X'류 종결어미를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네 가지

어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위계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배열하는 기준

은 주로 빈도, 난이도, 기능,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법 등이 다

양하게 있다.(방성원, 2014: 103) 그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바로 사용빈도와 난이도로 꼽을 수 있다. 즉, 사용빈도수가 높을수록 실

용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난이도가 높을수록 학습자가 부담

을 느낄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학습하

여 점차 난이도가 높은 항목으로 확장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의적인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용 의미 기능 선정과 배열

에서 사용 빈도수를 조사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개인적인 습관이나

취향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각 어미의 의미 기능 선정과 배열을 쉽

게 정할 수 없다.125)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재에서 제시된 의미 기능을

참고하고자 한다. 즉, 교재에서 제시된 의미 기능들을 주된 의미 기능으

로 간주하고 나머지의 의미 기능은 확장 의미인 부차적인 기능으로 처리

하기로 한다.

한편 난이도를 고려할 때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문법화 과정을 거쳐

새로 획득한 의미 항목은 문법화 과정을 덜 거친 의미 항목보다 난이도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다고'처럼 비인용으로 쓰이는 의

미 기능은 인용으로 쓰이는 의미 기능보다 난이도가 높으며, 똑같이 인

용으로 쓰일 때는 생각의 인용이 발화의 인용보다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방성원, 2004 참조)

125) 방성원(2004)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한국어 사용 빈도 조사 결과들은 대체로 품사

및 기능 형태소별로 빈도를 제시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의적인 문법 형태의 경우에는

의미와 용법별로 빈도가 제시되어야 학습 문법의 선정과 배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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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내용 

1급
1. 한국어의 기본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정형화된 문장 표현들을 목록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2급

1. 빈도수가 높은 연결어미나 관형절이 포함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한국어의 시제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빈도수가 높은 보조용언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급

1. 비교적 복잡한 의미 기능을 가진 조사를 이해할 수 있다.

2. 피동법, 사동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인용절을 이해할 수 있다인용절을 이해할 수 있다..

4급

1. 문어와 구어를 구분하여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2. 인용절을 사용할 수 있다인용절을 사용할 수 있다..

3. 오류는 있으나 대부분의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5급
1. 정확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2. 대부분의 문법을 비교적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6급 1.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
7급 1. 거의 오류 없이 대부분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한 내용을 고려하면, 본고에서는 교재에서 등장하

는 '-다X'류 종결어미의 제시 순서와 의미 기능과 각 의미 기능의 문법

화 과정을 함께 고려하여 '-다X'류 종결어미의 의미 항목을 위계화하고

자 한다.

우선, '-다X'류 종결어미는 어떤 단계부터 학습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

제부터 살펴볼 것이다. 김중섭 외(2010)는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에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초급(1, 2), 중급(3, 4), 고급(5, 6),

최상급(7)으로 등급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표준 교육 과정의 등급 범

주를 주제 영역, 언어기술 영역, 언어지식 영역, 문화 영역 네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서 문법은 언어지식 영역에 속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문법에 대한 총괄 목표를 제시하였다.126)

<표Ⅳ-2> 등급별로 문법에 대한 총괄 목표(김중섭 외, 2010)

위의 <표Ⅳ-2>를 통해서 인용절의 학습 내용은 중급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문법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

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6) 주제 영역에는 화제와 과제를, 언어기술 영역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언

어지식 영역에는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를, 문화 영역에는 문화 지식, 문화 실

행, 문화 관점을 하위 요소로 설계하였다.(김중섭 외, 201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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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문법 항목 학습 내용 
초급 간접 인용(완형 보문) 간접인용의 기본적 용법

중급 
'-다X'류 종결어미의

형태·통사적 제약 및 
주된 의미 기능

빈도수가 가장 높아 활용도가 높은 기본 의미

기능

고급 
'-다X'류 종결어미의

부차적 의미 기능
①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의미 기능

② 서로 유사한 어미의 미묘한 차이에 대한 이

해와 사용

기존의 교재들을 살펴보면, '-다X'류 종결어미는 일반적으로 인용 구문

형식으로 나타난 간접 인용문을 학습한 다음 단계에서 학습하는 문법이

다.127) 그리고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항목 제시 양상을

보면, 한국 내 교재는 주로 2~4권에 수록되고, 중국에서 쓰이는 교재는 주

로 2~3권에 수록되고 있다. 즉, 초급 후반에서 중급 사이에 학습하는 문법

항목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X'류 종결어미의 항목 제

시는 중급 수준부터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앞서 교육 실태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교사의 개성에 따라 최대한 많

이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주장도 있으며, 학습자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일부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

다. 이렇듯 어떤 의미 기능을 우선순위로 가르쳐야 되는지, 필요성이 있

는지에 대한 통일성이 없으므로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사용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종결어미의 모든 기능을

다 가르치되 제시의 순서를 점차 확장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한다. 즉, 중급에서 네 가지 '-다X'류 종결어미의 형태·통사

적 제약과 주된 의미 기능을 먼저 가르치고, 고급 단계에서 '-다X'류 종

결어미의 다른 부차적 의미 기능을 지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상으로 논의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국

어 교육용 '-다X'류 종결어미를 학습 단계별로 위계화하였다.

<표Ⅳ-3> '-다X'류 종결어미를 학습 단계별로 위계화

127) <韩国语>1권 16과, 2권 1과와 <韩国语教程>1권 24, 26과에서 인용절(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문법 항목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인용구문 형식 '-다/냐/

라/자고 하-'을 초급에서 학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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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단원 제시 형태 의미 기능
标準韩国语 3권 제5과 얼마나...-다고요 <자랑/강조>

韩国语教程 1권 제30과 -다고요 <반문 확인>, <반복 강조>

韩国语  - -  -

교재명 단원 제시 형태 의미 기능

标準韩国语 3권 제9과
-ㄴ/-는다니요,-다니

요, -라니요
<반박(부정)>

韩国语教程
2권 제4과

-ㄴ/-는다니요

-다니요
<놀람, 믿기 어려움>

3권 제8과 -다니 <놀람 감탄>

韩国语 2권 제14과 -다니

<반박(부정)>,

<놀람, 믿기 어려움>,

<놀람 감탄>

교재명 단원 제시 형태 의미 기능
标凖韩国语 3권 제1과 -면서요? <소문 확인>

韩国语教程 2권 제12과
-다면서(요),-ㄴ/는다면

서(요)/-라면서(요)
<소문 확인>, <따짐 물음>

韩国语 2권 제15과
-다면서/-ㄴ다면서/-는

다면서/-라면서
<소문 확인>

또한, 강현화·이미혜(2011)는 단순히 형태별로 등급화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문법 요소들 간의 변별적 등급

화나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내는 문법 항목 그룹

간의 등급화도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다X'류 종

결어미는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만, 서로 의미 기능이 다른 것들을 학습

자의 수준에 맞게 등급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앞서 언급했듯이, 교재에서 제시한 순서와 어미의 문법화 과

정에 따른 복잡성을 바탕으로 '-다X'류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배열할

것이다. 중국 내 교재의 어미 제시 순서와 의미 기능은 아래와 같다.

<표Ⅳ-4> 한국어 교재의 '-다고' 제시 순서와 의미 기능

<표Ⅳ-5> 한국어 교재의 '-다니' 제시 순서와 의미 기능

<표Ⅳ-6> 한국어 교재의 '-다면서' 제시 순서와 의미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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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의 교재 분석에서 언급했듯이, '-다니까'를 종결어미로 쓰는 문법

항목은 세 가지 교재에서 모두 다루지 않았고, 오로지 <원인/근거>로

쓰이는 연결어미와 '-다고 하니까'의 축약형으로 문장의 끝에 나오는 용

법만 소개하고 있다. <标準韩国语> 3권 16과에서 <원인, 근거>의 '-다

고 하니까'의 줄어든 말인 '-다니까'를 종결형으로 제시하였다. <韩国

语> 3권 2과에서는 연결어미로 다루고 있고, <韩国语教程> 4권 16과에

서 연결어미로 쓰이는 '-자니(-자니까')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니

까'는 주로 '원인, 근거'를 나타낸 연결어미로써 중급 단계에서 학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중급에서 먼저 연결어미로 쓰

이는 '-다니까'를 학습한 뒤, 중급 후반이나 고급 단계에 들어가서 종결

어미로 쓰이는'-다니까'를 학습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문법화 과정의 원리에 따라 '-다X'류 종결어미는 먼저 연

결어미로 쓰이다가 후행절이 생략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하나의

융합어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종결어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지, 서

로 어떻게 연관을 지어 가르칠지에 대한 문제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구본관(2012)에서 기본 의미를 정해서 의미가 확장하는 양상을 인지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 내면화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방성원(2003)에서 기본 형태 또는 원형적

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복합형태나 문형, 인접 의미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앞서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고'는

8개, '-다니'는 5개, '-다니까'는 1개, '-다면서'는 2개의 의미 기능을 가

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의미 기능을 학습자에게 한꺼번에 가르치

는 것이 아니라 원형적인 의미에서 인접 의미로 확대하는 식으로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의 교재에서 제시한 순서와 의미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다

고'의 <반문 확인>, <반복 강조>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 기능이기 때문

에 이들을 주된 의미 기능으로 설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나머지

의 <놀람, 믿기 어려움>, <소문 확인>, <추측 확인>, <자랑/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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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정거림, 부정>, <의문/걱정 해소>를 '인용'과 '강조'라는 원형적 의

미에서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의미가 변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이 중에서 <놀람, 믿기 어려움>, <소문 확인>, <추측 확인>은 모두

'인용(확인)'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또한, <자랑/강조>, <빈정거림, 부

정>, <의문/걱정 해소>는 '인용'보다 '강조'의 의미에 더욱 가까우니 문

법화 과정을 한층 더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다수 교재에서 '-다니'에 대한 처리는 대체로 '놀람'과 '부정'

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놀람 감탄>, <반박(부정)>, <놀람, 믿기 어려

움>을 주된 의미 기능으로 설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나머지 <겸손(부

정)>, <못마땅함>은 부차적 의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

하는 장점은 전 단계에서 학습한 '부정'에 대한 특수 용법인 '겸손하기'

의 화용적 기능을 학습함으로써 '-다니'의 [+부정성]의 사용만 가능하다

는 잘못된 인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다니 2'에 해당하는 <못마땅

함>은 주로 혼잣말로 쓰이고, 실제 발화 속의 사용빈도수도 낮으므로,

청·화자 간의 '대화 중심'으로 쓰이는 주된 의미를 학습한 뒤, 이를 확장

적 의미 기능으로 학습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니까'의 경우는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 내 교재에서 '-다니

까'를 주로 중급에서 연결어미로만 다루고 있고, 종결어미로는 다루지

않았다. '-다니까'의 의미 기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급 단계에서는 선

수 학습한 <이유/원인>과 구분하여, 종결어미로써 <반복 강조>의 의미

기능을 가진 '-다니까'를 학습하면, 학습자의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면서'는 모든 교재에서 <소문 확인>의 기본적 사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된 의미 기능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따짐 물음>은 원래 '-다고 하면서'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연

결어미 '-다면서'로 쓰이다가 뒤의 '왜......?'와 같은 따짐의 의미가 담긴

후행절이 생략되기 때문에 문법화 과정이 한층 진행되어, 의미의 변이

정도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문법화 과정이 더하는 경

우에 난이도가 높아져서 고급 단계에서 확장적 의미 기능으로 학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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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어미
중급 고급 

주된 의미 기능 부차적 의미 기능

'-다고'

<반문 확인>

<반복 강조>

<놀람, 믿기 어려움>

<소문 확인>

<추측 확인>

<자랑/강조>

<빈정거림, 부정>

<의문/걱정 해소>

'-다니'
<반박(부정)>

<놀람 감탄>

<놀람, 믿기 어려움>

<겸손(부정)>

<못마땅함>

'-다니까' - <반복 강조>

'-다면서' <소문 확인> <따짐 물음>

지금까지 논의한 네 가지 어미의 교재에서 제시한 순서와 문법화 과정

에 따른 난이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교육용 의미 기능 선정 및 배열을 다음 <표Ⅳ-7>과 같이

제시한다.

<표Ⅳ-7> 교육용 의미 기능 선정 및 배열

위와 같이 중급에서 '-다X' 종결어미의 주된 의미 기능을 먼저 학습

한 뒤, 고급 단계에 들어가서 다른 다양한 확장적 의미 기능을 학습함으

로써 고급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와 가까운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2.2. 교육 내용의 설정  

전술했듯이,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범한 오류는 목표어의 복잡성

에 의한 오류였다. 이는 한국어 종결어미 자체의 다양한 형태·통사적 제

약과 복잡한 담화·화용적 특성과 관계가 있다. 또한, 의미 기능이 유사한

두 어미의 구분에 대하여 교사나 교재의 설명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습자의 변별력이 낮다는 사실을 교재분석과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형태·통사적 교육

내용과 의미 기능이 유사한 어미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포함한 담화·화



- 166 -

용적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2.2.1. 형태·통사적 차원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네 가지 어미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통해 높임

보 조사'요', 선어말어미, 주어 인칭, 서법과 통합할 때 '-다고'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며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니 1'은 선

어말어미와 결합할 때 제약을 수의적으로 받는다. 또한 '-다니 2', '-다

니까'와 '-다면서'는 서법에 대한 제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

부분의 교재에서 형태·통사적 제약을 설명할 때 서법과 억양에 대하여

많이 소홀히 다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서법이어

도 수행하는 억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수업에서 억양

이 어미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준다면, 학습자의 구어 사용에

서 더욱 자연스러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Ⅲ장에서 분석한 네 가지 어미의 사용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태·통사적 제약을 잘 인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공기관계에 관한 오류와 선어말어미

와 결합할 때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에게 있어서 언어

사용의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매우 중요하다. '-다X' 종결어미는

다른 종결어미에 비해 복잡하고 형태·통사적 특성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

기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가 형태 및 통사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가르

쳐야 한다.

원칙상 형태·통사적 특징은 중급 단계에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익히

고, 고급 단계에 들어가면 담화·화용적 지식을 중심으로 학습해야 하지

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은 교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흡

한 점과 학습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형

태·통사적 교육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급 학습자를 위한 '-다고', '-다니', '-

다니까'와 '-다면서'의 형태·통사적 제약에 따른 교육 내용을 다음 <표

Ⅳ-8>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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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제약 교육 내용

높임

보조사

'요'

① '-다고', '-다니 1', '-다니까', '-다면서'는 '요'를 취할 수 있다.

② '-다니 2'는 '요'를 취할 수 없다.

선어말

어미와

용언

어간

구분 특징 예시

'-다니 1(a)'

동사 어간과 선어말어미를 결합할 수

있다. 시상을 문제시하여, '-ㄴ다니',

'-었다니', '-겠다니'처럼 쓰인다.

먹는다니.죽었다

니? 떠나겠다니?

'-다니 1(b)'

동사 어간과 선어말어미를 결합할 수

없고, 항상 '-다니'로만 나타난다. 시

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태나 동작

자체에만 초점을 둔다.

먹다니 .죽다니 ?

떠나다니?

① '-다니'는 '-다니 1'과 '-다니 2'로 나눌 수 있는데, 동사 어간과 결

합할 때 '-다니 2'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니 1'에는 {-ㄴ/-는다니,

-느냐니, -자니, -라니}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다니}로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전자는 제약을 받지 않고, 후자는 제약을 받는다.

편의상, 전자는 '-다니 1(a)'와 '-다니 1(b)'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서법과

억양

① '-다고'는 의문문, 평서문에서 모두 허용된다. '↗, ↑, ↘, ↝'와 같

은 다양한 억양을 취할 수 있다.

② '-다니 1'은 의문문, 평서문에서 모두 허용된다. '↗,↑,↘'의 억양을
취할 수 있다.

③ '-다니 2'는 의문문에서만 허용된다. '↗'의 억양만 취할 수 있다.

④ '-다니까'는 의문문에서만 허용된다. '↑, ↗, ↝'의 억양을 취할 수
있다.

⑤ '-다면서'는 평서문에서만 허용된다. '↗, ↝'의 억양을 취할 수 있
다.

주어

인칭

① 네 가지 종결어미와 결합한 선행절의 주어는 1, 2, 3인칭을 모두 취

한다.

② '-다니까'를 사용할 때, 원발화자의 주어는 1인칭으로만 한정한다.

③ '-다면서'를 사용할 때, 원발화자의 주어는 2인칭이나 3인칭으로만

한정한다.

공기

관계

① '-다고'만 '난 또.......', '얼마나......'와 공기관계를 이룰 수 있다.

② '-다니2'는 '왜', '어떻게', '어찌' 등 의문사와 '이렇게/저렇게/그렇

게/이리/저리/그리 등 직시소와 공기관계를 이룰 수 있다.

<표Ⅳ-8> 형태·통사적 제약에 따른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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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기능

예문 억양 발화의 
출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
(부정성)

발화 
유도  

가능성

- 다  
 고

1 반문 확인

아들: 엄마, 나 이따가

나가야겠다.

엄마: 나간다고?

↗ 청자 + - +

2

놀람, 믿기

어려움

ㄱ:영호 결혼했어.

ㄴ:영호도 결혼했다고?
↑

청자 /

제3자
+/- +/- +/-

3 소문 확인

ㄱ: 너 지난주에 결혼했

다고?

ㄴ: 누구한테 들었어?

↗
제3자 /

Ø
+ - +

4 추측 확인
아직도 프렌즈팝을 모른

다고?
↗ Ø + - +

5 반복 강조
아니, 내 말은 이 영화가

더 재미있겠다고.
↘,↝ 화자 + +/- -

6 자랑/강조

우리 동생이 얼마나 예

쁘다고. (자랑)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

렸다고. (강조)

↝ Ø + +/- -

7
빈정거림 ,

부정

그 그림이 뭐가 좋다고.
↘ 

청자 /

Ø
+ + -

8
의문/걱정

해소

난 또 누가 아프다고.
↘ Ø + - -

2.2.2. 담화·화용적 차원

2.2.2.1. 고유 의미 기능

교재 분석과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담화 맥락에

따른 다양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교

재에서 화용적 정보(제약)가 결여된 것과 관계있다. 같은 형태로 나타나

는 종결어미는 화용적 제약에 따라 의미 기능이 달라진다. 따라서 억양,

발화의 출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 발화 유도 가능성 등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면 어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은 표면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의 <Ⅳ-9>와 같이 앞서 논의한 담화·화용적 의

미 및 화용적 제약에 따른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다.

<Ⅳ-9> 담화·화용적 의미 및 화용적 제약에 따른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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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니  
 

1
놀람, 믿기

어려움

병원에 안 가도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

청자 /

Ø
+ - +/-

2 놀람 감탄
서울이 이렇게 번화하다
니. (참 대단하구나.)

↘
청자 /

Ø
+/- +/- -

3 못마땅함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

렇게 춥다니? ↗
청자 /

제3자 /

Ø

+/- + +/-

4 반박

ㄱ: 여기서 담배를 피우

면 안 돼.

ㄴ: 담배를 피우다니?

나 담배를 끊은 지 오래

됐어.

↗ 청자 + + -

5
겸손

ㄱ: 한국말을 잘하시는

군요.

ㄴ: 잘하다니요.
↘

청자 + - -

- 다  
 니  
 까

1 반복 강조

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ㄱ: 진짜 없다니까!

↑,
↗,
↝

화자 + +/- -

- 다  
 면  
 서

1 소문 확인
자네는 면사무소에 근무

한 적도 있다면서?
↗

제3자 /

Ø
+ - +

2 따짐 물음
언제는 엄마가 제일 예

쁘다면서?
↝ 청자 + + -

2.2.2.2. 유사 의미 기능

앞서 Ⅱ장에서 '-다고'가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다X'류 종결어미와

교체할 수 있는 원인은 '-다고'의 다의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놀람,

믿기 어려움>으로 쓰일 때 '-다니'로 교체할 수 있고, <반복 강조>로

쓰일 때 '-다고'와 교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문 확인>으로 쓰일 때

'-다면서'와 교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아쉽게도 실제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 경우 네 가지 어미를 독

립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유사한 의미 기능에 대한 변별을 교사가 소홀

히 여겨 왔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급 학습자에게는 문법의 미

묘한 의미 차이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급 단계에서 '-다고'의 부차적 의미 기능을 소개할 때

다른 세 가지 어미와 연관을 시킴으로써 학습자가 어미 간의 미묘한 차

이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음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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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 -다니까 -다면서

-다고 

유
사
점

상대방의 말을 듣

고 이에 놀라면서

즉각적으로 되물

음.

화자 자신의 선행 발화를

청자에게 다시 강조하면서

재확인함.

제3자에게 들은 소

식을 청자에게 확

인하면서 물음.

차
이
점 

①'-다니'의 의구

심 정도가 '-다고'

보다 강하다.

②'-다고'가 확인

질문에 많이 사용

되는 것으로 기술

되는 반면에 '-다

니'가 즉각적인 화

자의 반문으로 기

술된다.

③'-다니'의 말투

는 '-다고'보다 여

성스러운 느낌이

더욱 강하다.

④개별 지역에서

사투리 사용자들은

'-다니'를 잘 사용

하지 않는다.

①'-다고'는 단순히 자신

의 발화를 반복하는 뜻을

가지지만, '-다니까'는 청

자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

이지 못하는 데에 대한 원

망이 담길 수 있다.

②'-다니까'는 청자의 반

복 요청이 없이 화자 스스

로 반복해서 쓸 수도 있다

는 점에서 '-다고'와 구별

된다.

③재차 강조할 때 '-다니

까'는 '-다고'보다 강조의

느낌이 더 강하다.

④'-다니까'는 '-다고'보

다 짜증의 정도가 심하고

톤이 더 높다.

⑤강조할 때 '얼마나'는

'-다니까'와 함께 쓰이지

않지만, '-다고'와 함께 쓰

일 수 있다.

①'-다고'는 확인의

대상이 원발화 자

체인 반면에 '-다

면서'는 원발화의

내용(정보)이다.

②'-다면서'는 발화

시점과 확인 시점

이 반드시 시간 간

격을 두어야 하지

만, '-다고'는 이러

한 제약을 받지 않

는다.

③'-다면서?'는 청

자에게 예전에 들

은 말을 재확인할

때 '-따짐'의 의미

를 나 타 내 지 만 ,

'-다고'는 이러한

의미 기능이 없다.

   분포 
   결과

<놀람, 믿기 어려

움>으로 쓰일 때

' -다고 ? ' ( ↑ )가

'-다니?'(↑)보다

널리 사용된다.

<반복 강조>으로 쓰일 때

'-다니까(↝)'가 '-다고

(↝)'보다 널리 사용된다.

<소문 확인>으로

쓰일 때 '-다면서

(↗)'가 '-다고?

(↗)'보다 널리 사

용된다.

Ⅱ장에서 논의한 이론과 Ⅲ장에서 분석한 모어 화자가 실제 사용할 때

'-다고'와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교육

내용을 결합하여 재정리하였다.

<표Ⅳ-10> 유사 어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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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같은 상황에서 '-다고'가 후행절의 생략에 따라 다른 세

가지 어미와 유사하게 쓰일 수 있지만, 실제는 동의어처럼 개인마다 뉘

앙스와 습관의 차이로 인해 공통적 의미 기능으로 쓰이는 두 어미 중에

서 어느 하나를 더 빈번히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rt 2의 문제를 활용해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

습자의 유사 의미에 대한 실제적 사용 양상을 비교한 결과를 통해 두 어

미가 모두 100% '아주 자연스럽다'가 아닌 어느 하나를 더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초래하는 원인은

개인의 상황 및 습관과 관계가 있다. 즉, 성별, 지역, 발화자가 강조하려

는 점, 억양, 구어 생활의 출현 빈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유사한 어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에서 같은 상황에 두 어미가 모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서 모어 화자가 어느 하나를 더 많이

사용한다거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시

하면,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실제 대화할 때 모어 화자가 쓴 어미의 의

미 기능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유사한 어미들 중에 어느 하

나를 선택할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방법

이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다X'류 종결어미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교육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장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네 가지 '-다X' 종결어미를 사용할 때 형

태·통사적 오류가 여전히 빈번히 나타났다. 한편 네 가지 어미 각각의

담화·화용적 의미와 유사 의미 기능을 사용할 때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X' 종결어미를 가르칠 때

어미의 형태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의미 기능의 이해와 사용을 함께 교

육하는 교수법을 마련해야 한다.



- 172 -

문법의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에도 관심을 두는 형태 초점 교수법이 최

근 문법 교육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롱(Long, 1991)은 형태 중심의 교

수(Form-focused instruction)를 형태 초점 교수법(Focus on Form)과

형태 중심 교수법(Focus on Forms)을 구별하였다. 형태 초점 교수법은

필요에 따라 유의미한 맥락에서 학습자가 형태에 집중하게 만드는 기법

이라고 하였다.(Wynee Wong, 2015, 서종학 외 역, 2011) 의미와 유리되

어 있거나 의미와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고립된 언어 형태에 학습자를

집중하게 만드는 형태 중심 교수법과 달리, 형태 초점 접근법은 의사소

통을 중심으로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까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정윤정·이미혜(2014)에서는 실제의 실험을 통해 '형태 초점 의

사소통 교수 기법은 숙달도 상위 집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

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즉, 형태 초점 교수법은 고급 학습자에게 효과적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Ⅲ장의 오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다X'류

종결어미를 사용함에 있어서 통사적 오류보다 담화·화용적 오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미 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학습

자가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 '-다X' 종결어미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학습자들이 유사 의미에 대한 변별 인식

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교체할 수 있는 두 어미에 대하여 한

어미만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또한 두 어미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고 알더라도 정확하게 그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밝

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위와 같은 두 가지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형태 초점 교수법을 바탕으

로 학습자에게 효과적이고 연계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구체

적으로는 입력 강화128)의 원리에 따른 영상 매체를 활용한 고유 의미 기

128) 도티와 윌리엄스(Doughty & William, 1998: 258-259)에서 형태 초점의 기법을 ①

입력 홍수(Input flood), ②필수 언어 사용 과제(Task-essential language), ③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④의미 협상(Negotiation), ⑤고쳐 말하기(Recast), ⑥출

력 강화(Output enhancement, ⑦상호 작용(Interaction enhancement), ⑧문법 받

아쓰기(Dictogloss), ⑨의식 고양 과제(Consciousness-raising tasks), ⑩입력 처리

(Input processing), ⑪고의적 오류 유도(Garden path) 총 11가지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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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추론 교육과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한 유사 의미 기능의 변별 교육

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3.1. 영상 매체를 활용한 고유 의미 기능 교육 

최근에 제2언어의 교육에서 충분한 입력이 언어의 습득에 효과적이라

는 주장이 많이 거론되어 왔다. 크라센(Krashen, 1983)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입력 강화는 세상에 대한 지식, 이미 습득한 언어적 지식, 언어

외적 맥락 등을 통해 이미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며, 좁은 의미의 입

력 강화는 입력 자료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학습자

들을 특정 항목에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그 항목에 대한 습득을 유도하

는 것이다.(서종학 외 역, 2011 참조)129) 이는 학습자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문법 항목이 가지는 의미 기능 습득과 내재화에 더 효과적인 방법

이기 때문이다.

셔우드 스미스(Sharwood Smith, 1981, 1991)의 정의에 따르면, 입력

강화란 제2언어 입력에서 학습자들이 특정한 자질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자질들을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적인 시도를 의미

한다.(서종학 외 역, 2011 재인용)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언어의 형태적

(번역 용어는 김영주(2009), 정윤정·이미혜(2014) 등을 참고하고 일부 수정하여 사

용하였음.)그러나 서종학 외 역(2011)에서 다룬 '입력 강화'는 위의 '입력 강화'보

다 좀 더 큰 범주로 다루었다. 즉, 입력 홍수, 텍스트 강화, 구조화된 입력 활동,

문법 의식 고양 과제 등을 모두 입력 강화의 하위 분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입력이 모든 교수 기법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형태 초점 대신 입력 강화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Doughty &

William(1998)에서는 제시한 '입력 강화', 즉, 좁은 의미로의 '입력 강화'라는 개

념을 받아들여, 의식 고양 과제와 함께 형태 초점의 기법의 하위 분야로 다루기

로 한다.

129)서종학 외 역(2011)에서 '텍스트 강화'라는 개념은 Doughty & William(1998)에서

말하는 '입력 강화'의 개념과 유사하다. 즉, 모두 텍스트에 있는 특정한 정보에

독자의 주의를 끌어들이기 위해 볼드체나 이탤릭체와 같은 활자상의 차이를 사용

하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강화된 형태들을 알아차리고 형태-의미 연결

을 이루어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입력 강화'는 '텍스트 강화'에 비해, 서

면 입력(written input)이란 시각적 집중하기뿐만 아니라 청각 집중하기 등도 포

함된 보다 넓은 범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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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 주목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중에서 목표 문법 항목을 주목하도

록 시각적으로는 글자의 색깔 크기, 모양 등을 달리하거나 청각적으로는

억양, 강세 등을 달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교사

가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청각적인 입력하기에 대하여, 맥나이트(Mcknight, 1983)는 시청각 매

체 중에서도 TV 영상매체는 실생활의 모습을 교실에 옮겨 놓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언어활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학습자들에게 제

공함으로써 통제된 환경에서도 학습자가 살아 있는 언어를 경험할 기회

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김경희, 2007: 25 재인용) 특히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실에서 모국어와 같은 언어적 환경이 결여되기 때문에 드라마

나 영화 같은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쉽게 진실성이 높

은 언어 사용 장면을 접촉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매체를 시청할

때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부분도 함께 관찰할 수 있어서 발화자의 진정한 발화 목적과 태도를 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희경(2007)에서 TV 드라마에는 다양한 상황

속의 언어 형식뿐만 아니라 발음, 억양, 어휘의 모습 및 비언어적 표현

방식의 양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TV 드라마는 실제적 교육

자료로서의 효용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드라마에서의 대화 내용은 응집성이 높은 담화 맥락 속에서 실

현되기 때문에 교사가 조작한 단순한 단문이나 제한적인 대화로 구성된

예문 제시보다 학습자가 드라마 속에서의 맥락 상황을 통하여 '-다X'류

종결어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스스로 유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이다.

위의 이론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준구어 말뭉치인 한국 드라마를 학

습 자료로 삼아, 시각적 집중하기(typographical enhancement)와 청각적

집중하기(auditory enhancement)130)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학

130) 시각적 집중하기는 목표 문법 항목을 글자 크기, 색깔, 모양 등으로 표시하여 학

습자의 시선을 쉽게 끄는 방법을 말하고, 청각적 집중하기는 소리 크기, 억양이나

강세 등을 통해, 목표 언어와 특정 문법 형태에 주목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

다.(Smith, 1994, Doughty & Willia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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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이해 능력과 추론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드라마의 대본에서 문법 형태가 담긴 대화문 부분을 추출하여 어미의

아래에 밑줄을 치고 볼드체로 표시한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드라마를 보

여 주기 전에 먼저 유인물을 나누어 준다. 그 다음으로 학습자가 밑줄

친 부분을 집중(시각적 집중하기)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할 때 화자의 발

화 억양(청각적 집중하기)과 태도 등을 유의하도록 하여 문법 규칙을 발

견하도록 유도한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충분한 입력을 제공해 주면서 학습자들이 문법 형

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교사는 더 이상 수업 주도자의 역할이 아니

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게 유도하는 역할이 된다.

3.2.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한 유사 의미 기능 교육 

포토스와 앨리스(Fotos & Ellis, 1991)는 과제의 사용은 의사소통 중심

인 수업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반드

시 서로 상호작용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법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중

심의 의사소통에서 문법적 구조를 조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새로

운 과제 유형으로 문법 의식 고양 과제(Grammar Consciousness

Raising Task)를 제시하였다. 의식 고양 과제 활동은 형태 초점 접근 방

법 중의 한 기법으로서, 학습자들이 제2언어 자료를 제공받는 교육적인

활동 중에 제2언어 자료의 조작이 요구되는데, 목표어의 언어적 특성들

을 명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활동의 목적이다.(Ellis, 2001, 정윤정·

이미혜, 2014 재인용)

조영희(2015: 15)에서는 의식 고양 과제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첫째, 문법 교수가 귀납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입력 자

료를 토대로 문법의 형태, 통사, 의미적 규칙을 스스로 발견한다. 둘째, 학

습자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자 상호 간의 협력 학습이며, 문법 규

칙을 도출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학습자는 교사나 다른 학습자와의 토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견 불일치나 이해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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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셋째, 문법에 대한 교사의 명시적 설명이 주어진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세운 가설을 재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다. 문법 의식 고양

과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학습자가 학습 자료에 주목하고 스스로 인지

적인 노력을 하여 문법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윤정·이

미혜, 2014)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포토스(Fotos, 1994: 326)에 따르면, 의식 고양

과제(GCR)의 목표는 목표 구조를 바로 사용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

닌 학습자가 문법 자질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시도이다. 이를 통해서 문

법 자질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의사소통적 입력에서 그 자

질을 쉽게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서종학 외 역, 2011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를 간추려보면,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통한 명시

적 교육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법

형태와 규칙들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 형태에 집

중하게 유도하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하여, 특정 언어 형태의

사용을 지배하는 규칙들을 귀납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기억 장치에 내재

화하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다X' 종결어미 중에서 서로 유사하게 쓰이는

두 어미의 변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통해 학습자가 상호작용, 의미 형상의 과정, 문법 형태의

입력에서 문법의 규칙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여 이 자질을 습득하

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장 완성하기'와 '틀린 문장 고치기'를 병행

하여, 학습자가 혼자서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한국어의 사용을 많이 유발하고, 의미 협상의 과정에서 문법 지식을 재구

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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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방안   

4.1. 교수･학습 모형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다X'류 종결어미의 담화·화

용적 오류는 형태·통사적 오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에 대해 본 절에서는 '-다X'류에 대한 형태·통사적 교육은 중급까지 체계

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항목으로 간주하고, 고급 학습 단계에서 어미의 담

화·화용적 의미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131) 한편 고급 학습자

의 문법 형태에 대한 분석 능력과 의미 추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앞의 3

절에서 소개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모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법 교육의 모형에 관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형은 손베리

(Thornbury, 1999)에서 제시한 제시 훈련(PPP: Presentation-Pratice-

Production)모형과 과제 훈련(TTT: Task 1-Teach-Task 2)모형을 들 수

있다. 이외에 학습자의 탐구 학습 능력을 중요시하는 모형으로서 루이스

(Lewis, 1996)가 제시한 관찰-발견, 가설-탐구, 지도(OHE: Observation-

Hypothesis-Experiment)모형과 리차드(Richard, 2002)가 제시한 주목하

기-규칙 발견하기-조정과 재구성-실험(NDAE: Noticing-Discovering-

Rules-Accommodation and Restructuring-Experimentation) 모형을 들

수 있다.(민현식, 2006 참조)

민현식(2006: 309-310)에서 O-H-E 모형은 문법 항목의 위계화 없이도

어휘적 접근법으로 교수·학습하는 것이라고 보고, N-D-A-E 모형은 문

법 현상에 주목하고, 문법 인식을 고양하여 탐구 학습의 방법을 복학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상술한 모형들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학습

131) '-다X'류 종결어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본 절에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을 제시할 때 모든 형태·통사적 지식까지 자세

히 다루기 어려우니, 여기서 담화·화용적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형태·통사적 제약은 중급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고급 과정에서는 쉽게 범하

는 형태·통사적 오류만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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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방법 특징 
도입 동기 유발 단계

발견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도록 유도함.

제시 핵심 문법 정보를 간략하게 명시적으로 제시함.

연습 담화 단위의 연습을 통해 연습함.

사용 과제를 통해 문법을 사용하게 함.

자의 수준과 실제 수업의 필요에 따라 교사가 이러한 모형을 직접 적용

할 수도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변형시켜 적용하기도 한다.

또한 방성원(2003: 152)에서는 고급 단계의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은 개별 문법 형태에 대한 단순한 제시와 연습보다는 한국어에 대해 분

석적·논리적으로 탐구하여 문법 지식에 접근하고 관련된 담화 기능 표현

을 의사소통 전략으로서 사용하게 만드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요구된다

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서, 고급 학습자에 적용한 문법 학습 방식은

초·중급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중심의 교사 학습 방식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탐구 학습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로 하여금 '-다X' 종결어미의 담화·화용

적의 의미가 담화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실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

서 전통적인 교수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규칙을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던

지는 P-P-P 모형은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 결여

되어 본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학습자 스스로 문법 범주의 의미를 파악하여 문법 형태들 사이의 차이

또는 관계를 탐구하는 발견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연구

로는 방성원(2003)이 있다. 방성원(2003)에서는 고급 학습자를 위한 문법

범주에 기반을 둔 '도입-발견-제시-연습-사용'의 순서로 이루어진 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강혜옥(2006)은 방성원(2003)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

로 맥락 속에서 문법을 살펴보는 발견 단계를 문법 교수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문법 의식 상승 과제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방성원(2003)에서 제시한 모형을 다음 <표Ⅳ-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표Ⅳ-11> '도입-발견-제시-연습-사용'의 방법론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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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Warm up) 문법 항목에 대해 사고하도록 학습자의 동기 유발

    예시
  (Illustration)

목표 문법 형태에 대해 인지하고 집중하도록 유도

발견
   (Discovery)

학습자가 '탐구-발견-가설 설립'의 과정

제시 
  (Presentation)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과 제시

연습 
   (Practice)

연습을 통한 학습자의 이해 증진

사용
      (use) 

역할극을 통한 과제 수행

마무리
   (Follow-up) 

오류 수정 및 피드백 제공

목표 문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

위와 같은 모형으로 구성하는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 문법이 상

황 맥락에서 실현되는 의미 기능을 추론하는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본다. 이는 시작부터 교사가 제시하여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닌, 다양한 과제와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법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탐구 과정을 마친 뒤 교사가 명시적으로 복잡한 문법적 지식을

정리해 주고 고급 학습자에게 잘못 추론했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단순한 O-H-E나 N-D-A-E 모형보다 시간의 효율성

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형태 초점 교수법을 기반으로 위의

방성원(2003)에 제시한 모형과 결합하여, '-다X' 종결어미의 교수·학습 모

형으로 다음 [그림Ⅳ-1]과 같이 변형하고자 한다.

⇩

⇩

⇩       

⇩

⇩

⇩ 

[그림Ⅳ-1] '-다X'류 종결어미의 교수·학습 모형

132) 방성원(2003)에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특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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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실제

4.2.1. 고유 의미 기능 교육을 위한 수업 구성 

이 절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다고'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향후 '-다니'와 '-다니까', '-다면서'의 교육에도 적용

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고'는 일상생활에서 사

용 빈도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의 의존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

자가 '-다고'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가장 많은 오

류를 범했다. 따라서 네 가지 어미 중에 다의성의 특징이 가장 뚜렷한

'-다고'를 사용하여 맥락 속에서 추론하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식은 다른

'-다X' 종결어미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구본관(2012: 301)에서 고급 단계에서는 하나의 조사가 다양한 용법을

인지적인 관점에서의 확장으로 설명하면서 종합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

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어미의 다양한 용법을 확

장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본 연

구에서는 중급 단계에서 이미 학습한 '-다X' 종결어미의 기본 의미 기

능을 고급 단계에 도입하면서 점차 확장적 의미 기능으로 수업을 구성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X' 종결어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고급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가까운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한

다.

전술했듯이, '-다고'는 총 8개의 의미 기능이 있고, 그중에 <반문 확

인>, <반복 강조>를 기본 기능으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6개의 의미 기

능은 이 두 의미 기능에서 점차 확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고'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르칠 때 학습

자는 기존의 학습 지식을 회상하면서, 새로운 의미 기능을 상황 맥락에

따라 스스로 분석하면서 유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의 수업을 설계할 때 한 시간의 수업에 한꺼번에 여섯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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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유 의미 기능의 교수·학습 수업지도안 
학습 대상 중국인 고급 학습자

학습 내용
종결어미 '-다고'의 고유 의미 기능: ① <놀람, 믿기 어려

움>, ② <소문 확인>, ③ <추측 확인>

학습 목표 

1) 종결어미 '-다고'의 다양한 담화적 의미 기능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학습자가 스스로 의미 기능을 상황 맥락에 따라 추론

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학습 자료 
유인물 자료, 드라마 영상 자료, 학습 활동지, 그림,

Powerpoint.

지의 확장된 의미 기능을 모두 가르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

니라, 학습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차시 수업으로서 '확

인 물음'의 원형적인 의미에서 파생된 <놀람, 믿기 어려움>, <소문 확

인>, <추측 확인> 세 가지 확장 의미 기능을 학습하는 수업을 고안하고

자 한다.133)

(1) 수업 구성

(2) 수업 절차 

① 도입 단계

도입 단계는 새로 학습하는 문법을 도입하기 위해, 교사가 학습자로 하

여금 예전에 학습한 관련 문법의 사용을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목

표를 이끌어 내는 단계이다. 방성원 외(2005)에 따르면, 도입 단계는 동기

유발이 목적이므로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쉽

게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문법 형식

이나 규칙을 부각하기보다는 학습자가 해당 문법 항목의 의미나 기능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때 그림이나 사

진을 제시하거나 간단한 대화로 도입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33) 나머지 세 가지 의미 기능은 교사가 '강조'의 원형적인 의미에서 점차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 182 -

'-다고'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가르칠 때, 교사가 학습자에게 지난 주말

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 교사

는 학습자들이 중급에서 배운 <반문 확인>의 '-다고'를 대화에서 사용한

다. 이처럼 학습자를 새로 학습할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목소리

를 조금 크게 해서 '-다고'의 주의를 끈다.

▶ 대화식 도입(예시)

   교사: 민수 씨, 지난 주말에 어떻게 보냈어요?

  학습자: 지난 주말에 친구를 만나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교사: 아르바이트를 했다고요?

  학습자: 네, 치킨집에서 일했어요.

    교사: 집은 치킨집에서 멀어요?

  학습자: 네, 아주 멀어요.

    교사: 아주 멀다고요?

  학습자: 네. 

② 예시 단계

예시 단계는 교사가 실제 언어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를 문법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스스로 문법의 형태, 통사, 의미 등의 규칙을 탐구

하면서 추론하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드라마 대본과 동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시각적으로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청각

적으로도 집중하게 하여 문법의 의미에 주의를 이끌어서 학습자의 추론

과정에 도움이 된다.

먼저,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화의 내용을 출력하여 학습에게 나누어 준

다. 각 대화에서 나타나는 '-다고'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굵은체로 표

시되어 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드라마의 내용을 보여 주기 전에 '-다고'

부분에서 등장인물의 발화 태도, 표정, 억양 등을 유심히 보도록 미리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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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스크립트(예시)

【상황1】
# 할아버지의 집

대웅의 여자 친구가 인사 없이 떠난 상황.

할아버지: 뭐? 그 아이가 떠났다고? (↑)

대웅: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도 없이 사라졌더라고.

<내 여자 친구는 구미호 5회>

-------------------------------------------------------------

【상황2】
# 아르바이트 중인 잔디와 가을

가을이 먼저 화제를 도입한 상황.

가을: 독일에서 왔다고? (↗)

잔디: 응. 생긴 건 또 얼마나 이쁜데, 난 무슨 인형인 줄 알았다니까.

가을: 어쨌든 다행이다. 빨리 친구가 생겨서. 난 또 니가 왕따 당하면

어쩌나 걱정했잖아......

<꽃보다 남자 3회>

-------------------------------------------------------------

【상황3】
# 은별의 집 앞. 밤

은비와 태광 나란히 걸어온다. 은비, 문 앞에 서서 태광을 보며, 뭐라 말

하려고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한 상황.

태광: 뭐? 고맙다고? (↗) 알았으니까 들어가.

은비: (피식 웃고) 학교에서 보자.

태광: (끄덕인다)

<후아유 9회>

주의할 점은 드라마를 보여줄 때 한꺼번에 3개의 장면을 다 보여 주지

않는 것이다. 교사는 다음 장면이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등장인물 간

의 관계, 발화 상황의 전제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 이는 학습자에게

미리 생각할 시간을 제공하여 각 대화가 발생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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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제 풀기(예시)

방금 봤던 각 대화에서 나타난 '-다고'의 의미 기능을 생각하고, 다음의

1-3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그 아이가 떠났다고? (↑) a. 남에게 들은 소식을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있다.

2. 독일에서 왔다고? (↗) b. 화자가 지금 매우 놀라운 심정이다.

3. 뭐? 고맙다고? (↗) 알았으니까 들어가. c. 상대방의 생각을 헤아리면서 확인한다.

1. _____ 2. _____ 3. _____

▶ 도식화(예시) 추측 확인

⇗  
확인 ⇒    반문 확인 ⇒ 놀람, 믿기 어려움

⇘ 
소문 확인

③ 발견 단계

발견 단계는 학습자가 스스로 문법의 규칙을 발견하고 다른 학습자와

토론하고 가설을 세우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추론을 유도하

는 문제 풀기의 과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가 앞서 주목

한 문법 항목의 의미와 문법적 규칙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면서 스스로 유

추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의 유추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 다른 학습자와 같이 각자의 생각을 토론

하도록 한다. 교사는 토론 시간이 끝나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발견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④ 제시 단계 

제시 단계는 학습자가 스스로 세운 가설을 발표한 후에 교사가 피드백

을 제공해 주고, 문법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전 단계

에서 학습자가 잘못 추론했거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교사가 수정해 주

거나 피드백을 제공하며 명시적으로 설명해 준다. 교사는 칠판에서 다음과

같이, '-다고'의 의미 확장을 도식화하여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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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의미 기능
발화의 
출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
(부정성)

발화 유도 
가능성

억양

① 반문 확인 청자 + - + ↗
② 놀람, 믿기 어려움 청자 +/- +/- +/- ↑
③ 소문 확인 제3자 / Ø + - + ↗
④ 추측 확인 Ø + - + ↗

▶ 연습 문제(예시)

다음의 <보기>와 같이 '-다고'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① [놀람, 믿기 어려움]
<보기>

A: 민수 씨가 이번 시험에서 우리 반 1등을 했는데, 부정행위 한거 맞지요?

B: 네?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를 설명할 때, 이전에 학습한 <반문 확인>과 새로 학습할 세

가지 의미 기능의 화용적 제약을 다음과 같이 동시에 설명함으로써 고급

학습자로 하여금 각 의미 기능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고'의 화용적 제약134)

⑤ 연습 단계

연습 단계는 학습자가 새로 배운 문법 지식에 대해 이해했는지를 점검하

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충분히 연습하는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한 지식을 수용 단계에서 산출 단계로 이끄는 중

요한 단계이다. 연습을 통해 학습자가 '-다고'의 담화적 의미 기능을 충분

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방성원 외(2005: 204-209)에서는 연습 단

계를 ①교체 연습, ②응답 연습, ③연결 연습, ④완성 연습, ⑤확장 연습,

⑥상황 연습, ⑦형태 연습을 위한 표 채우기, ⑧생각 개요 표 이용하기,

⑨테스트의 일부 교체 또는 완성하기 총 9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학습

자가 '-다고'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상황 맥락에 맞는 '완성 연습'을 활용할 수 있다.

134) Powerpoint를 통해 학습자에게 보여 주면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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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나씨가 내일 결혼한대요.

B: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소문 확인]
<보기>

A: 내년부터 수능 시험이 취소된다고요?(내년부터 수능 시험이 취소된다.)

B: 정말요? 어디서 들었어요?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번 시험이 많이 어렵다.)

B: 네, 맞아요.

③ [추측 확인]
<보기>

A: 미안하다고? 괜찮아, 다 이해해줄게. (미안하다.)

B: 고마워.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내가 보기에 재미있는데......(재미없다.)

B: 그럼 너 혼자서 천천히 봐. 나 먼저 갈게.

⑥ 사용 단계

사용 단계는 학습자가 문법을 실제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제

를 수행하면서 문법 지식을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방성원 외(2005)에 따르

면, 사용 단계에서는 여러 언어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에 통합된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행동화, 역할극 구성하

기, 게임, 정보 교환하기(정보 채우기), 문제 해결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 단계에서 파악한 '-다고'의 다양한 담화적 의미 기능

을 실제 언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역할극을 활용할 수

있다. 2~3명의 학습자가 한 주제를 선택해 자유 대화를 진행하도록 유도

한다. 구체적인 역할극 설계는 다음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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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상황 

의사와

환자

환자가 수술해야 한다는 소식을 의사에게 들자마자 무척 놀랍고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강하게 놀라운 태도를 보인다.

친구

(A, B,

C)

철수(남)는 효진(여)에게 하나(여)가 남자 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어서 하

나에게 확인한다.

형과

동생

동생 민수는 형인 윤호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는데, 윤호가 이번에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이때 민수는 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

를 도와주고 싶지 않지?'처럼 상대방의 반응을 추측하면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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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사 의미 기능의 교수·학습 수업지도안 
학습 대상 중국인 고급 학습자

학습 내용 종결어미 '-다고'와 '-다면서'의 의미 기능 비교

학습 목표 
1) '-다고'와 '-다면서'의 담화·화용적 맥락을 이해하고 각

각의 화용적 특징을 익힌다.

⑦ 마무리 단계

수업의 마지막 단계는 학습자들이 문법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오

류를 수정하고, 전체적인 학습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단계이

다. 방원성 외(2005)에서 수업이 끝날 때 학습 목표와 관련된 숙제를 부과

하여 학습자가 배운 문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숙제 검

사를 통한 오류 교정 시에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교사가 '학

습 내용 정리-오류 수정-과제 부여'의 세 가지 주안점을 유기적으로 배치

해야 한다.

4.2.2. 유사 의미 기능 교육을 위한 수업 구성 

앞서 Ⅲ장에서 분석했듯이, '-다X'류 종결어미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두

어미 간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류를 범한

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유사 의미 기능의 변별 인식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수업을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참조할 수 있는 학습 유형

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의식 고양 과제의 원

리를 바탕으로 위에서 제시한 모형을 조금 변형하고 '도입-발견-제시-연

습-사용-마무리'로 진행하고자 한다.135)다음은 학습자가 가장 쉽게 혼동

하고 있는 '-다고'와 '-다면서'를 예로 들어 유사 의미 기능의 변별 교육

을 위한 수업을 구성하고자 한다.

(1) 수업 구성

135)여기서 교사가 먼저 자료를 예시해 주는 게 아니라 과제를 부여하여 학습자가 발

견하는 단계로 이끌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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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로 유사한 기능을 변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

른다.

학습 자료 활동 카드, 유인물 자료, Powerpoint.

(2) 수업 절차 

① 도입 단계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교사가 수업의 학습 목표와 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문장 완성하기'와 '틀린 문장 고치기'를 병행하여, 학습자가 상

호작용 과정에서 동기를 유발하고 문법 형태에 관심을 기울이게 유도한다.

교사가 다음과 같이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활동 도입 설명(예시)

교사:   여러분은 그룹별로 <확인 물음>으로 쓰이는 '-다고'와 '-다면서?'가 사  

      용된 옳은 문장과 그른 문장을 공부할 거예요. 한 그룹은 3명의 학습자  

      로 이루어지며, 각 그룹에는 상황이 제시된 카드 3장과 옳은 문장과  

      그른 문장이 담긴 종이를 각각 3장씩 받을 거예요. 카드는 같이 볼 수  

      있지만, 옳은 문장과 그른 문장이 쓰인 종이는 1인당 1장만 가질 거예  

      요. 종이에 있는 문장을 카드 내용과 함께 다른 두 명의 친구에게 읽어  

      주세요. 여러 번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 안 돼  

      요. 그러면서 어떤 문장이 옳고 어떤 문장이 그른지에 대한 답을 적어  

      두고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른 문장을 보고 어떻게 고쳐서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토론해 보세요. 각 그룹 중에서 한 명의 학습자  

      가 대표로 결과를 보고할 거예요. 

② 발견 단계

학습자는 각각 두 문장을 가지고 있고, 옳은 문장인지 그른 문장인지는

자신만 알고 있다. 3명의 학습자가 각각 3가지 상황에 대한 대답을 적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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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
1: 영호 씨가 다음 주 입대한다고? (√)

1': 영호 씨가 다음 주 입대한다면서? (√)

학생2
2: 영호 씨가 다음 주 입대한다면서? (√)

2': 영호 씨가 다음 주 입대한다고? (✕)

학생3
3: 영호 씨가 다음 주 입대한다고? (√)

3': 영호 씨가 다음 주 입대한다면서? (✕)

▶ 활동 카드(예시)

(카드1)

(카드2)

(카드3)

고 나서 함께 토론한다. 최종 3명의 학습자가 의미 협상의 과정에서 '-다

고?'와 '-다면서?'의 규칙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한 명의 학습자가 대표

로 발표하도록 한다.

두 예문이 적혀 있는 종이는 한 명이 한 장 씩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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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시 단계

전 단계의 활동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발표한 결과 중에 잘못 추론

한 규칙에 대해 교사는 명시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즉, 원발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인할 때 '-다고?'와 '-다면서?'가 구분

된다. 한편 원발화의 시점과 확인하는 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두는지에 따

라 '-다고?'와 '-다면서'의 사용 역시 화용적 제약이 달라진다. PPT로 다

음의 도식화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제3자 화자

  
청자

(원발화자) (시간 간격을 둠)

단순히 확인함.

<'-다고?', '-다면서' 모두 가능한 [소문 확인]>

       
청자 화자

  
청자

(원발화자) (시간 간격을 둠)

원발화와 실제

상황이 어긋남.

<'-다면서'만 가능한 [따짐 물음]>

      
청자 화자

  
청자

(원발화자) (즉각적인 반문)

단순히 확인함.

<'-다고'만 가능한 [반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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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 설명(예시)

카드1의 경우는 원발화자가 제3자가 되고, 화자가 들은 소식을 청자에게

확인할 때 '-다고?'와 '-다면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원발화의 시점

과 확인하는 시점 간에 시간의 간격을 둔다. 교사가 카드1을 설명하면서

어미의 억양 차이와 중국인 학습자가 쉽게 범하는 오류도 함께 주의시킬

수 있다.

교사: 제3자에게 들은 소식에 대해 청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할 때 '-다   

      고?'와 '-다면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중국어에는 '聽說......?    

      (↗)' 혹은 '聽說......是嗎？'와 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어미가   

      모두 이미 '확인'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뒤에 다시 '맞아요?/그래   

      요?'(是嗎?)와 같은 확인 표현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에 주의  

      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다면서(↗)'와 '-다고?(↗)'는 거의 차이가  

      없고 서로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면서(↗)'는 '-다고?'보다  

      더 널리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카드2의 경우는 청자가 예전에 발화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지 않아서

화자가 청자에게 따짐의 말투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다면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고?'를 사용할 수 없다. 즉, 원발화와 실제 상황의

일치성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교사: 상대방에게 불만이나 따짐을 나타낼 때 '-다면서'는 중국어로 '你不是  
      說過......嗎?'와 같이 쓸 수 있는데, '-다고'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리고 '-다면서?'(↝)의 억양은 앞서 카드1과 달리, 조금 내리다가 살  

      짝 올리는 억양이에요. 

카드 3의 경우, 화자가 청자에게 직전의 발화를 듣고 바로 청자에게 반

문하면서 물을 때 '-다고?'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면서?'를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원발화시와 확인 시점의 시간 간격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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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채우기 연습(예시)

다음의 대화 내용을 읽고, '-다고'와 '-다면서'를 사용해서 빈칸을 채워

봅시다.

승호: 요즘 일본에서 여성들이 바나나만 먹고도 다이어트가 된( )?

[친구인 영희에게 들었다.]

미나: 응, 나도 그렇게 들었어. 근데 바나나에 당분이 많아서 많이 먹으면

살을 빼기는커녕,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차라리 매일

10킬로를 뛰는 게 더 낫겠다.

승호: 10킬로를 뛴( )? 너 운동을 싫어한( )?

미나: 하긴 좀 피곤하겠지. 같이 해 볼래?

교사: 청자에게 들은 말을 다시 확인하듯이 즉각적으로 반문할 때 '-다고?'  

       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면서?'는 쓸 수 없어요. 

④ 연습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가 '-다고'와 '-다면서'에 대한 구분을 익히고 상황

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단계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대화를

완성한 후에 교사가 두 명의 학생에게 대화를 읽도록 한다. 같은 형태로

보이지만 다른 의미 기능으로 쓰이는 어미의 억양 차이에 대하여 학습자

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교사가 옆에서 유심히 들어준다. 다음은 '빈칸

채우기'를 통해 연습하도록 한다.

⑤ 사용 단계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 후에 이러한 지식들을 정확하

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습을 통한 실제적인 사

용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룹 활동이나 짝활동을 통해서

'-다고?'와 '-다면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자유롭게 각 기능에

따라 한 주제를 선택하여 친구들과 과제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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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짝활동(예시)

다음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고'나 '-다면서'를 사용해서 말해 봅시다.

F 3명의 학습자가 한 팀을 구성하여, 학생 A는 귓속말로 아래의 원발화

내용을 학생 B에게 전달한다. 그다음 B가 C에게 이를 알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한다.

<소문 확인>

원발화(A/B) 청자가 인지 여부(C)

1
연예인 김수현이 내일 우리 학교에

서 콘서트를 한다.
알고 있음.

2 철수 씨와 영희 씨가 이혼하였다. 모르고 있음.

3 미나 씨가 회사를 그만두었다. 모르고 있음.

F 청자와 화자로 구성된 짝활동을 시킨다.

<따짐 물음>

원발화 실제 상황

1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겠다. 과자를 많이 사 와서 먹고 있다.

2 남자 친구가 없다. 어떤 남자와 커플 사진을 찍었다.

3 책을 반납하였다. 책은 아직 책상에 있다.

 <반문 확인>

원발화

1 이번 시험이 취소되었다.

2 다음 주에 결혼하겠다.

3 바빠서 숙제를 도와줄 수 없다.

⑥ 마무리 단계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다고'와 '-다면서' 각각의 화용

적 제약과 담화·화용적 특징을 다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

습자가 이번 수업의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관련된 복습 숙제를 내어 주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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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다X'류 종결어미 중에서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

은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를 추출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

아 형태･통사적 특징의 차이와 담화･화용적 의미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서로 의미 기능이 유사한 '-다X'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다고'가

다른 '-다X'류 종결어미와 교체할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

고'의 다의성을 밝혀냈다. 그리고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실제 사용 양상

과 오류 양상을 추출하고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교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학습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체

계적인 교육 내용과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

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다X'류 종결어미의 개념, 유형과 형성 과정에 관한

이론적 전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네 가지 어미 각각의 형태·통사적 특

징을 높임 보조사'요', 선어말어미, 주어 인칭, 서법과 결합하는 제약이라

는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네 가지 어미의 담화·화용적 의미 기

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에 제시된 의미 분류와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준구어 말뭉치 드라마의 대본을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

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다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발화의 출

처', '상관적 장면', '친밀도(부정성)'과 '발화의 유도 가능성'에 따라 네

가지 어미의 화용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로써 이 네 가지 어미는 서로

독립적인 의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고'는 '-다니'처럼 <놀람, 믿기

어려움>의 의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니까'처럼 <반복 강조>

의 의미 기능도 가진다. 그리고 '-다면서'처럼 <소문 확인>의 의미 기

능으로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다고'는 다른 세 어미와 교체할 수 있

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인용구문 문법화 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고'의 다의성과 다른 '-다X'어미의 교체 현상을 기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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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현행의 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교재의 문법 항

목, 문법 설명(화용적 정보 등), 연습 활동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

였다. 특히, 구어 말뭉치에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결어미로서

의 '-다니까'는 모든 교재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네 가지 어미에 대한

형태·통사·화용적 정보에 대한 설명도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가

'-다X'류 어미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된다. 교사가 '-다

X'류 종결어미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사에게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를 통해 교사의 개성에 따라 어미의 기능을 최대한 많이 가르치고 있는

교사도 있고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부 기능만 가르치고 있

는 교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

습자들이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하는 데 적지 않은 혼동을 겪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X'류 종결어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

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네 어미의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인

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Ⅲ장에서는 중국 현지 대학 3, 4학년 한국어

전공 학습자와 모어 화자 각각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할 때 여전히

형태·통사적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난

또∼다고.'와 '얼마나∼다고.' 같은 공기관계를 모르는 학습자들의 경우 '

난 또'와 '얼마나'를 다른 세 가지 어미와 함께 어색하게 사용한 대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담화·화용적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

해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활용하였다. 고유 의미의 사용 양상을 고찰한

Part 1의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다고'의 <의문/걱정 해

소>와 <자랑/강조>의 기능에 대하여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

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기관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관계가 있다. 그

리고 '-다니'의 <못마땅함>, <겸손(부정)>, <놀람 감탄>의 정답률도 역

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다면서'의 <따짐 물음>의 정답률이 겨우

68.33%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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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한편 유사 의미의 사용 양상을 고찰한 Part 2의 조사 결과, 한국인 모

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유사한 두 어미에 대한 사용 분포에 큰 차이

를 보였다. 모어 화자의 경우는 성별, 지역, 발화자가 강조하려는 점, 억

양, 구어 생활의 출현 빈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유사한 어미 중에서

어느 하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중국인 학

습자의 경우는 두 유사한 어미의 화용적 특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

거나 두 어미가 다 가능한 경우에도 한 어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외에, 학습자에게 네 가지 종결어미에 대한 난이도, 사용빈도, 숙달

도와 교재나 교사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라는 네 가지 인식 양상을 조사

하였다. 이 네 가지 어미에 관련하여 중국인 학습자는 '-다니'>'-다니까

'>'-다면서'>'-다고' 순으로 어렵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용

빈도와 숙달도는 위의 순서와 부적 상관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교재

와 교사의 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재에 대한 개선과 이러한 문법에 대한 교사의 설명 및 학습 지도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오류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

는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 목표어의 복잡성, 교육 과정의 영향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중에서 목표어의 복잡성과 교육 과정의 영향에 의한

오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

습자를 위한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

하였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종결어미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서로 의미 기능

이 유사한 두 어미에 대한 변별력을 향상시켜 상황 맥락에 적절하게 사

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다

음으로 교재의 문제점과 학습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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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내용을 효과

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입력 강화의 원리에 따른 영상 매체를 활용한

고유 의미 기능 교육 방법과 의식 고양 과제를 활용한 유사 의미 기능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두 가지 교육 방법을 활

용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실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결어미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에 관

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해 학습

자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가 이 네 가지

어미에 대하여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혼동하

고 있는지,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그 동안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의 관점에서 소홀히 여겨온 유사 어미들 간의 변

별 인식과 '-다고'의 다의성을 밝힌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이 외에 고급 학습자를 위한 발견 학습 과정으로 이루어진 '-다X'류 종

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학습자가 네 가지

어미를 사용하는 양상을 실제 구어 자료가 아닌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의미 기능별로 각 어미가 수반하는 억양에

관하여 주로 선행연구와 드라마의 음성 효과를 참고하여 정리하였기 때

문에 객관성이 한층 더 높은 음성학적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다. 향후 '-다X'류 종결어미의 교육 내용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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您好,

非常感谢您在百忙之中抽出寶贵的时间填写本问卷调查。
本问卷调查旨在了解学习韩国语的中国学生对於韩国语终结语尾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的语法掌握程度以及遇到的困难，日後用於改善

和提高韩语教育水平，您所回答的所有内容，将会被保密，並且不用於任何商业

用途。仅用於学术研究，请放心作答。
研究者：林学慧

首尔大学师範学院韩国语教育专业硕士课程

－背景调查－

1. 年龄：□16~20岁 □21~25岁 □26~30岁 □ 其他
2. 性别：□男 □女
3. 所属院校：□ 中山大学 □ 廣东外语外贸大学

4. 目前在读年级：□一年级 □二年级 □三年级 □四年级
5. 目前韩国语水平：□初级 □中级 □高级
6. TOPIK(韩国语能力测试)级别：

□初级(1~2级) □中级(3~4级) □高级(5~6级) □無任何等级證明
7. 已经学习韩国语的时间：

□6個月以下 □6個月～1年 □1～3年 □3～5年 □ 5年以上
8. 聯繫方式(电话/Email/微信)：

[부록1] 설문지 (중국인 학습자용)

Ⅰ. 完形填空 (Part 1, Part2) 

Part 1. 
请根據以下的各種情景和说话人的态度或语氣，选择您认为最恰當的选项，完成对

话。（注意標點符號和语调, (↑)=急促上升调, (↗)=上升调, (↘)=下降调，(↝)=先

下降後上升调；另外，(↑)比(↗)的語氣更强烈，激动；）(共7题）

主要登场人物：

大雄(대웅, 男): 高中生； 哲守(철수, 男): 演员；

永熙(영희, 女): 演员； 慧媛(혜원, 女): 歌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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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考试前大雄卻仍然常常在电脑面前玩游戏，妈妈警告他不要沉迷於遊戲，

应该抓紧複習。大雄没有聽进去，结果考试考砸了，於是班主任通知他叫家长去学
校面谈。得知这個消息之後，妈妈感到很無奈。(꼴등：倒数第一）

대웅: 엄마, 이번 시험에서 또 꼴등해서, 선생님이 다음 주 학교에 엄마 모

시고 오래.

엄마: 아이구, 참, 너는 대체 왜 항상 ?

대웅: 미안해.

A. 그런다면서? (↗) B. 그런다고? (↗) C. 그런다니까? (↗) D. 그런다니? (↗)

【상황2】哲守把永熙送到她家门口。永熙看了看哲守，好像想说什麽，卻没有说
话。哲守看出永熙的心思，估计她心裏想向自己道谢。（피식 웃다: 撲哧笑出声,

끄덕이다 : 點头）

철수: 뭐? _____________ ? 알았으니까 들어가.

연희: (피식 웃고) 학교에서 보자.

철수: (끄덕인다)

A. 고맙다니? (↗) B. 고맙다면서? (↗) C. 고맙다니까? (↗) D. 고맙다고? (↗)

【상황3】哲守为了更好地照顾永熙，决定为了她拼命努力地工作。聽到兒子哲守的
话，妈妈觉得这種话不像是她所了解了20多年的兒子说出来的话，兒子突然变得这

麼积极向上，让她感到很意外。

철수: 오디션은 내 꿈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해 볼 거야.

영희: 그래, 고마워.

어머니: 목숨 걸고 돈을 벌어서 남을 먹여 살린다는 말, 저 저 저 저놈 입에서

___________. 20년 넘게 내가 본 아들이 아니야.

A. 나온다고. (↘) B. 나오다니. (↘) C. 나온다니까. (↘) D. 나온다면서. (↘)

【상황4】妈妈在準备出门的时候，慧媛答应了妈妈会幫她洗碗，但是妈妈回来之

後，发现碗还没有洗，於是问了慧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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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혜원아, 설거지 네가 ?

혜원: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텔레비전 보다 보니......

A. 한다면서? (↝) B. 한다고? (↝) C. 한다니? (↝) D. 한다니까? (↝)

【상황5】妈妈看到餐桌上摆放了美味的饭菜，並看到刚从厨房出来的哲守，误以为

是他做的菜，结果发现原来全是永熙一個人做的菜。

엄마: 난 또 네가 __________________.

철수: 에이, 그럴 리가. 모두 다 영희가 직접 만든 거야.

A. 요리했다면서. (↘)B. 요리했다고. (↘)C. 요리했다니까. (↘)D. 요리했다니. (↘)

【상황6】哲守的妈妈誇永熙做菜做得好。聽到誇奖後，永熙想用谦虚的方式表达自
己做菜水平还不够高。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네!

영희: 잘 아직 멀었어요.

A. 한다고요. (↘) B. 하다니요. (↘) C. 한다니까요. (↘) D. 한다면서요. (↘)

【상황7】哲守告诉妈妈自己和女朋友分手的事，並说明分手的原因不在於自己。聽
到孩子的诉苦後，妈妈安慰他。

철수: 근데, 엄마, 내가 평상시에 진짜 영희에게 잘해줬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착한 애인데......

엄마: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_______________.

너무 슬퍼하지 마, 꼭 더 좋은 여자 만나게 될 거야.

A. 착하다니. (↘) B. 착하다고. (↘) C. 착하다니까. (↘) D. 착하다면서. (↘)

Part 2. 
请根據对话的内容和情景提示，完成以下对话。（'非常通顺'=语法上正確並且最符
合语境，'比较通顺'=语法上虽正確, 但並不是最佳答案，'不通顺'=不符合语境。)

（共3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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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된다고? (↑)

된다니? (↑)

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한다고! (↑)

한다니까! (↑)

【상황1】永熙在拍摄的过程中坠落受伤，导演很擔心，打算呼叫救护车，哲守不想

事情闹得那麼大，因此对导演说不需要叫救护车，自己能处理好永熙的受伤问题。
聽到哲守说不用去醫院的话後，导演感到很意外和不解。

철수: 구급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독: 아니, 사람이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쳐도 크게 다쳤을 텐데.

병원을 안 가도 ?

철수: 영희는 다친 게 아닙니다. 영희 상태는 제가 잘 아니까 병원은 안 가

도 됩니다.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상황2】慧媛抓住正打算衝进大厅的永熙的手，想阻止她插手别人的事。永熙让慧
媛鬆開手，有些不耐烦地再次对她强调自己不是真的想插手，只是想和當事人说一

句，说完就回来。

혜원: 언니, 왜 이래요? 이러지 마요.

연희: 잠깐만, 잠깐만 놔 봐. 나 딱 한마디만 하고 올게.

혜원: 한마디든 열 마디든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요, 네?

연희: 참견이 아니라 딱 한마디만 !

놔봐 좀. 얘 왜 이렇게 힘이 세니?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상황3】】导演很久没有见到永熙了。因为之前有从其他人那裏聽过关於永熙要和
哲守结婚的事，於是看到永熙的时候，向她確认消息並表示祝贺。

감독: 철수 씨랑 ? 축하해.

영희: 아니......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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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결혼했다고? (↗)

결혼했다면서 (↗)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Ⅱ. 翻譯測試題 (Part 3) 
请将下面的句子从汉语翻译成韩语，（在'-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

서'中选择一個语法，並完成句子。) 翻译句子之前请注意参考括號内提示的语

境或说话人的语氣。

【상황1】聽说你下個月要去美国，是吗？(从其他人那裏聽来的消息，向对方进行確认。)

【상황2】甚麼？你没去？ (聽到对方说昨天没去参加考试，感到有些意外，不理解，並进行反

问。)

【상황3】我还以为你又说谎了。(以为对方说谎了，结果发现原来是一场误会，对方並没有说

谎。)

【상황4】哪有抽煙了？(对方怀疑自己抽煙了, 於是你反驳对方所说的话，否定自己抽煙的事实。)

【상황5】你不是说要減肥吗？(对方曾经说过的话，和实际行动不一致。)

【상황6】我说，我明天不去。(话者已说过一遍，对方没聽清，要求他再说一次，於是用很平和

的语氣回答自己明天不去。)

【상황7】昨天確实看到那個女人去剧场了嘛。(表示非常確定自己的主张。)

【상황8】我们学校的图书馆多漂亮啊！(带有一些骄傲的语氣，想向对方炫耀自己学校的图

书馆有多麼的漂亮。)

【상황9】刚才吃了这麼多，现在竟然又吃饭！(姐姐看到弟弟刚刚吃了很多披萨和蛋糕，现

在他又端着一碗饭在吃, 於是对弟弟说了这句话。)

【상황10】那個电影有甚麼好看的。(话者认为那個电影很没意思，而对方卻认为很有趣，於是

以一種讽刺的语氣强调电影並不好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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终结语尾 非常难 比较难 一般 比较容易 很容易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终结语尾 非常多 比较多 一般 很少 几乎不用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终结语尾 很好 比较好 一般 不太好 不好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终结语尾 很充分 比较充分 一般 不太充分 不充分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

Ⅲ. 請根據自己的實際情況, 填寫下面的問題。(在方框裏打上 '√'。)
1. 关於以下的语法，您在学习或者使用的过程中会觉得有困难吗？

2. 关於以下的语法，您的使用频率的是？

3. 关於以下的语法所具有的意思和功能，您认为您所掌握的程度是？

4.您认为教材上或者教师对於以下这些语法的功能说明和意思讲解充分吗？

（如：该语法前後应该如何连接其他成分，在何種场景下应该使用该语法对应的

哪一個功能，或者对於这四個终结语尾之间相似的用法进行区分等讲解。）

5. 以上这四個终结语尾的使用方法都学习过吗？( )

A. 全部学习过 B.大部分学习过 C. 大部分没学习过 D. 完全没有学习过

6. 以上这四個终结语尾的功能使用是通过何種方式学习的？( )

A. 通过上课的学习 B. 通过查阅字典

C. 通过日常生活的对话以及大众媒體（电视剧，电影等） D. 其他 ___________

* 最後，通过本次问卷调查，请问您对於作为终结语尾时的 '-다고', '-다니', '-다

니까', '-다면서'之间是否感到混淆或对它们的使用功能感到疑惑。(非必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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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다X'류 종결어미

(-다고, -다니, -다니까, -다면서)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설문

지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안심

하고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임학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이메일: hakelovekr@snu.ac.kr

－인적 정보 -

1. 나이：□ 10대 □ 20대 □ 30대 □ 40대 □ 其他
2. 성별：□ 남 □ 여
3. 직업：□ 대학생 □  대학원생 □ 직장인 □ 기타

4.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주소/kakao talk ID)：

[부록2] 설문지 (한국인 학습자용)

선다형 담화 완성형 테스트 
Part1

제시한 상황에 따라 맥락에 가장 적절한 답안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억양

을 고려하여 완성하십시오. (↑)=급상승조, (↗) =상승조, (↘)=하강조. (↝)=
하강상승조. 그리고 (↑)는 (↗)보다 억양이 더 격양하고 강하다.)

주요 등장인물:

대웅(남): 고등학생; 철수(남): 배우;

영희(여): 배우; 혜원(여): 가수;

【상황1】대웅은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였다. 이

를 본 어머니는 대웅에게 게임은 그만하고 공부를 하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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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시험을 망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담임 선

생님은 대웅에게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오라고 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어

머니는 매우 언짢은 기분이다.

대웅: 엄마, 이번 시험에서 또 꼴등해서, 선생님이 다음 주 학교에 엄마 모

시고 오래.

엄마: 아이구, 참, 너는 대체 왜 항상 ?

대웅: 미안해.

A. 그런다면서? (↗) B. 그런다고? (↗) C. 그런다니까? (↗) D. 그런다니? (↗)

【상황2】철수는 영희의 집 앞에 와 있다. 영희는 철수를 보면서 뭐라고 하

려다가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때 철수는 영희가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는 생각을 예측하면서 먼저 묻는다.

철수: 뭐? _____________ ? 알았으니까 들어가.

연희: (피식 웃고) 학교에서 보자.

철수: (끄덕인다)

A. 고맙다니? (↗) B. 고맙다면서? (↗) C. 고맙다니까? (↗) D. 고맙다고? (↗)

【상황3】철수는 영희에게 목숨을 바쳐서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알고 지낸 손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

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철수: 오디션은 내 꿈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일이기도 해.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해 볼 거야.

영희: 그래, 고마워.

어머니: 목숨 걸고 돈을 벌어서 남을 먹여 살린다는 말, 저 저 저 저놈 입에서

____________. 20년 넘게 내가 본 아들이 아니야.

A. 나온다고. (↘) B. 나오다니. (↘) C. 나온다니까. (↘) D. 나온다면서. (↘)

【상황4】혜원은 외출하는 엄마에게 설거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하

지만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는 설거지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혜원에게 말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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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혜원아, 설거지 네가 ?

혜원: 아니...... 내가 하려고 했는데 텔레비전 보다 보니......

A. 한다면서? (↝) B. 한다고? (↝) C. 한다니? (↝) D. 한다니까? (↝)

【상황5】어머니는 책상 위에 있는 음식을 보고 철수가 만든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다 여자 친구인 영희가 직접 만든 요리였다.

엄마: 난 또 네가 __________________.

철수: 에이, 그럴 리가. 모두 다 영희가 직접 만든 거야.

A. 요리했다면서.(↘) B. 요리했다고.(↘) C. 요리했다니까.(↘) D. 요리했다니. (↘)

【상황6】철수의 어머니는 요리 잘한 영희에게 칭찬을 하고 싶어 한다. 영

희는 겸손하게 대답한다.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네!

영희: 잘 아직 멀었어요.

A. 한다고요. (↘) B. 하다니요. (↘) C. 한다니까요. (↘) D. 한다면서요. (↘)

【상황7】아들은 어머니에게 여자 친구에게 차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헤어지

게 된 것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를 아껴주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말한다. 이를 듣고 어머니는 위로해준다.

철수: 근데, 엄마, 내가 평상시에 진짜 영희에게 잘해줬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착한 애인데......

엄마: 그럼, 우리 아들이 얼마나 _______________.

너무 슬퍼하지 마, 꼭 더 좋은 여자 만나게 될 거야.

A. 착하다니. (↘) B. 착하다고. (↘) C. 착하다니까. (↘) D. 착하다면서. (↘)

Part 2

다음의 상황 제시와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대화를 완성해 주십시오. ('아주

자연스럽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해당 상황 맥락에도 매우 적절한 답.

'덜 자연스럽다'= 문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어색하다'=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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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된다고? (↑)

된다니? (↑)

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다고! (↑)

한다니까! (↑)

아주 자연스럽다 덜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결혼했다고? (↗)

결혼했다면서 (↗)

【상황1】영희는 촬영 도중 떨어져서 다쳤다. 감독이 매우 걱정해서 구급차를

부르려고 한다. 그런데, 남자 친구인 철수는 병원으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

해 감독은 놀랍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철수: 구급차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독: 아니, 사람이 저렇게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쳐도 크게 다쳤을 텐데.

병원을 안 가도 ?

철수: 영희는 다친 게 아닙니다. 영희 상태는 제가 잘 아니까 병원은 안 가도

됩니다.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상황2】 로비로 뛰어들려는 영희를 붙잡고 있는 혜원은 영희에게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 영희는 혜원의 말을 듣지 않고 짜증난 말투로 자기가 정

말로 참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당사자에게 한마디만 얘기하고 돌아올 거라고

한다.

혜원: 언니, 왜 이래요? 이러지 마요.

연희: 잠깐만, 잠깐만 놔 봐. 나 딱 한마디만 하고 올게.

혜원: 한마디든 열 마디든 우리가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요. 들어가요, 네?

연희: 참견이 아니라 딱 한마디만 ！

놔봐 좀. 얘 왜 이렇게 힘이 세니?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상황3】감독이 영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는 전에 영희와 철수가 결혼

했다는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영희에게 확인하면서

축하한다고 말해 주고자 한다.

감독: 철수 씨랑 ? 축하해.

영희: 아니......뭐......감사합니다.

※ 밑의 박스 안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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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의미 항목 예문
교수

여부
필요성

-다고

1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확인

하듯이 물어봄을 나타냄.

아들: 엄마, 나 이

따가 나가야겠다.

엄마: 오후에 친구

를 만나러 간다고?

2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놀라

움, 믿기지 않음, 부정적 견해

를 수사 의문문의 형식으로

물어봄을 나타냄.

ㄱ: 영호 결혼했어.

ㄴ: 영호도 결혼했

다고?

3

발화상황 이전에 제3자에 의

해서 발화된 것을 확인하거나

소문으로 전해지는 말을 확인

하는 데 쓰임. [화제 전환]의

기능처럼 쓰기도 함.

ㄱ: 너 지난주에 결

혼했다고?
ㄴ: 누구한테 들었

어?

4

상대방의 생각이나 상황을 추

측하고 그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의문문의 형식으로 물어

봄.

아직도 프렌즈팝을

모른다고?

5

자신의 말을 되풀이하거나 생

각을 강조할 때 씀. (재진술)

아니, 내 말은 이

영화가 더 재미있

겠다고.

6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청자

에게 자랑하거나 강조하여 일

러주는 뜻을 나타냄.

‣ '얼마나' 등 정도부사와 함

께 쓰이는 경우가 많음.

우리 동생이 얼마

나 예쁘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7

이미 들은 사실이나 다른 사

람의 말이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과 달라 부정하거나 빈정

그 그림이 뭐가 좋

다고.
비싸 봤자 그게 뭐,

[부록3] 설문지 (한국어 교사 전용)
1.성별:

2.한국어교육 경력: (년) (개월)

3.소속 기관:

4.주요 담당 학급:

5.소속 기관 학습자 수:

6.국적(민족): 중국인(한족 ☐ /조선족 ☐), 한국인 ☐ �       

n 다음 표에 제시된 내용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렇다='○', 그렇지 않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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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릴 때 씀.

‣ '뭐가, 뭘, 무슨, 어디, 얼마

나' 등 의문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음.

얼마나 비싸다고.

8

단순히 예상했던 것과 사실이

어긋남.(걱정, 의문 등 해소)

‣ 항상 '난 또……'와 같이 쓰

이는 경우가 많음.

난 또 누가 아프다
고.

어미 의미 항목 예문
교수

여부
필요성

-다니

1

상대방의 말을 듣고 예상치

못한 사실에 대한 놀람, 믿기

어려움, 이해가 안 됨 등 감정

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에게 반

문함.

‣ 뒤에 '그게 무슨 말이야?'와

같은 후행문이 따라오는 경우

가 많음.

병원에 안 가도 되

다니? (그게무슨 말

이야?)

2

주어진 어떤 사실을 깨달으면

서 놀람 감탄, 분개 따위의 감

정을 나타냄. 뒤에 그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후행문이 올

때가 많음.

서울이 이렇게 번화

하다니. (참 대단하

구나.)

3

어떤 사실이 주어진 것으로

치고 그에 대한 의문을 나타

냄.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

는 뜻이 섞여 있음.

‣ '왜', '어찌', '어떻게' 등 의

문사또는 '이렇게', '저렇게'

등 직시소와 공기관계를 이루

는 경우가 많음.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다니?

4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원발화를

반박하면서 부정할 때 씀.

‣ 뒤에 반박하는 근거가 되는

후행문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

음.

ㄱ: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돼.

ㄴ: 담배를 피우다
니? 나 담배를 끊

은 지 오래됐어.

5

상대방의 말을 듣고 '겸손'의

의미로 나타나낼 때 씀.

ㄱ: 한국말을 시는

군요.

ㄴ: 잘하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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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의미 항목 예문
교수

여부
필요성

-다니까 1

앞에서 말한 것에 대하여

청자가 반응이 없거나 믿

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강조하

여 말할 때 씀.

ㄱ: 나한테 돈 어디

있겠어?

ㄴ: 마지막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ㄱ: 진짜 없다니까!

어미 의미 항목 예문
교수

여부
필요성

-다면서

1

1

발화 상황 이전에 제3자

에 의해서 발화된 것을

확인하거나 소문으로 전

해지는 말을 확인하는 데

쓰임. [화제 전환]의 기능

처럼 쓰기도 함.

자네는 면사무소에

근무한 적도 있다면
서?

2

상대방이 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

하거나 불만하듯이 말할

때 쓴다.

언제는 엄마가 제일

예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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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daX” 
 Final Endings for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dago”, “-dani”, “-danika”, “-damyeonseo” 

LIN XUEHU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mprove Chinese learners' language skills

in Korean “-daX” final endings by emphasizing the various meanings

of “-dago”, “-dani”, “-danika” and “-damyeonseo”. This may be

achieved through systematic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o as to

enhance learners’ ability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two similar

endings in semantic functions of the language.

Besides the function of ending a sentence, the “-daX” final

endings have different pragmatic meanings in discourse. This is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the source of spoken information and the

speaker’s psychological attitude, intonation and speech intention, which

make “-daX” final endings more difficult for Chinese learners to

acquire. Therefore, in this paper, I, as a researcher, intend to analyze

the most frequently used endings (“-dago”, “-dani”, “-danika” and

“-damyeonseo”) in daily conversation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their morphological and syntactic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ir

pragmatic meanings in discour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

proposed a set of proper and systematic teaching methods for the

endings, which will ultimately be helpful in improving targ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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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communication skills.

In Chapter Ⅱ,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daX” final

endings were addressed,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of the theory on

their formation process. Furthermore, I classified the morpho-syntactic

features of each of the endings into four categories: the honorific

word-ending “yo”, prefix words, person of subject, and mood

restrictions. To clarify their discoursive-pragmatic functions, they

were reclassified to help Chinese Korean learners to understand them

in an easier way by referring to the semi-spoken corpora, drama

scripts based on the dictionary definitions.

In Chapter Ⅲ, I presented a survey of 60 junior and senior

students majoring in Korean at two universities in China, and 60

native Korean speaker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even

advanced learners made many morpho-syntactic errors when using

these four final endings. To check their discoursive-pragmatic usage,

I conducted a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art 1, I found that most Chinese Korean learners had

difficulties using “-dago” (meaning “dissolution of doubt or worry”

and “boasting or emphasizing”). Moreo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art 2, I have observed differences in the use of two similar final

endings between native Korean speakers and Chinese Korean learners

based on the different distribution of their usage. Given the two

interchangeable final endings under the same context, Native Korean

speakers tended to use a specific final ending. This choice is brought

about by several factors such as gender, dialect, the speaker's

intentions in emphasis, etc. However, many Chinese Korean learners

either misunderstood this as they were able to use only one of the

two endings or they tended to stick with a particular final ending

even with the knowledge that both are applicable and correct. The

inability to distinguish practical features of two interchangeable final

endings seems to be the major cause of this issue.

In addition, I also studied the survey-takers’ recogn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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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 final endings, including the difficulty, frequency, and

proficiency in using endings as well as satisfaction with textbooks’

and teachers’ explan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learners had

difficulties in using the final endings in the “-daX” series, especially

with “-dani” and “-danika”.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extbooks’ and teachers’ grammatical explan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learners’ usage aspects

and errors in Chapter Ⅲ, the causes of learners’ misuse of these four

endings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types: the interference of the

mother tongue, the complexity of the target language, and the

influence of the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complexity of the target

language, which contains diversity and similarity of meaning

functions with regard to these final endings was the main cause for

misuse.

Chapter Ⅳ includes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 about

the final endings in the “-daX” series for Chinese Korean learners,

based on the results from Chapter Ⅱ and Ⅲ. For instructors to teach

the “-daX” final endings more effectively, I proposed two teaching

approaches and educational plans for each approach.

In Chapter Ⅴ, I discussed and summariz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limitations were condensed into two

parts. First, research on the use of the four endings was not based

on real spoken data, but on surveys. Second, this study reviewed the

intonations of the endings in terms of their meanings and function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drama scripts. Thus, this study should

be supplemented with higher-level phonetic analysis, to upgrade its

objectivity and value.

* Key words : Korean Education, Final Endings, “-dago”, “-dani”,

“-danika”, “-damyeonseo”

* Student Number : 2013-2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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