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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의문문　교육의　내용과　방
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중국인　중·고급　학습
자를　대상으로　부정　의문문　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그 이해와 사용 능력 향상
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청자에 대한 공손함을 나타
내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은 이러한 부
정 의문문의 특수한 기능을 일상생활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발화 전략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정 의문문은 문법 표현도 다양하고　상황 
맥락에 따라 의미 기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를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상
황 맥락에 따라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부정　의문문의 의
미 기능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학습
자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특수 의미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우
선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개념과 형태·통사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의문문의 대표적인 형태인 ‘안’ 부정 의문문, ‘못’ 부정 
의문문, ‘-지 아니하(않)-’ 부정 의문문, ‘-지 못하-’ 부정 의문문, ‘아니다’ 부정 
의문문, ‘없다’ 부정 의문문, ‘모르다’ 부정 의문문, ‘말다’ 부정 의문문 8가지를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정 의문문을 한국인 모어 화자의 준
구어 담화 말뭉치로 간주되는 드라마 대본에서 검색하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
는 부정 의문 표현을 추출하고 이들이 실제 담화 상황에서 수행하고 있는 의미 기
능을 확인하였다. 

한편, 부정 의문문의 표현과 그 의미 기능에 대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
해　양상과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보편적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며, 주장을 약화
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보다는 직설적인 평서문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장을 약화하는 상황에서는 부정 의문문으로 표현하더라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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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 오류를 범하거나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정 의문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들이 이해 및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의미·화
용적 특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선 준구어 말뭉치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정 의문 표현과 상황 맥락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분류하였다.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은 청자에 대한 
행위 요구 유무에 따라 행위 유도 기능과 화자 전제 진술 기능으로 나누었다. 그 
중 행위 유도 기능은 다시 명령 기능, 요청 기능과 제안 기능으로, 전제 진술 기능
은 불만 제기 기능, 동조 유도 기능, 추측 기능, 확인 기능과 환기 기능으로 세분
화 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육 내용 중,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PPP 모형을, 의미·화용적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ESA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런 교육 방법으로 부정 의문문을 가
르쳤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검증 실험을 실
시하였다. 실험한 결과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을 배우기 전보다 다양한 부정 의문 
표현을 상황 맥락에 맞게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부정 의문 표현을 추출하고 그의 
의미 기능을 학습자에게 가르쳐서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이 부정 의문문
을 발화할 때 수반하는 반언어적 요소들에 대해 살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앞
으로 이를 보완하는 연구를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문법 교육, 부정 의문문, 상황 맥락, 의미 기능
* 학  번 : 2010-2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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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970년대 초 언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법-번역식 교수법
(Grammar-Translation Method)1)은 학습자가 문법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고 그 대안으로 의사소통식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이 강조되었다. 리틀우드(Littlewood, 1981:11)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은 언어의 구조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내용도 중요시한다는 
점이 다른 접근법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커넬과 스와인(Canale&Swain, 1980)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사회 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
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그리고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담화 맥락적 지식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법 형식과 문
장의 구조에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 문법지식과 더불어 담화 상황 맥락을 고려한 
문법 교육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기철(2002)은 한국어 교육
에서 문법 교육은 언어 형태 또한 구조에 대한 지식의 교육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절차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문법 교육은 담화 
상에서 문장이 가지는 기능을 이해시키고 학습자가 바른 문장을 구성하고 의사소
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법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의 전제이며 의사소통 능력 신장은 문법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문법 교육은 문법의 형태·통사적인 지식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문법 요소를 구체적인 상황 맥락과 결합시켜 문법의 의미·화용적 지식도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법 지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1) 최진황(1986)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문법-번
역식 교수법은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으로 학습자의 흥미를 무시하고 학습자에게 수동
적 훈련을 시킨다. 둘째, 낡은 국문과 어휘를 가르치고, 발음 지도를 하지 않는다. 셋째,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학습자가 자기의 생각과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주어지지 않
는다. 따라서 실 생활에서 활용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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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한국어 교재에서도 문법의 구체적인 담화 기능과 상황 맥락을 제시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문법의 의미·화용적 지식을 학습하지 못하고 실제 의사
소통 과정에서는 상황 맥락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의도와 어긋나는 문법을 사용하
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실제 의사
소통하는 상황에서 해당 문법이 담당하는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
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의 의미는 주로 문장 단위를 중심으로 탐구되어 왔다. 그러
나 문법은 의사소통 맥락 안에서 다양한 의미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단순히 ‘부정’이라는 의미 외에도 긍정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청자에 대한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해 화자의 주장을 약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정 의문문의 여러 가지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국어학에서도 많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미 기능임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까닭에 교육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기
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부정 의문문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 기능은 모든 언어
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자들이 이를 자연적으로 습득하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두 번째 어려움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학습자
에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 방법의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 기능은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간단한 예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자가 이를 내면화
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어 교실에서는 학습자들이 구체적인 수행 경험을 통하여 문법
의 의미를 내면화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법의 의미 기능을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
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명의 학습자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한국인과 의사소통할 때 문법과 어휘는 분명히 다 
알고 있지만 어떠한 문형을 사용해야 적절한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
에 75%의 학습자가 그런 경우가 있으며 또한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했고, 25%의 
학습자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고 답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답한 학습자
는 0%로, 이는 학습자들이 탈맥락적인 문법 지식은 있으나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문법 교육도 실제 
상황 맥락과 결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어 부정 의문문 특유의 
완곡 표현 기능에 대해서는 모든 학습자들이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어떻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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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55%의 학습자는 한국인이 자주 쓰는 것을 보았다
고 하였고, 45%의 학습자는 한국어 교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고 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에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여러 가지 의미 기능에 대하여 선생님
이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5%의 학습자는 상세하게 가르친다고 답하였으
며, 55%의 학습자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였고, 30%의 학습자는 선
생님께서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또한 상세하게 가르친다고 답한 학습
자와의 사후 인터뷰 결과, 의미 기능의 교육 방법은 연습 문제에서 부정 의문문이 
나타났을 때 예문 몇 가지를 설명해주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보았을 때 현재 한국어 교실에서는 부정 의문문이 하나의 문법 교육 항목으로 교
육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연습 문제 등의 간접적인 접촉에 그치는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부정 의문문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의사소통에서 빈도 높은 
표현 방식으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교
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여러 가
지 의미 기능에 관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80%의 
학습자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교수·학습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0%의 학습자가 상황 맥락을 결합하여 어떤 경우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 현
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대하
여 학습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학습 요구가 
반영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부정 의문문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개념 및 특성을 규명하고,  
준구어 말뭉치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부정 의문 표
현을 추출함으로써 본 연구의 교육 내용 범주를 설정한다.
  둘째,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이해 및 표현 양상을 살피고, 학습자 
구어 말뭉치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사용 실패 원인을 파악한다.
  셋째, Ⅲ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PPP모형과 ESA모형을 활용하여 중국인 중·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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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의문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한국어 부정 의문문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국어학 연구와 한국어 교육학 연구에서의 부
정 의문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2.1 국어학에서 부정 의문문에 대한 연구

  국어학에서 부정 의문문에 대한 연구도 시대별 언어 연구의 주된 흐름을 따라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사적 관점에서 부정 아닌 
부정 의문문을 연구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연구들을 비판하
며 대화 분석 차원에서 부정 의문문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
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담화적 차원에서의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통사적 관점에서 부정 아닌 부정 의문문에 대하여 논
의하였고 그 연구로는 김동식(1980, 1981), 장석진(1984a), 구종남(1992) 등이 
있다.
  김동식(1981)은 장형 부정 의문문의 ‘-지 않-’의 ‘아니’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
내지 않는 경우, 이를 ‘가부정(假否定)’라고 명명하였다. 그는 부정 의문문이 부정
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하는 용
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확인문’이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부정문에서 ‘부정’의 의미
가 사라지는 현상은 부정소에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통사 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었다. 장석진(1984a), 구종남(1992) 등은 통사
적인 관점에서 부정 의문문을 살펴보고 부정 의문문이 부정이 아닌 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장석진(1984a)은 부정 아닌 부정 의문문을 전형적인 부가 의문문이라고 명명하
며 ‘-지 않-’의 ‘-지’를 문장 종결어미로 보고 ‘않니’를 꼬리로 보면서 선행절의 
명제에 대한 확인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종남(1992)에서도 부정 의문문
의 확인 용법으로 쓰이는 ‘-지 않-’을 ‘그렇지 않니’에서의 ‘-지’와 형태가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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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의문문의 꼬리에서 ‘그렇지’가 탈락되어 ‘않니’가 본문의 ‘-지’에 결합됨으로
써 융합되어 형성됐다는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김동식(1981), 장석진(1984a)과 구종남(1992)은 모두 형태적으로는 ‘부
정’과 ‘의문’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부정’과 ‘의문’이 아닌 부정 의
문문을 통사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들은 모두 통사적인 관점에서 장형 부정 
의문문의 부정 아닌 확인 용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그들의 논의
는 장형 부정형 ‘-지 않-’이 아닌 다른 유형의 부정 의문문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연구들은 앞서 기존 연구들을 비판하며 청자와 화자가 포함
되어 있는 대화 분석 차원에서 부정 의문문을 설명하는 연구로써 성광수(1980), 
장석진(1984b), 장경기(1986), 이필영(1995) 등이 있다. 
  성광수(1980)는 화자가 질문할 때 긍정 의문문으로 질문할 수 있고 부정 의문
문으로 질문할 수 있는데 긍정 의문문이 부정 의문문보다 화자의 질문 태도가 더
욱 적극적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그는 부정 의문문을 긍정 의문문과 비교하여 부
정 의문문의 의미를 화자의 태도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장석진(1984b)
도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그는 화자의 태
도를 중립과 비중립으로 나누었고 비중립적 태도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을 요
청하는 것보다 화자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이며 청자의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부정 의문문이 확인 용법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화자의 더 적극
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동의 요청 용법에 쓰인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장석진
(1984b)도 기존의 논의들과 같이 단지 장형 부정 의문문에만 주목하며 그의 기준
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장경기(1986)는 장석진(1984b)이 부가 의문문과 장형 부정 의문문의 화행을 
분석하였지만 국어의 단형 부정 의문문의 화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
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존의 연구 방법과 달리 영어의 yes-no의문문의 화용론
적 용법을 참조하여 국어의 부정 의문문을 화자의 전제와 연관시켜 논의하였다. 
그는 화자가 질문할 때 화자 전제 유무에 따라 전제 용법과 비전제 용법으로 나누
고 전제 용법에서 화자 전제에 따라 1차 전제 용법(확인 용법)과 2차 전제 용법
(동의 요청 용법)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장석진(1984b)과 같다. 
  또한 이필영(1995)도 전제 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화자 전제 용법이 아닌 
문장 전제 용법의 관점에서 부정 의문문을 설명하였다. 그는 부정 의문문을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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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용법에 따라 본문 전제 부정 의문문, 문장 전제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
으로 나누었다. 그도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질문 기능(문장 전제 부정 의문
문), 확인 요청 기능(본문 전제 부정 의문문)과 동의 요청 기능(부가 의문문)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성광수(1980), 장석진(1984b), 장경기(1986)와 이필
영(1995)는 모두 화자와 청자의 대화 속에서 부정 의문문을 연구하였다. 이는 첫 
번째 단계의 연구들보다 발전했지만 이 또한 단지 화자의 관점에서 부정 의문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정 의문문을 청자와 화자의 대화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담화 맥락 속에서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박종갑(1987), 김미숙(1998), 김선겸·권순희(2005), 김애화
(2009), 김미희(2010) 등이 있다.
  박종갑(1987)은 화자가　부정 의문문을　발화할　때　화자가　긍정적인　가정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가정을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부정적인 화자 전제를 부정 
의문문으로 묻는 것은 일반적 질문이고 긍정적인 화자 전제를 부정 의문문으로 묻
는 것은 일종의 발화 전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긍정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
의 화용적 특성을 비교하면서 화자가 긍정의 가정을 가졌을 때 긍정 의문문으로 
질문하면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이며 부정 의문문으로 질문하면 화자의 태도가 소
극적이라고 보았다. 
  김미숙(1998)은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여 부정 의문문을 설명하는 데 화자 전제 
용법을 사용하였지만 그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담화 
맥락 속에서 살펴보았다. 즉, 그는 화자의 태도뿐만 아니라 청자와 화자의 관계, 
화자의 심리적 전제 등 담화 상황에서의 물리적 배경과 화자의 심리적 배경 등을 
결합하여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명령과 진술로 나누고 또한 화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진술 기능을 더욱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김미숙
(1998)의 분류 기준은 실제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떠나 이론적으로만 정리하
여 실제 언어 사용 양상과 적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김선겸·권순희(2005)는 부정 의문문을 통하여 화자의 태도를 확인하는
데 세 가지 기준을 세웠다. 즉 화자가 자신의 질문에 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
느냐에 따른 인지적 상태와 화자가 묻는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욕
구가 있는가 하는 것과 다른 서법으로 전환 가능 여부에 따라 화자의 태도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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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중에 다른 서법으로 전환하는 점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화자의 태도
를 질문, 명령, 진술과 권유 네 가지로 나누고 분석하였다. 그의 이와 같은 분류는 
단지 청자 입장에서 부정 의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실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어떤 부정 의문문을 발화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학습자
는 화자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태도도 이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김애화(2009)는 단지 부정 의문문의 한 분야 명령 화행에 대하여 논하며 명령 
화행을 명령과 요청으로 나누어 부정 의문문의 유형, 부정사, 종결 형태를 분석하
여 부정 의문문의 명령 화행이 강한 표현과 약한 표현, 그리고 요청의 명확도 등
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부정 의문문의 문장의 차원에서 분석하였고 분석 기준
도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김미희(2010)는 부정 의문문의 단형 부정 의문문, ‘안 그래?’, ‘-지 않-’과 ‘-
잖-’, 그리고 부가 의문문 ‘-거 아니-’, ‘아이가’의 통사, 의미, 화용적인 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론적으로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실제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미 기능을 추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특성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실제 
한국인이 발화하는 구어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국인이 발화하는 상황 맥락을 정리
하여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한국어 교육에서 부정 의
문문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2.2 한국어 교육에서 부정 의문문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부정 의문문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관계로 우선 의문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에서 의문문과 수사 의문문에 대한 연구는 김상희
(1997), 한지현(2007), 조세영(2008), 이준호(2008) 등이 있다.
  김상희(1997)는 한국어 판정 의문문의 대답 방식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를 학습
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판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단순 
의문, 추측 의문, 확인 의문, 요청 의문, 명령 의문, 반복 의문, 서술 의문, 감탄 의
문 등 8가지로 나누었고 의미 기능별로 판정 의문문의 대답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
았다. 그는 판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대답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서술 의문, 감탄 의문을 다른 의미 기능과 구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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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또한 대답을 요구하는 의미 기능을 의문성의 정도에 따라  단순 의문, 확인 의
문, 추측 의문, 요청 의문, 명령 의문, 반복 의문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최초로 의문문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판
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에 이론적인 내용을 단계별로 설계하는 데에만 머물러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이준호(2008)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를 위한 의문문의 화용적 
지식을 강조하였다. 그는 의문문은 화용론적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통사적 완화장
치로써 사회화용적 차원에서 간접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의문문의 화용적인 기능이 한국어 교재에
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의문문의 의미와 기능이 확장되지 않고 단순
히 질문하고 답하기 기능에 국한되어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화용적 실패를 경
험하고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
한 화용적 기능을 교육하는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실제 의사
소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분석 자료가 한국어 교재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한지현(2007)은 수사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주장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
행하며, 이 강조 기능이 안심, 미안함, 확인, 반박, 당연함, 염려, 명령 등의 다양한 
의미 기능과 결합하여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수사 
의문문을 한국어 교재에서 추출하여 그 화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화자가 
수사 의문문을 발화하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발화하는 것이므로 
상황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질문이 아
닌 수사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고 상황 맥락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교육 방법에서 상황 맥락에 따라 수사 의문문을 가르치는 이론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조세영(2008)에서는 수사 의문문을 반어법으로 보았으며 화자의 의도적 표현과 
관습적 표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는 의도적 표현이 강조, 비꼼 및 
비웃음, 반박, 질책, 훈계, 의심 및 추측, 당위 및 이유 등 6가지 기능으로 나누었
고 관습적 표현은 동의를 구함, 제안, 칭찬 등 3가지 기능으로 나누었다. 그는 한
국어 교육에서 문법 항목으로 반어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어 교
재에서 판정 의문문의 화용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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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의 화용적 특성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실제 연구하는 과
정에서는 학습자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내용을 다루는데 여전히 형태·통사적인 내
용에 관심을 기울고 화용적 내용을 소홀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의문문과 수사 의문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고 
다음은 부정 의문문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해보자 한다. 부정 의문문에 대한 연구
는 안윤미(2007)와 이진주(2011)가 있다.
  안윤미(2007)는 부정 의문문은 맥락에 따라 권유, 확인, 요청 등 다양한 의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답도 다르게 결정되는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
자들이 일상 대화에서 맥락을 파악하여 부정 의문문을 제대로 사용하고 대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을 통
해 부정 의문문 화행에 내포된 의미의 차이를 분석하고,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부
정 의문문 사용 양상과 한국어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사용을 비교하였다. 그러
나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서 부정 의문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정 의
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한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기능마다 겹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과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 양상을 
살펴보았으나 학습자가 실제 학습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며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진주(2011)는 부정 의문문의 응답 방식에 대하여 주목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과 대답 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 의문
문을 발화한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세웠다. 하
나는 대화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대답을 요구하는지, 행동을 요구하는지를 판
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부정 의문문을 발화할 때 화자의 전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부정 의문문을 분류하고 그 유
형에 따라 응답 방식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
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
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실제 한국인의 구어 말뭉치를 
연구 자료로 삼아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부정 의문
문의 의미 기능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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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마련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며 구어에서 화자의 발화 의
도와 연관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정 의문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따라
서　부정 의문문의 여러 가지 표현과 의미 기능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교육함으로
써 학습자들의 의상소통 능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한 가지 표현이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 기능으
로 쓸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상황 맥락에서 여러 가지 부정 의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학습자들은 부정　의문문이　지닌　화자의　의도를　이해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의도를 상황　맥락에　맞게　표현할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
국인 중·고급 학습자는 한국어 부정 의문문이 질문이 아닌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
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과 의미·화
용적 내용을 가르칠 것을 주장한다. 학습자를 중·고급 학습자로 선정한 이유는 부
정 의문문은 학습자가 기초적인 언어 표현을 학습한 후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
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자
신의 의도를 상황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그들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부정 의문문 교육의 논의를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정 의문
문의 형태·통사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부정 의문문의 형태적인 특성에 의하여 ‘안’ 
부정 의문문, ‘못’ 부정 의문문, ‘-지 아니하(않)-’ 부정 의문문, ‘-지 못하-’ 부
정 의문문, ‘아니다’ 부정 의문문, ‘없다’ 부정 의문문, ‘모르다’ 부정 의문문, ‘말다’ 
부정 의문문 8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런 형태적 특성을 가진 문장들을 21세기 
세종 말뭉치(2010)에 수록된 구어 말뭉치 20편과 준구어 말뭉치인 드라마 대본 8
편(총143회)을 중심으로 하여 모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전형적인 
부정 의문 표현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2).
2) ‘말다’ 부정 의문문을 말뭉치에서 검색하였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서 본 연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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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사에 의한 부정 의문문:
1. 단형 부정 의문문: 안 ...(요)? , 못 ...(요)? 안 ...(으)ㄹ래(요)?
                     -도 안 돼(요)? , -면 안 돼(요)?, -면 안 될까(요)? 

, -도 못해(요)?
2. 장형 부정 의문문:  -지 못해(요)? 

-지 않아(요)?, -지 않겠어(요)?, -지 않겠습니까?, 
-지 않니?, -지 않을래(요)?, -지 않을까(요)?

(나) 특수 부정어에 의한 부정 의문문:
1. ‘아니다’의 구문: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 , N이/가 아닐까(요)?, N이/가 

아니니?, N이/가 아니겠어(요)? , N이/가 아닙니까?, N
이/가 아니지(요)?, N이/가 아니겠지(요)?, -(으)/ㄴ 것 
아니야(아니에요)?, -(으)/ㄴ 것 아닌가(요)?, -(으)/ㄴ 
것 아닐까(요)?, -(으)/ㄴ 것 아니니?, -(으)/ㄴ 것 아
니겠어(요)?, -(으)/ㄴ 것 아닙니까?, -(으)/ㄴ 것 아니
지(요)?, -(으)/ㄴ 것 아니겠지(요)?

2. ‘없다’의 구문: -을 수 없어(요)? , -도 없어(요)?
3. ‘모르다’의 구문: -도 몰라(요)?

그리고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부정 의
문문 형태의 문장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부정 의문문을 사
용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부정 의문문의 용법을 분류하고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
을 세분화 하였다. 이어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유한 표현 양상을 분석하고 중국
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전제를 마련하기 위
하여 한·중 부정 의문문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형태와 기능 두 가지 측면에서 공
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이해·표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이 실험은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에 대한 이해 정도와 실제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을 발화하는 빈도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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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의 부
정 의문문에 대한 이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드라마의 상황을 참조하여 대화
를 만들었고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선다형 테스트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
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녹음된 대화를 들려주며 학습자가 대화에 나오는 부정 
의문문이 무슨 의미인지 선택하도록 한다. 두 번째 실험은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
문 표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이다. 연구자는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발화 내
용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습자와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된 역할극을 완성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역할극은 앞선 이해 양상 실험과 같은 상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설
정된 상황을 학습자에게 설명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평소 발화 습관대로 자유 발화
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역할극을 완성하는 
과정을 녹음하고 학습자의 발화 내용을 전사하여 이를 학습자 말뭉치로 삼았다. 
학습자의 이해 양상과 표현 양상을 살피는데 상황을 같게 설정한 이유는 같은 상
황에서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에 대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것
이다. 이는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표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
을 마련하였고 그들에게 알맞는 보다 효과적인 부정 의문문의 교육 방안을 구축하
였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은 중·고급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표현 양상을 바탕
으로 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중급 학습자에게는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 중급 학습자가 모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대조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고급 학습자는 형태·통사적인 오류
보다 부정 의문문을 상황 맥락에 어긋나게 발화하는 문제점으로부터 부정 의문문
의 의미·화용적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부정 의문문의 
교육 방법은 학습 목표에 따라서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을 가르치기 위
한 PPP 모형과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ESA　모형을 제
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된 교수·학습의 실제는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30명 있는 중국인 고급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
였다. 교육의 효과는 부정 의문문을 가르치기 전에 실시한 사전 평가와 실시한 후 
2주 후에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후 평가를 비교함으로써 확인이 가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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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정 의문문 교육 논의를 위한 전제

  이 장에서는 한국어 부정 의문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이론적 전제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부정 의문문은 한국어 문법서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범주는 아니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의 부정문과 의문문 각각에 대한 논의를 통합하여 부정 
의문문 교육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과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1. 부정 의문문의 개념 및 유형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부정문과 의문문 두 
가지 문법의 어느 한 부분도 빠질 수 없다. 특히 부정 의문문의 유형은 한국어 부
정문의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 한국어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부정문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1.1. 부정 의문문의 개념

  부정 의문문은 부정법이 의문문에 적용된 문장을 말한다. 부정 의문문은 형태적
으로 주로 부정소, 의문사, 의문형 어미에 의하여 표현된다. 또한 일부 부정 의문
문은 억양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서 부정소와 의문형 어미는 필수 
요소이나 의문사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1) ㄱ. 순이는 왜 학교 안 갔니?(↗)

     ㄴ. 순이는 학교 안 갔니?(↗)

  (1ㄱ)과 같이 의문사가 있는 부정 의문문은 질문의 초점이 의문사 ‘왜’에 있으므
로 순이가 학교에 안 갔다는 전제 하에서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1ㄴ)은 비록 
의문사가 빠져서 (1ㄱ)의 의미와 다르지만 비문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정 의문문
에서 의문사가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와 같이 부정소가 포함되어 있는 의문문을 부정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한국어 부정 의문문도 영어와 같이 하나의 의문문 형태가 서술문 뒤에 
부가되어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래에는 이것을 영어의 tag-questions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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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보아 국어에서는 ‘부가의문(문)’이란 이름으로 불러왔다(박종갑
1991:327). 이러한 문장에는 흔히 긍정적인 선행문에 확인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후행문이 첨가된다.

(2) ㄱ. 밖에 비가 온다. 그렇지 않니?

    ㄴ. 밖에 비가 오지 않니?

  
  위와 같이 (2ㄱ)과 (2ㄴ)의 의미는 같으나 단지 문장 구성 방식에서 다르다. 박
종갑(1991)에서는 (2ㄱ)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고 (2ㄴ)을 융합 의문문이라고 
하면서, 부가 의문문과 융합 의문문을 구분하는 데 부가 의문문의 선/후행문은 통
사적으로 분리 가능한 구성인데 비해 융합 의문문의 선/후행문은 통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구성이라고 설명하였다.3) 본고에서는 박종갑(1991)에 따라 부가 의문문
은 부정 의문문과 의미는 같고 단지 통사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부가 의문
문을 부정 의문문의 하위 범주로 본다. 
  이와 같이 형태·통사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 의문문은 일반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이 있고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에 따라 부정이나 질문의 성격을 갖는 
순수 부정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부정이나 질문의 성격을 갖
지 않는 특수 부정 의문문이 있다. 국어학에서 이러한 순수 질문이 아닌 부정 의
문문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으며 학자에 따라 그 용어도 다
양하다. 
  김동식(1981)에서는 이러한 특수 부정 의문문이 부정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긍
정 명제를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한다는 입장에서 확인문으로 정의하였고, 장석진

3) 박종갑(1991:329-336)은 부가 의문문과 융합 의문문을 구별하고자 다음과 같은 다섯 가
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의 선/후행문 사이에는 휴지(pause)가 있으나, 후자의 그것들 사이에는 휴지가 없
다.

둘째, 전자의 경우는 선/후행문이 통사적으로 독립적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선/후행문이 통사
적으로 단일한 문장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셋째, 전자의 경우에는 선/후행문 사이에 다른 어사가 삽입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불
가능하다.

넷째, 전자의 경우 선행문이 내포문 구성일 경우 후행 의문문에 의한 질문의 대상이 선행문
의 상위문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하위문의 내용이 될 수도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반드
시 상위문의 내용만이 질문의 대상이 된다.

다섯째, 전자의 경우는 선/후행문이 취할 수 있는 형태에 별다른 제약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
에는 제약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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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은 화자의 태도에 따라 비중립적인 부가 의문문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두 논의 모두 장형 부정 의문문에만 주목하였고, 단형 부정 의문문은 언급하지 않
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외에 박종갑(1987)은 이러한 특수 부정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 또는 융합 의문문으로 규정하였고, 김미숙(1995)은 이를 보완하여 부가 의
문문, 비축약 융합 의문문과 융합 의문문으로 나누었다.

(3) ㄱ. 사탕은 영희가 먹었다. 그렇지 않니?(↗)

    ㄴ. 사탕은 영희가 먹었지 않니?(↗)

    ㄷ. 사탕은 영희가 먹었잖니?(↘)

  박종갑(1987)은 (3ㄱ)을 부가 의문문으로 규정하고 (3ㄴ)과 (3ㄷ)은 모두 융합 
의문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미숙(1995)는 ‘-지 않-’이 ‘잖’으로 축약된다는 입
장에 따라 (3ㄴ)을 비축약 융합 의문문으로 정의하고 (3ㄷ)을 축약 융합 의문문
(즉 융합 의문문)으로 규정하였다. 
  화자의 전제 용법4)으로 특수 부정 의문문에 대한 논의로는 장경기(1986)와 이
필영(1995)이 있다. 장경기(1986)는 영어의 yes-no 의문문의 화용론적 용법을 
참조하여 국어의 부정 의문문을 전제 용법과 비전제 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제 
용법에는 화자의 1차 전제 용법과 2차 전제 용법이 있다. 여기에서 화자의 전제 
용법이 본고의 특수 부정 의문문 범주이다. 즉 장경기(1986)는 특수 부정 의문문
을 화자의 1차 전제 용법과 2차 전제 용법으로 규정하였다.5)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필영(1995) 또한 부정 의문문을 화자의 전제에 의하여 
문장 전제 부정 의문문, 본문 전제 부정 의문문 그리고 부가 의문문으로 구분하였
다. 그 중 긍정적인 전제를 지닌 부정 의문문은 본문 전제 부정 의문문6)과 부가 
의문문7)이 있다. 문장 전제 부정 의문문과 본문 전제 부정 의문문의 차이점을 살
4) 장경기(1986)에 의하면 화자 전제 용법은 화자가 부정 의문문을 발화하기 전에 화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의도가 있는 발화 
전략이다.

5) 장경기(1986)에서는 1차 전제 용법은 발화 직전에 ~P일 가능성에 직면하여 화자가 기본
문 ~P를 확인하려는 용법으로 ~P가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2차 전제 용법은 화자
의 전제 P를 청자로부터 동의를 구하거나 청자에게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문을 P로하고 
~P가 의문문으로 나타나는 용법이라고 하였다.

6) 이필영(1995)에 의하면 본문 전제 부정 의문문은 화자가 본문 내용을 사실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워 자신이 전제한 내용을 부정적으로 물
은 것이다.

7) 부가 의문문은 화자가 본문 내용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고 본문 내용에 대해 의문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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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철수가 오지 않았니?

  예문４와 같이 화자가 ‘철수가 오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청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문장 전제 부정 의문문이고 ‘철수가 왔다’는 긍정적인 전제 하에 질문하는 것이 본
문 전제 부정 의문문이다. 같은 부정 의문문이지만 화자의 전제가 긍정 혹은 부정
임에 따라 의미가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부정 의문문은 형태적으로는 부정법이 적용된 의문문
이지만 화용적으로 부정이나 질문의 성격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형
태적으로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취한 문장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1.2. 부정 의문문의 유형

부정 의문문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 기준 및 항목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선행 연구에서의 부정 의문문의 분류 기준을 살펴
봄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한국어 부정 의문문에 대한 분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있다. 하나는 
형태적인 측면에서 부정문의 유형에 따라 부정 의문문을 분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부정 의문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우선 부정 의
문문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분류한 논의들을 살펴보겠다. 

구종남(2004)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유형을 크게 ‘동사 부정 의문문’과 ‘계사 부
정 의문문’으로 나누어 ‘안, 못’이 사용된 부정 의문문을 동사 부정 의문문으로, 계
사 ‘이다’의 부정형인 ‘아니다’가 사용된 부정 의문문을 ‘계사 부정 의문문’으로 분
류하였다. 그러나 이진주(2011)에서는 일반적인 부정문을 만드는 ‘안, 못, 말다’ 
부정문 이외에 ‘없다, 모르다’가 사용된 어휘 부정문도 범위에 포함시켜서 부정문
의 유형에 따라 부정 의문문을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말다’ 부정문 그리고 어
휘 부정인 ‘없다’ 부정문, ‘모르다’ 부정문, ‘아니다’ 부정문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통해서 부정적으로 묻고는 있지만, 사실상 화자는 이미 본문 사태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을 하고 있다. (이필영 19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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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형태

단형 부정 
의문문

안+용언
못+용언
용언의 어간+면 안 돼?
용언의 어간+ 것 아니냐?
명사+아니야?

장형 부정 
의문문

용언의 어간+지 않아?
명사+같지 않니?

특수 장형 부정 의문문 반어적 부정 의문문8)
부가 의문문9)

<표 Ⅱ-1 구종남(2004)와 이진주(2011)의 부정 의문문 분류 비교>

  

구종남(2004) 이진주(2011)
동사 부정 

의문문
‘안’ 부정 의문문 ‘안’ 부정 의문문
‘못’ 부정 의문문 ‘못’ 부정 의문문

계사 부정 
의문문 ‘아니다’ 부정 의문문

‘말다’ 부정 의문문
‘없다’ 부정 의문문
‘모르다’ 부정 의문문
‘아니다’ 부정 의문문

<표 Ⅱ-1>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분류는 부정문의 유형을 기준으로 부정소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부정 의문문을 분류한 것이다. 또한 국어학에서 부정문을 부
정소의 길이에 따라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으로 나누는 논의들도 많다. 단형 부정
문에는 ‘안’+용언, ‘못’+용언이 있고, 장형 부정문에는 ‘용언의 어간+-지 않다’, 
‘용언의 어간 +-지 못하다’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부정 의문문을 장형 부정 의문
문과 단형 부정 의문문으로 분류한 논의로는 한·중 부정 의문문을 대조하여 연구
한 장방(2011)이 있다. 장방(2011)은 한국어 부정 의문문을 단형 부정 의문문과 
장형 부정 의문문으로 나누었는데, 단형 부정 의문문은 ‘안+용언’, ‘못+용언’, ‘용
언의 어간+면 안 돼?’, ‘용언의 어간+것 아니냐?’, ‘명사+아니야?’가 있고 장형 부
정 의문문은 ‘용언의 어간+지 않아?’, ‘명사+같지 않니?’와 특수 장형 부정 의문문
(확인 의문문)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2 장방(2011)의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분류>

8) 장방(2011)에 의하면 반어적 부정 의문문이란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거라고 하지 않았
니?’와 같은 화자의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문의 형식이다.

9) 장방(2011)에서의 부가 의문문은 ‘비가 왔지, 안 그래?’와 같이 서술문 뒤에 질문을 첨가
하여 나타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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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장방(2011)에서는 부정문의 형태·통사적인 특징으로 부정 의문문을 

크게 단형 부정 의문문과 장형 부정 의문문으로 나누었으나, 장형 부정 의문문에
는 화용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반어적 부정 의문문이 있다. 반어적 부정 의문문
이란 장방(2011)에 의하면 화자의 주장을 강조하는 확인 의문문이다. 이는 의미·
화용적 측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장방(2011)은 부정 의문문을 분류함에 있어 형
태·통사적인 측면과 의미·화용적인 측면을 동시에 취하고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부정 의문문을 형태·통사적인 측면에서 분류한 논의에 이어 부정 의문문
을 의미·화용적 측면에서 분류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실제 
담화 맥락에서 질문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논의한 연구들 가운데 먼저 장석진(1984b)을 살펴
보겠다. 장석진(1984b)은 부정 의문문을 화자의 태도에 따라 중립적 부정 의문문, 
비중립적 부정 의문문 그리고 비중립적 부가 의문문으로 나누었다. 10)

<표 Ⅱ-3 장석진(1984b) 화자의 태도에 의한 부정 의문문 분류>
부정 의문문 유형 화자의 태도 화행

부정 의문문 중립적 진위여부 응답 요청
비중립적 보문내용 확인 요청

부가 의문문 비중립적 보문내용 동의 요청

국어학에서는 장석진(1984b)이 처음으로 부정 의문문의 유형을 화자의 태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지 장형 부정 의문문에만 주목하고 단형 부정 의
문문에 대하여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후 단형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용법에 관
하여 장경기(1986)에서 처음으로 제기 되었다.

또한, 화자의 전제에 의하여 부정 의문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화자의 전제를 기준으로 하여 부정 의문문을 분류하는 연구로는 이필영(1995)이 
있다. 이필영(1995)은 화자의 전제에 따라 문장 전제 부정 의문문, 본문 전제 부
정 의문문 그리고 부가 의문문으로 나누었다. 문장 전제 부정 의문문은 문장 전체
10) 장석진(1984b:267)은 “부가 의문과 비중립적 부정의문은 화행이 아주 유사하고,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본문 명제가 참임을 단언하면서 창자의 동의를 청하는데 비해 후자는 청자
에게 명제가 참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화행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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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순수 질문 기능을 하는 일반 부정 의문문이다. 본문 
전제 부정 의문문은 본문 내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화자가 본문의 내용을 사실이라
고 전제하고 발화 직전에 그러한 전제가 무너질 상황에 직면하여 부정적으로 발화
하는 것이다. 또한 부가 의문문11)은 화자가 본문의 내용을 확신하고 있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청자도 동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
는 것이다. 

    <표 Ⅱ-4 이필영(1995) 화자 전제 부정 의문문>
유형 화자 전제 의미 기능

문장 전제 부정 의문문 부정 질문
본문 전제 부정 의문문 긍정 확인

부가 의문문 긍정 동의 요청

이필영(1995)은 부정 의문문을 화용적 기능에 의하여 분류하였는데 이는 형태
적으로 보다 구체적이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본문 전제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은 통사적으로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을 구체적이고 전면적으로 다
루기 위하여 부정문의 형태적 유형과 부정문의 장형/단형을 근거로 하여 보다 체
계적으로 부정 의문문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정 의문문을 형태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부정사에 의한 
부정 의문문이 있고 특수 부정어에 의한 부정 의문문이 있다. 부정사에 의한 부정 
의문문은 부정사 ‘안/못’이 들어가는 ‘안’ 부정 의문문과 ‘못’ 부정 의문문이 있고, 
특수 부정어에 의한 부정 의문문은 특수 부정어 ‘말다/없다/모르다/아니다’가 포함
된 ‘말다’ 부정 의문문, ‘없다’ 부정 의문문, ‘모르다’ 부정 의문문과 ‘아니다’ 부정 
의문문이 있다.12) 또한 ‘안’ 부정 의문문과 ‘못’ 부정 의문문을 다시 ‘아니(안)’을 
가지는 단문인지, 보문소 ‘-지’가 이끄는 보문을 가지는 구성인지에 따라 단형 부
정 의문문과 장형 부정 의문문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을 다음
11) 지금까지의 부가 의문문에 관한 논의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부정 의문문이 

종결어미 ‘-지’를 취하는 문장과 그것에 대한 부가적 질문(예. ‘그렇지 않니?’)의 축약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부가 의문문이 일반 부정 의문문과 
담화상의 전제를 달리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필영 1995:200) 

12) ‘안’이나 ‘못’과 비슷하게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 ‘不’, ‘否’, ‘非’와 결합된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접두 부정법이라고 하는데 이익섭·채완(2003)은 이런 문장들을 문장 전체
의 뜻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통사적으로는 부정문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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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가) 부정사에 의한 부정 의문문:
     ㄱ. 단형 부정 의문문: ‘안’ 부정 의문문, ‘못’ 부정 의문문
     ㄴ. 장형 부정 의문문: ‘-지 아니하(않)-’ 부정 의문문, ‘-지 못하-’ 부정 의문문
(나) 특수 부정어에 의한 부정 의문문:
     ㄱ.  ‘아니다’ 부정 의문문
     ㄴ.  ‘없다’ 부정 의문문

   ㄷ.  ‘모르다’ 부정 의문문
   ㄹ.  ‘말다’ 부정 의문문

2. 부정 의문문의 특성

  본 절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을 논의한 후 
준구어 말뭉치로 간주되는 드라마 대본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발화 양상을 살펴보
았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한국어 모어 화자가 상황 맥락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부정 의문 표현을 추출
하였다.

2.1.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특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정 의문문은 부정법이 의문문에 적용된 문장으로서 부
정문과 의문문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정 의문문은 형태적으로 부
정소, 의문사, 의문형 어미, 억양 등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포함되는 동시에 부정
문과 같이 통사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부정 의문문의 형태적 특성은 부정 
의문문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결합을 통해 살펴보고, 부정 의문문의 통사적 특
성은 부정 의문문의 통사적 제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1.1. 부정 의문문의 형태적 특성

부정 의문문은 부정문과 의문문의 결합이므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요구된다. 
이에는 부정문을 실현하는 부정소와 의문문을 실현하는 의문사, 의문형 어미와 억
양이 있다. 그러나 의문사가 없어도 의문문은 실현 가능하므로 의문사는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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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아니고, 억양은 기본적으로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메시지 전달과 이해에 
기여하는 비언어적인 요소(non-verbal elements)13)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인 
요소(verbal elements)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비언어적인 요소(non-verbal 
elements)는 간략히 다루기로 한다.

1) 부정소

박우신(2010:11)에 의하면 한국어 부정문의 실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먼
저 문장에 부정소가 덧붙어 그 명제의 진위를 정반대로 바꾸는 통사적인 방법이
다. 이는 부정소 ‘아니’, ‘못’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단형 부정의 형식과 부정소 ‘아
니하-’, ‘못하-’, ‘말-’이 보문을 요구하며 이 보문을 부정하는 구조인 장형 부정
의 형식이 있다. 다음은 어휘 ‘이다’, ‘알다’, ‘있다’의 부정형 ‘아니다’, ‘모르다’, ‘없
다’가 문장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어 문장 전제가 부정문이 되는 어휘 부정법
이다. 마지막 방법은 한자 미(未)-, 무(無)-, 비(非)-, 불-/부(不)-, 몰(沒)- 
등 부정 접두사가 파생적으로 실현되어 긍정적인 어휘를 부정으로 바꾸는 파생적 
방법이다. 그런데 부정의 의미를 가진 한자 미(未)-, 무(無)-, 비(非)-, 불-/부
(不)-, 몰(沒)- 에 의한 부정문은 서면에서 많이 쓰이며 문어적인 특성이 강하고 
구어에서는 비교적 적게 쓰인다. 게다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부정 의문문은 한
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정 의문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어적
인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접두 부정법에 의한 부정 의문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부정소 ‘아니’, ‘못’이 서술어를 수식하는 단형 부정의 형식
과 부정소 ‘아니하-’, ‘못하-’, ‘말-’이 서술어 뒤에 붙어서 문장을 부정하는 장형 
부정의 형식, 또는 부정의 의미를 띤 어휘 ‘아니다’, ‘모르다’, ‘없다’에 의한 어휘 
부정 형식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부정
소는 ‘아니’, ‘못’, ‘아니하-’, ‘못하-’, ‘말-’, ‘아니다’, ‘모르다’, ‘없다’이다.

13) 레버(Lever, 1994)에서는 음성-청각 채널을 통해 소통되는 메시지에 대하여 정보적 기
능을 기준으로 언어적인 요소(verbal elements)와 비언어적인 요소(non-verbal 
elements)로 나누었다. 언어적인 요소는 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
는 데 기여하는 요소이며, 비언어적인 요소는 단어 의미를 확인하는 것 외에 단어 이상의 
문법 단위와 관련되거나, 화자 식별, 화자의 감정과 태도 등을 확인하는 데 기여하는 요소
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부정소, 의문사와 의문형 어미는 언어적인 요소(verbal 
elements)에 속하고 억양은 비언어적인 요소(non-verbal elements)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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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문형 어미

의문형 어미는 국어 의문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 
어미는 문장의 종결 위치에서 해당 문장이 의문문임을 직접 나타내며 청자에 대한 
화자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존대법과 함께 실현된다. 의문형 어미는 현대 국어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있다. 여기에서는 종래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ㄱ. 해라체: -나, -냐, -느냐, -니

ㄴ. 하게체: -ㄴ가

ㄷ. 하오체: -소, -오

ㄹ. 합쇼체: -ㅂ니까/습니까

ㅁ. 반말체: -아/-어, -지

ㅂ. 해요체: -나요, -ㄴ가요, -아요/-어요, -지요 

일반 의문문에서는 이와 같은 의문형 어미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된다. 그
러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의문형 어미뿐만 아니라 평서문의 어미가 상승조의 억
양과 함께 문장 종결 위치에서 해당 문장이 의문문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어미에는 평서문에 쓰이는 ‘-아/어’, ‘-지’, ‘-ㄹ래’, ‘-ㄹ까’등이 있다. 
이들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5)ㄱ. 나 학교 안 갈래.(↘)

   ㄴ. 너 학교 안 갈래?(↗)

   ㄷ. 나 밥 안 먹었어.(↘)

   ㄹ. 너 밥 안 먹었어?(↗)

예문(5ㄱ)과 (5ㄴ)은 같은 ‘-ㄹ래’ 형태로 쓰였으나 하강조의 억양과 함께 쓰였
을 때는 비의문형 어미이지만, 상증조의 억양과 함께 쓰였을 때는 의문문을 실현
하며 의문형 어미로 사용된다. 그리고 예문(5ㄷ)은 어미 ‘-어’에 의하여 평서문이
지만 (5ㄹ)은 상증조의 억양에 의하여 의문문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의문형 어미
는 의문문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다음의 의문사는 의문문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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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문사

의문사는 화자가 자신이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
되는 것으로 주로 설명 의문문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의문사는 설명 의문문
이 아닌 간접화행의 의문문에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부정 의문문의 구성 
요소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의문사는 부정 의문문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
고 특정한 담화 맥락에서만 쓰이는 것이다.

이익섭·채완(2003)에서 국어의 의문사는 의문 대명사, 의문 관형사, 의문 부사, 
의문 동사/형용사로 나뉜다. 

ㄱ. 의문 대명사: 무엇, 누구, 얼마, 몇, 언제, 어디

    a. 우리나라 초대 국무총리가 누구지요?

    b. 졸업생들 중 몇이 취직했습니까?

ㄴ. 의문 관형사: 무슨, 어느, 몇, 웬

    a. 우리 학교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b. 어느 것이 더 클까요?

ㄷ. 의문 부사: 왜, 언제, 어디

    a. 학은 왜 한 다리를 들고 설까?

    b. 언제 수학여행을 가니?

ㄹ. 의문 동사/형용사: 어찌하다, 어떠하다

    a.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 간들 어떠리?

    b. 이 같은 난국을 어찌하면 극복할 수 있겠고?

  
  이와 같이 의문사는 화자가 청자의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 사용하는 

것이며 부정 의문문에 의문사가 사용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6)ㄱ. 네가 언제는 늘 안 놀았나?

ㄴ. 네가 얼굴이 어디가 안 예쁘냐?

ㄷ. 누가 내가 숙제를 안 했다고 해?

위의 예문과 같은 부정 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언제, 어디, 누구’ 등이 쓰였으나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기 위한 발화는 아니다. 즉 화자는 의문사에 대한 정
보를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질문이 아닌 강조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부정 의문



- 24 -

억양 음성학적 표시 억양에 의한 화자의 감정 및 태도

낮은수평조
Low Level

일방적인 질문: (군인 여러분이 아니면 이 나라
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단순 질문: 어디에 가십니까?
수사의문문: 너 학교에 가야할 꺼 아니니?

문에서 의문사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 억양

억양은 구어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메시지 전달과 이해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이
호영(2007)에서 억양은 말의 가락(speech melody)이며 문장들에 얹히는 높낮이
의 형태(pitch pattern)라고 보고, 억양은 문장에서 문법적 기능, 화용론적 기능,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의문문의 성
립 요건 중 억양은 문미에서 의문형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도 화자의 질문
의 의미를 청자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이 있다.

(7)ㄱ. 영이가 가지? (↗)(의문)

   ㄴ. 영이가 가지.(↘)(서술)

의문문은 단지 의문형 어미나 의문사에만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와 같은 어미는 억양에 의하여 화자의 질문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억양은 반언어적 요소이지만 억양을 통하여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
이 된다.

이호영(2007)은 한국어의 억양을 ‘낮은수평조(Low Level), 가운데수평조(Mid 
Level), 높은수평조(High Level), 높내림조(Low Fall), 낮내림조(High Fall), 온오
름조(Full Rise), 낮오름조(Low Rise), 내리오름조(Fall-Rise), 오르내림조
(Rise-Fall)’의 9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의문문에서 각 억양이 전달하는 화자의 
감정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고 제시하였다. 

<표 Ⅱ-5 한국어 의문문의 억양 분류표 (이호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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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수평조
Mid Level 조심스럽게 질문: 사장님, 어디에 가십니까?

낮오름조
Low Rise

자문: 어떻게 하나?

관심과 걱정을 표시: 어떻게 하나?

내리오름조
Fall-Rise

자문: 어디에 가십니까?

관심과 걱정을 표시: 어떻게 하나?

높은수평조
High Level

단순 질문: 학교에 가실겁니까?
확인 질문(화자가 질문의 답을 확신하지 못할 
때): 학교에 다녀오셨습니까?

낮내림조
Low Fall

확인 질문(화자가 질문의 답을 확신할 때): 학
교에 다녀오셨습니까? 

높내림조
High Fall 없음

오르내림조
Rise-Fall

짜증내면서 반복적으로 질문: 어디에 가십니까?
수사 의문문(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 너 
학교에 가야할 꺼 아니니?

온오름조
Full Rise

되물음: ㄱ. 학교에 갑니다.
        ㄴ. 학교에 간다구?

  <표 Ⅱ-5>와 같이 한국어 의문문에서 단순 질문을 할 때는 낮은수평조 혹은 
높은수평조 억양이 사용되고, 자문할 때는 낮오름조와 내리오름조 억양이 사용되
며, 수사 의문문은 낮은수평조와 오르내림조 억양이 사용된다. 또한 화자가 확인 
질문을 할 때는 경우에 따라 높은수평조와 낮내림조 억양을 사용하고 화자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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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질문할 때는 가운데수평조 억양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질문이 아닌 일
방적인 질문을 할 때는 낮은수평조 억양을 사용하고 관심과 걱정을 표시할 때는 
내리오름조와 낮오름조 억양을 사용하며 되물음을 할 때는 온오름조 억양을 사용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한국어 부정 의문문은 부정소, 의문형 어미, 의문사, 억양 네 가지 요
소가 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부정소와 의문형 어미는 필수적인 요소
이지만 의문사와 억양은 필수 요소는 아니다. 

2.1.2. 부정 의문문의 통사적 특성

한국어 부정 의문문은 크게 단형 부정 의문문, 장형 부정 의문문, 특수 부정어
(어휘 부정)에 의한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이 있다. 국어 부정문에서 여러 가
지 통사적 구조와 통사적 제약이 있다시피 한국어 부정 의문문도 여러 가지 통사
적 특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여러 가지 유형의 통사적 구조와 통사
적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단형 부정 의문문

단형 부정 의문문은 부정사 ‘아니(안)’과 ‘못’이 수식어로서 서술어 앞에 놓여 형
성되는 부정 의문문이다. 그러나 모든 긍정 의문문이 단형 부정 의문문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형 부정 의문문도 단형 부정문과 같이 제약도 아주 많다. 
따라서 박우신(2010)에서 논의한 부정문의 제약을 근거하여 단형 부정 의문문의 
통사적 구조와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사는 수식어로서 서술어 앞에 위치한다. 즉 ‘아니 + V?’ 혹은 ‘못 + 
V?’의 구문이다.

(8) ㄱ. 나는 오늘 밥을 안 먹었다.

    ㄴ. 나는 오늘 밥을 못 먹었다.

예문8과 같이 부정사인 ‘안’, ‘못’이 동사 ‘먹다’ 앞에 오며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
을 한다. 단지 부정사의 의미에 따라 문장 전체의 의미도 달라진다.

둘째, 일부 합성어나 파생어는 단형 부정 의문문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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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우리 같이 안 운동할래?

    ㄴ. *동생이 안 자랑스러워?

예문 (9ㄱ)과 같이 ‘운동하다, 연구하다, 노래하다, 약하다’ 등과 같은 ‘명사+하
다’ 형태인 합성어와 (9ㄴ)에서와 같이 ‘자랑스럽다, 슬기롭다, 정답다’ 등과 같은 
파생어의 경우에는 단형 부정문을 구성함에 있어 제약이 있는 것과 같이 단형 부
정 의문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셋째, 일부 형용사 또한 파생어는 아니지만 단형 부정 의문문에 제약이 있다.

(10) ㄱ. *그 여자 안 아름다워?

     ㄴ. *영희의 관찰력이 너무 안 날카로워?

예문 (10ㄱ), (10ㄴ)과 같이 ‘아름답다, 날카롭다, 가파르다…’와 같은 일부 형용
사는 파생어는 아니지만 단형 부정 의문문을 이루지 못한다.

2) 장형 부정 의문문

장형 부정 의문문은 서술어 뒤에 ‘-지 아니하(않)-’과 ‘-지 못하-’가 붙어서 
부정 서술어를 구성이다. 장형 부정 의문문은 단형 부정 의문문보다 제약이 적지
만 일정한 특징은 있다. 박우신(2010)에서 논의한 부정문의 제약을 근거하여 장형 
부정 의문문의 통사적 구조와 제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형 부정 의문문에서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았-, -었-, -였-’과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겠-’ 등은 서술어가 아닌 부정 표현인 ‘-지 않다/-지 못하다’
와 어울려 쓰인다.

(11) ㄱ. 작년 겨울에는 날씨가 추웠니?

ㄴ. *작년 겨울에는 날씨가 추웠지 않니?

ㄷ. 작년 겨울에는 날씨가 춥지 않았니?

(12) ㄱ. 내일은 날씨가 덥겠지?

ㄴ. *내일은 날씨가 덥겠지 않지?

ㄷ. 내일은 날씨가 덥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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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과 같이 (11ㄱ)과 (12ㄱ)의 긍정 의문문은 ‘었’, ‘겠’이 자연스럽게 쓰이
는데 (11ㄴ)과 (12ㄴ)은 시제가 서술어에 붙어서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는 
장형 부정문과 같은 것이다.

3) 특수 부정어에 의한 부정 의문문

특수 부정어에 의한 부정 의문문은 부정 서술어가 부정의 어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단어 구성에 부정의 요소를 갖지는 않는 ‘어휘적 부정 서술어 구성’이다.  
이들은 ‘아니다’, ‘없다’와 ‘모르다’ 구문이다.

첫째, ‘아니다’ 구문은 주로 ‘-ㄴ 것이다’의 부정 ‘-ㄴ 것 아니다’와 ‘N+이/가 
이다’의 부정형 ‘N+이/가 아니다’ 두 가지 문형이 있다.

(13) ㄱ. 혹시 너 메리 아니니? 

ㄴ. 사장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ㄷ. 황메리가 본명은 아니겠죠?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한국어에서 ‘아니다’ 구문을 쓰는 전형적인 문형이 ‘-ㄴ 
것 아니다’와 ‘-ㄴ 것 아니다’이다. 또한 (13ㄷ)에서는 추측의 의미가 포함된 ‘-
겠-’이 부정 어휘에 첨가된다.

둘째, ‘없다’는 앞에 ‘아니다’와는 달리 부정 요소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지만 의
미적으로　‘아니(안)+있다’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부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요청의 관습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다. 

(14)ㄱ. 다친 데 없죠?

    ㄴ. 사과 없어요?

예문 (14ㄱ)는 단지 방금 넘어진 사람에게 다친 데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없
다’ 구문을 사용하였지만, (14ㄴ)에서 화자가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 없어요?”라
고 묻는 것은 사과를 달라고 요청하는 표현방식이다. 

셋째, ‘모르다’ 구문 역시 ‘없다’ 구문과 마찬가지로 외현적인 부정 요소를 지니
고 있지 않으며 의미상으로는 ‘못+알-’에서 온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모르다’형
식의 부정 의문문은 흔히 화자가 주장을 강조할 경우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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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메리: 이 분이 누군 줄 알어? 학교 선생님이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 

몰라요?

   소란: (땅바닥 보며)그림자 없잖아요. 밟지도 않았구요.

   메리: 골 때리는 분이네. 얼른 사과하지 못해요?

한국어에서 예문15과 같이 “…말 몰라요?” 구문은 자주 쓰인다. 이는 화자가 청
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4) 부가 의문문

한국어에서 부가 의문문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많으며 ‘부가 의문문’에 대한 정
의 또한 다양하다. 일부 학자들은 의미적 측면에서 부정이 아닌 다른 기능을 하는 
부정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박종갑(1987:113)은 의
문문이 아닌 문장 뒤에 의문문이 부가되어 전체 문장이 하나의 문장과 같은 통사
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문을 융합 의문문이라고 하여 선행문과 후행문이 독립적으
로 분리가 가능한 문장이 부가 의문문이라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따르기로 한다.

(16) ㄱ. 아빠가 힘들게 배달해 주신 주스 마셔야지, 안 그래? 

     ㄴ. 이렇게 와 주니까 얼마나 고맙냐, 그렇지 않냐? 광호야!

예문16과 같이 부가 의문문은 평서문 뒤에 부정 의문이 첨가되어 통사적으로 
하나의 문장과 같이 구성된 문장을 말하며 선행문과 후행문은 독립적으로 분리가 
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부정　의문문에는　단형　부정　의문문인　‘안’　부
정　의문문과　‘못’　부정　의문문, 장형　부정　의문문인　‘－지　않－’　부정　의문문과　‘－
지　못－’　부정　의문문, 그리고　어휘　부정　의문문으로　부정어　‘아니다’, ‘없다’, ‘모르
다’가　포함된　부정　의문문이　있으며, 이　외에　부가　의문문이　있다, 다음은 부정 의
문문의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2.2.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특성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대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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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이라고 한다(남기심·고영근, 1985:340-350). 하지만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
은 의문문의 형태를 따르지만 질문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이 있다.  화
자가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거나 강조하기 위하여 흔히 부정 의문문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인이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실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말뭉
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말뭉치　분석은　앞　절에서　정리한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
적　특징을　가진　문장들을　21세기 세종 말뭉치(2010)에 수록된 구어 말뭉치와 준
구어 말뭉치 드라마 대본에서 검색하고 부정 의문문이 쓰이는 상황을 추출하였
다.14) 다음은 검색한 결과를 중심으로 부정 의문문 형태의 문장들이 어떤 상황에
서 어떤 의미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부정 의문문의 용법 분
류를 위하여 김미숙(1998)에서 제시한 기준에 예문들을 넣어 분석해 보았다. 예문
을 넣어 본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예문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김미숙(1998)에서 제시한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
에 대한 분류 기준을 살펴보고 김미숙(1998)의 분류 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출처 작가 횟수
1 인생은 아름다워(SBS) 김수현 1~15회
2 살맛납니다(MBC) 박현주 11~20회
3 지붕 뚫고 하이킥(MBC) 이영철, 조성희, 이소정 34~53회
4 그들이 사는 세상(KBS) 노희경 1~16회
5 온에어(SBS) 김은숙 1~21회
6 역전의 여왕(MBC) 박지은 1~21회
7 청담동 앨리스(SBS) 김지운, 짐진희 1~4회
8 메리대구 공방전(MBC) 김인영 1~16회
9 21세기 세종 말뭉치(2010) 국립국어원 20편

14)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실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종 구어 말뭉치와 준구어 말뭉치 
드라마 대본을 선택하였다. 세종 구어 말뭉치는 대학생들의 대화와 수업대화 위주로 수록
되었기 때문에 청자와 화자 간의 관계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청자와 
화자 간의 더욱 다양한 관계에 의한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드라마 대
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드라마 대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 개인적인 취향에 
영향 받지 않기 위하여 드라마를 여러 편 선정하였고, 또한 다양한 주제로 된 드라마를 
골고루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3편, 직장생활을 반영
하는 드라마 4편 그리고 20~30대의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 1편, 총 143회를 분석
하였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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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기능 ― 화자 전제의 확실성에 따라 ― 명령 기능
                                       ― 요청 기능

진술 기능 ― 화자 전제의 확실성에 따라 ― 적극적 진술 기능
                                       ― 소극적 진술 기능
                                       ― 환기적 진술 기능

  김미숙(1998)은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의문문의 간접 화행으로 보며 이를 
크게 행동 요구 유무에 따라 명령 기능과 진술 기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명령 
기능은 화자 전제의 확실성에 따라 명령 기능과 요청 기능으로 나누고, 진술 기능
은 화자 전제의 확실성에 따라 적극적 진술 기능, 소극적 진술 기능, 환기적 진술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에 따라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한 분
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Ⅱ-1 김미숙(1998)의 부정 의문문의 화행 기능>

  <그림 Ⅱ-1>과 같이 김미숙(1998)에서는 청자에 대한 행위 요구의 유무에 따
라 명령 기능과 진술 기능으로 나누었는데 명령 기능에서 다시 명령 기능과 요청 
기능으로 나누는 것이 층위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기능을 청자 행위 유도 기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
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기능을 명령 기능과 요청 기능으로 나누는 기준이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서 권위 유무와 상관없이 단지 화자 전제의 확실성에 따라 나누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 우선 화자의 전제가 강하거나 약하다는 기준이 모호하
며 화자의 전제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가 있으면 화자는 청자
에게 명령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명령 기능과 요청 기능을 화자 전제의 확실성
에 따라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명령 기
능과 요청 기능을 나누는　데 있어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화자의 권위 유
무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즉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가 있으면 명령 기능이고 화자
가 권위가 없으면 요청 기능이다. 뿐만 아니라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화자가 청자
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화자는 청자
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김미숙(1998)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김미숙(1998)에서와 같이 행위 
요청 기능을 명령 기능과 요청 기능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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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행위 유도 기능의 하위분류에 명령 기능, 요청 기능, 제안 기능 3
가지로 나누었다.  
  이 외에 김미숙(1998)에 의하면 진술 기능을 적극적 진술, 소극적 진술, 환기적 
진술로 나누었는데, 적극적 진술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
고 청자를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소극적 진술 기능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화자가 청자나 명제에 대하여 확신이 없을 
때 추측의 태도를 드러내는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화자 전제가 확실한 경우에도 
공손의 한 표현 방법으로 발화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환기적 진술 기
능은 화자가 자신의 전제를 환기시켜서 발화함으로써 청자도 화자 전제에 동의하
리라 믿고 청자에게 동의를 요청하고자 발화된 질문이기 때문에 환기적 진술 기능
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김미숙(1998)에서는 화자는 청자가 동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
자에게 동조를 유도하는 기능과 청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환기시키는 기능을 
합쳐서 환기적 진술 기능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예문에서는 이 두 가지 기
능은 전혀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직장생활하는 것이 힘들어
서 남편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 진짜 회
사 관둘까봐. 나야 관둬두 뭐... 우리 서방님이 먹여 살려 주겠지. 안 그래?”라고 
말한다. 이 예문에서 화자는 자기가 회사를 그만 두면 남편이 먹여살려줄 거라는 
화자 전제에 대하여 남편이 알고 있으며 남편도 동의하리라 믿고 남편에게 말해서 
환기시키는 상황이 아니다. 아내는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면 남편이 먹여 살려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듣
고 싶은 것이다. 화자는 남편이 직접 그런 말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며 남편의 동조를 유도하는 것이다. 즉 화자는 청자가 동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청자의 생각을 환기하는 의미는 아니다.  즉 화자가 청자의 
동조를 구하는 상황과 청자가 사전에 알고 있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상황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전자는 청자의 기억과 사실 여부를 확인시키는 것보다 청자가 자
신의 의견에 동조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으며, 후자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청
자가 했던 말 등 청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화자가 다시 한 번 환기시켜서 청자에
게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즉, 전자는 청자에 대하여 확신은 없지만 청자가 동
조하길 바라는 화자의 태도에 초점을 두고 후자는 사전에 있던 사실 혹은 청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환기시켜서 청자에게 확인하는 데 목표를 둔다. 따라서 본 연구



- 33 -

에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동조 유도 기능과 환기 기능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이
다.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긍정문보다 주장을 강화하거나 간접화하는 효과가 있
다. 즉 화자가 긍정문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말을 부정 의문문으로 표현할 때 긍정
문에 비해서 부정 의문문이 주장을 강화하거나 간접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과 다른 측면의 문제이다. 부정 의문문의 의
미 기능은 긍정문에 비교한 발화 효과보다 부정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담화 상황 
맥락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김미숙(1998)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적극
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적극적 진술 기능에 포함시켰고 화자가 자신의 주장
을 간접화하거나 청자에 대한 공손함을 나타내는 것을 소극적 진술 기능에 포함시
켰다. 김미숙(1998)의 이러한 분류는 부정 의문문이 긍정문과 비교했을 때 부정 
의문문의 효과를 부정 의문문이 실제 상황 맥락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혼동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효과와 의미 기능을 서로 다른 측면으로 
보고, 각 의미 기능에 있어서 부정 의문문은 긍정문에 비하여 주장 강화나 공손화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팀장과 상무가 회사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다. 팀장은 동종 업계에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을 스카우트해 
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상무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럴 땐 
동종 업계에서 아이디어 좋은 사람들 스카우트해 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한다. 이는 권위 있는 청자에게 화자가 공손하게 말하기 위하여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지만 결국은 동조를 유도하는 상황이다. 즉, 이러한 상황은 김미숙(1998)
에 따르면 공손 기능으로서 소극적 진술 기능에 하위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은 동조 유도 기능이라고 본
다. 또한 이러한 부정 의문문은 긍정문보다 공손한 효과를 지닌다고 본다. 이와 같
이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과 부정 의문문의 강화 혹은 간접화 효
과를 따로 나누어서 논의하고자 하며,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긍정문에 비하여 강화 혹은 간접화 효과가 있다고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말뭉치 분석 결과와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기존 연구의 
분류 기준에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의 유형을 재분류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김미숙(1998)과 같이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크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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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행위 유도  ――요청
                                      ―제안
       부정 의문문의                              ― 불만 제기
         의미 기능                  ―전제 강조 ―
                                                  ― 동조 유도
                       ―전제 진술                ―추측
                                    ―전제 점검 ――확인
                                                  ―환기

자의 행동 요구 유무에 따라 청자 행위 유도 기능과 화자 전제 진술 기능으로 나
누었다.15) 행위 유도 기능은 다시 화자의 권위 유무와 행동 주체가 청자인지, 아
니면 청·화자가 함께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명령 기능, 요청 기능, 제안 기능16)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전제 진술 기능이란 행위 유도 기능과 대응되어 화자
가 청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전제를 진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제 진술 기능은 화자의 가치 판단 유무에 따라서 전제 강조 기능과 
전제 점검 기능으로 나누었다. 전제 강조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청자에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기능이다.17) 전제 강조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에 따
라 다시 불만 제기 기능과 동조 유도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제 점검 
기능이란 화자가 자신이 마음 속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
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전제 점검 기능은 다시 추측 기능, 환기 기능, 확
인 기능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2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 분류>

15) 카르투넨(Karttunen, 1973:169)에 의하면 전제의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입장이 있
다. 한 입장은 전제를 한 명제와 그 결과에 의해서 정의 되는 두 문장 간의 의미론적 관
계로 본다. 여기에는 화자나 청자 또는 그 문장이 발화되는 화맥이 관련되어 있지 않고 
전제의 주체는 바로 문장이다. 한편, 전제를 화용론적 개념으로 보는 또 하나의 입장이 있
다. 본 연구는 바로 후자의 입장을 따른다. 본 연구에서 전제란 화자가 부정 의문문을 발
화하기 전에 마음 속으로 예상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16) 제안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기하는 의견 제기일 수도 있고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는 청유일 수도 있다. 여기서 ‘제안’은 화자가 청자와 어떤 행동을 함께 수행하자고 
청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17) 전제 강조 기능에서 ‘강조’는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청자에게 부각시키는 것이며 화자는 
자신의 의견을 청자에게 적극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강조’를 ‘강화’와 다른 의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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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Ⅱ-2>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1차적으로 청
자의 행동 요구 유무에 따라 행위 유도 기능과 전제 진술 기능으로 나누었다. 행
위 유도 기능은 화자가 청자의 대답보다는 행동을 요구하며, 전제 진술 기능은 화
자가 자신의 전제를 진술하는 것이다. 행위 유도 기능은 화자의 권위 유무, 행위 
수행 주체가 청자인지 화자인지에 따라 명령 기능, 요청 기능과 제안 기능으로 나
눈다. 명령 기능은 화자에게 권위가 있으며 행동 수행 주체는 청자이다. 요청 기능
은 화자에게 권위가 없고 행동 수행 주체는 청자이다. 또한 제안 기능은 화자가 
권위 없고 행동 수행 주체는 청자와 화자이다. 나아가 전제 진술 기능은 다시 전
제 강조 기능과 전제 점검 기능으로 나누었는데, 전제 강조 기능에서 화자는 청자
에 대하여 가치 판단이 비중립적이고, 전제 점검 기능에서 화자는 청자에 대한 가
치 판단이 중립적이다. 전제 강조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불만 
제기와 동조 유도로 다시 나누었다. 화자가 청자나 명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
이면 불만 제기 기능이고, 긍정적인 태도이면 동조 유도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전
제 점검 기능에서 화자는 자신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청자가 답을 알고 있다고 믿고 질문하면 확인 기능이고, 청자가 답을 모르고 있다
고 믿으면서 질문하는 것은 추측 기능이다. 그리고 환기 기능에서 화자는 자신의 
전제가 참이라고 믿고 이에 대하여 청자도 알고 있다고 믿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제를 환기시켜 청자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이어서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 한국인의 구어 말뭉치와 준구어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특정 언어 상황에서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부정 의문 표현을 확인하였
다.

2.2.1. 행위 유도 기능

  행위 유도 기능은 부정 의문문이 청자로부터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청자의 행위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들은 화자의 권위 유무와 행위 수행의 주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명령 기능과 요청 기능, 제안 기능으로 나눈다. 화자에게 권위가 있
으면 명령 기능이고, 권위가 없으면 요청 기능과 제안 기능이다. 그리고 권위 없고 
행위 수행 주체가 청자이면 요청 기능이고, 청자와 화자가 함께 수행하면 제안 기
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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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아침 10시가 넘었는데 준혁은 아직 자고 있다. 엄마가 자는 준혁을 깨운다.
엄마: 이게 몇 신데 아직 쳐자고! 일어나, 빨리 안 일어나?

【지붕뚫고 하이킥】

<표 Ⅱ-6 부정 의문문의 행위 유도 기능 분류 기준>

           
명령 기능 요청 기능 제안 기능

화자 권위 있음 없음 없음
행위 수행 주체 청자 청자 청자, 화자

  <표 Ⅱ-6>과 같이 부정 의문문의 명령 기능은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 있고 청
자가 행위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요청 기능은 화자는 청자보다 권위가 
없으며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제안 기능
은 화자는 청자보다 권위 없으며 청자와 함께 어떤 행위를 수행하자고 제안한다. 

1) 명령 기능

  명령은 우선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가 있거나 상급자의 위치에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며 청자가 행위를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청자가 복종할 것을 기대한
다.18) 따라서 부정 의문문의 명령 기능은 형식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명령문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황1]은 엄마가 방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며 빨리 일어나라고 명
령하는 장면이다. 엄마는 준혁이보다 권위가 있고 준혁이가 얼른 일어날 것을 요
구한다. 이 때 명령 기능을 수행하는 부정 의문문 “빨리 안 일어나?”는 명령문 “빨
리 일어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말뭉치 분석 결과, 한국인은 명령문으로 먼저 명령하고 청자가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화자는 두 번째의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한다. 
이때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은 긍정문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

18) 그린(Green, 1975: 120)은 청자가 일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네 가지 접근법으로 명
령(order), 요구(demand), 요청(request), 애원(plead)을 제시하고, 각각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화자는 자기가 청자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
으며, 청자가 복종할 것을 기대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점에서 요구, 요청과 다르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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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세경과 승조는 두 번 만난 적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이이다. 세경이 회장님 
비서실에 문 비서를 찾으러 갔는데, 문비서는 못 만나고 승조를 만났다. 세경은 승조에
게 문 비서를 좀 불러달라고 부탁한다.
승조 : 무슨 일이십니까? 

세경 : 문 비서님 좀 불러주시면 안돼요? 회장님께 전할 말이 있어서요.

승조 :내가 회장님 비서라 했잖아요. 나한테 얘기해요. 전할 말이 뭐냐니까요?

세경 :...소인찬 씨, 꼭 돌아온다고 전해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구요.

【청담동 앨리스】

보다 화자의 명령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즉, 화자가 명령할 상황에서 긍정문
보다 부정 의문문이 화자의 태도를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화자가 청자에게 명령을 하는 상황은 총 78회
였으며, 그 중 ‘안’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상황은 68회, ‘못’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상황은 5회, ‘-지 못하-’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상황은 5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어 화자는 청자에게 명령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 ‘안?’ 부정 의문문을 다른 
부정 의문문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요청 기능

  요청은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위가 없거나 친숙하지 않을 때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며 부탁하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청자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의도로 평서문보다 의문문을 더욱 선호한
다. 또한 화자는 청자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게 된다. 즉 부정 의문문은 화자의 체면의 손상도 최
소화할 수 있고 화자가 청자에 대한 존중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직접 요청하는 평
서문보다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황2]에서 세경과 승조는 두 번 만난 사이이며 화자는 청자보다 권위가 없다. 
세경은 청자인 승조에게 문 비서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
을 사용하였다. 이때 부정 의문문은 청자의 행위를 요청하는 긍정문으로 바꿀 수 
있지만 화자의 발화 효과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황2]에서 부정 의문문 “문 비
서님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를 긍정문 “문 비서님 좀 불러주세요.”로 바꾸면 청
자에게 명령하는 느낌이 들어서 청자가 불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요청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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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3】민아와 현주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야식을 먹으러 가는 길에 본부장님을 
만났다. 현주가 본부장님께 같이 야식 먹으러 가지고 제안한다.
민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현주: 야근...하시나부다. 저희 지금 야식 먹으러 가는데. 같이 안 가실래요? 

본부장님: 아, 저는 괜찮아요. 드시고 오세요.

【역전의 여왕】

부정 의문문은 긍정문보다 간접적으로 요청하는 효과가 있다.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을 사용
한 상황은 57회로 나타났으며, 그 중 ‘-면 안돼요?/안 될까요?’를 47회 사용하였
고 ‘-(으)ㄹ 수 없어요?/없을까요?/없습니까?’를 8회 사용하였으며 ‘안?’을 2회 사
용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경우, 모어 화자는 부정 의문 표현 
‘-면 안돼요?/안 될까요?’, ‘-(으)ㄹ 수 없어요?/없을까요?/없습니까?’를 많이 사용
한다고 볼 수 있다.

3) 제안 기능

  부정 의문문의 제안 기능은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가 없고 행위 수행 주체는 청
자와 화자이다. 화자는 청자에게 자기와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청유하는 것이다. 
제안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명령 기능과 요청 
기능과 동일하다. 그러나 명령 기능은 청자의 행동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고 요청 
기능은 청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부탁하는 것이므로 명령 기능　또는 요청 기능은 
모두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부담을 준다. 이와 달리 제안 기능에
서 청자는 행위 수행에 대한 부담이 없다. 제안 기능의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상황3]과 같이 화자는 청자에게 같이 야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을 하였지만 
청자는 꼭 가야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양할 수 있다. 청자가 
사양하였을 때 화자에 대하여 약간의 체면 손상이 있겠지만 요청 기능보다는 약하
다.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부정 의문문은 긍정적인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지만 평서
문과 발화 효과가 다르다. 예를 들어 상황3에서 부정 의문문을 긍정의 평서문으로 
전환하면 “같이 가요.”이다. 이 때 부정 의문문 “같이 안 가실래요?”와 비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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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의 의견보다 같이 가자는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드러내
는 것이고, 부정 의문문은 청자가 같이 가고 싶은지 아닌지 청자의 의견을 물으면
서 같이 가자는 말을 보다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 때 청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
으로 같이 가자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부정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더
욱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특히 화자와 청자가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닐 때 부정 의문문으로 제안하면 평서문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은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세종 말뭉치에서 구축한 한국인 구어 말뭉치와 준구어 말뭉치인 드라마 
대본을 분석한 결과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여 청자에게 제안하는 상황이 총 18회
로 나타났으며, 부정 의문 표현 ‘안 ..(으)ㄹ래(요)?’은 14회 나타났고, ‘-지 않을
래(요)?’는 4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제
안하는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정 의문문을 사용할 경우 ‘안 ..(으)ㄹ래(요)?’와 ‘-지 않을
래(요)?’를 전형적인 표현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2.2.2. 전제 진술 기능
  
  부정 의문문의 전제 진술 기능은 화자가 자신이 마음 속으로 예상하고 있는 화
자 전제를 진술하는 것이며, 의문의 형식이지만 청자에게 신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다.  전제 진술 기능은 화자의 가치 판단 유무에 따라 전제 강조 기능과 전제 점
검 기능으로 나눈다. 이때 화자의 가치 판단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즉,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면 가치 판단이 있는 것이
고,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면 가치 판단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제 강조 기능은 화자가 자신이 참이라고 믿고 있는 전제를 청자에게 부각시키며 
청자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친정 엄마가 딸
의 집에 놀러 와서 저녁밥을 먹은 후 딸이 엄마한테 버스 끊기겠다고 안 가냐고 
물었다. 엄마가 자고 갈 거라고 말하자 딸이 왜 자고 가냐고 묻는다. 이때 엄마는 
좀 화난 표정으로　“내가 좀 자고 가면 안 되니?”라고 질문한다. 이 상황에서 엄마
는 딸에게 자고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딸에 대한 불만을 표
현하는 것이다. 엄마의 전제는 “엄마가 딸의 집에서 좀 자고 갈 수 있다.”이다. 따
라서 엄마는 딸의 표현에 대한 자신의 섭섭함을 부정 의문문의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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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전제 점검 기능은 화자가 자신이 예상한 전제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청자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며 가치 판단이 없다.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묻는다. “유진이 오늘 연락 없었어?” 이 
문장에서 남편은 아들(유진)이 연락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청자에 대한 가치 판단은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Ⅱ-7 부정 의문문의 전제 진술 기능 분류 기준>
전제 강조 기능 전제 점검 기능

화자의 가치 판단 있음 없음

1) 전제 강조 기능

　　전제　강조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전제가 참이라고 믿고 그 전제 내용을 청자에
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때 화자가 자신의 전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 전제　강조　기능은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시 불만 제기 기능과 동조 유도 기능으로 나뉜다. 불만 제기 기능은 화자가 참
이라고 믿고 있는 전제가 청자의 행동과 모순될 때 청자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
로 드러내는 것이다. 즉 불만 제기 기능에서 화자는 청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
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동조 유도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전제가 참일 것이라고 
믿으며 청자도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의 동조를 유
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고 소극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특히 청자가 화자보다 권위가 있거나 친밀도가 낮으면 화자는 소극적
으로 자신의 전제를 드러내며 청자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길 바란다. 즉, 동조 유
도 기능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동조할 것을 강요할 수도 있고 요청
할 수도 있는데, 두 기능 모두 청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불만 제
기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동조 유도 기능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긍정적인 것이다. 

<표 Ⅱ-8 부정 의문문의 전제 강조 기능 분류 기준>
불만 제기 기능 동조 유도 기능

화자의 태도 부정적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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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４】회사에서 직원 태희와 상사 용식의 대화이다.
용식: 기획팀은 몇 번의 임상실험을 거쳐 오차범위도 최소로 줄이고. 실험군도 확보돼 

있는데. 우린 아무 것도 없이 빈손으로 어떻게 이길 겁니까?

태희: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식: 대안요? 어떻게? 집에 불이 났는데 물 한 방울 없이 빈손 쥐고도 불 끌 수 있다

는 사람은 황태희 씨구요! 참 대책 없이 자신만만하네요. 

태희: (홧김에 지르는) 그럼 이 일의 총책임자이신 본부장님께서 대안다운 대안을 내놔

보시든가요. 대안도 없이 까기만 하는 거..누가 못합니까? 

용식:  이럴 때 머리 쓰고 발로 움직이라고 고용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거 내가 다 할

거면 황태희씨가 왜 필요합니까?

【역적의　여왕】

ㄱ. 불만 제기 기능

  부정 의문문의 불만 제기 기능은 화자가 자신이 참이라고 믿고 있는 전제와 청
자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화자는 청자에 대하여 불만이 생기고 자신의 전제
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반어적(反語的)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수사　의문문으로　일컬어질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전제가 참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청자에게 확인 요청(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술하
는 것이다. 국어에서 부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할 때 긍정의 강한 진술로 해
석되는 것처럼 부정 의문문은 긍정적 평서문으로 전환 가능하지만 단순히 진술하
는 일반 평서문과 다르게 화자의 주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음과 같은 상
황을 볼 수 있다.

  [상황4]에서 태희는 본부장님이 부하 직원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늘 부하 직원들
을 비평하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며 그를 부정 의문문 “대안도 없이 까기만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로 본부장님께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 이는 긍정문 “대안
도 없이 까기만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두 문장
을 비교하였을 때 부정 의문문이 화자의 불만 혹은 청자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더
욱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즉 화자의 불만을 제기할 때 부정 의문문은 긍정문보다 
화자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진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어 화자의 준구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상황 가운데　
화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은 총252회 나타났고, 그 중 ‘-ㄴ 것 아니야(아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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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닌가(요)?’를 107회 사용하였고 ‘-도 못해(요)?’를 40회 사용하였으며 ‘-
도 없어(요)/없나(요)?’를 38회 사용하였다. 그 외에 ‘-도 안 돼(요)?/-면 안 돼
(요)?’ 부정 의문 표현을 32회 사용하였고, ‘의문사+부정사’(예, 남편과 아내가 다
투는 상황이다. 남편: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줘서 그렇게 불만이면, 당신도 벌면 되
잖아.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고 필수고 트랜드야. 아내: 맞벌이? 누군 하기 싫어서 
안 해? )와 같은 형식의 부정 의문문 20회 사용하였다. 그리고 ‘... 안 보여(요)?’
와 같은 고정 표현도 15회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어 화자는 청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때 부정 의문문을 아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하
는 표현들은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닌가(요)?’,  ‘-도 못해(요)?’, ‘-도 없
어(요)?’, ‘-도 안 돼(요)?/-면 안 돼(요)?’, ‘의문사+부정사’, ‘... 안 보여(요)?’가 
있다.

ㄴ. 동조 유도 기능
  
  동조 유도 기능에서 화자는 자신의 전제가 참일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전제를 
청자에게 부각시키고 청자가 동조하도록 유도한다. 화자는 청자도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기 바라지만 청자의 대답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화자의 동조 유도 기능
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자신의 전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서 청자의 동조를 강요할 수도 있고 자신의 전제를 소극적으로 드러내며 청자가 
동조하길 바랄 수도 있다. 특히 청자가 화자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거나 청자와 화
자의 친밀도가 낮을 경우 화자는 청자의 동조를 유도하지만 비교적 간접적인 표현
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때 청
자가 동조하길 바라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자와 화자가 친밀
도가 높고 화자가　권위　있거나　친구　사이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동조 유도 기능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소극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때는 평서문 뒤에 ‘안 
그래?’, ‘그렇지 않아?’가 붙는 부가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며, 소극적으로 유도할 
때는 문장 끝에 ‘-지 않아요?’를 많이　붙인다. 즉, 화자가 믿고 있는 사실을 평서
문으로 진술한 다음 청자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의도로 동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형태적으로는 부정 의문문이지만 화자는 청자의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있다. 동조 유도 기능의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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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5】 태희와 준수는 부부이다. 준수가 대기업에서 퇴사를 당해서 아내는 남편이 
속상할까봐 차라리 잘 된 일이라며 남편을 위로한다.
태희: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몰라. 

준수: 뭐가?

태희: 퀸즈처럼 큰 회사면 뭐해. 백여진이랑 한상무 등쌀에 당신 기량 하나도 빛도 못 

보구. 그거보단, 작은 회사라두 당신 실력 맘껏 펼칠 수 있는 게 낫지. 안 그래?

준수: 그렇긴 해. 나 소개해 준 부장님두 그러시더라구. 저 친구가 저기서 저러구 있을 

물건이 아닌데... 하면서 늘 안타까웠다구.

태희: 맞어~ 작은 회사면 어때? 가서 당신이 크게 키워놓으면 더 보람있지. 

준수: 그렇지? (하며 희망에 찬 데서)

【역전의 여왕】

【상황6】승아는 연예인이고 기준은 승아의 매니저이다. 
승아 : 스케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매니저가 챙겨야지.   

기준 : 그럼요. (승아 보며) 배우가 스케줄을 왜 챙겨요. 매니저가 챙겨야지. 

승아 : 앞이나 봐요. 

기준 : 넵. 근데 나 진짜 운전 잘하지 않아요? 편안하기가 이루 말 할 수가 없죠. 

       이 운전이란 게 원래 정성과 손맛이거든요. 엄마야! 

【온에어】

  [상황5]와 같이 태희는 남편이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큰 회사보다 남편의 실력
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작은 회사가 더 낫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 믿고 남편에게 동조를 유도한다. 이때 화자는 남편과의 관
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동조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부가 의문
문이 많이 사용되는데 화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한 번 더 부각하는 것이다. 
  화자가 소극적으로 청자의 동조를 유도하는 일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형 부정 
의문문 ‘-지 않아요?’를 많이 쓴다. ‘-지 않아요?’ 표현은 긍정적인　평서문보다 간
접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보다 권위가 있거나 말하기 조심스러운 
사람 앞에서 많이 쓰인다. 화자는 자신의 전제가 참일 것이라고 믿으며 청자의 동
조를 구하기 위하여 부가 의문문처럼 청자가 무조건 동조할 것이라고 믿고 강요하
는 표현보다는 청자의 동조를 받고 싶은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을 쓴다.

  [상황6]에서 기준은 자신이 운전을 아주 잘한다고 믿고 상대방(승아)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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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실력을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지 않아요?’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 즉, 동조 유도하는 상황에서 부가 의문문을 쓰는 상황과 ‘-지 않아요?’를 쓰는 
상황은 화자가 청자의 동조를 유도하는 마음은 같지만 화자가 적극적으로 주장하
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유도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화자가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였을 경우 청자의 확인도 필요 없이 무조건 동조해야한다고 믿는 
것과는 달리 ‘-지 않아요?’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화자는 청자의 동조를 얻고 싶은 
의지는 아주 강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부정 의문문의 동조 유도 기능에서 화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자
의 동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모어 화자 준구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동의 유도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을 총 218회 사용하였고 실제로 말뭉치 분석을 하였을 때 장형 부정 
의문문 ‘-지 않아요?’ 표현과 부가 의문문뿐만 아니라 ‘-ㄴ 것 아니야(아니에
요)?’ 형식의 표현도 많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 않아(요)?/않
을까(요)?/않겠어(요)?’를 66회 사용하였고,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닙니
까?/아니겠습니까?’를 63회 사용하였으며,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아닙니까?’ 
표현을 55회 사용하였다. 또한 부가 의문문 ‘..., 안 그래?’와 ‘..., 그렇지 않아?’를 
34회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모어 화자가 청자의 동조를 유도할 경우에도 부정 의
문문을 많이 사용하며, 자주 쓰는 부정 의문문 표현은 ‘-지 않아(요)?/않을까
(요)?/-지 않겠어(요)?’,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닙니까?/아니겠습니까?’, ‘N
이/가 아니야(아니에요)?/아닙니까?’와 부가 의문문 ‘..., 안 그래?’와 ‘..., 그렇지 않
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제 점검 기능

  전제 점검 기능은 화자가 예상하고 있는 전제의 사실 여부가 맞는지 틀렸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화자는 자기의 전제에 대하여 답을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고 답을 알면서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전제 점검 기능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전제를 청자에게 질문할 때 청자와 화자가 질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추측 기능, 확인 기능과 환기 기능으로 나눈다. 예
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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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소개: 소라, 메리, 도진
화자　전제: 메리와 도진은 사귀고 있다.
상황１：소라→도진: 너 소라와 사귀는 거 아니야? (확인)
상황２：소라→친구: 혹시 메리와 도진이가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추측) 
상황３：메리→도진: 우리 지금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어? (환기 기능)

  첫 번째　상황에서　소라는 메리와 도진이가 사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소라가 당사자인 도진에게 “너 소라와 사귀는 것 아니야?”라고 묻는다. 소
라는 당사자인 도진이가 답을 알고 있다고 믿고 질문하였기에 확인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상황은 소라가 친구에게 “혹시 메리와 도진이가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다. 소라가 친구가 답을 모른다고 믿고 질문할 때는 추측이고　친구가　답
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질문하면　확인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메리가 당
사자인 도진에게 “우리 지금 사귀고 있는 거 아니었어?　너는 왜　내가　여자　친구라
고　친구들에게 말을　못해？”라고 질문하는 것이 환기 기능이다. 메리는　도진도　서
로　사귀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믿고　도진의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귀는　사이다.”라고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환기 기능은 청자와 화자
가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모두 답을 알고 있지만 환기하고자 질문하는 것이
다. 즉 추측 기능은 화자 전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청자와 화자가 모두 답을 모
르는 경우이고 확인 기능은 화자는 답을 모르지만 청자는 답을 알고 있다고 믿고 
청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기 기능은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나 청자가 
알고 있다고 믿는 사실을 화자가 환기하는 데 목표를 둔다. 

<표 Ⅱ-9 부정 의문문의 전제 점검 기능 분류 기준>

       
추측 기능 확인 기능 환기 기능

화자 모름 모름 알고 있음
청자 모름 알고 있음 알고 있음

ㄱ. 추측 기능

  추측이란 미래의 일에 대한 상상이나, 과거나 현재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
을 표현하는 것이다.19) 부정 의문문의 추측 기능에서 화자는 자기 전제의 진위 여

1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추측은　미래의 일에 대한 상상이나, 과거나 현재의 일에 대한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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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7】회사에서 제품 개발 기획1팀과 기획2팀이 신제품 개발 기획안 시합을 하였는
데 기획안 발표 당일에 보니 두 팀의 기획안이 아주 유사했다. 회의 끝나고 기획2팀 
사무실에서의 대화이다.
오 과장: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게.

유경: 기획안 내용이 토씨까지 거의 비슷했어요! 

기쁨: 우리 꺼 유출된 거 아니에요?

추 대리: (발끈해서) 제가 기획팀1에 가서 싹 다 엎어버리고 올까요?

【역전의 여왕】

부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청자도 사실인지 아닌지 답을 모른다고 믿을 때 화자의 
불확실한 판단을 제기하여 청자와 공유하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가 답을 모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청자의 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상황7]과 같이 기획안이 왜 그렇게 유사한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팀
원들은 분노하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보는 것이다. 기쁨이는 다른 팀원들도 
답을 모르고 있다고 믿으면서 기획안이 유출된 거 아닌지 추측하는 것이다. 여기
에서 부정 의문문 “우리 꺼 유출된 거 아니에요?”는 긍정 평서문 “우리 꺼 유출됐
을 거예요.”와 대응되는데 긍정 평서문은 부정 의문문보다 독단적인 면이 있다. 
[상황7]에서는 부정 의문문이 보다 간접적이다. 평서문 “우리 꺼 유출됐을 거예
요.”는 일정한 근거가 있지만 100% 확신할 수 없을 때 쓰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어 화자 준구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추측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
문문을 총 51회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닐까(요)?/
아니겠지(요)?’를 23회 사용하고, ‘-지 않을까(요)?’를 15회 사용하였으며, ‘N이/
가 아니야(아니에요)?/아닐까(요)?/아니겠지(요)?’를 13회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
어 화자는 추측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 표현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닐까
(요)?/아니겠지(요)?’, ‘-지 않을까(요)?’,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아닐까(요)?/
아니겠지(요)?’를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실한 판단을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고 박선현(2009)은 추측을 화자는 발화 맥락 
내외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부족이나 판단 과정의 
미숙으로 명제 실현에 대해 불확실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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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8】화장품 광고 모델이 없어서 모두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다. 연예인을 섭외할 
자금이 없어서 본부장님께 아는 연예인이 없냐고 질문하는 상황이다.
추 대리: 기획1팀은 워낙 연예인들하고 라인도 많이 닿고 그래서... 섭외가 장난이 아

닐 텐데. 

오 과장: 본부장님도 연예인 좀 알지 않으세요? 듣기론, 한류스타 A모양이랑 옛날에 

사귀셨다 던데.

  용식: 내가요? 만나서 차만 마신 건데? 그것도 엄청 옛날에? 

【역전의 여왕】

ㄴ. 확인 기능
  
  확인 기능은 화자가 전제한 내용 혹은 청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청자에게 
질문하는 기능이다. 화자는 청자가 답을 알고 있다고 믿으면서 청자에게 확인 요
청을 하는 것이다. 청자에게 확인 할 때 화자가 전제하는 내용은 청자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제3자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 확인 기능의 부정 의문문은 화자
가 청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긍정 의문문으로 바꿀 수 있지만 부정 의문문이 긍
정 의문문보다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황8]과 같이 연예인을 섭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부장님께 아는 연예인 있
는지를 질문하는데, 이는 청자에 관한 질문이므로 청자는 당연히 답을 알고 있고 
화자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청자에게 질문한다. 이 문장을 긍정 의문문 “본부장
님도 연예인 좀 아세요?”라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직설적인 질문에 청자가 
당황할 수 있고 또 청자는 다른 의미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상황8]에서는 긍정 
의문문보다 부정 의문문이 더욱 적절하다고 본다.  
  화자가 확인 질문하는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부정 의문문을 총 137회 사용하였
고, 그 중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아니지(요)?/아니겠지(요)?’ 표현을 44회 사
용하였고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니지(요)?/아니겠지(요)?’ 표현을 34회 사
용하였으며, ‘안?’ 부정 의문문은 20회 사용하였고, ‘N이/가 없어(요)?’는 18회 사
용하였다.  따라서 모어 화자가 확인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는 부정 의문 표현으로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아니지(요)?/아니겠지(요)?’, ‘-ㄴ 것 아니야(아니에
요)?/아니지(요)?/아니겠지(요)?’, ‘안?’, ‘N이/가 없어(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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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9】태희는 3년 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는 남편에게 말한다. 
태희: 예전에 당신.. 그러지 않았어? 얼른얼른 승진해서,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더 나아가선 전문경영인 자리까지 노려보겠다고. 

      근데, 그런 거 다 해보려면~ 일단 대리 승진부터 해야 하는 거 아냐? 

【역전의 여왕】

ㄷ. 환기 기능

  사전에 의하면 ‘환기’는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킴.”이다. 부정 의문
문의 환기 기능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청자가 과거에 했던 말 등 청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화자가 환기시켜서 청자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화자는 청자
가 기억할 것이라고 믿고 청자와 화자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하므로 청
자의 확인을 구하기보다는 청자의 생각을 환기하는 데 목표를 둔다. 

  [상황9]에서 태희는 남편이 3년 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남편이 
옛날에 했던 말을 다시 말한다. 남편이 옛날에 했던 말이니까 태희는 청자가 당연
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남편의 승진하고자 하는 동기를 환기하기 위하여 부정 의
문문을 쓴다.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 표현 가운데 청자를 환기하는 상황에서는 ‘-
지 않았어?’를 많이 사용한다. 
  모어 화자의 준구어 말뭉치를 분석한 결과 환기하는 상황에서는 부정 의문문을 
총 32회 사용하였으며 그 중 부정 의문 표현 ‘-지 않았어(요)?’를 18회 사용하였
고, ‘ㄴ 것 아니었어(요)?’를 8회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어 화자는 환기하는 상황
에서 부정 의문문 ‘-지 않았어(요)?’, ‘ㄴ 것 아니었어(요)?’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청자의 행동 요구 유무에 
따라 먼저 행위 유도 기능과 전제 진술 기능으로 나누었고, 행위 유도 기능은 화
자의 권위 유무와 행위 수행 주체가 청자인지, 청자와 화자가 함께 하는지에 따라
서 명령 기능, 요청 기능과 제안 기능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전제 진술 기능은 화
자의 가치 판단 유무에 따라 전제 강조 기능과 전제 점검 기능으로 구분된다. 전
제 강조 기능은 화자가 청자나 명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불만 제기 기능과 동조 
유도 기능으로 다시 나뉜다. 마지막으로 전제 점검 기능은 화자의 질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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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눙 부정 의문 표현
명령 기능 ‘안？’, ‘못?’, ‘-지　못하-?’
요청 기능 ‘-면　안　돼(요)?/안 될까(요)?’

‘-(으)ㄹ 수 없어(요)?/없을까(요)?’
제안 기능 ‘안...(으)ㄹ래(요)?’

‘-지 않을래(요)?’

불만 제기 기능

‘... 안 보여(요)?’
‘-ㄴ 것 몰라(요)?’
‘의문사+부정사’
‘-도 못해(요)?’
‘-도 없어(요)?’
‘-도 안 돼(요)?/-면 안 돼(요)?’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닌가(요)?’

동조 유도 기능
‘..., 안 그래(요)?’
‘... 그렇지 않아(요)?’
‘-지 않아(요)?/않을까(요)?’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아닙니까?’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닙니까?/아니겠습니까?’

추측 기능
‘-지 않을까(요)?’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 아닐까(요)?/아니겠지(요)?’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 아닐까(요)?/아니겠지(요)?’

확인 기능
‘안...(요)?’
‘N이/가 없어(요)?’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아니지(요)?/아니겠지(요)?’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니지(요)?/아니겠지(요)?’

환기 기능 ‘-지 않았어(요)?’
‘-ㄴ 것 아니었어(요)?’

화자와 청자가 답을 알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추측 기능, 확인 기능과 환기 기
능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각 기능별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많이 쓰는 부정 
의문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0 의미 기능에 의한 부정 의문 표현>

  <표 Ⅱ-10>과 같이 부정 의문문의 한 가지 의미 기능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이 있고 같은 표현이라고 해도 상황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이 있다. 

3. 중국어 부정 의문문의 특성과 한·중 부정 의문문 대조 분석

중국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문법체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두 언어의 부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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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의 일부 지식은 유사하다. 따라서 중국어가 모어인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를 발화하는 과정에서 모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
문 사용 실패의 원인을 찾고,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언어 교육 방법을 마련하
기 위하여 한·중 부정 의문문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두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전에 우선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의 특성 대하여 알아 볼 
필요가 있다.

3.1. 중국어 부정 의문문

3.1.1. 중국어 부정 의문문의 개념　

중국어 부정 의문문도 한국어와 같이 부정법이 의문문에 적용된 문장을 말한다. 
따라서 중국어의 분정 의문문도 부정문과 의문문 두 가지 문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하중 외 역(1989)에 의하면 중국어의 부정 부사는 ‘不’，‘没’，‘别’가 있다. 
이때 ‘不’는 화자의 의지나 판단을 표현할 때 쓰인다. 예를 들면 “我不吃饭。(나는 
밥을 안 먹는다.)”는 화자가 밥을 안 먹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没’는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주로 과거에 어떤 동작을 실행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我没吃饭。(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나는 밥을 
안 먹었다.)”있다. 여기에서 화자는 자신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밥을 먹지 않았다
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别’는 타인의 행동을 말리거나 금지의 의
미가 있으며 명령문에 자주 쓰이며 의문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예문 “你别吃饭。
(너 밥 먹지 마.)”와 같다. 

그리고 윤하중 외 역(1989)에 의하면 중국어의 의문사는 크게 사람·사물에 대
하여 질문하는 ‘誰(누구), 什麽(무엇), 哪(어느)’와 성상·방식에 대하여 질문하는 
‘怎麽(어떻게, 어째서, 왜), 怎樣(어떤), 怎麽樣(어떠하다, 어때)’ , ‘爲什麽(왜)’，
그리고 시간·장소를 질문하는 ‘多會兒(언제), 哪會兒(어느때), 哪兒(어디), 哪裏(어
디)’, 숫자를 질문하는 ‘多少(얼마), 幾(몇)’ 4가지가 있다. 

중국어의 의문형 어미는 ‘呢’, ‘嗎’, ‘啊’와 ‘吧’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 ‘呢’는 대
개 문장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 ‘誰(누구), 什麽(무엇), 怎麽樣(어떠하다, 어
때), 哪兒(어디)’이 있는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에 사용되거나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의 문장 끝에 붙는다.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에서 억양은 온오름조이다. 
그리고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에서 억양은 높내림조이다. 또한, ‘嗎’는 평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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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 의문사 의문형 어미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 없음 ‘嗎’, ‘啊’, ‘吧’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
‘誰’, ‘什麽’, ‘哪’，‘怎麽’,‘怎樣’,‘怎麽樣’,
‘爲什麽’,‘多會兒’,‘哪會兒’,‘哪兒’, ‘哪裏’,
‘多少’, ‘幾’

‘呢’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 없음 없음
選擇疑問文(선택 의문문) 없음 없음

에 붙어서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이 되며 억양은 온오름조이다. 그리고 ‘啊’는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에 쓰일 수도 있고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에 쓰일 수도 
있다.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에 쓰일 때는 낮은 수평조이고 特指疑問文(특지 의
문문)에 쓰일 때는 낮오름조이다. 마지막으로 ‘吧’는 평서문 끝에 붙어서 是非疑問
文(판정 의문문)을 구성하며 억양은 낮내림조이다. 또한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
이나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에도 쓰이는데 억양은 낮오름조이다.20)

마지막으로 중국어의 의문문은 형태·통사적으로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 特指
疑問文(특지 의문문),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과 選擇疑問文(선택 의문문)의 네 
가지로 나눈다(윤하중 외 역(1989:396~403)).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은 평서
문 끝에 의문형 어미 ‘嗎’, ‘啊’, ‘吧’가 붙는다. 그리고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은 
문장 가운데 의문사가 있고 문장 끝에 의문형 어미가 붙는다. 또한, 正反疑問文(정
반 의문문)은 서술어의 긍정 형식과 부정 형식으로 병렬(竝列)하여 ‘VPNegVP’형
식의 의문문을 구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選擇疑問文(선택 의문문)은 ‘……還
是……?’의 형식으로 청자가 그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1 중국어의 의문문의　분류>

또한 의미·화용적으로는 일반 의문문과 화자가 주장을 강화하는 수사 의문문(反
問文)이 있다. 중국어의 수사 의문문(反問文)은 한국어의 수사 의문문과 같이 특
수 의문문으로서 명확한 도리나 사실에 대하여 긍정이나 부정에 반문(反問)의 어
기(語氣)를 가함으로써 강세(强勢)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어의 수사 의
문문(反問文)은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의 형식,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의 형
식,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의 형식과 選擇疑問文(선택 의문문)의 네 가지의 형
식을 띤다.
20) 윤하중 외 역(1989)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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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부정사와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是非疑問文(판
정 의문문)의 형식,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의 형식과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
의  형식이 있다.21) 

3.1.2. 중국어 부정 의문문의 분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형태·통사적으로 일반 의문문에 
부정사 ‘不’과　‘沒’이 첨가되어 있는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의 형식과 의문사 ‘哪
兒’，‘哪裏’，‘怎麽’　등과　부정사　‘不’, ‘沒’이　포함되어　있는 特指疑問文(특지 의문
문)의　 형식,　그리고　 ‘VPNegVP’ 형식으로 실현되는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의　
형식이　있다. 윤하중 외 역(1989)에 의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의　형식

중국어　판정　의문문　형식의　부정　의문문은　평서문에 의문형　어미　‘嗎’와　‘吧’를　
써서 판정 의문문으로 실현하고, 거기에 부정사 ‘不’，‘沒’을 첨가하여 실현된 것이
다. 그러므로 ‘不’과 ‘沒’에 따라 ‘不……啊?/吗?/吧?’와　 ‘没……啊?/吗?/吧?’가 있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7)ㄱ. 他不是東北人啊? (그 사람 동북사람 아니었어?)

    ㄴ. 他不是東北人嗎? (그 사람 동북사람 아니었어?)

    ㄷ. 他不是東北人吧? (그 사람 동북사람 아니지?)

이와 같이 (17ㄱ)과 (17ㄴ)은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중국어에서 ‘不……啊?’와 
‘不……吗?’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때 화자의 전제는 “그 사람은 동북사람
이다.”이다. 그리고 이를 청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즉 화자는 ‘그가 동북사람인 
줄 알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17ㄷ)과 (17ㄹ)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17ㄷ)은 의문형 어미 ‘吧’가 첨가되었는데 이럴 때 화자는 마음 속으로 일정한 
근거가 있고, 자신이 짐작한 바를 청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21) 중국어의 選擇疑問文(선택 의문문)에는 부정사가 없으므로 부정 의문문의 형태적 조건
에 맞지 않아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의 
형식,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의 형식과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의  형식 세 가지로 나
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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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不……吧?’ 판정 의문문에서 부정사 뒤에 ‘會’가 붙어서 ‘不會……吧?’ 표
현도 있다. ‘不會……吧?’는 두 가지 상황에서 쓰이는데 하나는 청자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확인하는 의도로 쓰이고 다른 하나는 청자도 답을 모른다고 생
각할 때 추측하는 의미로 쓰인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 문지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친구가 걱정이 되어서 묻는다.

      文志: 你怎麽這麽沒精神, 不會是哪兒病了吧?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어디 아픈 것 아니지?)

      朋友: 没事，没事。(괜찮아.)

예문18에서 문지는 친구가 걱정돼서 친구에게 어디 아프냐고 확인하는 상황이
다. 이는 화자가 당사자에게 질문할 때는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하여 말할 때는 청자도 답을 모르므로 추측 기능을 하는 것이다.

(19) 문지는 친구들과 함께 소퐁을 갔다. 한참 놀고 있는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졌다. 문

지는 비가 올까봐 걱정하면서 친구에게 말한다.

      　　 文志: 突然阴天了，不會下雨吧？ 
 　　　　 (날씨가 갑자기 어두워졌어, 설마 비오는 것 아니겠지?)

  
예문19과 같이 화자는 청자도 답을 모르는 일에 대하여 추측하고 부정 의문문

으로 말한다. 따라서 ‘不會……吧?’는 화자가 추측할 때도 쓸 수 있고 청자에게 확
인을 구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리고 ‘没……啊?/吗?/吧?’는 ‘不……啊?/吗?/吧?’와 달리 부정사 뒤에　‘會’를　붙일　
수　없다.

(20)ㄱ. 你沒去書店啊? (너 서점에 안 갔어?)

ㄴ. 你沒去書店嗎? (너 서점에 안 갔어?)

ㄷ. 你沒去書店吧? (너 서점에 안 갔지?)

위의 예문과 같이 ‘没……啊?/吗?/吧?’는 부정사 ‘没’에 의하여 과거에 발생한 일
에 대하여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20ㄱ)과 (20ㄴ)은 청자가 서점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거나 또는 화자는 “너　서점에　안　
갔어？ 나는　네가　서점에　간 줄　알았는데.”라는　의미로　청자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20ㄷ)은 청자가 서점에 안 갔다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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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 청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20ㄷ)은 (20ㄴ)과 달리 화자가 어떤 근거를 
전제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어 부정 의문문의 是非疑問文(판정 의문
문) 형식은 확인 기능과 불만 제기 기능이 있다. 

2)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의　형식

특지 의문문 형식의 부정 의문문은 문장에 부정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문사 
‘哪兒’，‘哪裏’，‘怎麽’　등이 있으며 문형 어미 ‘呢’가 붙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21) ㄱ. 文志: 今天你怎麽沒去上課呢?(너 오늘 왜 수업하러 안 갔어?)

     ㄴ. 京華: 我怎麽沒去上課呢? 我去了。(나 왜 안 갔는데? 나 갔어.)

예문21은 문지(文志)와 경화(京華)의 대화 내용이다. (21ㄱ)와 (21ㄴ)는 모두 
‘怎麽沒...呢?’ 형식의 부정 의문문이지만 (21ㄱ)의 ‘怎麽’는 문지(文志)가 경화(京
華)에게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21
ㄴ)의 ‘怎麽’는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여 자신의 불만을 제기한다. 화자는 
문지(文志)가 자신이 수업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
고 자기는 수업에 갔다고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反問文)이다. 즉, 부정 의문문의 
특지 의문문 형식은 그 형식상 의문사와 부정사를 모두 요구하며, 확인 기능과 불
만 제기 기능이 있다. 

3)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의　형식

부정 의문문의 정반 의문문 형식은 중국어 부정 의문문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으며 ‘VPNegVP’ 형식으로 실현된다. 즉, 정반 의문문은 서술어의 긍정 형식과 
부정 형식이 붙어서 대답하는 사람에 의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답하게 한
다. 중국어에서는 부정사 ‘不’과 ‘沒’에 의하여 ‘VP不VP?’와 ‘VP沒VP?’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22) ㄱ. 你明天去不去圖書館? (너 내일 도서관에 가니 안 가니?)

     ㄴ. 你昨天去沒去圖書館? (너 어제 도서관에 갔니 안 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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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22ㄱ)과 (22ㄴ)은 모두 청자에게 질문하는 상황이다. 단지 중국어의 
부정사 ‘沒’은 과거에 발생한 일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22ㄴ)은 과거에 청자가 
도서관에 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반 의문문은 질문의 기능뿐만 아니
라 명령, 요청, 추측, 확인할 때도 쓰인다. 먼저 명령하는 상황을 살펴보겠다.

(23) 媽媽: 兒子, 去商店買一甁醬油。(아들, 편의점에 가서 간장 한 병 사와.)

     兒子: 我不去。(싫어요, 나 안 갈래요.)

     媽媽: 你去不去? 快點兒。(너 갈래 안 갈래? 빨리 가.)

예문23은 엄마가 아들에게 간장 한 병을 사오라고 하는 상황인데 아들이 싫다
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去不去?’　정반　의문문을　사용하여 아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즉　정반 의문문
은 상황에 따라서 확인 기능뿐만 아니라 명령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 요청할 때도 중국어의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이 
쓰인다.

       (24)   京華: 智敏, 我現在頭很疼, 你能不能幇我去買藥?
             (지민아. 나 지금 머리가 많이 아파. 약 좀 사줄 수 있니?) 

              智敏: 好的, 我現在就去。(알겠어, 나 지금 갈게.)

예문24에서는 경화가 머리가 아파서 지민에게 약 좀 사줄 수 있는지를 묻는 동
시에 사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이때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은 형태적으로 
부정 의문문이지만 의미적으로는 긍정 의문문이다. 다음은 추측하는 상황을 살펴
보겠다.

(25) 지민은 친구와 함께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 문이 잠겼다. 지민은 이상해서 친구에

게 전화해서 묻는다. 친구도 모르는 눈치였고 혹시 오늘 도서관 휴관하는 날 아니냐고 추측

한다. 

    智敏: 喂？我現在在圖書館門口，可是圖書館怎麽关門了？ 還没到下班時間呢.
 (여보세요? 나 지금 도서관 앞에 있는데 도서관 문이 왜 잠겼어? 아직 퇴근 시간 안 됐는데.)

    朋友: 是嗎? 會不會是今天休館? (그래? 혹시 오늘 휴관하는 날 아니야?)

예문25는 지민과 친구가 현재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 친
구가 추측하는 것이다. 이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에서는 추측하는 의미를 지닌 



- 56 -

한국어 부정 의문문 중국어 부정 의문문
단형 부정 

의문문
‘안’　부정　의문문 是非疑問文　

(판정 의문문)
‘不’ 부정 의문문

‘못’　부정　의문문 ‘没’부정 의문문
장형 부정 

의문문
‘－지　않－’　부정　의문문 特指疑問文　

(특지 의문문)
‘怎麽不(没)’부정 의문문

‘－지　못하－’　부정　
의문문 ‘哪兒不(没)’부정 의문문

‘會’에 의하여 추측하는 문장임을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의 확인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어제 명동 거리에서 지민과 닮은 사람을 보았다. 오늘 학교에서 마침 지민

을 만나서 어제 혹시 명동에 갔었냐고 물어본다.

   　　 我: 你昨天是不是去明洞了？我好像看見你了。
    　　(너 어제 명동 갔었니? 나 어제 너를 본 것 같아. )

이와 같이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은 상황에 따라서 명령 기능, 요청 기능, 추
측 기능, 확인 기능이 있다. 따라서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형태·통사적으로 是非
疑問文(판정 의문문)의 형식,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의 형식과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의  형식이 있고 의미·화용적 기능으로는 명령 기능, 요청 기능, 불만 제기 
기능, 추측 기능과 확인 기능이 있다.

3.2. 한·중 대조 분석

  지금까지 중국어 부정 의문문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중국어 부
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특징과 의미·화용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앞
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을 통
사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대조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과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의 문장 유형을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크게 단형 부정 의문문, 장형 부정 의문문, 특
수 부정어에 의한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이 있다.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의
문문의 유형에 따라 是非疑問文(판정 의문문)의 형식, 特指疑問文(특지 의문문)의 
형식과 正反疑問文(정반 의문문)의  형식이 있다. 이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2 부정 의문문의 유형에 따른 한·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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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의미 기능 분류 중국어의 의미 기능 분류
명령 기능 명령 기능요청 기능

요청 기능제안 기능
불만 제기 기능 불만 제기 기능동조 유도 기능

추측 기능추측 기능
확인 기능

확인 기능환기 기능

어휘　부정　
의문문

‘아니다’　부정　의문문 ‘誰不(没)’부정 의문문
‘모르다’　부정　의문문 ‘爲什麽不(没)’ 부정 

의문문‘없다’　부정　의문문
‘말다’　부정　의문문

부가　의문문 단형　부가　의문문 正反疑問文 
(정반 의문문)

‘VP不VP?’ 
장형　부가　의문문 ‘VP沒VP?’

  <표 Ⅱ-12>과 같이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크게 부정소에 의한 단형 부정 
의문문, 장형 부정 의문문과 어휘 부정 의문문, 그리고 특수한 부가 의문문으로 나
뉘는데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부정소가 아닌 의문문의 유형에 따른 분류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부정소는 다양하나 중국어의 부정소는 ‘不’와 ‘没’ 두 가지뿐이다. 
그리고 형식면에서도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크게 3가지 유형만 있으나, 한국어
의 형식은 중국어보다 복잡하다. 따라서 한국어 부정 의문문과 중국어의 부정 의
문문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유형이 다양하고 부정소도 중국어
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을 기능적 측면에서 대조 분석하고자 한
다.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은　명령　기능，　요청　기능，　제안　기능，　
불만　제기　기능，　동조　유도　기능，　추측　기능，　사실　확인　기능과　환기　기능의　
８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중국어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은　명령　기능，　요청　기
능，　불만　제기　기능，　추측　기능，　사실　확인　기능의　５가지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과　중국어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3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따른 한·중 비교＞

  <표 Ⅱ-13>과 같이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은 중국어에서는 없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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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국어
명령 기능 ‘안？’‘못？’‘－지　못하－？’ ‘VP不VP?’ 

(‘去不去?’, ‘看不看?’등)
요청 기능 ‘-면 안 돼(요)?’ ‘可不可以VP?’

‘-(을) 수 없어(요)?’ ‘能不能VP?’
제안 기능 ‘안...(으)ㄹ래(요)?’ (없음)‘-지 않을래(요)?’

불만 제기 
기능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
‘怎麽不(没)……呢?’‘-ㄴ 것 아닙니까?’

‘N 아니야(아니에요)?’
‘-도 안 돼(요)?/-면 안 돼(요)?’

‘誰不(没)……呢?’‘-도 못해(요)?’
‘-도 없어(요)?’
의문사+부정사 

(예: 누구는 가기 싫어서 안 가?) ‘哪兒不(没)……呢?’
동조 유도 

기능
‘..., 안 그래(요)?’

(없음)‘..., 그렇지 않아(요)?’
‘-지 않아(요)?’

추측 기능

‘-지 않을까(요)?’ ‘不會……吧?’‘-ㄴ 것 아닐까(요)?’
‘-ㄴ 것 아니겠지(요)?’

‘是不是……?’‘-ㄴ 것 아니야(아니에요)?’
‘N이/가 아닐까(요)?’

‘會不會……?’‘N이/가 아니겠지(요)?’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

확인 기능

‘안...(요)?’ ‘不……啊?/吗?/吧?’　
‘N이/가 없어(요)?’ ‘没……啊?/吗?/吧?’‘N이/가 아니지(요)?’ ‘不會……吧?’‘N이/가 아니겠지(요)?’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 ‘VP不VP?’ 
‘-ㄴ 것 아니지(요)?’ ‘是不是……?’‘-ㄴ 것 아니겠지(요)?’ ‘有没有……?’‘-ㄴ 것 아니야(아니에요)?’

능이 있다.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에는 제안 기능, 동조 유도 기능과 환기 기능이 
없다. 즉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보다 형식적인 면에서 다
양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어보다 종류가 많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 의문문의 각 기능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를 비교하고자 한다.

＜표 Ⅱ-14 부정 의문문의 기능별 표현에 따른 한·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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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기능 ‘-지 않았어(요)?’ (없음)‘-ㄴ 것 아니었어(요)?’

  <표 Ⅱ-14>에서 보듯이 한국어의 부정소가 중국어보다 다양한 것과 같이 한
국어의 의미 기능별 부정 의문 표현도 중국어보다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보다 형태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
서 모두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과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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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 중국인 학습자
중급 고급

연령 20~30대 20~30대
남 8명 7명 4명
여 22명 23명 27명

총 30명 총 61명

Ⅲ. 중국인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이해·표현 양상

  본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에 대한 이해·표현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표현 능력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에 
대한 이해 양상과 표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발화를 말뭉치로 구
축하여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사용에서 나타난 오류와 부적절한 발화를 분석함
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사용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1. 실험 방법

1.1. 실험 참여자 선정 및 정보

본고의 연구 내용은 부정 의문문의 문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화용적 지식을 중점
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정 의문문의 기초적인 언어 표현을 익힌 학습자들의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를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설정하였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한 중국인 학습자
들은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며 대학 부설 기관에서 중급(3·4급)과 고급(5·6급) 수
업을 받고 있거나 한국어능력시럼(TOPIK)에서 중급(3·4급)과 고급(5·6급)을 통
과한 중·고급 학습자들이다. 

본 연구에서 본 실험에 참여한 중급 학습자 30명과 고급 학습자 31명이며, 이들
과 비교하기 위한 대조 집단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 30명이 있다. 한국인 모어 화
자는 모두 서울의 각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20~30대의 대학(원)생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를 20~30대의 대학(원)생을 선정한 이유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연령대와 
비슷하고 언어와 관련된 여러 변인을 유사하게 설정하기 위함이다. 실험 대상자들
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Ⅲ-1 실험 대상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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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야, 저번에 우리 캠핑장에서 텐트 수리비 있잖아. 나 20만원 물었거든. 그때 우리 
4명이었으니까, 5만원씩 줘.

민주: 뭐?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지은: 야. 우리 같이 놀다가 망가트렸으니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
민주: 알았어. 주면 되잖아.

1.2. 실험 도구 개발

  이 연구의 연구 방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드라마 대본을 
바탕으로 구축한 한국인의 준구어 말뭉치 분석이다.22) 이 말뭉치 분석은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사용 빈도를 통계하고, 관습적으로 사용되
는 부정 의문문의 표현을 추출하여 한국인이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상
황을 관찰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자는 준구어 말뭉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드라마 상황과 비슷한 상
황 15개를 설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하나는 학습자들
의 부정 의문문 이행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이해 능력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표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역할극 완성 테스트이다. 이
해 능력 테스트는 미리 설정된 15개의 상황을 문어로 설명하고 2~3사람의 대화 
내용을 제시한 판단형 테스트이다. 예시 문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 문항 예시>
상황2:【학교 복도】 지은이가 강의실로 가는 길에 민주를 만났다. 마침 지난번에 민주랑 4
명이 같이 캠핑 가서 요리를 하다가 텐트를 태워서 수리비를 물어 줘야 했던 적이 있다. 그
래서 그 돈을 우선 학생 A가 물었는데 아직 민주가 돈을 주지 않았다. 학생 A가 돈을 달라
고 재촉하자 민주는 자기가 왜 돈을 내야 하냐고 하며 돈을 안 준다. 아래 밑줄 그은 지은의 
말은 무슨 뜻일까?

➀ 다 같이 책임져야 되냐고 민주에게 묻는다.
➁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민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22) 말뭉치 분석은 앞서 Ⅱ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시피 세종 구어 말뭉치와 준구어 말
뭉치로 간주되는 드라마 대본을 분석하였다. 특히 드라마 대본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가
의 개인적인 취향에 영향 받지 않기 위하여 드라마를 여러 편 선정하였고, 또한 다양한 주
제로 된 드라마를 골고루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3편, 
직장생활을 반영하는 드라마 4편, 그리고 20~30대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 1편, 총 
143회의 드라마를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말뭉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상황을 추출하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역할극을 설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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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3【회사】 오늘은 회사에 중국 거래처 손님이 오셔서 회사원 A에게 회의 통역을 
부탁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사장님께서 미팅이 끝나고 중국 손님들이랑 식사
하고 서울 구경을 갈 예정이라면서, 여기에도 같이 동행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
원 A는 회의 통역으로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후의 통
역과 접대 일정은 거절하고 싶어서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안 가겠다고 말씀 드린다.
사장님: 어, A씨, 중국어 실력이 상당한데? 오늘 수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 중국 

손님들이랑 식사하고 서울 구경 가는데, 같이 좀 가면 어때요? 맛있는 것도 같
이 먹고 통역도 좀 해 주고.

회사원A: 네? 저... 사장님.
  사장님: 네. 무슨 문제 있어요?
회사원A: 죄송한데요. 저도 같이 가고 싶지만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저 오늘은                   (./?)

➂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같다고 추측한다.
➃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화를 낸다.

또한 표현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역할극 완성 테스트는 이해 양상 테스트와 같
은 15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와 연구자가 역할극을 수행하는 테스트이다. 그
러나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을 구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화 내용은 미리 제시되어 있는 비교적 통제적인 역할극 과제이다. 

<설문 문항 예시>

1.3. 실험 절차

2012년 8월1일부터 8월7일까지 10명의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예비 실
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 설정을 수정한 후 8월10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은 미리 설정된 상황을 한국인 모어 화자
와 중국인 학습자 두 집단에게 제시하고, 실험 대상자들이 역할극을 완성하는 전
체 과정을 녹음하였다. 역할극을 완성하는 작업에 연구자는 직접 참여하고 녹음 
하였다. 작업 중 학습자들의 발화 의도나 인식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follow-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10월5일부터 10월15일까지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
기 위하여 보충 실험을 실시하였다. 학습자는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고 미리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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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학교 복도】 지은이가 강의실로 가는 길에 민주를 만났다. 마침 지난번에 민주랑 
4명이 같이 캠핑 가서 요리를 하다가 텐트를 태워서 수리비를 물어 줘야 했던 적이 있
다. 그래서 그 돈을 우선 학생 A가 물었는데 아직 민주가 돈을 주지 않았다. 학생 A가 
돈을 달라고 재촉하자 민주는 자기가 왜 돈을 내야하냐고 하며 돈을 안 준다. 아래 밑줄 
그은 지은의 말은 무슨 뜻일까?
지은: 야, 저번에 우리 캠핑장에서 텐트 수리비 있잖아. 나 20만원 물었거든. 그때 우리 

4명이었으니까, 5만원씩 줘.
민주: 뭐?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지은: 야. 우리 같이 놀다가 망가트렸으니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
민주: 알았어. 주면 되잖아.

된 대화를 들으며 부정 의문문을 통하여 화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선다형 유형의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이해·표현 양상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23)은 크게 이해 능력과 표
현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에 대한 이해 양
상과 표현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에 대한 
이해 정도와 언어 구사 능력을 파악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살펴보았다. 

2.1. 부정 의문문의 이해 양상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에 대한 이해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20명의 중국인 
학습자를 상대로 다중 선택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다. 대상은 중급 학습자 10명과 
고급 학습자 10명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학습자는 상황 맥락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화 
내용에서 밑줄 그은 문장에 드러나는 화자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23)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란 용어는 사회언어학자 델(Dell Hymes, 
1967, 1972)이 만든 용어인데,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 주며, 특정 
상황 안에서 인간 상호 간에 의미를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 언어 능력의 한 면을 말한다
(브라운(Brow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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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다 같이 책임져야 되냐고 민주에게 묻는다.
➁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민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➂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같다고 추측한다.
➃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화를 낸다.

  위에서 제시한 상황은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택 항목에는 부정 의문문의 기본적 의미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도가 담긴 화용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가 질문 기능만 선택하는지, 질문 기능과 화용 기능을 모두 선
택하는지 혹은 화용적 기능만 정확히 선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부정 의문문이 상황에 따라 질문이 아
닌 화용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화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
었다. 그러나 부정 의문문의 질문 기능만 선택하거나 질문 기능과 화용 기능을 모
두 선택한 학습자도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정 의문문에 대한 이해 부
족이라고 볼 수 있다.
  [상황2]에서 한국어 중급 학습자 8명이 화용적 기능을 선택하였고, 1명은 기본
적인 의미 질문 기능을 선택하였으며, 다른 1명은 질문 기능과 화용적 기능 모두
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우리 같이 놀다가 망가트렸으니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라는 문장만 봤을 때는 질문의 기능이 수행되나, 
[상황2]와 같은 상황 맥락에서는 화자가 다 같이 책임져야 되냐고 민주에게 묻는 
질문의 뜻은 없다. 화자는 같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친구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2]에서는 화자가 화가 
났다는 4번을 선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상황2]에서의 학습자 이해 
양상 결과는 80%의 학습자가 정확히 이해하였고, 나머지 20%의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중·고급 학습자들의 구
체적인 설문지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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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2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이해 양상 비교>
상황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의미 기능 의미 기능
1 50% 60%
2 80% 80%
3 90% 70%24)
4 50% 90%
5 60% 80%
6 60% 90%

7-1 80% 80%
7-2 80% 100%
8-1 100% 100%
8-2 80% 90%

9 90% 100%
10 90% 100%
11 80% 100%
12 80% 90%
13 80% 90%
14 80% 80%
15 80% 100%

상황3【카페】 지은이는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동아리 선배
를 만난다.  선배가 PPT 잘 만드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지은이는 친구 문영이를 
추천한다. 선배는 지은더러 자기 대신 문영이에게 부탁해달라고 한다.   
   선배: 혹시, 너 친한 사람 중에 PPT 잘 만드는 사람 있니? 
   지은: 글쎄요, 왜요?
   선배: 나 수업에 발표해야 되는데, PPT를 잘 못 만들겠어.
   지은: 문영이에게 부탁하세요, 문영이 걔 PPT 잘 만든다고 소문났잖아요.
   선배: 그래? 그럼 네가 얘기 좀 해줄래?  
   지은: 문영이가 선배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면서요. 선배가 더 친하지 않아요?

24)

　　➀ 선배가 부탁하면 더 쉽다고 선배에게 화를 낸다. 
➁ 선배가 부탁하면 더 쉬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➂ 선배가 부탁하면 더 쉬운지 묻는다.
➃ 선배가 부탁하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한다. 

  [상황3]에서 고급 학습자 2명이 선택항목 ④에서 ‘어려울 것이라고’를 ‘쉬울 것이라고’ 로 
잘 못 보아서 실수로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상황3]에서 중급 학습자의 정답률이 고급 학
습자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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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8【집】 학생 A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서 엄마에게 향수를 선물했다. 동생이 
옆에서 자기도 화장품을 선물해 달라고 조른다. 학생 A가 돈 없다고 거절하자 동생은 
학생 A의 지갑을 빼앗아 방으로 들어가며 방문을 잠근다. 학생 A는 화를 내며 당장 지
갑 내놓으라고 소리를 친다. 동생이 심지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쫓아가서 열라
고 소리를 친다.

학생 A: 엄마, 나 오늘 아르바이트비 받았어. 이건 엄마 선물. ㅋㅋ
 동생: 우와~ 샤넬 향수다. 나두~ 나는 화장품 사줘. 
학생 A: 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까지 어떻게 사 줘. 네 돈으로 사. 
 동생: 쳇, 동생한테 그것도 안 해 줘?
      (동생은 학생 A의 지갑을 빼앗아 방으로 들어간다.)
학생 A: 야, 너 뭐야. 빨리 줘.           Ⅰ              .
      (학생 A도 동생을 따라서 방으로 간다.)
학생 A: 어? 문 잠갔어? 야. 당장 문 열어.           Ⅱ            .

  <표Ⅲ-2>에서 보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
해 정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급 학습자는 [상황3]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서 중급 학습자보다 정답률이 높다. 따라서 학습자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부정 의문문의 표현 양상

앞서 Ⅱ장에서 제시하였듯이 본고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명령 기능, 
요청 기능, 제안 기능, 불만 제기 기능, 동조 유도 기능, 추측 기능, 확인 기능, 환
기 기능 8가지로 나눈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표현 
양상을 각 기능별로 고찰하였다.

2.2.1. 명령 기능

우선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부정 의문문의 명령 기능 
표현 양상을 살펴본다. 부정 의문문의 명령 기능은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가 있고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때 명령문을 대신해서 쓰는 화법이다. 
명령 기능을 나타내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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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빨리　줘　안　줘？”라고 말했어요?
학습자: “빨리 줘.”를 더 강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연구자: 혹시 중국어 “给不给？”를 번역했어요?
학습자: 네. 맞아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그림 Ⅲ-1 상황8-1의 집단별 발화 양상>

   [상황8-1]과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명령하는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23.3%가 부정 의문문(빨리 안 줘?)을 사용하였으며, 23.3%의 모어 화자가 명령
문(빨리 줘.)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80%의 중급 학습자는 명령문을 사용하였고,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학습자는 5%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고급 학습자는 52.3%
가 명령문을 사용하였고,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학습자는 33.3%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명령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고급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 중급 학습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급　학습
자　중　한　명은　청자에게　명령하는　상황에서　“빨리　줘　안　줘？”라는　표현을 하였다. 
학습자의　이와 같은　표현은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추측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어에서 정반 의문문(正反疑問文) ‘VP不VP?’의 표현
이 명령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한국어 “빨리 줘.”를 정반 의문문의 형
식으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이다.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는 명령문 ‘빨리 줘.’를 더
욱 강하게 표현하겠다는 생각에 ‘빨리 줘.’를 중국어의 ‘VP不VP?’ 형식을 적용해 
발화한 것이다. 따라서 중급 학습자는 아직 모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계이며, 
문장 발화 시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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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1【회사】 입사한 지 2주째 아직은 회사 선배들과 친해지지도 못하고 회사 일도 
잘 모르는 회사원 A 씨. 그런데 부장님이 첫 임무를 주었다. 회사원 A는 부장님이 처음
으로 자기에게 단독으로 맡긴 일이므로 꼭 잘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처음 맡는 
일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친하지는 않지만 하는 수 없이 선배에게 일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려고 한다. 

회사원A: 선배님, 커피 드세요. ^^ , 선배님은 이 회사에 온지 몇 년 되셨어요?
   동료: 나? 나는 이제 5년째야. A 씨는 회사 일 할만 해? 이제 막 들어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 
회사원A: 네. 선배님. 너무 막막해요. 오늘도 부장님이 시장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

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료: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신입 때는 그랬어. 물어보면서 하면 돼.
회사원A: 그래서 말인데요. 선배님. 저 이번에 진짜 잘 하고 싶거든요. 
                                (./?)

  2.2.2. 요청 기능

 　요청 기능은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가 없고 청자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능이다. 실험에서 요청을 하는 상황은 [상황4]와 [상황11]이 있다. [상황11]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표현 양상은 아래와 같다.

 <그림 Ⅲ-2 상황11의 집단별 발화 양상>

　

  <그림 Ⅲ-2>에서와 같이 청자의 행위 요청 상황에서 60%의 모어 화자가 긍
정 의문문‘-해주실 수 있으세요?’를 사용하였고, 20%의 모어 화자가 부정 의문 
‘-해주시면 안 될까요?’를 사용하였으며, 13.3%의 모어 화자가 직설적으로 요구하
는 ‘-해 주세요.’를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45%의 중급 학습자는 모어 화자가 가
장 적게 쓰는 직설적으로 요청하는 평서문 ‘-해 주세요’를 사용하였고, 40%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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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문문 ‘-을 수 있으세요?’를 사용하였으며, 10%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
다25). 또한, 고급 학습자자는 76.2%가 ‘-해주세요.’를 사용하였지만 그 중 3명
(14.3%)은 애교 있는 말투로 발화하여 적절한 표현으로 불 수 있다. 또한 19%의 
고급 학습자가 긍정 의문문을 사용하였으며, 4.8%의 고급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
을 사용하였다. 
  <그림 Ⅲ-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상황에 중급 학
습자가 고급 학습자보다 부정 의문문을 쓰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모어 화자와의 
발화습관과 더욱 가까웠다. 이는 제2언어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U자형의 발
달 곡선(U-shapped sourse of development)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초
기 단계에서는 학습자는 오류가 없는 언어적 형태들을 생성한다. 그러다가 두 번
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알았던 것들을 잊게 되면서 오류들이 초기 단계
보다 많이 발생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다시 정확한 목표어 사용이 가
능하게 된다(이해영, 2003b:282). 이러한 현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U자형 모양
이 되는 것이다. 엘리스(Ellis, 1997)는 이처럼 U자형 곡선이 나타나는 것은 학습
자들이 기존 지식을 재조직하여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라이트보운(Lightbown, 1985)은 언어 습득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언어 능력은 일직선을 그리듯이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중급 학습자 가운데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학습자의 75%가 ‘-면 안 돼요?’를 
‘-도 안 돼요?’라고 발화하였다. Ⅱ장에서 제시하였듯이 부정 의문 표현 ‘-면 안 
돼요?’는 요청과 불만 제기의 두 상황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겠지만 ‘-도 안 돼
요?’는 불만 제기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상
황에는 ‘-면 안 돼요?’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
하였지만 상황에 적절하지 않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여 화용적으로는 실패하는 
발화가 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학습자의 화용 실패 원인을 찾기 위하여 ‘-도 안 
돼요?’를 사용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5) 10%의 중급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지만 그 중 부정 의문 표현을 잘 못 사용
한 학습자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표현한 부정 의문 표현이 문법적으
로는 오류가 있을지라도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법적으로 오류
가 있는 표현도 부정 의문문으로 인정하였다.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표현은 따로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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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상황11]에서 “나 좀 도와 주셔도 안 돼요?”라고 하면 틀린 것 알아요?
학습자: 왜요? 뭐가 틀렸어요? “안 돼요?” 맞아요.
연구자: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해야 돼요. 이 둘은 달라요. 알아요?
학습자: 뭐가 달라요? 같은 거 같은데.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상황5【학교 복도】 학생 A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테니스 경기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
지를 보았다. 특히 이번 경기 우승 상금이 200만원이라서 꼭 지원하고 싶다. 그러나 이
번 경기는 남녀 혼합 복식이기 때문에 파트너 한 명을 더 찾아야 한다. 그래서 영석 선
배를 찾아갔는데, 테니스 얘기도 하기 전에 선배는 요즘 취직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다
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가 취직 준비하느라 바빠서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는 ‘-도 안 돼요?’와 
‘-면 안 돼요?’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도 안 돼요?’와 ‘-면 안 
돼요?’는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해서 교사의 명시적인 교육이 없으면 학습자는 이
들의 의미 차이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언어 형태는 매우 유사하나 의미 
기능이 전혀 다른 부정 의문 표현은 교사의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모국어에 조사가 없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면 안 돼요?’와 ‘-도 돼
요?’의 조사를 쉽게 혼동하며, 심지어는 조사의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 발생 가능
성 조차 모르고 있는 학습자도 많다. 중급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사용 빈도는 높
았으나 오답율 또한 높았다. 
 특히 모국어에는 조사가 없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면 안 돼요?’와 ‘-도 돼
요?’의 조사를 쉽게 혼동하며 심지어 당연히 조사가 달라서 두 가지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습자도 많다. 중급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비율이 높
지만 오답율도 높았다. 
   일부 학습자는 한국어 능력과는 별개로 단지 개인적으로 직설적인 발화 방식을 
선호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성격 차이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언어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2.2.3. 제안 기능

  제안 기능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과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청유하는 것이
다. 이는 [상황5]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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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선배에게 여쭤본다. 
  학생 A: 선배 요즘 많이 바빠요?

 선배: 응. 취직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어. 근데 왜? 나한테 무슨 볼 일 있어?
  학생 A: 네. 이번에 학교에 테니스 경기 있는데, 상금이 200만원이래요. 선배 바쁜 

거 알겠지만, 혹시                   (./?) 선배랑 나가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표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3 상황5의 집단별 발화 양상>

  <그림 Ⅲ-3>과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제안하는 상황에서 46.7%의 모어 화자
는 부정 의문문 “안 나갈래요?”를 사용하였고, 33.3%의 모어 화자는 긍정 의문문
을 사용하였으며, 20%의 모어 화자가 평서문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중급 학습자
의 15%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으며, 20%는 긍정 의문문을 사용하였고, 평서
문을 사용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60%까지 달했다. 게다가 고급 학습자
는 23.8%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고, 38.1%가 긍정 의문문을 사용하였으며, 
38.1%가 평서문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모어 화자는 제안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것에 반해 한국어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을 적게 
사용하였다.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학습자들은 모두 정확하게 발화하였으며 문법적인 오류도 
없었다. 제안하는 상황에서는 ‘안 ...(으)ㄹ래요?’가 쓰이는데, ‘안 ...(으)ㄹ래요?’는 
단형 부정 의문문이고 용법이 비교적 쉬운 문법 형태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정확
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다른 부정 의문문과는 달
리 문법 형태와 용법이 비교적 간단한 단형 부정 의문문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72 -

상황2【학교 복도】 회의가 끝나고 강의실로 가는 길에 민주를 만났다. 마침 지난번에 
민주랑 4명이 함께 캠핑 가서 요리를 하다가 텐트를 태워서 수리비를 물어 줘야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우선 학생 A가 물었는데 아직 민주가 돈을 주지 않았다. 학
생 A가 돈을 달라고 재촉하자 민주는 자기가 왜 돈을 내야하냐고 하며 돈을 안 준다. 
이때 학생 A는 민주에게 같이 싸우다 망가뜨렸으니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학생 A라면 어떻게 말 할 것인가?

학생 A: 야, 저번에 우리 캠핑장에서 텐트 수리비 있잖아. 나 20만원 물었거든. 그때 
우리 4명이었으니까, 5만원씩 줘.

 민주: 뭐?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학생 A: 야. 우리 같이 놀다가 망가트렸으니                      (./?)
 민주: 알았어. 주면 되잖아.

2.2.4. 불만 제기 기능

  불만 제기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불만 혹은 이의를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상황2], [상황9]를 예로 들 수 있다. [상황2]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표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4 상황2의 집단별 발화 양상>

 

  <그림 Ⅲ-4>와 같이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46.7%의 모어 화자가 부정 의
문문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를 사용하였고, 40%의 중급 학습자와 
45%의 고급 학습자도 모어 화자와 같이 부정 의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는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와의 인
터뷰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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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돈도 같이 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말했어요?
학습자: 화나니까요. 따져야죠. 당연한 거잖아요.
연구자: 그래서 돈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것 아니야’라고 했어요?
학습자: 네. 우리 중국어의 반문법(反問法)과 같잖아요.

                                   【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상황7【카페】 학생 A는 절친 민주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얘기하는 중에 고
등학교 때 친구 소란을 만났다. 학생 A는 소란을 1년 만에 만났는데 왠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말한다. 그랬더니 민주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학생 A는 소란이가 성형 수술을 했다가 실패했을 거라고 추측하며 
말한다.

 학생 A: 야, 민주야 . 소란이 쟤          Ⅰ            (./?) .
   민주: 어. 맞아. 나도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어. 얼굴이 뭔가 이상해.
 학생 A: 쟤 얼굴에 손댔다가            Ⅱ          (./?)
   민주: 음~ 그런 것 같아.

  이는 중국어에서 부정 의문문이 반문법(反問法)으로 강한 긍정의 의미를 나타내
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모국어의 긍정적 전이에 의하여 부정 의문문의 불만 제기 
기능을 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6)  

2.2.5. 동조 유도 기능

  동조 유도　기능에서　화자는　자신의　전제가　참일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전제를　
청자에게　부각시키고　청자가　동조하게끔　유도한다. 이는　화자가　청자를 자신의 대
화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발화 전략이다. 동조 유도 기능이 포함
된 상황에는 [상황7]이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표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26) 브라운(Brown, 2001)에서는 언어 간의 전이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대 오류를 범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학습자 모국어로부터의 언어 간 전의가 특히 많이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들린(Odlin, 1989)에서는 학습자가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서 오류를 범하기도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라도(Lado, 1957:1-2)는 제2 언어 학습에서 목표어의 문법과 
학습자의 모국어와 유사한 요소는 배우기가 쉬울 것이고 다른 요소는 배우기가 어려울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모국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 대 있어서 긍정적인 전
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모국어 간섭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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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 소란이 쟤 성형 했어.”라고 말했어요? 
학습자: 얼굴이 달라졌으니 당연히 성형했어요.
연구자: 만약 “소란이 성형한 거 같지 않아?”라고 말하면 어때요?
학습자: 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냥 다 친구인데. 나는 친구한테 그냥 얘기해요. 

돌아서 말하는 거 힘들어요.
【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그림 Ⅲ-5 상황7-1의 집단별 발화 양상>

 

  ＜그림 Ⅲ－５＞에서 보듯이 동조 유도 기능에서 86.7%의 모어 화자가 부정 의
문문 “소란이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아?”를 사용하였고, 6.7%가 긍정 의문 형식 
“소란이 얼굴이 좀 이상하지?”를 사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평서문 “소란이 얼굴이 
달라졌어.”를 사용한 중급 학습자는 80%이고, 고급 학습자는 66.6%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중급　학습자는　15%, 고급 학습자는 23.8%에 불과했
다. 이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학습자 중에서도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지만 상
황에 맞지 않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학습자도 있었다. 한 고급 학습자는 [상황
7-1]에서 부정 의문문 ‘-ㄴ 것 아니겠지?’를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지 않
아(요)?’의 동조 유도 기능에 대하여서도 잘 알지 못하고, ‘-ㄴ 것 아니겠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여 상황에 부적절한 부정 의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Ⅱ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ㄴ 것 아니겠지?’는 화자가 어떤 사실에 대하
여 추측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상황7-1]의 상황 소개에서 학생 A는 
소란이가 얼굴이 달라졌음을 확신하는 상황에서 추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ㄴ 
것 아니겠지?’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학습자는 아직 ‘-ㄴ 것 아니
겠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부정 의문문의 여려 가지 표현을 혼동하여 사용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와의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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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7【카페】 학생 A는 절친 민주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얘기하는 중에 고
등학교 때 친구 소란을 만났다. 학생 A는 소란을 1년 만에 만났는데 왠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말한다. 그랬더니 민주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학생 A는 소란이가 성형 수술을 했다가 실패했을 거라고 추측하며 
말한다.

 학생 A: 야, 민주야 . 소란이 쟤          Ⅰ            (./?) .
   민주: 어. 맞아. 나도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어. 얼굴이 뭔가 이상해.
 학생 A: 걔 얼굴에 손댔다가            Ⅱ          (./?)

  Ⅱ장에서 중국어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정리하였듯이 중국어의 부정 의문
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동조를 유도하는 의미 기능이 없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
는 중국어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한국인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중국인들은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
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처럼 중국인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사용이 적은 이유는 
모국어의 영향과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2.2.6. 추측 기능

  부정 의문문의 추측 기능은 화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전제에 대하여 사실인
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청자도 답을 모른다고 믿고 질문하는 것이 추측 기능
이다. 이와 같은 추측 기능은 상황7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표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6 상황7-2의 집단별 발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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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6【카페-미팅 장소】 학생 A는 대학 와서 처음으로 미팅을 나간다. 친구와 함께 
미팅 장소에 도착했다. 마침 카페 한 자리에 남(여)자 세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낯익어 살펴보니 옛날에 헤어진 남(여)자친구이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마음
속으로는 미팅 상대가 그 세 남(여)자가 아니길 바라면서 작은 소리로 친구에게 묻는
다.

 학생 A: 어느 테이블이야? 걔네들 왔대?
  친구: 응, 도착했다고 문자 왔던데, 어디 있지?
 학생 A:                        (./?)

  <그림 Ⅲ-6>에서 보듯이 추측하는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수술 실패한 것 아
니야?”(33.3%), “수술 실패했나?/수술 실패했나봐.”(30%), “수술 실패한 것 같
아”(26.7%)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중급 학습자는 모어 화자는 사용하
지 않은 표현의 단언적인 평서문 “수술 실패했어.”(45%)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학습자는 25%에 불과했다. 또한 고급 학습자는 추측의 의
미가 들어있는 “수술 실패했나봐.”(30%)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28.6%의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다.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학습자들의 표현 또한 여러 가지 오류 양상이 보였다. 일
부 학습자들은 “수술 실패한 거 아니야?”를 “수술 실패하는 거 아니야?”라고 표현
하였고, 일부 학습자들은 “수술 실패하지 않아?”라고 표현하였다. 전자일 경우 학
습자는 ‘-ㄴ 것 아니야?’에 대한 지식 부족이고, 후자는 부정 의문 표현 ‘-지 않
아?’와 ‘-ㄴ 것 아니야?’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들의 의미 기능에 대한 지식 부족이
라고 볼 수 있다. Ⅱ장에서 제시하였듯이 ‘-지 않아?’는 화자가 청자에게 동조를 
유도할 때 동조 유도 기능으로 사용되고 ‘-ㄴ 것 아니야?’는 추측, 확인, 불만 제
기 기능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ㄴ 것 아니야?’와 ‘-지 않아?’는 전혀 다른 의미 
기능을 지니는 형태이나, 학습자가 문법의 정확한 쓰임을 익히지 못함으로써 정확
하고 적절한 언어 사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2.2.7. 확인 기능

   화자는 청자가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청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청자
의 답을 기대하는 것이며 이는 확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황6]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표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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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5 【통화 내역】몇 일 전에 직원 A가 친구에게 주말에 같이 수영하러 가자고 했
더니 친구가 주말에 부모님이랑 부산에 갈 거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친구가 전화 와서 

<그림 Ⅲ-7 상황6의 집단별 발화 양상>

 

  [상황6]에서 화자는 청자가 부정적인 답을 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상황6]에서
는 긍정적인 질문 방식 ‘-이니/야?’와 부정적인 질문 방식 ‘-아니겠지/아니지?’가 
사용 가능하다. ‘-아니야?’는 부정 의문문이기는 하나 청자의 긍정적인 답을 기대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80%의 모어 화자가 
“저기 세 남자가 아니겠지?”라고 발화하였으며, 10%의 모어 화자가 “저기 세 남자
이니?”라고 발화하였다. 또한 학습자 중에서 중급 학습자의 20%가 부정 의문문 
“저기 세 남자 아니겠지?”를 발화하였고, 25%가 부정 의문문이지만 [상황6]에는 
적절하지 않은 “저기 세 남자 아니야?”를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아직 ‘-아
니지?’와 ‘-아니야’를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급 학습자는 61.9%가 
“저기 세 남자 아니겠지?”라고 발화하였으며, 14.3%가 “저기 세 남자 아니야?”라
고 발화하였다. 비록 ‘-아니야’를 사용한 비율은 중급 학습자보다 낮지만 고급 학
습자들 중에서도 ‘-아니지?’와 ‘-아니야?’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학습자들의 이와 같은 문법 사용 양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한국어 교수·학습 시 다양한 상황 맥락에 따른 문법의 의미 기능에 관한 보다 명
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2.2.8. 환기 기능

  환기 기능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화자 전제의 답을 알고 있으며 청자에게 질문
하는 것보다 청자를 환기시키는 의도가 있다. 환기 기능은 상황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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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집에서 파티를 열거라고 놀러오라고 한다. 직원 A는 친구가 주말에 부산에 갈 
거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직원 A: 여보세요?
친구: 응. 뭐해? 너 주말에 약속 없지?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 열거니까 놀러와~
직원 A: 응? 무슨 소리야? 너 주말에                 (./?)
친구: 아, 그거. 우리 부모님만 가기로 했어. 그 날 늦지 말고 일찍 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표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8 상황15의 집단별 발화 양상>

  <그림 Ⅲ-8>에서 보듯이 환기 기능에서 43.3%의 모어 화자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고, 36.7%는 평서문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 중 중급 학습자
는 25%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으며, 15%가 평서문을 사용하였고, 60%는 다
른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급 학습자는 38.1%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고, 
9.5%가 평서문을 사용하였으며, 52.4%가 다른 문장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어 화자가 환기하는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
여 학습자들은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중국
인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Ⅱ장의 한·중 대조 분석에
서도 살펴보았듯이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환기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이유를 찾
을 수 있겠다.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환기 기능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은 부정 의
문문을 사용하여 화자의 전제를 청자에게 환기시키는 데 미숙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한국어 교실에서 이와 같은 부정 의문문의 여러 의미 기능에 대하여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을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
다. 다음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사용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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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9【집】 학생 A와 친구는 한 집에 세를 들어서 산다. 오늘은 학생 A가 중요한 면
접이 있어서 친구의 허락 없이 친구의 새 구두를 신고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자 친구는 

3. 학습자 부정 의문문 사용 실패의 원인 분석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맥락에 적절하
게 목표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모
어 화자와의 대화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일으킨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발화 
양상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원인을 모국어 영
향 요인, 목표어 복잡성 요인과 교육 과정 요인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1. 모국어 영향 요인
  모국어 영향에 의한 의사소통 실패는 언어 간 전이에 의한 것으로 모국어와 목
표어의 차이 또는 문화적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본 실험은 중국인 중·고
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학습자들의 한국어 부정 의문문 사용에 있
어 모국어 영향으로 인한 형태·통사적인 오류는 적지만, 특정 사용 맥락에서의 부
적절한 표현으로 인한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27)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3.1.1. 형태·통사적 오류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과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유사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
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부정 의문문을 발화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
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한국어 능력이 낮은 이유로 혼동
하여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은 모 학습자의 발화 양상이다. 

27) 토마스(Thomas, 1983)는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이해할 때 화자가 의도한 의미로 이해
할 수 없는 상태를 화용적 실패라고 하였다. 한상미(2006)는 그의 개념을 보완하여 창자
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화자 혹은 청자의 역할을 하는 학습자의 관점에서 화용적 실패를 
‘모어-비모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비모어 화자가 목표어에 대한 화용적 측면의 언어 사용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발화를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전달하거나, 모어 화자의 발
화를 발화 시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화용적 실패는 학습자가 의사소통 과정에 상대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
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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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에게 허락도 없이 구두를 신고 갔다고 화를 냈다. 학생 A는 친구 간에 필요할 
때는 좀 빌려 신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일 때문에 화를 내는 친구에게 너무 화
가 났다. 당신이 학생 A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친구: 너 어떻게 허락도 없이 내 새 구두를 신고 나가? 
학생 A: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냥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잠깐 신었어. 

안 돼?
친구: 야, 이 구두 얼마나 비싼 건데. 나 한 번도 안 신었어. 

힉셍A: 친구 사이에 급할 때는  *빌려 신을 수도 안 돼? 치사하게 그걸로 화를 내냐?

연구자: 왜 “빌려 신을 수도 안 돼?”라고 말했어요?
학습자: 중국어에서 강조할 때 반문법(反問法)을 쓰잖아요. 친구가 치사하니까 나도 화

나서 반문법(反問法)을 썼어요.
연구자: 중국어를 번역한 것입니까? 그럼 중국어로 원래 무슨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학습자: “借穿一下不可以吗？”요. “不可以吗？”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면 “안 돼?”잖아요.
연구자: 만약 “안 돼?”라고 말하려면 “빌려 신으면 안 돼?”라고 말해야죠.
학습자: 아. 그렇구나.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상황9]에서 화자가 친구의 허락 없이 구두를 신고 가서 친구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화자는 친구 사이에 급할 때는 빌려 신을 수도 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것이다.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빌
려 신을 수도 안 돼?”라고 발화하였는데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다. 정
확한 문장은 “빌려 신을 수도 없어?” 혹은 “빌려 신으면 안 돼?”이다. 화자가 “빌려 
신을 수도 안 돼?”라고 발화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사후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는 친구에게 화가 나서 비난의 뜻으로 “빌려 신을 
수도 없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중국어 “不可以吗？”의 영향을 받아서 “빌려 신
을 수도 없어?”라고 발화하였다. 중국어에서는 “不能...吗？”와 “不可以...吗？”가 있
는데 전자는 한국어의 “...을 수 없어?”와 대응되고 후자는 “-면 안 돼?”와 대응된
다. 학습자는 이 두 표현 중 어느 한 가지를 사용해도 정답일 수 있는데 이 두 표
현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섞어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의 오
류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은 동시에 한국어가 복잡성으로 인하여 쓰임을 혼동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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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7【카페】 학생 A는 절친 민주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얘기하는 중에 고
등학교 때 친구인 소란을 만났다. 학생 A는 소란을 1년 만에 만났는데 왠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말한다. 그랬더니 민주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학생 A는 소란이가 성형 수술을 했다가 실패했을 거라고 추측하
며 말한다.

학생 A: 야, 민주야 . 소란이 쟤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아  .
   민주: 어. 맞아. 나도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어. 얼굴이 뭔가 이상해.
 학생 A: 쟤 얼굴에 손 댔다가   수술 실패한 것 아니지 ?
   민주: 음... 실패한 것 같아.

연구자: 왜 “수술 실패한 것 아니지?”라고 말했어요?
학습자19: 수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추측한 거예요.
연구자: 그럼 ‘아니지?’와 ‘아니야?’의 차이점 알아요?
학습자19: ‘아니지?’는 ‘不会是...了吧?’이고 ‘아니야?’는 ‘是不是...了?’예요.

3.1.2. 화용적 실패  

  화용적 실패는 학습자의 발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며 오류가 없으나, 담화 차
원에서 특정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어서 청자에게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해 
대화가 실패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용어로는 문제가 있는 의사소통(problematic 
communication), 의사소통 장애(communication breakdowns)등이 있다. 

  
  [상황7]은 화자가 친구와 제3자의 얼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장면이다. 화자
와 친구는 소란을 1년 만에 만나서 소란에 대한 소식을 잘 모른다. 친구도 소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단지 둘만의 추측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 학습자는 “수술 실패한 것 아니지?”라고 말했는데 이는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상황 맥락에서 부적절한 발화다. 한국어의 ‘아니지?’는 화자는 청자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청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즉 ‘아니지?’는 화자가 청
자가 알고 있는 일에 대하여 확인할 때 쓰이며, 청자도 모르는 제3자의 일에 대하
여 추측 할 때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아니야?/아니니?/아닐까’ 등을 사용한다. 
[상황7]에서 화자와 친구는 모두 소란이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
이다. 이럴 때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모두 ‘아니야?’를 사용하였지만, 학습자는 ‘아
니지?’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학습자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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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그럼 말할 때도 중국어로 번역해서 말한 거예요?
학습자19: 네. 맞아요. 저 번역하는 습관 있어요.

                      【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로 발췌】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아니지?’는 일반적으로 중국
어의 ‘不会是...了吧?’와 대응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일대일로 대응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의 ‘不会是...了吧?’는 청자나 제3자의 일이나 모두 사용 
가능하다. 화자는 청자가 답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아니지?’ 뿐만 아니라 ‘아니겠지?’가 있다. ‘아니겠지?’는 중국어의 
‘不会是...了吧?’와 같이 청자가 몰라도 단순한 추측의 의도로 발화 가능하다. 그러
나 ‘아니지?’는 항상 청자에게 답을 얻기 위하여 청자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을 믿
는 전제하에서 발화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의 ‘不会是...了吧?’와 한국어의 
‘아니지?’와 ‘아니겠지?’ 두 표현과 대응된다. 학습자는 ‘아니지?’와 ‘아니겠지?’의 
미묘한 차이를 모르고 ‘不会是...了吧?’의 영향을 받아 부적절한 발화를 한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실패한 학습자
들은 대부분 중급 학습자들이다. 중급 학습자들은 초급 학습자들보다는 한국어 능
력이 좋겠지만,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초급 수준에 
머물러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브라운(Brown, 2000)에서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 것은 모든 학습자 오류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특히 제2언어 학습 초기 단계
에 모국어로부터의 언어 간 전이가 특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중급 
학습자들에게 부정 의문문을 가르칠 때 중국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 

3.2. 목표어 복잡성 요인
  외국인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한국어
에는 중국어에 없는 문법 요소들이 아주 많다. 예를 들면 높임법, 사동과 피동에 
의한 동사변화, 어미, 조사 등이다. 이들은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일부 문법의 복잡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은 특정 상황에 따른 표현을 구어로 
즉시 발화하는 것을 요구 받았기 때문에 설문지를 완성하는 것과는 달리 문법 형
태, 의미, 기능을 고민할 여유가 없다. 이로써 학습자들의 평소 발화 양상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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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4【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 A는 친구의 급한 전화
를 받는다. 친구가 차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고 병원비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학생 A도 돈이 없다.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
점 사장님께 이번 달 월급을 좀 가불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한다. 
사장님: 어? 네가 웬일이야? 오늘 아르바이트 하는 날 아니잖아.
학생 A: 사장님, 저기... 친구가 차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당장 돈이 

없어요. 혹시  *이번 달 월급 좀 가불해줘도 안 돼요?

연구자: 상황4의 역할극을 나랑 다시 한 번 할래요?
학습자: 네. 알겠어요. 
(연구자와 학습자가 역할극을 다시 했지만 답은 같았다.)
연구자: 지금 “이번 달 월급 좀 가불해줘도 안 돼요?” 이 문장이 틀렸는데 어디 틀렸는

지 알아요?
학습자: 음.... 잘 모르겠는데요. 틀렸어요?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3.2.1. 형태·통사적 오류

  한국어에서 사동과 피동, 높임법, 어미 등의 문법 범주는 아주 복잡한 용법으로 
학습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는 범주이다. 다음은 학습자가 어미를 잘 못 사용한 
한 예이다.

  [상황4]는 아르바이트생이 당장 돈이 필요해서 편의점 사장님께 한 달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학습자는 사장님께 “이번 달 월급 좀 가불해줘
도 안 돼요?”라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허락을 받거나 요청을 할 때 ‘-도 돼요?’와 
‘-면 안 돼요?’가 있다. 이들은 의미는 같지만 긍정 의문문은 서술어에 ‘-도’가 붙
으며 부정 의문문은 서술어에 ‘-면’이 붙는다. 단, ‘-도 안 돼요?’가 허락되는 예
외는 있다. ‘도’가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일 때 ‘-도 안 돼요?’의 쓰임 가
능하다. 예를 들면 학생 A가 1년 월급을 가불해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거절하였
다. 이럴 때 학생 A는 1년 월급에서 한 달 월급으로 양보해서 “그럼 한 달 월급만 
가불해줘도 안 돼요?”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황4]의 맥락에서는 ‘이번 달 
월급 좀 가불해주시면 안 될까요?”가 적절한 발화이다.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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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네. “가불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해야 돼요. 
학습자: 아. 그렇구나. 
연구자: 혹시 ‘-면 안 돼요?’와 ‘-도 돼요?’가 어미가 다르다는 거 알았어요?
학습자: 아니요. 몰랐어요. 이 두 개 반대의 말이니까 ‘안’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상황3【카페】 학생 A는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동아리 선
배를 만난다.  선배가 PPT 잘 만드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학생 A는 친구 문영
이를 추천한다. 선배는 학생 A 더러 자기 대신 문영한테 부탁해달라고 한다. 학생 A는 
문영이와 선배가 같은 고등학교출신이고 친하니까 선배가 부탁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배: 혹시, 너 친한 사람 중에 PPT 잘 만드는 사람 있니? 
학생 A: 글쎄요, 왜요?
 선배: 나 수업에 발표해야 되는데, PPT를 잘 못 만들겠어.
학생 A: 문영이한테 부탁하세요, 문영이 걔 PPT 잘 만든다고 소문났잖아요.
 선배: 그래? 그럼 네가 얘기 좀 해줄래?  
학생 A: 문영이가 선배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면서요. 선배가 부탁하기 더 쉬운 거 아

니지요?

  이와 같이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 ‘-면 안 돼요?’와 긍정 의문문 ‘-도 돼요?’ 간
에 어미가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서 범한 오류이다. 학습자는 ‘-도 돼요?’
를 부정 의문문으로 변화할 때 단지 부정사 ‘안’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위의 학습자와 같은 오류를 범한 학습자의 수가 매우 많았다. 그 중에 중급 학습
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고 고급 학습자도 몇 명 있었다. 한국어 어미의 용법이 다
양하고 복잡해서 학습자들의 오류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3.2.2. 화용적 실패

  화용적 실패도 역시 문장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정확한 문장인데 상황 맥락에서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발화이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단지 문법의 정확성
만을 요구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함으로는 부족하다. 문법이 정확하
더라도 맥락에 따른 쓰임이 맞지 않은 의사소통은 실패한 것이다. 학습자들의 오
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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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선배가 부탁하기 더 쉬운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어요? 
학습자: 아니요. 선배가 부탁하기 더 쉽다고 말하는 건데요.
연구자: 근데 왜 “더 쉬운 거 아니지요?”라고 했어요?
학습자: 선배를 거절하는 거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연구자: 아. 부정 의문문이 완곡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학습자: 네. 수업 시간이 이런 방법으로 자주 말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러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혹은 “더 쉽지 않을까요?”라고 말하면 돼요.
학습자: 네? 그래요? ‘아니지요?’랑 ‘아니에요?’가 뭐가 다른 데요? ‘아니지요?’는 왜 안 

돼요?
연구자: ‘아니지요?’는 완곡할 때 쓰는 것보다 보통 청자에게 확인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지요?’라고 물으면 진짜 아니길 바란다는 뜻이 있어요.
학습자: 아, 그렇구나.

                      【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상황3]은 선배가 화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화자는 선배가 문영이
와 더 가까운 사이이므로 선배가 직접 문영이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모 학습자는 “선배가 부탁하기 더 쉬운 거 아니지요?”라고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에 실패한 발화를 하였다. 만약 화자가 단순히 선배가 부탁하는 것이 더 
쉬운지 아닌지를 묻고자할 때는 적절한 발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3]에서 
화자는 선배가 부탁하기 더 쉽다고 생각하면서 선배를 조심스럽게 거절하는 것이
기 때문에 학습자의 발화는 부적절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
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이 완곡 표
현의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아니지?’와 ‘아니야?’를 구분하지는 못한다.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만 사용하면 완곡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
에서 보듯이 ‘아니지?’는 ‘아니야?’와 달리 청자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 사용한
다. 또한 ‘아니야?’도 확인 기능이 있으나 화자가 ‘아니지?’라고 발화하였을 때는 
마음 속으로 진짜 아니길 바라는 심리활동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는 ‘아니지?/ 아니야?/ 아닐까?/ 아닌가?’와 같은 형태가 유사
하고 의미도 비슷한 표현들이 많다. 고급 수준의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실에서 다
양한 표현들을 학습하는 동시에 각 표현들의 쓰임에 대한 혼동 또한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급 학습자들은 문법 표현의 형태·통사적인 내용만 학습하여 다양한 
표현들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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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문제에서 왜 ‘아니야?’를 사용했어요? 수업에서 ‘아니겠지?/아니지?’를 배운 적 있어
요?

학습자7: 모르겠어요. 그냥 평소 습관대로 말했어요. 수업에서 ‘지’는 추측이라고 배웠는데 ‘아
니지?’는 배운 적 없어요. 드라마에서만 들어 봤어요.

연구자: 그럼 지금 다시 선택한다면 ‘아니야?’와 ‘아니지?’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예요?
학습자7: ‘아니야?’를 선택해요. ‘아니지?’는 우리 평소에 안 써요. 정확히 언제 쓰는지 모르겠어

요. 너무 헷갈려서 안 써요.
【 학습자와의 사후 인터뷰 자료 발췌】

향이 있다. 이는 화용적 실패로 이어진다. 따라서 문법 교수·학습 시 문법 지식이 
특정 상황에서의 쓰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반드시 상황 맥락과 결합하여 학습자
들이 문법의 미묘한 차이점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3.3. 교육 과정 요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인은 완곡하게 발화하기 위하여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며, 상황 맥락에 따라 표현도 다양하고 제약도 많다. 그러나 현재 각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실에서는 부정 의문문을 중요한 문법으로 다루지 않고, 단지 연
습 문제 등에서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학
습자들은 부정 의문 표현의 상황 맥락에 따른 정확한 쓰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단지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듣고 모방하거
나 자신이 배운 지식을 근거로 추측하여 사용할 뿐이다. 예를 들어 전술한 ‘아니
지?/아니겠지?’가 그러한 경우이다. 다음의 학습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 

  위의 인터뷰 자료와 같이 학습자는 ‘아니지’는 배운 적이 없고, 단지 ‘-지’가 추
측의 의미가 있으므로 ‘추측할 때 쓰는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평소에 드라마에
서는 많이 들어도 한국어 수업에서 명시적인 지도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정확한 
쓰임을 알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한다. 특히나 ‘아니지?’와 같은 특
정한 의미가 있는 표현은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 부정 의문문은 문어 중심의 한국어 교실에서는 교
수·학습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서는 구어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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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부정 의문문 교수·학습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이해　양상과 
표현 양상을 바탕으로 학습자 수준에 맞는 부정　의문문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1절에서 부정 의문문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2절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양상을 토대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부정 의문문의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그
리고 3절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문법적 특성과 교육 목표에 따라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제적인 부정 의문문 교육 모형을 제시하
여,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1. 부정 의문문의 교육 목표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문법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브라운(Brown, H. D,2007)에 의하면 의사소통 접
근법은 단지 언어의 용법만이 아니라 사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정확성만이 
아니라 유창성, 진정성 있는 언어와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실에서 배운 것
을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학습자들의 궁극적 요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커넬(Canale, 1983)은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의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CC)에 대한 분류를 확장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나누었다. 이후 바흐만
(Bachman, 1990)은 문법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을 조직적 능력으로, 사회 언어적 
능력과 기능적 능력을 화용적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지식과 담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화용적 지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화용적 지식이란 해당 문법이 언제, 어떤 의
도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라센-프리만(Larsen-Freeman, 1991)은 문법을 기술할 때 형태, 의미와 화용
의 세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삼차원의 문법 틀(A three-dimension
al grammar framework)’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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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삼차원의 문법 틀(Larsen-Freeman, 1991)>

  

그는 문법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로 형태, 의미와 사용이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법 지식에는 형태와 의미의 규칙뿐만 아니라 화용의 규칙도 포
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을　정확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둔다. Ⅲ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사용에서는 잦은 문법적 오류와 상황에 맞
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의 문법 표현
은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문법 표현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부정 의문문은 문법적 측면에서도 복잡하지만 화용적인 의미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게다가 부정 의문문은 일상생활에서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
거나 간접화할 때 자주 쓰는 발화 전략이므로 화용적 지식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재에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본문이나 연습 문제에서만 예문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실에서
도 부정 의문문이 하나의 문법 교육 항목으로 교수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연습 
문제 등의 간접적인 접촉에 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관점을 토대
로 하여 부정 의문문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한다.
둘째,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특성을 이해하고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셋째, 부정 의문문을 상황 맥락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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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 의문문의 교육 내용

  이 절에서는 앞서 설정한 교육 목표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정 의문문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교육 내용 선정 작업은 Ⅱ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틀과 Ⅲ장에서 분석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교육 내용을 형태·통사적 측면과 의미·화용
적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1.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 기능에 관한 교육 내용

  한국어는 중국어와 달리 조사가 있고 문법적 제약이 많으며 문법 표현도 아주 
다양하다. Ⅲ장에서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급 
학습자들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들도 한국어의 다양한 문법 특성과 문법 제약을 
혼동하여 문법 표현을 잘못 결합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부 학습자들은 오
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익숙한 부정 의문문 몇 가지만 사용하는 회피 전
략을 사용한다.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이 비교적 단조로운 것은 이와 
같은 회피의 결과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부정 의문 표현을 명시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학습자를 위한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 부정 의문문
F 제약: ‘안’ 부정 의문문은 다른 부정 의문문과 달리 서술어에 대하여 일정한 제

약이 있다. ‘안’ 부정 의문문은 다음과 같은 파생어나 합성어와 결합하지 않는
다.28)
가. ‘휘감다, 빗나가다, 얄밉다’ 등과 같은 접두 파생어.
나. ‘기웃거리다, 슬기롭다, 자랑스럽다’ 등과 같은 접미 파생어.
다. ‘앞서다, 오가다, 값싸다’ 등과 같은 합성어.

F ‘안’ 부정 의문문에서 한국인이 자주 쓰는 부정 의문문은 크게 ‘안...?’형식의 부
정 의문문, ‘-면 안 돼(요)?’ 형식의 부정 의문문과 ‘-지 않아(요)?’형식의 부
정 의문문 세 가지가 있다.

28) 국립국어원(2007:240)을 참조함.



- 90 -

▶ ‘안...?’ 형식의 부정 의문문
1) 부정사 ‘안’이 서술어인 동사 혹은 형용사 앞에 와서 ‘... 안 VP(요)?’형식으

로 실현된다. 예: 빨리 안 일어나?
2) 단지, 서술어가 ‘명사-하다’ 형식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일 경우 부정 의문문

은 ‘명사+안+해(요)?’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 ‘-(으)면 안 돼(요)?’ 형식의 부정 의문문
1)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 뒤에는 ‘-으면 안 돼

(요)?’를 사용한다.29) 예, 엄마, 저 사탕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2) ‘-면 안 돼(요)?’는 받침 없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ㄹ’받침으로 끝나는 동

사나 형용사 어간, ‘이다’, ‘아니다’와 결합한다. 예, 내일 수업에서 쓸 소품
들 제가 지금 만들면 안 돼요? 

3) 이 외에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부정 의문문은 의문사형 어미에 따라 ‘-
면 안 될까(요)?’, ‘-면 안 되겠어(요)?’, ‘-면 안 됩니까?’ 등이 있다.

▶ ‘-지 아니하(않)-?’형식의 부정 의문문
1) 시제를 나타내는 ‘-았-, -었-, -였-, -겠-’ 등은 서술어가 아닌 ‘-지 

아니하(않)-’와 어울려 쓴다. 예, 여기 좀 춥지 않겠어요?
2)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으)시-’는 서술어에 붙을 수 있고, 서술어

와 ‘-지 아니하(않)-’ 둘 모두에 붙을 수 있다.30) 예, 혹시 저랑 식사하러 
가시지 않을래요?

3) 이 형식의 부정 의문문은 의문사형 어미에 따라 ‘-지 않아(요)?’, ‘-지 않
았어(요)?’, ‘-지 않을까(요)?’, ‘-지 않겠(요)?’, ‘-지 않습니까?’, ‘-지 않
았습니까?’ 등 표현들이 있다.

▶ ‘못...?’형식의 부정 의문문
1) 부정사 ‘못’은 서술어가 동사일 때만 쓰이며 형용사일 경우에는 쓰이지 않

는다.

2. ‘못’ 부정 의문문
  ‘못’ 부정 의문문은 크게 ‘못...?’형식의 부정 의문문, ‘-지 못하-?’ 형식의 부정 
의문문과 ‘-도 못하-?’ 형식의 부정 의문문이 있다.

29) 국립국어원(2008:709) 참조함.
30) 박우신(2010:24)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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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못VP(요)?’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예, 밥을 빨리 못 먹어?
▶ ‘-지 못하-?’ 형식의 부정 의문문
1) ‘못...?’형식의 부정 의문문과 같이 동작주의 능력 부족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와만 결합 가능하다.
2) ‘VP지 못해(요)?’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예, 장난감을 빨리 치우지 못해?
▶ ‘-도 못하-?’ 형식의 부정 의문문
1) ‘-도 못하-?’ 형식의 부정 의문문도 서술어가 동사만 가능하며 형용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동사와 결합하며 ‘N도 못VP(요)?’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예, 팀장으로써 공

과 사도 못 구분해요?

▶ ‘아니다’ 부정 의문문:
1) ‘아니다’는 명사와 결합 가능하며 조사 ‘이/가’가 붙어서 ‘N이/가 아니야(아

니에요)?’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2) ‘아니다’가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할 때 앞에 ‘-(으)ㄹ 것’ 혹은 ‘-(으)ㄴ 

것’이 붙어서 ‘VP(으)ㄹ 것 아니야(아니에요)?’ 혹은 ‘VP(으)ㄴ 것 아니야
(아니에요)?’의 형식을 이룬다. 

3)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이 형식의 부정 의문문은 의문사형 어미에 의하여 
‘N이/가 아닐까(요)?’, ‘N이/가 아니겠어(요)?’, ‘N이/가 아닙니까?’, ‘VP(으)
ㄴ 것 아닐까(요)?’, ‘VP(으)ㄴ 것 아니겠어(요)?’, ‘VP(으)ㄴ 것 아닙니까?’ 
등 표현이 있다.

▶ ‘없다’ 부정 의문문:
1) ‘없다’는 명사와 결합 가능하며 ‘N이/가 없어(요)?’ 혹은 ‘N도 없어(요)?’와 
같은 형식으로 실현된다. 
2) 동사와 결합할 경우 ‘VP으(ㄹ) 수 없어(요)?’의 형식으로 실현된다.
▶ ‘모르다’ 부정 의문문:
  ‘모르다’는 명사와 결합하여 ‘N을/를 몰라(요)?’ 혹은 ‘N도 몰라(요)?’와 같은 
형식으로 실현된다.  

3. 어휘 부정 의문문
  어휘 부정 의문문은 부정어 ‘아니다’, ‘없다’, ‘모르다’에 의하여 ‘아니다’ 부정 의
문문, ‘없다’ 부정 의문문과 ‘모르다’ 부정 의문문 세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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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용법: 
   1. 주어는 2인칭이며 행동을 수행하는 동작주이다.
   2. 청화자의 관계(권위): 화자 > 청자         
▶ 부정 의문 표현:
   1. ‘안...?’: 화자가 한 번 명령했는데, 청자가 행동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차 명령으로 많이 쓰인다.  예: 당장 나가. 안 나가?
   2. ‘못...?’ / ‘-지 못해?’ : 
      예: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 화났어. 빨리 나오지 못해?

▶ 기본 용법: 
   1. 주어는 2인칭이며 행동을 수행하는 동작주이다.

  
2.2.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 기능에 관한 교육 내용

  
  부정 의문문 교육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문법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도록 돕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형태·통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를 상황에 맞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화용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Ⅲ장에서 밝혔듯이 상당수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
하여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발화시에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황 맥락
에 맞지 않게 구사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에게 부정 의문문에 의한 여러 가지 
의미 기능과 각각의 표현들이 쓰이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
급 학습자들은 다양한 부정 의문문을 학습하였지만 각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는지, 또한 그 표현들 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대화할 때 정확한 문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고급 학습들의 이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는 부정 의문문을 가르칠 때는 형태·통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화용적인 내용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를 위한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령 기능: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 있고 청자에게 행동을 명령한다.

2. 요청 기능: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 없고 청자에게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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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화자의 관계(권위): 화자≤청자
▶ 부정 의문 표현:
   1.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선배님, 저 이 것 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  
   2. ‘-해줄 수 없어(요)?’
     예: 선배님, 제 논문 좀 봐줄 수 없어요?

▶ 기본 용법:
   1. 동작 주체: 청자와 화자
   2. 청화자의 관계(권위): 화자≤청자
▶ 부정 의문 표현:
   1. ‘안+동사+ㄹ래(요)?’: 화자와 청자는 친구거나 익숙한 사이다.
     예: 나 부산에 놀러 가고 싶어. 너 나랑 같이 안 갈래?
   2. ‘-지 않을래(요)?’: 화자와 청자는 익숙하지 않은 사이다.
     예: 팀장님, 우리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요?

▶ 기본 용법: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다.(즉, 불만)
▶ 주어가 1인칭일 경우: 
   1. ‘-도 못해(요)?’ : 청자가 화자의 행동에 대하여 금지할 때, 화자는 다
른 일은 몰라도 최소한 이 일은 내가 할 권한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청자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예: 네가 걱정 되서 묻는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묻지도 못해?
   2. ‘-면 안 돼(요)?’: 화자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다.
       예: 너는 맨날 놀면서, 나는 좀 놀면 안 돼?
▶ 주어가 2인칭일 경우:
   1. ‘...안 보여(요)?’: 청자가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다.
  예: 화자가 바쁜 것 알고 있으면서 귀찮게 할 때. 지금 나 바쁜 거 안 보여? 
   2.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 청자에 대한 비판.
     예: 여보, 당신은 엄마로서 애한테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야?

3. 제안 기능: 화자가 청자보다 권위 없고 어떤 행동을 함께하자고 청유한다.

4. 불만 제기 기능: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불만 있을 때 불만을 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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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 없어(요)?’: 청자를 비난한다.
     예: 양심도 없어요? 어떻게 상한 음식을 아이에게 먹여요?
   4. ‘-도 못해(요)?’: 청자를 비난한다.
     예: 넌 내 후배야. 팀장 자리에 올랐다고 선후배도 못 가리니?

▶ 기본 용법: 화자는 청자에 태도는 긍정적이다.
▶ 적극적 유도: 
   1. 화자와 청자의 관계(권위): 화자≥청자
   2. 화자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을 때 쓴다.
   3. 부정 의문 표현: ‘..., 안 그래(요)?’ , ‘..., 그렇지 않아(요)?’
                     ‘ㄴ 것 아닙니까?/아니겠습니까?’
▶ 소극적 유도:
   1. 화자와 청자의 관계(권위): 화자＜청자
   2. 화자가 자기 의견을 소극적으로 드러내고 청자의 동조를 기대할 때 쓴다.
   3. 부정 의문 표현: ‘-지 않아(요)?/않을까(요)?’,‘-ㄴ 것 아니에요?/아닐까

요?’, ‘N이/가 아니에요?/아닐까요?’

▶ 기본 용법: 화자와 청자는 모두 추측한 일에 대해 답을 모른다. 
▶ 부정 의문 표현: 
   1. ‘-지 않을까(요)?’: 
     예: 선생님 오늘 출장가신다고 하던데, 우리 오늘 휴강하지 않을까?
   2.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 아닐까(요)?’와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 

아닐까(요)?’
     예:  나: 소란이 전화 안 받아.
         친구: 걔 먼저 출발한 거 아니야?
   3. ‘N이/가 아니겠지(요)?’와 ‘-ㄴ 것 아니겠지(요)?’: 화자가 불확실한 사

실에 대하여 추측하면서 마음속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예상하거나 아니길 
바랄 때 쓴다.

     예: 어? 컴퓨터가 왜 갑자기 꺼졌지? 설마 고장 난 거 아니겠지?

5. 동조 유도 기능: 청자가 자신(화자)의 의견을 동조하길 바란다.

6. 추측 기능: 화자가 예상한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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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용법: 청자에게 답을 요구한다.
▶ 부정 의문 표현: 
   1. ‘안?’ : 퇴근 시간 벌써 지났는데, 집에 안 가?
   2. ‘N이/가 없어(요)?’: 이 옷 다른 색상 없어요? 다른 색상 주세요.
   3. ‘N이/가 아니야(아니에요)?/아니겠지(요)?’
      예: 나는 네가 와서 빨래 다 해 놓고 간 줄 알았어. 너 아니야?
   4. ‘-ㄴ 것 아니야(아니에요)?/아니겠지(요)?’
      예: 너 우리 집에 나 보러 온 거 아니야? 왜 계속 우리 언니를 찾아?
   5. ‘-ㄴ 것 아니지(요)?’
      a. 화자가 근거 있으면서 질문한다.
        예: 너 오늘 도서관에 간 거 아니지? 누가 공원에서 너를 봤다 던데.
      b. 화자가 부정적인 답을 기대한다.
        예: 설마 너 우리가 한 약속 잊은 거 아니지? 약속 꼭 지켜.

▶ 기본 용법: 과거에 발생한 일이나 청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 부정 의문 표현:
   1. ‘-지 않았어(요)?’: 
      예: 우리 서로 거짓말 안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어? 근데 왜 날 속여?

7. 확인 기능: 화자는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청자가 답을 알고 있
다고 생각한다.

8. 환기 기능: 화자는 청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환기시켜 청자에게 확인한다.

  
3. 부정 의문문의 교육 방법

앞서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부정 의문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
지 못하거나 사용하더라도 문법적인 오류를 발생시키고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중급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을 구사하는 데 있어 고
급 학습자보다 형태·통사적인 오류를 많이 범했고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기
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고급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을 구사하는데 개
별적인 오류를 범하지만 중급 학습자보다는 오류가 적다. 하지만 고급 학습자는 



- 96 -

오류를 적게 범하는 반면 몇 가지의 부정 의문 표현을 단조롭게 구사하고, 상황 
맥락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급 학습자에게
는 형태·통사적 내용을, 고급　학습자에게는　의미·화용적　내용을　중심으로 부정 의
문문을 교육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부정 의문문의 교육 방법을　중급 학습자를 위
한 교육　방법과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법　두　가지로　마련하였다. 먼저 중급　
학습자에게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PPP수업 모형
을　활용하였다. PPP 모형은 일반 기초 문법을 가르칠 때 전형적으로 많이 사용되
는 수업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발화
(Production)의 과정을 거쳐서 목표 항목을 제시하고 의미와 구조를 익혀서 연습
하고 발화하도록 한다. 특히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을 가르칠 때 고정된 
부정 의문 표현을 하나의 문형으로 제시하고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러나 PPP 모형은 목표 항목의 기본적인 문법 특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습
자들의 상황에 맞는 실제 사용 능력 신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PPP 모형은 문장 층위의 문법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지만 문장 층위를 넘어서 
담화 층위의 문법을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ESA 모형을 활용하였다.

ESA 모형은 몰입（Engage), 학습 (Study), 활성화 (Activate)의 3 단계의 과정
을 가진다. 이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단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수
업 목적에 따라 상호작용 활동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부정 의문문은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하나의 발화 전략으로서 실제 
발화 상황의 물리적 장면과 화자의 심리적 장면31)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
러므로 실제 발화 상황에 따라서 문법 표현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이러한 모형의 사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SA 모형을 사용하여 부정 의문문을 가르칠 경우,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문이 사
용되는 과제 활동의 상황 속에서 부정 의문문이 사용되는 맥락을 이해하고 학습하
여 이를 내면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부정소, 연결 어미, 의문형 어미가 다르면 문형의 

31) 하임즈(Hymes, 1974:51-62)는 하나의 발화 행동이 성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성요소
들을 배경과 장면으로 나누었으며 배경은 발화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등 물리적 환경이
고 장면은 배경과 구분되는 화자의 심리적 배경을 의미한다. (류현미(1998:36-37)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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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용법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부정 의문 표현 ‘-면 안 돼
(요)?’와 ‘-도 안 돼(요)?’는 어미 ‘-면’과 조사 ‘-도’에 의하여 의미 기능이 달라
진다. ‘-면 안 돼(요)?’는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요청할 때 쓰이며 ‘-도 안 돼
(요)?’는 화자가 불만을 제기할 때 쓴다. 특히 중국어 문법에는 조사나 어미가 없
기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과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오류
를 범할 때 교사의 즉시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며 또 경우에 따라 교사의 명시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앞서 Ⅲ장에서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을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급 학습
자들은 중급 학습자들보다 형태·통사적 오류가 적지만 고급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
류는 이미 화석화된 오류이다. 그러므로 고급 학습자들에게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
용적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가 범하는 형
태·통사적 오류에 대하여 교사가 피드백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부정 의
문문의 의미·화용적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학습자가 상황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또 학습자들이 과제 수행 과정에 범한 오류
들을 바로잡기 위하여 교사의 피드백과 명시적인 설명도 자유롭게 도입되어야 한
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부정 의문문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수업의 각 단
계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ESA 수업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을 
교육하는 데 PPP모형을 활용하고 상황 맥락에 의한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내용은 ESA모형을 활용하였다. 

3.1.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한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교육

PPP 수업 모형은 197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언어 교육 현장
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교적 전통적인 언어 교육 방법이다. PPP모형은 리틀우드
(1981), 번(Byrne, 1986), 소른버리(Thornbury, 1999)등의 학자에 의해 지속적
으로 연구되어 왔다. 소른버리(Thornbury, 1999)에 의하면 PPP모형은 제시
(presentation)-연습(practice)-생성(production)의 단계를 거치는 교육 절차 모
형으로 교사가 먼저 문법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해당 문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하였다. 소른버리(Thornbury, 1999)가 제시한 PPP 수업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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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단계
Ÿ 교사가 문법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문을 제시한다.
Ÿ 교사가 문법 활용을 위한 상황 맥락을 제공하여 학습자

들에게 이해시킨다.

연습 단계 Ÿ 학습자는 목표 문법이 포함된 문장을 반복적으로 연습한다.
Ÿ 문장 판단하기, 문형 연습, 문장 맞추기 등의 방식이 있다.

생성 단계 Ÿ 비교적 통제된 연습 활동을 통해 문장을 생산한다.
Ÿ 짝 활동, 교사의 질문을 대답하기 등의 방식이 있다.

형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시(Presentation) 단계. 교사는 목표 문법을 설명하고 문법 특성에 대하여 

학습자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킨다. 학습자가 문법 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는 목표 문법과 실제로 사용되는 생성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예시를 제
공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게 한 다음 교사는 학습자에게 목표 문장
이 포함된 대화 등을 들려주며 학습자는 제시된 목표 언어를 보고 듣는 기회를 가
진다. 

2) 연습(Practice) 단계. 제시의 단계 후 연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
이나 문장을 정확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연습 단계
는 학습자들이 학습한 문법을 올바른 형태로 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문법의 
형태, 통사, 화용적 기능을 습득하도록 지도한다. 

3) 생성(Production)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가 새로 배운 문법을 활용하여 능
동적으로 발화해 보게 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발화하도록 하
면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사의 유도 혹은 제약이 필요하다. 이 단계
는 언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이상으로 PPP 수업 모형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이와 같이 PPP 모형은 교사가 먼저 문법을 제시한 후에 학습자가 연습을 통하
여 문법 지식을 익히는 직선적인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형태가 간단하고 문법 규
칙이 명확한 문법 지식을 가르치는 데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부정 의문문의 
‘안’, ‘못’, ‘-지 않’과 같은 형태적인 특성을 가르치는 데 적절하다. 또한 학습자가 
해당 문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정 의문문의 통사적 제약을 
학습하는 데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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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의미
1. ‘안...?’과 ‘-지 않-?’은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으로써 청자의 
의도나 판단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2. 상황에 따라 중국어의 ‘不...吗？ /没有...吗？/　有没有...？’와 
대응된다.

제약
‘안’ 뒤에는 합성어나 파생어가 붙을 수 없다.
예) 1. *철수는 지금 도서관에서 안 공부해?
    2. *너는 동생이 안 자랑스러워?

결합

1. ‘-지 않-?’부정 의문문에 시제를 나타내는‘-았-, -었-, -
였-, -겠-’등은 서술어가 아닌 부정 표현인 ‘-지 않-’과 
어울려 쓴다.

예) 1. *너 어제 지각했지 않아?
    2. 너 어제 지각하지 않았어?
2.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미 ‘-(으)시-’는 ‘-지 않-?’뿐만 
아니라 서술어와도 붙을 수 있다.
예) 1.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2. 자리가 불편하시지 않아요?

본 연구는 PPP 모형의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들에게 부정 의문문
의 형태적 특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부정사에 의한 부정 의문문의 통사적 제약
과 문법적 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목표를 둔다.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을 교육하기 위한  PPP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단원의 구성
Ÿ 단계: 중급
Ÿ 목표: 부정 의문문 ‘안...?’과 ‘-지 않-?’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이해하고 정확

화게 사용할 수 있다.
Ÿ 문법: 안...? / -지 않-?
2) 수업의 절차
1. 제시 단계: 
  학습자들에게 오늘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고 교사는 ‘안’과 ‘-지 않-’을 사용하
여 학습자들에게 질문한다. 학습자들이 몇 가지 답을 한 후 오늘의 문법 내용은 
부정 의문문 ‘안...?’과 ‘-지 않-?’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한다. 
  다음은 PPT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안...?’과 ‘-지 않-?’의 문법적인 특성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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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단어 카드를 나누어주면서) 두 명씩 짝을 지어 카드에 적힌 단어를 주
제로하고 ‘안...?’과 ‘-지 않-?’을 사용하여 대화를 만들어요.

한우   태국  겨울 만화 무지개 테니스
예) 단어: 김치
 학생1: 김치 좋아하세요? 김치?
 학생2: 네. 정말 좋아해요.
 학생1: 그런데 김치는 너무 맵지 않아요? 

문법 지식은 예문을 들어 설명한 후에 학습자들이 이해 안 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학습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후에 연습 단계로 넘어 간다.
2. 연습 단계

연습 단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교사가 학습자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연습을 한다.
1. 다음의 문장에서 맞는 문장에 ‘○’표시하고 틀린 문장에 ‘×’표시하세요.

(1) 여기 너무 안 추워요?                             (    )
(2) 내일 비가 오지 않겠어요?                         (    )
(3)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지 않으셨어요?           　　  (    )
(4) 철수는 키가 안 커요?                             (    )
(5)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아요?                         (    )
(6) 아드님이 안 자랑스러워요?                        (    )

2. 다음의 문장을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1)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2) 영희는 행동이 빠르다.
(3) 철수는 밥을 먹었다.
(4) 이 시계는 값이 싸다.
(5) 선생님은 친절하시다.

3. 발화 단계
  발화 단계는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단
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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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 단계 Ÿ 교사는 목표 문법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하고 토론한다.
Ÿ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습자들의 적극성을 유도한다.

3.2. ESA 수업 모형을 활용한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 교육

PPP 수업 모형은 고정된 단계적 수업 절차를 가진 전통적인 수업 모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공격도 많이 받았다. 하머(Harmer, 2007)는 이런  
PPP 수업 모형을 보완하여 ESA수업 모형, 즉 몰입 단계(Engage), 학습 단계
(Study), 활성화 단계(Activate) 3단계로 나눈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ESA 수업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단계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즉, 각 수업 단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복할 수 있다. 이는 문
법 항목의 화용적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양한 과제 활동을 도입하는 수업에 
특히 유용한 수업 모형이다. ESA 수업 모형의 3단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32)

1) 몰입(Engage) 단계.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목표 문법이 포함된 주제를 제시
하고 학습자들과 함께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이와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수업 내용에 대하여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수업 분위기를 활발하게 만든
다. 즉, 몰입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
다.

2) 학습(Study)단계. 이 단계는 PPP 수업의 제시와 연습 단계와 비슷하다. 그
러나 하머(Harmer, 2007)에 의하면 이 단계에서 문법 항목을 제시할 때 교사 중
심의 설명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문법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학습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문법을 학습하는 과정이
다. 

3) 활성화(Activate)단계. 활성화 단계는 PPP 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발화 단계
와 비슷하지만 ESA 모형에서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발화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가
장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교사는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으며 학습자들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한다. 

이상으로 ESA 모형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32) 박정아(2012)와 하머(Harmer, 2007)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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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단계
Ÿ 목표 언어 내용을 제시하는데 학습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Ÿ 교사는 다양한 과제나 활동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활성화 단계
Ÿ 교사는 학습자가 발화할 때 제약 없이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Ÿ 실제 생활 상황과 유사한 역할극 활동, 모의 활동 등을 선

택한다.

⇓

이와 같이 ESA 모형은 실제 여러 가지 과제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
를 적극적으로 유발할 수 있으며 학습 단계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 규칙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 연구는 교사가 부정 의문문
의 의미 기능을 현장성 있게 가르치고 학습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표를 둠으로써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내용을 가르
치는데 ESA 모형을 활용하였다. ESA의 틀에 따른 부정 의문문의 수업 모형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원의 구성
Ÿ 단계: 고급
Ÿ 문법: 요청하기
Ÿ 목표: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여 요청하기 화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2) 수업의 절차
1. 몰입 단계:
  교사는 먼저 사전에 녹음된 요청 상황인 대화를 학습자들에게 들려주고 지문을 
읽으며 내용을 확인하게 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평소에 상대방의 행동을 요청
하는 일이 많은지 적은지 물어본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과거에 요청하면
서 실수를 했거나 재미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런 활동은 수업 분위기
를 활발하게 하며 학습자가 수업 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2. 학습 단계:
  학습 단계에서 교사는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를 요청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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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 주시면 안 돼요?  / -해 주시면 안 될까요?
  b.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해 주실래요?
  c. -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제시된 문형을 사용하여 여려 가지 학습 활동을 수행한다. 처음에는 학
습자가 문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 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학습자
들이 스스로 발화할 수 있도록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을 한다.
3. 활성화 단계:
  학습자가 문형 연습을 여러 차례 한 다음에 과제 활동을 시작한다. 과제 활동은 
역할극이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2~3명 정도 짝을 이루어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
하고 토론한다.
2. 그리고 역할극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단서(그림카드, 단어카드, 사진 등)와 
정보 ( 대화 상황, 나이, 지위 등)를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3. 마지막으로 학습자는 대화 상황 주제와 이름, 성별, 나이, 친분도, 지위 등을 
근거하여 역할극 대본을 쓴다.
4. 학습자는 배정된 역할을 연습하고 자신이 쓴 대본을 바탕으로 역할극을 완
성한다.
5. 학습자는 조별로 진행된 역할극을 보고 난 후 다른 조의 평가와 소감을 들
어 본다.
6. 마지막으로 교사가 일부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해주고 과제를 남긴다.

4. 부정 의문문 교육 및 효과 검증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부정　의문문의　교육 방법이 실제 한국어 수업에
서 활용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앞서 제안한 교육 방법을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부정 의문문의 교육 모형을 설계하였고 이 
수업 모형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수업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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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길거리】 수민과 친구가 명동 길거리를 걷는데 멀리서 영희와 한 남자
가 같이 있는 것이 보인다. 
가. 친구: 야. 저기 영희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수민: 글쎄...  남자 친구 아니야?
나. 수민: 야, 저기 봐, 저기 영희가 어떤 남자랑 같이 있어.
    친구: 어. 그러게? 저 남자 누구지?

4.1. 부정 의문문의 교육 모형

이 장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부정 의문문의 교육 모형을 제안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학습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를 중
심으로 그들의 형태·통사적 내용과 의미·화용적 내용을 구성하였다.

Ⅲ장에서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의 사용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들
은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를 모두 이해하지만 실제 발화할 때는 ‘아니야?’만 
사용하고 ‘아닐까?’와 ‘아니겠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사후 인터
뷰로 확인한 결과 학습자들은 ‘아닐까?’와 ‘아니겠지?’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정확
히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알지 못해서 ‘아니야?’만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는 오류를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부정 의문문의 개별적인 몇 가지 표
현만 사용하고 다른 표현들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아닐
까?/아니야?/아니겠지?’를 교육하여 학습자들이 부정 의문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부정 의문문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
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목표1.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의 형태, 의미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목표2.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을 각각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PPP 모형과 ESA 
모형을 결합하였으며 수업 절차는 몰입(Engage) - 제시(Presentation) - 연습
(Practice) - 과제(Task) - 정리(Follow-up)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몰입 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짧은 대화가 담긴 음성 자
료를 학습자들에게 들려주고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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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닐까?’,‘아니야/아니니?’, ‘아니겠지?’의 문법 표현:
   a. -(으)ㄹ/ㄴ 것 + 아니겠지?/아니야(아니니)?/아닐까?
   b.  N + 아니겠지?/ 아니야(아니니)?/ 아닐까?
2. ‘아닐까?’,‘아니야/아니니?’, ‘아니겠지?’의 의미·화용적 특징:
  가. ‘아닐까?’의 특징
    a. ‘아닐까?’는 단지 제3자의 일에 대하여 추측하며 확신이　없다.
    b. 중국어의 ‘会不会是...?’와 대응된다.
    c. ‘아닐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쓰인다.
      첫째, 청자도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추측한 내용에 확신이 

없을 때.
      둘째, 어른 혹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말씀　드릴 때 자신의 

의견을 말 할 때　공손하게　말하고　싶을　때.
   나. ‘아니야?/아니니?’의 특징
     a. ‘아니야?/아니니?’는 청자와 제3자에 대하여 추측 혹은 확인　할　때　

쓴다．
     b. 중국어의 ‘是不是...?’와 대응된다.
     c. ‘아니야?/아니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쓰인다.

    수민: 요즘 새 남자 친구 생겼다 그러던데 그 남자 친구 아닐까?
다. 수민: 야, 저기 봐봐, 영희 옆에 있는 남자 누구야? 너 알아?
    친구: 아~ 저 남자~
    수민: 설마 영희 남자 친구는 아니겠지?  좀 별론데.

 모든 음성 자료를 들은 후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① 수민은 (가), (나), (다)를 질문하면서 각각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② (가), (나), (다)에서 한 수민의 세 가지 질문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이와 같은 질문에 학습자들은 서로 대답하고 토론하기 시작한다. 이런 토론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들이 강의에 집중하게 한다. 교사는 학습자들
의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서 오늘의 목표 문법 ‘아닐까?/아니야?/아니겠
지?’를 소개하고 제시 단계로 넘어간다. 

두 번째 단계는 PPP 모형의 제시 단계이다. 제시 단계에서는 앞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고 잘못된 응답에 대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아닐까?/아
니야?/아니겠지?’의 문법적 지식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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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제3자에 대하여 단순한 추측을 할 때. (‘아닐까?’와 같음)
       둘째, 청자에 대하여 추측하고 확인할 때.
       셋째, 화자가 청자에게 의심, 불만을 제기할 때.
    다. ‘아니겠지?’의 특징
     a. 추측하는 상황에 쓰이며 화자가 마음속으로 자신이 추측한 일이 사

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리를 나타낸다.
     b. 중국어의 ‘该不会是...吧?’와 같다.

1. 영희가 친구와 함께 등산하러 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었다. 이때 영
희는 걱정하면서 친구에게 말한다.

 영희: 우리 오늘 집에 못 가는 것             ?
2. 소란과 친구가 같이 야구 시합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지났
는데 친구는 오지 않았다. 이때 소란의 전화가 울린다.
   소란: 어디야? 왜 아직 안 와? 
   친구: 나 아직 집에 있어.
   소란: 뭐? 아직 집에 있다고? 설마 너 지금 못 온다고 전화 한 거              ?
3. 회사에서 마케팅 팀이 사장님과 회의를 하고 있다.

사장님: 김팀장은 이번 경쟁에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나?
 김팀장: 그게... 타 회사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이             ?

이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학습자들의 질문에 응답한 뒤 문법을 
익히기 위한 연습 단계로 넘어간다. 연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아닐까?/아니
야?/아니겠지?’의 문법적인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한다.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활동을 진행한 후, 연습의 답을 먼저 학습자들이 제시한
다. 그 다음으로 교사가 학습자들의 응답이 적절한지 확인해 준 후 그 이유를 설
명한다. 정답 제시 및 설명 후에는 학습자들에게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추가 질문이 없을 경우 5명을 한 조로 나누어 역할극을 만들고 역
할극 대본 카드를 완성하도록 한다. 역할극 내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대본에는 ‘아
닐까?/아니야?/아니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역할극을 다 만든 후에 조별로 앞에 
나와서 역할극을 표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역할극
을 보고 난 후 서로 평가하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역할극 수행 과정에 범한 오류를 
수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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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구　가설：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과　 의미·화용적　 내용을　 결합하여　
학습하면　부정　의문문을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발화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능
력이　향상될　것이다．

4.2. 부정 의문문의 효과 검증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 모
형에 따라 실제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 가르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실험
은 동일한 실험 집단에 대하여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2.1. 실험 참여자 선정 및 실험 설계

  본 연구는 부정 의문문을 가르칠 때 형태·통사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화용적 지식도 가르칠 필요가 있
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지식뿐만 아니라 부
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상황 맥락까지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를 중
심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이 실험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모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중
국인 학습자 30명이 있는 중국인 고급반의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
하였다. 이들을 실험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 반의 학습자 전체가 중국인이므
로 본 연구의 실험 대상으로서 적합하며 교육 내용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도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험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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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중국 
나이 평균 21세
성별 남 11명, 여 19명
수준 고급

체류기간 평균 1년 6개월 이상

다음의 상황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하나만 선택하세요.
前几天民珠跟朋友等４人一起去野营，结果弄坏了帐篷，修理费花了２０万韩币，事后要求
朋友掏５万块钱．但是朋友不想掏这个钱．民珠很生气，民珠觉得既然是大家一起去玩儿
的，那当然也应该大家一起负责任． 

民珠: 야, 저번에 우리 캠핑장에서 텐트 수리비 있잖아. 나 20만원 물었거든. 그때 
우리 4명이었으니까, 5만원씩 줘.

朋友: 뭐?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民珠: 야. 우리가 다 같이 놀다가 망가뜨렸으니 다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         ?
朋友: 알았어. 주면 되잖아.
a. 아닐까?             b. 아니야?/아니니?              c. 아니겠지?

 <표 Ⅳ-1 실험 참여자의 정보>

  이와 같이 한 반의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11월29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2
주에 걸쳐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의 목표는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을 학습한 
후 일상생활에서 부정 의문문을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실험 대상자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 전에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명시적인 교육을 한 후에 다시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4.2.2. 실험 절차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통제된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상황 
맥락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황 설명 부분은 중국어로 
되어 있고 대화 내용과 선택 항목만 한국어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제는 총 5개 문제가 있으며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문제는 두 가지 답
이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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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사전 평가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 사전 평가 결과>
문제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평균

정답률 60% 46.67% 20% 46.67% 46.67% 44%

  사전 평가 결과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평균 44%로 비교적 낮았다. 또한 ‘아니
야?/아니니?’를 선택한 비율이 아주 높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아닐까?/아니야?/
아니겠지?’를 변별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아니야?/아니니?’을 
고른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사전 평가 이후 바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수업의 내용과 순서 절차는 앞서 제
시한 수업 모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하고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를 발화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후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사전 평가
와 같이 통제된 담화 완성형 테스트 문항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한 역할극이다. 또한 수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수업이 끝난 
즉시 평가를 실행하지 않고 2주 후에 사후 평가를 실행하였다. 

4.2.3. 실험 결과 및 분석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수업 
전에 학습자가 완성한 문제를 수업이 끝난 후에 학습자더러 다시 완성하도록 하여 
정답률을 수업 전의 정답률과 비교하는 것이다. 사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 사후 평가 결과>
문제 상황6 상황7 상황8 상황9 상황10 평균

정답률 100% 86.67% 60% 93.3% 66.67% 81.3%

  이와 같이 같은 집단에게 사후 평가한 결과 평균 정답률은 81.3%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사전 평가에 비해 평균 정답률이 37.3% 향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이 ‘아니야/아니니?’뿐만 아니라 ‘아닐까?’와 ‘아니겠지?’도 변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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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 2】
 수업 후에 소영과 팅팅이 내일 시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대화한다.
팅팅: 너 한국어 복습했어?
소영: 나 아직 복습 안 했는데... 우리 한국어 수업 내일 시험(보는 것) 아니겠

지? 

【역할극 1】
  쑈화(인명)와 짱잉(인명)은 아주 친한 친구이다. 그들은 쑈화의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곧 결혼하는 짱잉이 직장 일을 그만 두는지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쑈화: 혹시 너 결혼하느라고 직장 그만두할(그만둘) 것 아니지?
짱잉: 아니야... 아직 결정하지 않아(않았어). 그런데 진짜 가정주부가 되면 정

말 한가한 생활이 될 것이(되는 것) 아닐까?
쑈화: 너 진짜 바보야! 좋은 직업이잖아. 이제 사표를 내면 진짜 아쉬운 것이

(아쉬운 것) 아니야?

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업이 끝난 2주 후에 개별 학
습자에게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여 역할극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학습자가 역할극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아닐까’와 ‘아니겠지’를 보다 많이 사용하였고 부정 의문
문을 사용하는 상황 맥락에도 적절하였다. 학습자의 역할극 수행 내용을 보면 다
음과 같다.

[사후 역할극 대화 내용]

  쑈화와 짱잉은 요구에 맞게 부정 의문문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였고 ‘아니야?’, 
‘아닐까?’, ‘아니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즉 
학습자는 수업을 통하여 부정 의문문을 상황 맥락에 맞게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 의문문을 일종의 발화 전략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하였다. 그러
나 학습자는 여전히 형태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역할극을 수
행하는 데 고민할 시간 없이 구어 습관대로 발화하여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학
습자가 형태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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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제는 부정 의문문의 효과를 좀 알 것 같아요?
학습자: 네.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니까 제가 평소에 말하는 거랑 좀 작은 차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어때요? 앞으로 ‘아닐까?/아니야?/아니겠지?’ 이런 것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자: 음...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정 의문문을 쓰니까 

제가 한 말이 아주 고급 같아요. 
연구자: 네? 아주 고급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학습자: 제가 평시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데, 부정 의문문을 쓰니까 수준

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기분 좋아요.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 발췌】

팅팅: 응? 내일 시험 (보는 것) 아니야? 철수가 교수님한테 들었다고 하던데...
소영: 철수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연구자는 팅팅과 소영에게 사후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들은 자신의 의도에 맞게 
부정 의문문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 하지만 팅팅과 소용도 부정 의문문을 구사하
는데 형태적인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부정 의문문을 가르칠 때 형태적
인 내용을 더욱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
이며 이를 통하여 수업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사후 인터뷰]

  위와 같이 문법 판단 테스트와 학습자들의 역할극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가 부정 
의문문의 수업을 통하여 부정 의문문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의 연구 가설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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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어 문법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상황 맥락에 적절한 표
현을 가르쳐서 학습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
는 데 있다.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을 활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화용적 능
력, 사회 언어적 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하기 위하여 정확한 문법만 교육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한국어 교실에서는 
여전히 문어와 문법을 강조하며 구어 지식은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특히 한국
어의 부정 의문문은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한
국어 교재나 한국어 교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배운 어휘·문법 지식은 충분한데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학습자들은 실제 한국인과 대화할 때 문법과 어
휘는 다 아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부정 의문문의 
문법 특성과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부정 의문 표현들을 추출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지 않는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
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한국인이 일상생활에서 부정 의문문을 아주 많이 사용하며 
한 가지의 발화 전략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어에서는 중요한 지식이라고 판
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 의문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부정 의문문 교육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특성, 의미·화용적 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부정 의문문을 부정문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단형 부정 의문문, 장
형 부정 의문문, 특수 부정어에 의한 부정 의문문(어휘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
으로 나누었고, 이들을 다시 ‘안’ 부정 의문문, ‘못’ 부정 의문문, ‘-지 않-’ 부정 의
문문, ‘-지 못-’부정 의문문, ‘아니다’ 부정 의문문, ‘없다’ 부정 의문문과 ‘모르다’ 
부정 의문문 8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그리고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특성은 부
정 의문문이 실제 발화 상황에서 쓰이는 맥락에 따라 정리하였다. 우선 화자가 청자
에 대한 행동 요구 유무에 따라 청자 행위 유도 기능과 화자 전제 진술 기능으로 나
누었다. 그리고 행위 유도 기능은 화자의 권위 유무, 행위 수행 주체가 청자인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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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지에 따라 명령 기능, 요청 기능과 제안 기능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전제 진술 
기능에는 화자가 청자에 대한 가치 판단 유무에 따라 전제 강조 기능과 전제 점검 
기능이 있다. 전제 강조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가치 판단이 비중립적이며 전
제 점검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중립적인 것이다. 나아가 전제 강
조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불만 제기 기능과 동조 유도 기능으로 
나뉘며 전제 점검 기능은 다시 추측 기능, 확인 기능과 환기 기능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부정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명령 기능, 요청 기능, 제안 
기능, 불만 제기 기능, 동조 유도 기능, 추측 기능, 확인 기능, 환기 기능 8가지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구안된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과 의미·화용적 내용을 토대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대학 부설 기관에서 중급과 고급 수업을 받고 있는 중국인 학습
자 61명을 대상으로 역할극 과제를 제시하고 역할극을 수행하는 과정을 녹취하고 
분석하였다.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표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는 실제 발화 과
정에서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빈도가 비교적 낮았으며 사용하더라도 형태·통사적
인 오류가 발생하거나 상황 맥락에 안 맞는 발화를 한다. 

한편 중국인 학습자의 특유한 표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의 부정 의문문과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을 형태적인 측면과 기능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우선, 형태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흔히 부정문
의 종류에 따라 단형 부정 의문문, 장형 부정 의문문, 어휘 부정 의문문과 부가 의
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흔히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구
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부정소는 다양하나 중국어의 부정소는 
‘不’과 ‘沒’ 두 가지뿐이다. 그리고 의문사, 의문형 어미도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다양
하고 복잡하다. 따라서 형태적인 측면에서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은 부정 의문문의 기능적 측면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비교하여 한국어의 부
정 의문문은 명령 기능, 요청 기능, 제안 기능, 불만 제기 기능, 동조 유도 기능, 추
측 기능, 확인 기능, 환기 기능 8가지가 있지만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명령 기능, 
요청 기능, 불만 제기 기능, 추측 기능과 확인 기능 5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고 중국어의 부정 의문문은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이 지니고 있는 제안 기능, 동조 
유도 기능과 환기 기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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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형태·통사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상황 맥락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어의 부정 의문문이 매우 복잡하고 또한 표현함에 있어서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
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 중에 중급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고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인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 반
면 고급 학습자는 형태·통사적인 오류보다 부정 의문문을 상황 맥락에 맞지 않게 발
화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부정 의문문의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내용과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내
용 두 가지로 나누어 구안하였다. 그리고 학습 목표에 따라 PPP 수업 모형과 ESA 
수업 모형을 활용하였다. 즉,  PPP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부정 의문문의 형태·통사
적 내용을 교육하고 ESA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부정 의문문의 의미·화용적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발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어 문법 항목을 구축하고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
만 실제 구어 발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언어적 요소들에 대해 살피지 못했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억양, 말투 등의 음운적 요소들이 의사소통에서 구현하는 
표현의 의미 및 용법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계속 탐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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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이해 능력 설문지(학습자용)

이해 능력 설문 조사 (학습자용)
你好：
  谢谢您抽出宝贵时间协助本研究。 
  我是首尔大学-国语教育系-韩国语教育专业的硕士研究生李春艳。

  本人郑重承诺，本次调查资料将只用于硕士论文研究，不用于研究以外的活动，
并保证不会透露答卷者的个人信息。
再次感谢您的参与。
                                            2012年 10月
                                                  研究者: 李春艳 
我已充分理解对本次研究目的的说明，以及对于参与研究的补偿、参与与否的自由和参

与人的权力的说明。
我允许自由使用通过此研究所提供的资料。         

                   参与人签名:               
                   参与同意日期：2012年 10月   日

基本資料:
1. 性别: □ 男    □  女
2. 姓名：               
3. 年龄: □11~20岁  □21~30岁  □31~40岁  □40~50岁  □ 其他
4. 国籍: □ 韩国   □  中国    民族　　　　　　　　　
5. 职业: □　学生
　　　　　　　语学院生  　　学校                       (     ) 级
       　　　大学(院)生    学校                        (     )年级
        □职员    　　 □教师  　　   □  其他 
6. 学习韩国语时间：中国    年     （个）月　+ 韩国    年     （个）月  
7. 居住韩国　　　　　　　年       月 . 　  　 TOPIK (      ) 级
8. 除上课时间外，有无韩国语语言环境：　　□　有　　　　□　无
1. 听说频率(4选２)：　□经常听　　□不经常听  　□经常说  　□不经常说
9. 联系方式：ＱＱ　　　　　　　Ｅ-mail                  电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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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一部分：听录音，做选择。
※答题须知：先看每道题前面的场景介绍，然后听录音里的对话，选择最恰当的解释。以下有15道

选择题，每道题前面有场景介绍，并且对话框里有口语对话。每个对话都有加下划线的句子，在四个
选项中选择与下划线句子意思最相近的解释。

注意：每道题可单选，可多选，不限制答案数量。
 

v 智恩是大学一年级新生，以下都是发生在智恩周边的故事。
1.  【学生会开会】 刚进大学，智恩参加了学生会。今天是加入学生会之后第一次开会，会上都

是学姐学长，所以智恩很怕做错事得罪学姐学长，言行举止都要很小心翼翼。可是会议过程中学生会
会长发表一些看法，智恩却持有不同的看法．

     회장: 자, 다음은 협찬 받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번 주제는 패션쇼이니까, 의류 회사를 
상대로 협찬(赞助)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맞아요. 그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지은: 저...저기... 협찬(赞助)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응, 맞아요. 그건 그렇죠.
   지은: 그럼 규모가 작은 의류 회사보다 규모가 큰 삼성회사가 더 좋지 않을까요?

Ⅰ. 협찬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
➁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➂ 돈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도 동의하기를 바란다.
➃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길 바란다.

Ⅱ. 그럼 규모가 작은 의류 회사보다  규모가 큰 삼성회사가 더 좋지 않을까요?     ➀ 규모가 
큰 삼성회사가 더 좋으냐고 묻는다.

➁ 규모가 큰 삼성회사가 더 좋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➂ 규모가 큰 삼성회사가 더 좋다고 큰 소리로 강조한다.
➃ 규모가 큰 삼성회사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추측한다.

2. 【楼道】　前几天智恩跟民珠等４人一起去野营，结果弄坏了帐篷，修理费花了２０万韩币，但
是民珠一直没有给这５万块钱．今天智恩碰见民珠，民珠却不愿意掏这个钱，智恩有点不高兴，就跟
民珠争辩起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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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야, 저번에 우리 캠핑장에서 텐트 수리비 있잖아. 나 20만원 물었거든. 그때 우리 4
명이었으니까, 5만원씩 줘.

 민주: 뭐?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지은: 야. 우리 같이 놀다가 망가트렸으니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
 민주: 알았어. 주면 되잖아.

➀ 다 같이 책임져야 되냐고 민주에게 묻는다.
➁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민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➂ 다 같이 책임져야 되는 것 같다고 추측한다.
➃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고 화를 낸다.

3. 【咖啡吧】 在咖啡吧智恩偶然碰见了一个前辈。智恩跟前辈不太熟，所以说话比较小心，不敢得
罪前辈．智恩跟文英是大学同学，文英跟前辈是同一个高中毕业． 
   선배: 혹시, 너 친한 사람 중에 PPT 잘 만드는 사람 있니? 
   지은: 글쎄요, 왜요?
   선배: 나 수업에 발표해야 되는데, PPT를 잘 못 만들겠어.
   지은: 문영이한테 부탁하세요, 문영이 걔 PPT 잘 만든다고 소문났잖아요.
   선배: 그래? 그럼 네가 좀 얘기해 줄래?
   지은: 문영이가 선배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면서요. 선배가 부탁하기 더 쉽지 않아요?   

➀ 선배가 부탁하면 더 쉽다고 선배에게 화를 낸다. 
➁ 선배가 부탁하면 더 쉬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➂ 선배가 부탁하면 더 쉬운지 묻는다.
➃ 선배가 부탁하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추측한다. 

4. 【做兼职的便利店】 朋友出了车祸, 但是智恩身上没有那么多钱，情急之下决定去求自己打工
的便利店的老板。

사장님: 어? 네가 웬일이야? 오늘 아르바이트（兼职） 하는 날 아니잖아.
   지은: 사장님, 저기... 친구가 차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당장 돈이 없어

요. 혹시 이번 달 월급 가불(预支工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➀ 사장님께 월급 가불해달라고 명령한다.
➁ 사장님께 월급 가불해달라고 부탁한다.
➂ 사장님께 월급 가불해줘도 되냐고 묻는다.
➃ 사장님께 월급 가불해도 된다고 강조한다.
5. 【学校楼道】 智恩想找英石前辈一起参加网球比赛，但是学生A知道前辈最近很忙，应该没有

时间参加比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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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선배 요즘 바빠요?
   선배: 응. 취직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어. 근데 왜? 나한테 무슨 볼 일 있어?
   지은: 네. 이번에 학교에 테니스 경기가 있는데, 상금이 200만원이래요. 선배 바쁜 거 알

겠지만, 혹시 저랑 같이 경기에 나가지 않을래요?   
➀ 선배께 경기에 같이 나갈 것이냐고 묻는다.
➁ 선배께 경기에 같이 나가자고 명령한다.
➂ 선배께 경기에 같이 나가자고 제안한다.
➃ 선배께 경기에 같이 나가자고 큰소리로 강조한다.

6. 【咖啡吧-联谊】 智恩参加三男三女的联谊，和朋友一起到了约好的联谊场所，刚好看见咖啡
吧的某一个角落坐着三个男生，智恩猜测可能他们就是自己联谊的对象．但是突然发现其中一个男生
竟然是自己以前的男朋友。这时候智恩很担心，向朋友提问题。                
  지은: 어느 테이블(桌子)이야? 그들 왔대?
  친구: 응, 도착했다고 문자 왔던데, 어디 있지?
  지은: 혹시 저기 세 남자 아니겠지?

➀ 저기 세 남자일 것이라며 추측하며 친구에게 묻는다.
➁ 저기 세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친구에게 말한다.
➂ 제발 저기 세 남자가 아니길 바란다.
➃ 저기 세 남자가 확실하다고 친구에게 강조한다.

7. 【咖啡吧】 智恩跟好姐妹坐在咖啡吧里聊天。偶然遇见了他们两个的高中同学晓兰。智恩觉得一
年没见，晓兰的脸有点儿变样了。等晓兰走后，智恩跟开始八卦起来．           

   지은: 야, 소란이 쟤 1년 만에 보니 얼굴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
   친구: 어. 맞아. 나도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어. 얼굴이 뭔가 이상해.
   지은: 쟤 얼굴에 손댔다(做整容手术)가 수술 실패한 거 아니야?
   친구: 음~ 그런 것 같아.

Ⅰ. 소란이 쟤 1년 만에 보니 얼굴이 좀 다르지 않아?                         
➀ 소란이 얼굴이 달라졌다고 강조한다.
➁ 소란이 얼굴이 달라졌냐고 친구에게 묻는다.
➂ 소란이 얼굴이 분명히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➃ 소란이 얼굴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잘 모른다.
 
Ⅱ. 걔 얼굴에 손댔다가 수술 실패한 거 아니야?   
  ➀ 소란이가 수술 실패했다고 강조한다.

➁ 소란이가 수술 실패했냐고 친구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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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소란이가 수술 실패했기를 바란다.
➃ 소란이가 수술 실패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8. 【家】 妹妹让智恩给他买化妆品，智恩不肯．于是，妹妹抢走了智恩的钱包，并把自己锁在房
间里。

   지은: 엄마, 나 오늘 아르바이트비 받았어. 이건 엄마 선물. ㅋㅋ
 동생: 우와~ 샤넬(香奈儿) 향수다.  나도 화장품 사줘. 
   지은: 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까지 어떻게 사 줘. 네 돈으로 사. 

 동생: 쳇, 동생한테 그것도 안 해 줘?
      (동생은 지은의 지갑을 빼앗아 방으로 들어간다.)
  지은: 야, 너 뭐야. 빨리 이리 줘. 빨리 안 줘?

      (지은도 동생을 따라서 방으로 간다.)
  지은: 어? 문 잠갔어? 문 안 열어?

Ⅰ. 이리 안 줘?                      
➀ 동생에게 빨리 지갑 달라고 부탁한다.
➁ 동생에게 빨리 지갑 달라고 명령한다.
➂ 동생에게 빨리 지갑 줄 거냐고 묻는다.
➃ 동생에게 빨리 지갑 달라고 제안한다.

Ⅱ. 당장 문 못 열어?                                                  
➀ 동생에게 당장 문 열 수 없냐고 묻는다.
➁ 동생에게 당장 문 열라고 명령한다.
➂ 동생에게 당장 문 열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한다.
➃ 동생에게 당장 문 열라고 제안한다.

9. 【家】 智恩和朋友一起租房子。智恩有很重要的面试，没有合适的鞋子，所以没经过朋友同
意，就穿了朋友新买的皮鞋。到了晚上，朋友回来后对智恩发脾气, 这反而让智恩觉得很无语．

친구: 야, 너 어떻게 허락도 없이 내 새 구두를 신고 나가? 
 지은: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냥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잠깐 신었어. 안 

돼?
 친구: 야, 이 구두 얼마나 비싼 건데. 나 한 번도 안 신었어. 
 지은: 야, 친구 사이에 바쁠 때는 빌려 신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치사하게 그걸로 화를 

내냐?
➀ 친구 사이에 신발 빌려 신을 수 있는지 묻는다.
➁ 친구 사이에 신발 빌려 신을 수도 있다고 큰소리로 강조한다.
➂ 친구 사이에 신발 빌려 신겠다고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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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친구 사이에 신발 빌려 신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v 智恩大学毕业后，在某化妆品公司工作。一下是智恩参加工作之后发生的一些事情．
10. 【公司-部长办公室】 智恩刚进公司一个星期，全公司上上下下都在加班．可偏偏这时候智

恩的妈妈生病住院了，需要智恩下班后去医院看妈妈。智恩知道这时候跟部长请假，影响不好，但是
迫不得已去找部长．                  
  지은: 저기... 부장님... 제가 사적인 일 때문에 오늘 야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부장님: 어허~ 자네도 잘 알겠지만, 지금 온 회사에 비상이 걸렸어. 그런데 사적인 일 때문
에 야근을 못한다니?
    지은: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어머님이 입원하셔서 제가 꼭 가 봐야 해서요. 
오늘 야근에서 빠지면 안 될까요? 대신 오늘 못한 업무는 내일 다 끝내겠습니다. 
 부장님: 알겠네. 사정이 딱하니 오늘만 빼주지.

➀ 오늘 야근에서 빠지겠다고 부장님께 묻는다.
➁ 오늘 야근에서 빠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장님께 허락을 부탁한다.
➂ 오늘 야근에서 빠져도 된다고 부장님께 강조한다.
➃ 오늘 야근에서 빠질 것이라고 부장님께 알려준다.

11. 【公司】 智恩刚来公司，部长给智恩布置了一些任务，但是智恩什么都不懂，于是来找前辈
求助．

  지은: 선배님, 커피 드세요. ^^ , 선배님은 이 회사에 온 지 몇 년 되셨어요?
   동료: 나? 나는 이제 5년째야. A씨는 회사 일 할 만 해? 이제 막 들어와서 뭐가 뭔지 모르

겠지? 
  지은: 네. 선배님. 너무 막막해요. 오늘도 부장님이 시장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어

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료: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신입 때는 그랬어. 물어보면서 하면 돼.
   지은: 그래서 말인데요. 선배님. 저 이번에 진짜 잘 하고 싶거든요. 선배가 좀 가르쳐 주시

면 안 돼요?
➀ 선배님께 좀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묻는다.
➁ 선배님께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
➂ 선배님이 좀 가르쳐줄 수 있다고 화를 낸다.
➃ 선배님이 좀 가르쳐줄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12. 【饭店-公司会餐】 公司的网络服务器突然出故障，幸好有D公司派人来帮忙，服务器很快正
常运行。当天晚上，智恩公司同D公司的职员一起去会餐，部长要求只结算一半，跟Ｄ公司AA制，智
恩觉得这次应该是由自己公司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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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 A씨, 카운터(柜台)에 가서 식사비 총액을 확인하고 반을 우리 회식비에서 지불(支
付)하도록 하세요. 
     지은: 그럼 평소처럼 두 회사가 회식비를 반반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부장님: 응. 그렇지. 우리 항상 그랬잖아.
     지은: 근데요. 부장님, 이번에는 우리가 저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
니까 오늘 회식비는 우리가 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➀ 회식비를 우리가 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명령한다.
➁ 회식비를 우리가 내면 좋으냐고 부장님께 묻는다.
➂ 회식비를 우리가 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부장님께 제안한다.
➃ 회식비를 우리가 내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13. 【公司】 老总要求智恩下班后陪同中国客人一起吃饭，逛首尔，并担任翻译。但是智恩不想
去。                                                        
  사장님: 어, 지은씨, 중국어 실력이 상당한데? 오늘 수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 중국 

손님들이랑 식사하고 서울 구경 가는데, 같이 좀 가면 어때요? 맛있는 것도 같
이 먹고 통역도 좀 해 주고.

     지은: 네? 저... 사장님.
  사장님: 네. 무슨 문제 있어요?
     지은: 죄송한데요. 저도 같이 가고 싶지만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저 오늘은 안 가면 안 될까요?

➀ 오늘은 안 가도 된다고 사장님께 강조한다.
➁ 오늘은 안 가면 안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➂ 오늘은 못 가겠다고 사장님께 허락을 부탁한다.
➃ 오늘은 가기 싫다고 사장님께 말한다.

14. 【公司－会议室】 会议上讨论选哪个明星做产品代言人。某同事提议找人气很旺的女子组合做
代言，但是智恩却觉得比起女子组合，IU是更合适的人选。 

부장님: 자. 우리 이번에 출시할 제품의 광고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누구로 하면 좋을까
요?

동료1: 이번 우리 제품의 목표 고객은 20대 초반이고 제품 컨셉(路线)은 청순함이니까 나
이가 어린 걸 그룹으로 정하는 것이 어때요?

   지은: 요즘 걸 그룹(女子组合)은 나이는 어리지만 섹시한 춤을 추고 의상도 성숙하게 입어
서 우리 제품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청순한 이미지면 아이유가 더 잘 맞지 
않아요?

➀ 아이유가 더 잘 맞을 것이라고 아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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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지은: 여보세요?
친구: 응. 뭐해? 너 주말에 약속 없지?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 열거니까 놀러와~
지은: 응? 무슨 소리야? 너 주말에 부산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
친구: 아, 그거. 우리 부모님만 가기로 했어. 그 날 늦지 말고 일찍 와.

➁ 아이유가 더 좋으냐고 묻는다.
➂ 아이유가 더 잘 맞을 것이라고 아이유를 추천한다.
➃ 아이유가 더 잘 맞기를 바란다.

15. 【通话内容】几天前，智恩跟朋友说周末一起去游泳，可是朋友说周末要跟父母去釜山，所以不
能去。但是今天，朋友突然打电话来，说周末回在家里开小型聚会，叫智恩过来玩儿。

➀ 친구가 부산에 간다고 했다고 강조한다.
➁ 친구가 부산에 간다고 했냐고 묻는다.
➂ 친구가 부산에 간다고 말한 적 있다고 말해준다.
➃ 친구가 부산에 간다고 말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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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표현 능력 역할극 대본(모어 화자용) 

표현 능력 역할극 대본(모어 화자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이춘염입니다. 
이번 설문 내용은 서울대학교 석사논문을 작성하는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연

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번 설문은 여러분들의 상황별 표현방식을 조사하는 것이며 유일한 정답은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자신이 평소에 가장 자주 쓰시는 표현
을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9월
                                                 연구자: 이춘염 

基本資料:
1. 성별: □ 남    □ 여
2. 나이: □11~20세  □21~30세  □31~40세  □40~50세  □ 기타
3. 국적: □ 한국   □ 중국    
4. 직업: □ 대학(원)생     □회사원     □교사      □ 기타 (       )

다음 상황을 이해하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v 학생 A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다. 아래의 상황은 학생 A의 주변에서 발생한 일이다. 당신

이 학생 A라면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1. 【학생회 회의】 학생 A는 신입생으로서 학생회 임원이 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학생회 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멤버들은 모두 3학년, 4학년 선배들이라서 많이 긴장
된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한 달 뒤에 열리는 패션쇼의 기업 협찬을 받는 문제다. 학생회 회장
은 의류 회사를 상대로 협찬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 A는 협찬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의류회사보다 돈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 더 좋다고 생각해
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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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자, 다음은 협찬 받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번 주제는 패션쇼이니까, 의류 회사를 상
대로 협찬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맞아요. 그 방법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학생 A: 저...저기... 협찬은 돈을 많이 받는 것 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응, 맞아요. 그건 그렇죠.
  학생 A: 그럼 규모가 작은 의류 회사보다                       (./?)

2. 【학교 복도】 회의가 끝나고 강의실로 가는 길에 민주를 만났다. 마침 지난번에 민주랑 4명
이 함께 캠핑가서 요리를 하다가 텐트를 태워서 수리비를 물어 줘야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돈을 우선 학생 A가 물었는데 아직 민주가 돈을 주지 않았다. 학생 A가 돈을 달라고 재촉하자 
민주는 자기가 왜 돈을 내야 하냐고 하며 돈을 안 준다. 이때 학생 A는 민주에게 같이 싸우다 
망가뜨렸으니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학생 A라면 어떻게 말 할 것인가?

학생 A: 야, 저번에 우리 캠핑장에서 텐트 수리비 있잖아. 나 20만원 물었거든. 그때 우리 
4명이었으니까, 5만원씩 줘.

 민주: 뭐? 내가 왜 돈을 내야 돼?
학생 A: 야. 우리 같이 놀다가 망가트렸으니                      (./?)
 민주: 알았어. 주면 되잖아.

3. 【카페】 학생 A는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동아리 선배를 만난
다.  선배가 PPT 잘 만드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자 학생 A는 친구 문영이를 추천한다. 선
배는 학생 A 더러 자기 대신 문영에게 부탁해달라고 한다. 학생 A는 문영이와 선배가 같은 고
등학교출신이고 친하므로 선배가 부탁하기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배: 혹시, 너 친한 사람 중에 PPT 잘 만드는 사람 있니? 
  학생 A: 글쎄요, 왜요?
   선배: 나 수업에 발표해야 되는데, PPT를 잘 못 만들겠어.
  학생 A: 문영이한테 부탁하세요, 문영이 걔 PPT 잘 만든다고 소문났잖아요.
   선배: 그래? 그럼 네가 얘기 좀 해줄래?  
  학생 A: 문영이가 선배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면서요.              (./?)   

4.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 A는 친구의 급한 전화를 받는다. 
친구가 차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고 병원비를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학생 A도 돈이 없다. 하는 수 없이 아르바이트 하는 편의점 사장님께 이번 달 월급을 
좀 가불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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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어? 네가 웬일이야? 오늘 아르바이트 하는 날 아니잖아.
학생 A: 사장님, 저기... 친구가 차사고가 나서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제가 당장 돈이 없어요. 

혹시                   (./?)

5. 【학교 복도】 학생 A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테니스 경기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았
다. 특히 이번 경기 우승 상금이 200만원이라서 꼭 지원하고 싶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남녀 혼
합 복식이기 때문에 파트너 한 명을 더 찾아야 한다. 그래서 영석 선배를 찾아갔는데, 테니스 
얘기도 하기 전에 선배는 요즘 취직 준비하느라 많이 바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배가 
취직 준비하느라 바빠서 참가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하면서 선배에게 여쭤본다. 

학생 A: 선배 요즘 많이 바빠요?
   선배: 응. 취직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어. 근데 왜? 나한테 무슨 볼 일 있어?

  학생 A: 네. 이번에 학교에 테니스 경기가 있는데, 상금이 200만원이래요. 선배 바쁜 거 알겠
지만, 혹시                   (./?) 선배랑 나가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 【카페-미팅 장소】 학생 A는 대학 와서 처음으로 미팅을 나간다. 친구와 함께 미팅 장소에 
도착했다. 마침 카페 한 자리에 남(여)자 세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낯익어 살펴보
니 옛날에 헤어진 남(여)자친구이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 마음속으로는 미팅 상대가 그 세 
남(여)자가 아니길 바라면서 작은 소리로 친구에게 묻는다.

 학생 A: 어느 테이블이야? 걔네들 왔대?
  친구: 응, 도착했다고 문자 왔던데, 어디 있지?
 학생 A:                        (./?)

7. 【카페】 학생 A는 절친 민주와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얘기하는 중에 고등학교 때 
친구인 소란을 만났다. 학생 A는 소란을 1년 만에 만났는데 왠지 얼굴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에게 말한다. 그랬더니 민주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학생 
A는 소란이가 성형 수술을 했다가 실패했을 거라고 추측하며 말한다.

 학생 A: 야, 민주야 . 소란이 쟤          Ⅰ            (./?) .
   민주: 어. 맞아. 나도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어. 얼굴이 뭔가 이상해.
 학생 A: 쟤 얼굴에 손 댔다가            Ⅱ          (./?)
   민주: 음~ 그런 것 같아.

8. 【집】 학생 A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서 엄마에게 향수를 선물했다. 동생이 옆에서 자
기도 화장품 선물해 달라고 조른다. 학생 A가 돈 없다고 거절하자 동생은 학생 A의 지갑을 빼
앗아 방으로 들어가며 방문을 잠근다. 학생 A는 화를 내며 당장 지갑 내놓으라고 소리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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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심지어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 쫓아가서 열라고 소리를 친다.
학생 A: 엄마, 나 오늘 아르바이트비 받았어. 이건 엄마 선물. ㅋㅋ
 동생: 우와~ 샤넬 향수다. 나두~ 나는 화장품 사줘. 
학생 A: 내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너까지 어떻게 사 줘. 네 돈으로 사. 
 동생: 쳇, 동생한테 그것도 안 해 줘?
      (동생은 학생 A의 지갑을 빼앗아 방으로 들어간다.)
학생 A: 야, 너 뭐야. 빨리 이리 내.           Ⅰ              .
      (학생 A도 동생을 따라서 방으로 간다.)
학생 A: 어? 문 잠갔어? 야. 당장 문 열어.           Ⅱ            .

9. 【집】 학생 A과 친구는 한 집에 세 들어서 산다. 오늘은 학생 A가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친구의 허락 없이 친구의 새 구두를 신고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자 친구는 학생 A에게 허락도 
없이 구두를 신고 갔다고 화를 냈다. 학생 A는 친구 간에 필요할 때는 좀 빌려 신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런 일 때문에 화를 내는 친구에게 너무 화가 났다. 당신이 학생 A라면 어떻게 말
할 것인가?

친구: 너 어떻게 허락도 없이 내 새 구두를 신고 나가? 
학생 A: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냥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잠깐 신었어. 안 돼?

친구: 야, 이 구두 얼마나 비싼 건데. 나 한 번도 안 신었어. 
힉셍A: 친구 사이에 급할 때는                    (./?) 치사하게 그걸로 화를 내냐?

v 다음은 회사원A의 이야기입니다. 회사원A는 모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원
A는 금방 대학교를 졸업한 회사 신입사원이라 아직 회사에서 모든 일에 대해 조심스럽습니
다. 그는 중국어를 부전공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기 업무 외에도 가끔 중국 손님이 오면 통
역도 합니다. 신입사원인 회사원A로서 아래의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말할 지 대답
해 주십시오. 

10. 【회사-부장님 사무실】 회사원A가 입사한 지 1주일 만에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전 직원
이 매일 야근 중이다. 그런데 오늘 회사원A는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퇴근하고 빨리 병원
에 가 봐야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장님께 찾아가서 오늘 하루만 야근에서 빠져도 되는지 
허락을 받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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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A: 저기... 부장님... 제가 사적인 일 때문에 오늘 야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부장님: 어허~ 자네도 잘 알겠지만, 지금 온 회사에 비상이 걸렸어. 그런데 사적인 일 때

문에 야근을 못한다니?
회사원A: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어머님이 입원하셔서 제가 꼭 가 봐야 해요.   

                 (./?) 대신 오늘 못한 업무는 내일 다 끝내겠습니다. 제발 허
락해주세요.

 부장님: 알겠네. 사정이 딱하니 오늘만 빼주지.

11. 【회사】 입사한지 2주째 아직은 회사 선배들과 친해지지도 못하고 회사 일도 잘 모르는 
회사원A. 그런데 부장님이 첫 임무를 주었다. 회사원A는 부장님이 처음으로 자기에게 단독으로 
맡긴 일이므로 꼭 잘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처음 맡는 일이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친하지는 않지만 하는 수 없이 선배에게 일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려고 한다. 
회사원A: 선배님, 커피 드세요. ^^ , 선배님은 이 회사에 온지 몇 년 되셨어요?
   동료: 나? 나는 이제 5년째야. A씨는 회사 일 할만 해? 이제 막 들어와서 뭐가 뭔지 모르

겠지? 
회사원A: 네. 선배님. 너무 막막해요. 오늘도 부장님이 시장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셨는데 어

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료: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신입 때는 그랬어. 물어보면서 하면 돼.
회사원A: 그래서 말인데요. 선배님. 저 이번에 진짜 잘 하고 싶거든요. 
                                (./?)

12. 【음식점-회식 자리】 회사의 서버가 갑자기 고장 났는데 협력회사 D사의 직원들의 도움
을 받아 다행히 서버가 금방 수리되었다. 일이 끝나고 D사의 지원팀과 같이 회식을 하러 갔다. 
밥 먹는 중에 부장님이 회사원 A에게 식사비 액수를 확인하고 평소대로 반만 우리 회사 예산으
로 결제하라고 한다. 하지만 회사원 A는 이번 일은 다른 때와 달리 우리 회사가 D사의 도움을 
받았고, 또한 D사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만 부담하는 것은 미안한 일이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장님께 이번에는 회식비를 우리 회사가 전부 부담하자고 말씀 드리려
고 한다.
 부장님: A씨, 카운터에 가서 식사비 총액을 확인하고 반을 우리 회식비에서 지불하도록 하

세요. 
회사원A: 그럼 평소처럼 두 회사가 회식비를 반반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부장님: 응. 그렇지. 우리 항상 그랬잖아.
회사원A: 근데요. 부장님, 이번에는 우리 측에서 저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식비는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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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직원 A: 여보세요?
친구: 응. 뭐해? 너 주말에 약속 없지? 주말에 우리 집에서 파티 열거니까 놀러와~
직원 A: 응? 무슨 소리야? 너 주말에                 (./?)
친구: 아, 그거. 우리 부모님만 가기로 했어. 그 날 늦지 말고 일찍 와.

13. 【회사】 오늘은 회사에 중국 거래처 손님이 오셔서 회사원A에게 회의 통역을 부탁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사장님께서 미팅이 끝나고 중국 손님들이랑 식사하고 서울 구경을 
갈 예정이라면서, 여기에도 같이 동행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원 A는 회의 통역으로서 자
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후의 통역과 접대 일정은 거절하고 싶어서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안 가겠다고 말씀 드린다.

  사장님: 어, A씨, 중국어 실력이 상당한데? 오늘 수고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따 중국 
손님들이랑 식사하고 서울 구경 가는데, 같이 좀 가면 어때요? 맛있는 것도 같
이 먹고 통역도 좀 해 주고.

회사원A: 네? 저... 사장님.
  사장님: 네. 무슨 문제 있어요?
회사원A: 죄송한데요. 저도 같이 가고 싶지만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저 오늘은                   (./?)

14. 【회사-회의실】 회사 신제품 출시로 광고 모델을 누구로 할 것인지 토론하고 있다. 부장
님은 걸 그룹으로 하겠는가 아니면 아이유로 하겠는가 물었다. 그러자 한 동료는 걸 그룹을 추
천하였고 회사원A는 요즘 걸 그룹은 인기는 있지만 성숙하게 입어서 제품에 잘 안 맞는다고 생
각한다. 아이유가 인기도 있고 제품의 컨셉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부장님: 자. 우리 이번에 출시할 제품의 광고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누구로 하면 좋을까
요? 걸 그룹으로 할까요? 아니면 요즘 인기 많은 아이유를 찾을까요?

동료1: 이번 우리 제품의 목표 고객은 20대 초반이고 또 걸 그룹이 화장품 광고도 많이 
하고 하니까 걸 그룹이 좋을 것 같은데요.

회사원A: 요즘 걸 그룹은 나이는 어리지만 섹시한 춤을 추고, 의상도 성숙하게 입어서 우
리 제품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청순한 이미지라면               (./?)

15. 【통화내역】 몇 일 전에 직원 A가 친구에게 주말에 같이 수영하러 가자고 했더니 친구가 
주말에 부모님이랑 부산에 갈 거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친구가 전화 와서 주말에 집에서 파티
를 열거라고 놀러오라고 한다. 직원 A는 친구가 주말에 부산에 갈 거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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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Negative Interrogatives

Lee, chun yeom

The study aims to prepar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eaching Korean 
negative interrogative to the Chinese learners of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For this end, the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of teaching negative 
interrogatives and a methodological approach for the adequate practice as well as 
good understanding of the negative interrogatives in the communication process. 

The Korean negative interrogatives usually contain negation, but there are 
some special cases that the negative interrogatives do not denote 
negation-functions. In other words, the negative interrogatives can be used to 
emphasize the affirmative semantics, or to show listener the courtesy of 
speaker in a humble way. Particularly, Korean practice negative interrogatives 
strategically and actively utilizing the special function of negative 
interrogatives in their everyday lives. Hence such discourse scheme is 
necessary for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he learners of Korean and the 
native Koreans. However, the functions of these negative interrogatives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al contex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learn for the 
learners other than professors. 

The methods of teaching Korean negative interrogative is concerned with 
the aspects of grammar and semantic function of expressing in the negative 
interrogative, are expected to improve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where the learners will be able to understand correctly what speaker’s 
intention in a negative interrogative.  

To begin with,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the morphological,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he negative interrogatives. There are 8 
morphological forms are targeted in this study, for instances ‘안’negative 
interrogative, ‘못’negative interrogative, ‘_지 아니하(않)’negative interrogative, 
‘_지 못하_’negative interrogative, ‘아니다’negative interrogative, ‘없다’negative 
interrogative,  ‘모르다’negative interrogative, and ‘말다’negative interrogative. 
These 8 types of negative interrogatives are picked as Korean often-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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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interrogative in the spoken corpus from the drama scripts. In this 
context, the functional meanings that Koreans perform in their actual 
discourse were verif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hinese learners of Korean 
mostly practice negative interrogative to reinforce their claims in certain 
situations, while the straightforward declarative were widely used in the 
weaken claim situations. Even if they use negative interrogative to express in 
a weaken situation, the negative interrogatives were found either not fit into 
the situational context or committed to the syntactic errors. Therefore, the 
teaching of the morphological, syntactic and pragmatic characteristics of the 
negative interrogatives is necessary to provide effective learning ways to the 
learners of Korean. 

Besides,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of the corpus of 
Korean native spoken discourses, it showed that the functional meanings of 
negative interrogatives are much depending o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the speakers’ demand to the listeners, and they are divided into induced act 
function and speaker premise statement function. The induced act function is 
then divided into command function, request function and proposed function. 
While the speaker premise statement function included complaint, aligned 
induced function, conjecture, confirmation, and evoc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further the effective ways of 
teaching methods: they are PPP model for teaching morphological syntactic 
form of negative interrogative and ESA model for teaching in form of meaning 
and pragmatic contents.

This study targeted Korean often-use negative interrogative, by teaching 
negative interrogative to the learners of Korean with concern on the aspects 
of grammar and semantic functions, and this method is expected to improve 
learners’ communicative competence. Also, this study proposed that there is a 
need to teach both written grammar as well as the colloquial grammar.

Key words: Korean language teaching, Grammar teaching, Negative 
interrogative, Situational context, Semantic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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