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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한국어의 여러 문법 중에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연

결어미로서 의사소통에 있어 높은 빈도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

습자들에게 비교적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문법이다. 직관을 가

진 한국어 모어 화자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나 사용제약 등을 자연

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나, 언어 직관이 없는 중국인 학습자들은 언어 유형

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배워 적절하게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보관계 연

결어미인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를 연구의 대상

으로 삼는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양보와 양

보관계 연결어미의 개념을 재검토하였다. 이어서 Ⅱ장에서 한국어 양보관

계 연결어미를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통사적 제약 

부분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고찰하였다. 의미적 분석 부분은 사전의 의미 

고찰을 통해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공통 의미를 검토하며 예문을 통해 

그들 간의 미묘한 의미 자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중 병렬말뭉

치 분석을 통해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응되는 중국어에서의 연결사를 

살펴보았다. 화용적 분석 부분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담화 분

석의 기준을 정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세종 구어 말뭉치와 드라마 대본 

26회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

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교육이 깊이 있게 진

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양보관계 연

결어미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확인하고자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실험 집

단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조 집단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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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양보관계 연결어

미를 사용함에 있어 여전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양보

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의미와 화용적 측면에 대한 인식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은 상황에 따른 양보

관계 연결어미의 사용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가 많은 오류를 범한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 목표어의 영향, 담화 

맥락 정보의 인식 부족, 교육 부재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어서 Ⅳ장에서 Ⅲ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

육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

여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인식, 이

해, 사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인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성과 유창성을 모두 추구하는 형태 초점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PPP모형, TTT모형, OHE모형을 변형시켜 혼동을 많이 일으키

는 ‘-더라도’를 예시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의미 및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보다 다양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문어의 사용 양상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양보관계 연결

어미의 모든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가 가지

는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심

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문법 교육, 양보관계 연결어  

미, 형태 초점 교수법 

학  번 : 2017-2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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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현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1) 현장에서 사용되는 ‘-아/

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등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대상

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

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육 방안

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세계 언어 유형 중에서 교착어에 속하며 

중국어는 고립어에 속한다. 한국어는 교착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조사와 

어미가 크게 발달했다. 특히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 연결어

미2)는 절과 절, 절과 동사구,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어 실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실현되고, 연결어미를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외국

인 학습자들에게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여기

에서 의사소통 능력3)은 목표어의 통사·형태 및 의미를 비롯한 언어 지식

을 습득하는 능력은 물론, 다양한 담화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정확하게 표

1) 이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

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도 포함한다. 

2) ‘연결어미’는 학자들마다 ‘접속어미, 접속문어미, 부사형 어미, 접속사, 접속소, 연결사, 

연결소’ 등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는 거의 동일하므로 본고에

서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면서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주는 기능을 

주된 개념으로 하여 백봉자(2003)의 사전 용어인 ‘연결어미’를 사용하기로 한다. 

3) 커넬&스웨인(Canale, M. and Swain, M, 1980: 1-47)에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

로 해석하였다. 그는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학

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

(Strategic Competence)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문법적 능력은 어휘, 발음 규칙, 철자법, 

단어 형성, 문장 구조 등 언어학적 기호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생성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역할 관계, 관련자들이 공통적인 정보 

그리고 그들끼리의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 목적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사회

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과 일정한 상황에 맞추어 글을 구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담화적 

능력이란 형태적인 응집과 내용의 결속 장치를 이용하여 의미적 완결성과 통일성이 있는 

담화를 구성해 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전략적 능력은 언어 수행의 변수 혹은 불충

분한 언어 능력 때문에 소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언어적, 비언어적 소통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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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는 하나의 형

태가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특정 의미를 지니는 형태가 여러 개

일 수도 있다(서희정·홍윤기, 2010: 186). 고립어인 중국어에서는 단어의 형

태적 변화가 거의 없으며 개사(介詞), 허사(虛詞)가 발달되어 어순 변화 등

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를 실현한다. 반면에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연결

어미를 사용하지 않고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유형의 차이로 인해 같은 의미를 가진 문장

을 실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한국어는 그 구성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언어 직관4)을 가진 한국어 모어화자는 양보관계 연결어

미의 의미나 사용제약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반면 언어 직관이 

없고 언어 유형으로 인하여 한국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중국어 학습자

에게는 이러한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학습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를 연구한 

이정희(2002)를 살펴보면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 모두 연결어미의 오류율

이 조사의 오류율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

고자 하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아/어도’가 주로 학습되는 중급 단계에

서의 사용 빈도가 25번, 오류 빈도가 10번으로 40%의 오류율을 보였다. 이

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학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연

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특정 어미들에만 집중되어 제한적이었다. 또

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인과관계 연결어미와 조건관계 연결어미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하여 

4)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현대문법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직관(直觀, intuition)과 직

감을 같은 뜻으로 보고 언어학적 분석과 설명은 전문가의 소관이라고 하여 한국 사람이 

한국어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직관과 구별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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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장 생성에서 발생하

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아/어도, -더라

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네 가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개념을 확정적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정리한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사용 및 인식 양상

을 살핀다.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분석하여 오류 원인을 밝힌다.

  셋째, 위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

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상황 맥락에 따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내용의 기틀을 구축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함에 있어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국어학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크게 

국어학에서의 연구와 한국어 교육학에서의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국어학적 연구

  국어학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그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통

사적인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어학에서도 의미

적 및 화용적인 관점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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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연구 범위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데 하나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전반적으로 논의한 후 양보관계 연결어미

를 그 하위 범주로 보아 다루는 연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양보관계 

연결어미만을 논의하는 연구이다.

  국어학에서는 연결어미5)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양보6)관계 연결어미를 

14가지7)로 분류한 연결어미 중의 하나로 보았던 최현배(1937) 이래 현재까

지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초창기에는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1970

년대 변형 생성 문법의 도입으로 인해 주로 통사론적 관점에서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는 이기동(1977), 서태룡(1979) 등

을 들 수 있다. 이기동(1977)에서는 ‘-도，-더라도，-(으)ㄹ지라도’의 의미

를 살펴보았으며 서태룡(1979)에서는 접속문 구성에 관련된 각각의 연결어

미가 갖는 의미기능을 생성의미론의 관점에서 파악하며, 그 의미기능을 기

준으로 연결어미 전반에 대한 체계를 고찰하였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의사소통의 장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살펴보

면서 화용 층위의 연구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이때 나타난 의미 및 화용 

층위의 연구로는 김광해(1987), 윤평현(1989), 전혜영(1989), 최재희(1989), 

서정섭(1991)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해 가장 

깊게 고찰한 연구는 서정섭(1991)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섭(1991)에서는 

양보문 논의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점8)을 제시하였으며 양보문을 중립적 

양보, 강한 양보, 평가절하의 양보, 부정적 평가의 양보라는 네 가지 범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처럼 국어학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하여 

5) 최현배(1971)에서는 ‘연결어미’를 ‘이음씨끝’이라고 불렀다. 

6) 최현배(1971)에서는 ‘양보’를 ‘방임형, 불구형’이라고 칭하며 “뒤에 잇는 말의 내용, 사건

이 들어남에는 상관없음을 보이는 꼴”로 설명하였다. 

7) 최현배(1971)에서는 분류한 14가지 연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매는꼴(구속형), 놓는꼴(방임

형), 벌임꼴(나열형), 풀이꼴(설명형), 견줌꼴(비교형), 가림꼴(선택형), 잇달음꼴(연발형), 그

침꼴(종지형), 더보탬꼴(첨가형), 더해감꼴(익심형), 뜻함꼴 (의도형), 목적꼴(목적형), 미침꼴

(도급형), 되풀이꼴(반복형) 등이다. 

8) 이 세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양보문은 형식의미론에서는 조건문의 유형으로 파악

하여 반사실적 조건문이라 한다. 양보문의 연구 범위를 이음씨끝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특

수토씨·부사·양보표현의 관용구까지 넓힐 수 있다. 화자와 청자, 양보하는 의도, 양보하

는 상황을 고려하는 화용론의 주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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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통사론적 관점, 의미론적 관점, 화용론적 관점의 세 측면에서 접근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화용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연결어미의 하위 범위로 

보고 특정 양보관계 연결어미에만 주목하여 연구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볼 수 있다(변영수, 1988; 박재연, 2009; 이동혁, 2015). 이뿐만 아니라 화용

적인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상황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전혜영, 1989; 이은경, 2015). 

   2.2.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

  한국어 교육학에서는 초창기에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단순히 

받아들이고 가공하여 교육 내용으로 삼아왔다.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

으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국

어학의 성과를 그대로 한국어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는 크게 1)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양보

관계 연결어미의 차이점 검토, 2)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 분석 및 교육 방

안 제시, 3)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의 대조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원 학위논

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자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차이점을 보다 

전면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김현지(2006), 장요한(2009), 권수정(2010), 박지

윤(2011), 최은실(2016), 임삼미(2019) 등을 들 수 있다. 

  김현지(2006)에서는 ‘-아/어도, -더라도, -(으)ㄴ들, -느니, -(으)ㄹ 바에

는, -기에 망정이지, -(으)ㄴ/는 셈 치고, -(으)ㄴ/는데도 불구하고’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을 통사적, 의미적, 담화적 측면에서 대조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의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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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기능을 바탕으로 교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요한(2009)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아/어도, -더라도, -고도, -

(으)ㄴ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통사 및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교수할 때 ‘-아도 > -더라도 > -고도 > -은들’과 같은 순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한국어 교육에서 이 차이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수정(2010)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개념을 규명한 다음 조건관계

와 대조관계의 범주를 서로 대조 분석하였다. 그 다음 ‘-아도, -더라도, -

(으)ㄹ지라도, -ㄹ망정, -(으)ㄴ들, -ㄹ지언정’을 중심으로 이들의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어 학습자에게 형태 초점 교수법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자세히 제

시하였다.

  박지윤(2011)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기대의 부정’의 의미 기능에 

초점을 두고 인접 범주인 대립 및 가정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양보관계 연

결어미 ‘-아도, -더라도, -ㄴ들’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와 인접 범주인 가정과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살펴보고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은실(2016)에서는 주변적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으)나, -지마는(-지

만), -건마는(-건만), -으련마는(-련만), -기로, -기로서니, -어야, -았자’의 

통사적 및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주변적 양보관계 연결어

미의 위상을 고찰하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삼미(2019)에서는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으)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정보를 고찰하였다. 교재 분

석을 토대로 하여 연역적 문법 교수 방식을 바탕으로 교육 모형을 제안하

였다.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 분석 및 교육 방안 제시에 해당한 연구는 서희

정·홍윤기(2010), 박경남(2012), Cong Ni(2012), 쉬옌보(2014), 동시문(2015), 

리수홍(2015), 뤼창화(2017) 등이 있다. 

  서희정·홍윤기(201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양보’의 의미에 대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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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양상 조사를 통해 ‘양보’의 개념이 한국어교육에서 적합하지 않음을 밝

혔으며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대립 연결어미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 ‘-아도, -더라도, -ㄴ들, -ㄹ지라

도’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경남(2012)에서는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아/어

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으)ㄴ들)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생산 능력 및 문법 판단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Cong Ni(2012)에서는 ‘-아도’와 ‘-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고찰하였다. 양보관계 연결어미 ‘-아도’와 ‘-은

들’의 습득 양상은 통사적 특징의 차이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시간과 관계없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중

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자의 습득 양상 측면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오류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쉬옌보(2014)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개념과 분류를 살펴본 다음 재

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설문 조사를 하였고 그들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

아도, -더라도, -ㄹ지라도’ 사용 빈도와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중 사

용 빈도도 높으며 오류 빈도도 높은 연결어미를 선정하여 이들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구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도’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오류 분석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동시문(2015)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으)ㄴ들)를 중심으로 통사적 및 의미적 특성을 분석한 후, 중국인 학습자

의 한국어 연결어미의 통사적 및 습득 오류 양상과 중국어 양보표현의 사

용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제 중심 교수법을 기반으로 하

여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

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리수홍(2015)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아도, -더라도’의 통사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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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특성을 분석하고 차이점을 밝힌 다음에 연변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의 작문을 대상으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한 문장을 수집하

고 그 오류 양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의 대조 및 교육 방안 제시에 해당한 연구는 

왕수려(2009), 최금자(2011), 공혜남(2012), 이약진(2013), 오열명(2014), 린이

통(2016), 뤼창화(2017)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어와의 대조 연구

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우호관계로 인해 한국

으로 유학을 온 중국 학생이 많아졌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왕수려(2009)에서는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아/어도, -더라도, -(으)

ㄹ지라도, -ㄹ망, -ㄹ지언정, -ㄴ들, -았자)와 중국어 양보관계 관련사(虽

然...也/还, 即使...也, 宁可...也, 无论...都)를 중심으로 통사적 및 의미적 차

이점과 공통점을 대조 분석하였다. 

  최금자(2011)에서는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아/어도, -더라도, -ㄹ지

라도, -ㄹ망, -ㄹ지언정, -ㄴ들)와 중국어 양보관계 연결사(虽然...也, 无论...

都, 即使...也, 宁可...也)의 접속문에 나타난 특징 대비, 어순에 나타난 특징 

대비, 연결어미에 나타난 특징 대비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공혜남(2012)에서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와 중국어 양보관계 연결사

를 대조한 다음에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에 대한 진술을 구체적

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약진(2013)에서는 한국어 양보 관계 연결어미(-아도, -더라도, -ㄹ지라

도)의 사전의미, 통사적, 의미적인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국

어 양보관계 연결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여 이를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

어미와 비교하였다. 

  오열명(2014)에서는 먼저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 가운데 연결어미인 

‘-아/어도, -더라도， -ㄹ지라도’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분석하여 차이점

을 밝히고, 다음으로 번역적 관점에서 책 『청춘』의 중국어판에서 중국어 

양보관계 연결사들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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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이통(2016)에서는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일부인 ‘-ㄹ지언정’과 

‘-ㄹ망정’에 대응하는 중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특징을 예문을 통해 자

세히 분석하고 주어의 입장에서 문장의 의도를 파악하여 정확한 형식으로 

논의를 고찰하였다. 

  뤼창화(2017)에서는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아/어도, -더라도, -(으)

ㄹ지라도, -(으)ㄴ들, -(으)ㄹ망정, -(으)ㄹ지언정)와 중국어 양보 연결사를 

대조하였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 100명을 대상으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으며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학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

에 대해 과거에는 통사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의미 및 화용적인 측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실제 사용 양

상에 주목하여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학에서는 그간 

국어학의 통사론적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 왔다. 그러나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실제 사용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달리 말하면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통사적, 의미론적 측면

의 연구에 비해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화용적 측면의 연구가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분석하여 오류 원

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오류 원인에 대하여 상세

히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았

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양보관계 연결어미에의 화용적 측면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

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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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지라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과

적인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구축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한국

어에 대한 직관이 거의 없다할 수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들 간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의 섬세한 차이를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들 간의 미묘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인 연구의 두 가지 층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세부 연

구 및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개념 및 범주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조건’과 ‘대립’과 대조하여 양보의 개념을 살펴본 

후 다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개념을 확정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말뭉치에 기반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연구 책임자 김중섭)를 참고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

의 목록을 선정할 것이다. 목록을 선정한 후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습득 양상을 

논문 체계 하위 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Ⅱ. 이론적 토대

∙양보의 개념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개념을 

확정적으로 재정립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분석

∙문헌 연구 고찰

∙사용 범위 및 상황분석

∙기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실태
∙교재 분석

Ⅲ. 학습자의 양

보관계 연결어미 

사용 양상 분석

∙양상 분석의 틀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원인 분석 

∙Ⅱ장의 이론적 토대

∙학습자 설문지 자료 분석

∙통계 및 인터뷰

Ⅳ. 양보관계 연

결어미 교육 내

용 구성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설계

∙문헌 연구 고찰 

∙Ⅲ장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교육 내용 설계

<표Ⅰ-1>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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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심층 있게 고찰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하고자 한다. 실

험 방식은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이며 표본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 33

명,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55명, 총 88명으로 구성할 것이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다 심층 있는 대답을 얻고자 한다.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의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며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양

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해 효과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Ⅴ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연구가 갖는 의미와 한계점을 제시할 

것이다. 



- 12 -

Ⅱ.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본 장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육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자 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양보’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양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서 원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다. ‘양

보’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부터 시작되어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개념

이다. 허웅(1995)에 따르면 ‘뒤집는다’는 말, 즉 ‘양보’라는 말은 이음씨끝

들을 ‘마땅함·뒤집음·풀이·가림·벌임법’으로 나눈 데서 나온 말이다. 국어학

계에서는 레이코프(R. Lakoff, 1971)가 제시한 ‘기대부정(Denial of expectation)’

을 바탕으로 양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 먼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본 연구의 연구 

범주를 재설정하고자 하며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하여 통

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인 학습

자를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어에 대응하는 양보관계 연

결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양보의 개념 및 양보관계 연결어미 선정

1.1. 양보의 개념

  양보의 개념은 주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 및 의미에 초점을 두고 연

구되어 왔다. 또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 및 의미를 설명할 때 반의 관

계, 기대 부정, 조건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 여

기에서 반의 관계와 기대 부정은 대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보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보와 대조, 양보와 조건 간의 차이점을 고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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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양보와 대조9)

  양보와 대조의 용어 및 관계에 대한 관점은 학자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관점은 크게 양보와 대조의 용어를 구분하는 입장

인 분리적 입장과 구분하지 않는 입장인 통합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통합적인 입장은 주로 연구 초기에 나타나며 대표적인 연구는 최현배

(1971)，허웅(1975)，이기동(1977)，서태룡(1979)，남기심·고영근(1983) 등이 

있다. 이들 논의에서 ‘양보’라는 개념은 선행절에 대한 기대가 후행절에서 

부정된다는 점에서 대립의 한 종류인 화용론적 대립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1971)에서는 ‘방임’이라는 대범주 하에 ‘사실 방

임형’과 ‘가정방임형’으로 분류하였고 ‘사실 방임형’이라는 범위에서 ‘-지

만, -거니와, -아도, -(으)나’를 고찰하였으며 ‘가정방임형’이라는 범위에서 

‘-더라도, -ㄹ지라도, -ㄴ들’을 분석하였다. 허웅(1975)에서는 양보를 ‘불구’

라고 칭하여 그 하위 범주를 ‘-(으)나, -아도, -라도’로 다루었다. 

  반면에 대조와 양보를 구별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는 ‘but’의 사용을 

분석한 레이코프(R. Lakoff, 1971)의 견해에서 시작되었으며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연구에서도 사용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양보와 대조를 

나누어 별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익

섭·임홍빈(1983), 윤평현(1989), 전혜영(1989), 이은경(2000), 신지연(2004), 

조영준(2010), 카와노 유카(2013), 임삼미(2019) 등을 들 수 있다. 이은경

(2000)에서는 대조 접속어미들이 보이는 양보적인 해석은 양보 접속어미들

이 나타내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조는 ‘-으나, -

9) 학자들마다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뒤집힘, 대립, 대조, 상반, 반의’ 등이 그것이

다. 김종록(2008)에서 ‘대립·대조’, 윤평현(1989), 서정섭(1991), 서희정·홍윤기(2010) 등 연

구에서 ‘대립’으로 칭하였고, 이기동(1977), 이은경(2000) 등 연구에서 ‘대조’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정의의 ‘대조’라는 용어가 더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

용하도록 하겠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대조’와 ‘대립’의 개념은 다음

과 같다. 

    대조10(對照) : [대ː-] 「명사」

   「1」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비준01(比準).

   「2」서로 달라서 대비가 됨.

    대립03(對立) : [대ː-] 「명사」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됨. 또는 그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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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이, 양보는 ‘-아도, -더라도, -ㄴ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신지연(2004)에서는 이전 양보와 대립의 분리적 입장의 오류를 찾아내

고 수정하여 범주화하는 기준을 다시 제시하였다10). 

  조영순(2010)의 경우에는 대조와 양보를 세 가지 방면으로 설명한다. 첫

째, 대조와 양보는 비교되는 대상이 동일한 영역(domain)에서 상호 배타적

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둘째, 대조는 양보와 달리 비교

되는 대상이 서로 다른 개체이며, 셋째, 양보는 대조와 달리 함축이 관여

한다. 카와노 유카(川野由佳, 2013)에서 양보와 대립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 

차이점11)을 정리하며 임삼미(2019)에서는 선·후행절의 입장에서 양보와 대

조의 의미 요소 차이점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12). 

10) 신지연(2004)에선 전에 양보와 대립의 분리적 입장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여 범주화

하는 기준을 아래와 같을 표로 제시하였다.

<표 1> 신지연(2004) 분리적 입장의 하위범주화 기준-수정

A. 윤평현(1989) B. 전혜영(1989) C. 이은경(2000)

대립

의미론적 대립

의미론적 대립

의미론적 대조

화용론적 대립; 판단의 대립
화용론적 대조; 인식상의 

대립

양보 기대의 어긋남 기대 부정 기대 부정

11) 카와노 유카(川野由佳, 2013)에서 양보와 대립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한다. 

<표 2> 양보와 대조 연결어미의 의미 범주 비교 - 카와노 유카(2013: 21) 

의 미 

범주

화자의 예

상 전제

상 례 적 

함축

사태의 사실성 경향 선행절과 후

행절의 관계

선행절 명제 

내용선행절 후행절

양보 + + 비사실적 → 비사실적 의존적
사실 명제, 비

사실 명제

대조 (+) - 사실적 → 사실적 독립적 사실 명제

12) 임삼미(2019)에서는 선·후행절의 입장에서 양보와 대조의 의미 요소 차이점을 살펴보고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하였다.

<표 3> 양보와 대조 – 임삼미(2019: 16) 

문법 

정보

선행절 

명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

선행절과 

후행절의 

초점

선행절과 후

행절의 교체 

가능성

후행절 내용 전제와 함축

양

보

비사실 명

제 유기적
후 행 절 

초점
불가능

선행절 내용을 통해 

기대되는 것과 어긋

나는 내용이 옴

모두 포함

사실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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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연대별로 살펴보면 70년대에 주로 통합적인 관

점을 취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분리적 입장은 대세이며 양보와 대조 나눠

서 별개로 분석하는 경향이 보인다. 본고에서도 본고의 연구목적과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여 분리적 입장에서 양보와 대립을 논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양보와 대조를 구별할 수 있

다. 첫째, 선행절의 내용이다. 양보문에서 선행절에 사실 명제와 비사실 명

제가 둘 다 올 수 있지만, 대조문에서는 사실 명제만 올 수 있다. 그리고 

양보문의 선행절이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대조문은 그렇지 않다. 

둘째, 후행절의 내용이다. 양보문의 경우에는 후행절에 선행절이 기대 부

정되거나 어긋남을 나타나며, 대조문의 경우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셋째,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이다. 양보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는 서로 의존적이고 유기적이면서 교체 불가능하

며, 대조문에서는 서로 독립적이면서 교체 가능하다. 넷째, 비교되는 대상

이다. 양보문과 대조문 다 동일한 영역(domain)에서 상호 배타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대조는 비교되는 대상이 서로 다른 개체이다. 다섯째, 문장 전

체의 의미 및 초점이다. 양보문에서는 전제와 함축을 포함하고 후행절에 

초점을 둔다. 대조문에서는 함축만 포함하거나 전제와 함축을 모두 포함하

지 않고, 선행절과 후행절에 동일하게 초점을 둔다. 

1.1.2. 양보와 조건

  다음으로 양보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보와 조건은 양보와 대조

와 마찬가지로 통합적 입장과 분리적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통합적 입장을 살펴보면 통합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논

의는 남기심·고영근(1993), 박승윤(2007), 박재연(2009) 등이 있다. 남기심·고

영근(1993)에서는 조건과 양보를 구분하지 않고 ‘조건이나 가정’의 범주로 

대

조
사실 명제

유기적 선행절과 

후 행 절 

동일 초

점

가능
선행절과 반대되

는 내용이 옴

함축만 포함

독립적 모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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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처리하였다. 박승윤(2007)은 한국어의 양보의 연결어미 ‘-어도, -

더라도, -ㄹ지라도’가 보조사 ‘도’와 관련되어 있고 세 가지 이유로 한국어

의 양보는 조건의 한 형태임을 주장하였으며13), 결과절(즉 q)의 사실성

(realis)에서 양보와 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양보의 경우는 결과

절 q는 사실성의 특성을 가지며 조건의 경우는 p뿐만 아니라 q도 비사실

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분리적 입장에서 양보와 조건을 보도록 하겠다. 영어의 경우에

는 쾨니히(König, 1985 & 1986)에서 양보문과 조건문을 구별하는 기준14)을 

설정하였고 양보문이 조건문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

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대 영어의 대표적인 양보접속사 peah ‘though, 

if’는 접속사 pau ‘if’와 h ‘and, also’의 결합형과 관련이 있다는 점, 둘째로 

현대 영어의 양보접속사 ‘even if’도 조건접속사 ‘if’에 부가적인 초점첨사

(additive focus particle) ‘even’이 결합되어 생겨났다는 점, 셋째로 교차언

어적(cross-linguistic) 입장에서 라틴어 ‘etsi, etiamsi’ 그리고 독일어 

‘obwohl, obschon’ 등이 양보의 의미로 쓰이는 조건의 첨사라는 점들 들고 

있다(황인태, 1995: 10, 재인용). 서정섭(1991: 26-31)에서는 양보문과 조건

문의 차이를 정보 내용,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서술하였

다. 양보문은 선행절의 조건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조건

문은 선행절의 정보를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후행절의 명제 내용에 변동이 

생긴다. 양보문은 후행절의 내용에 더 관심을 두며, 조건문은 화자는 선행

절이나 후행절의 명제 내용에 동일한 초점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홍종선 

외(2000: 103-129)에서는 양보는 선행절에 가정이 오면서, 선행절과 후행절

이 대립관계로 연결된 것으로 보았으며 조건은 선행절에 가정이 오면서, 

13) 이 세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및 많은 언어에서 양보가 조건과 동일하게 

표지(coding)된다. 둘째, 양보가 항상 조건을 함축(implicature)한다. 셋째, ‘면/다면/다고 하

면’과 ‘도/더라도’ 사이에 분포상의 유사성이 존재하고, 모두 인용이라는 공통적 의미 특성

을 지닌다. 

14) 쾨니히(König, 1985, 1986)에서 아래와 같은 구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1) 조건문: 전형적 형식: if p, then q. 함의(entailment): ―

   2) 양보적 조건: 전형적 형식: (a) Whether p or not p, q. (b) (∀x) (if px, q). (c) Even  

      if p, q. 함의: q. 함축: (∀x) (if px, then normlly ~ q)

   3) 양보문: 전형적 형식: although / even though p, q. 함의: p, q. 전제: if p, then      

      normally ~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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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절과 후행절이 인과관계로 연결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이처럼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통합적 입장과 분리적 입장이 모두 존재

하지만 선행절의 내용과 선·후행절의 관련성의 측면에서 양보와 조건을 구

분한다. 양보문은 선행절에 가정이 오고 선·후행절의 관련성이 그다지 많

지 않고 대조관계로 연결되고 후행절에 중점이 있다. 조건문은 선행절에 

가정이 오면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인과관계로 연결되며 선·후행절의 관

련성이 높다. 조건문은 선·후행절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양보’는 선행절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후

행절에서 기대를 어긋나는 내용을 이어 준다고 정의할 수 있다. 

     1.1.3.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확정적 개념 정립

  그간 양보와 관련된 연구에서 논의의 단위는 양보문과 양보관계 연결어

미인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관점 혹은 연구자의 목

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본 항에서는 양보문과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검토한 후에 양보 표현의 개념을 확정적

으로 재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양보문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① 양보문은 선행절과 후행절 사이에 의미상으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 상반되는 내용은 기대를 부정하는 관계이다. 양보문은 화맥

에 따라서 주어의 의지, 결심을 나타내는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p               q

   상반성(기대부정)                                   

서정섭(1991: 32)

② 양보문은 앞 절이 양보 또는 방임의 뜻을 나타내면서 뒤 절과 연결되

는 문장이다(서정수, 1996: 1261).

③ 양보문에서 선행절과 후행절 명제를 연결하는 논리관계는 유보된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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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다. 화자는 선행절에 따른 청자의 추론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이것

은 잠정적인 것이며 후행절에서는 그 추론관계를 부정으로 단언한다(이홍

란, 2016: 35).

  다음에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기존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김윤정(2002)에서는 양보 접속어미란, 선행절의 명제 내용을 토대로 후

행절의 내용을 기대하게 되는데 이때 기대하는 내용과는 다른 결과의 내

용을 덧붙이는 기능을 가진 접속어미를 말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② 윤평현(2005)은 선행절과, 선행절에 의해서 예상되는 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인 후행절을 이어주는 접속어미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라고 정의하였다.

③ 구재희·장채린(2014)은 ‘양보’ 표현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실, 

무관, 가정, 반전, 계기15) 등 몇 가지 의미 자질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술한 양보 접속어미나 양보 표현, 양보관계 연결어미

의 정의를 참고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양보관계 연결어미: 선행절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후행절에서 기대를 

어긋나는 내용을 이어주는 연결어미.

1.2. 양보관계 연결어미 항목 선정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양보관계 연결어미 선정함에 

있어서 말뭉치에 기반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

구』(연구 책임자 김중섭)를 참고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선정하고자 한

15) 구재희·장채린(2014)에서 사실, 무관, 가정, 반전, 계기 등 의미 자지를 아래와 같이 설

명하였다.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 진릿값이 참임.

무관: 후행절의 내용이 선행절의 내용에 상관없이 나타남.

가정: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함.

반전: 선행절 사태를 통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후행절에 이어짐.

계기: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에 잇따라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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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의 필요성은 실생활 활용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생활에서 활

용도 높은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와 

관련된 기준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이 연구는 기존에 개발된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을 

점검 및 보완하여 각 등급별 성취 수준으로 한국어 교육의 세부 내용 구

성과 유형별 변이형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1-4단계)’에서 세 가지 절차16)를 통해 문법·표현 목록을 보충하

여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문법·표현 목록을 구축하여 1-6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하였다. 특히 보완 연구에서는 ‘목록 정비, 전문가 평정, 객관적 지

표와 지침에 의한 등급 조정, 6등급 체계로의 등급 확정’ 등 네 가지 절차

를 거쳐 문법 등급을 세분화하였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

용 연구』에 제시된 양보 관계 연결 어미 및 양보 표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 따르면 연구의 세 가지 절차는 다음

과 같다. 

  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2단계)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문법 사전 2』의 문법 목록을 기초 목록으로 하고 한국어 교재와 그 외의 문법 사전

을 참고하여 목록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참고 목록을 마련하여 문법 항목을 선정하고 등급

화하였다.

  나.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1-4단계)(국립국어원)이다. 이는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4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단계)’의 

문법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초급과 중급의 어휘 목록을 확정한 후 교수 현장에서 활용할 

때 필요한 문법 정보를 기술하였다. 

  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국제 통

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2단계)’의 목록 중 ‘한국어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1단계-4

단계)’의 초급과 중급에서 선정되지 않고 남은 초급과 중급, 그리고 고급 단계의 문법 목록

을 보충한 후 1급에서 6급으로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여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의 타 영역과 동일한 등급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 ‘-는데도’는 표현으로 보고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이를 연결어미로 보지 않고 ‘-는데’와 ‘-도’가 결합된 구성으로 보고 있지만 『(한

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등 문법책들은 이를 ‘연결어미’로 보기도 한다. ‘-는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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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 제시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정리해 보면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기로서니, -은들, -을망정, -을라치면’ 등이 

있다. 

  다음으로 위에 선정된 항목들의 말뭉치에 출현 빈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양보관계 연결어미 항목들의 출현 빈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세종 

문어 말뭉치, 세종 구어 말뭉치를 구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의 단위로 굳어져서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본고에서는 연결어미로 

다루고자 한다. 

등급 분류 대표형 관련형

3급 연결어미 -어도 -아도, -여도, -라도2, -이라도

4급 연결어미 -더라도

5급

연결어미 -을지라도 -ㄹ지라도

표현 -에도 불구하고

표현 -는데도17) -ㄴ데도, -은데도

표현 -는데도 불구하고 -ㄴ데도 불구하고, -은데도 불구하고

6급

연결어미 -기로서니

연결어미 -은들 -ㄴ들2, -인들

연결어미 -을망정 -ㄹ망정<유의>, -ㄹ지언정, -을지언정

연결어미 -을라치면 -ㄹ라치면

표현 -는 한이 있어도 -는 한이 있더라도 

<표 Ⅱ-1>『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 제시된 양보관계 

연결어미 및 양보 표현

세종 문어 말뭉치 세종 구어 말뭉치

연결어미 절대 빈도 상대 빈도 절대 빈도 상대 빈도

- 어도 24,610 76.9% 574 79.2%

- 더라도 3,424 10.7% 103 14.3%

- (으)ㄴ/는데도 3,677 11.5% 44 6.1%

- (으)ㄹ지라도 67 0.2% 2 0.2%

- (으)ㄹ망정 162 0.5% 0 0%

- (으)ㄹ라치면 37 0.1% 0 0%

- 기로서니 33 0.1% 0 0%

- (으)ㄴ들 12 0% 0 0%

총계 32,022 100% 725 100%

<표 Ⅱ-2> 세종 말뭉치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출현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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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 활용도는 실제 생활에서 해당 문법을 얼마나 접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위와 같은 말뭉치 출현 빈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어 

말뭉치(805,606어절)가 문어 말뭉치(35,945,981어절)에 배해 약 44.6배 작기 

때문에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등

의 빈도가 문어에서 사용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출현하는 것을 

감안하여 모두 일반적인 양보관계 연결어미라고 볼 수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에서 나타난 실생활 활

용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

ㄹ지라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분석

  문법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연 언어의 규칙을 발견내

고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데에 일반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18). 자

연 언어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형태·통사론, 의미론과 함께 문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화용론이다. 이 세 가지 영역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의존적이다. 즉, 이 세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

가 변하면 나머지 영역도 함께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간의 관계에 대해 역동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셀스-무르시아와 라슨 프리만(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이 있다. 

셀스-무르시아·라슨 프리만(Celce-Murcia & Larsen-Freeman, 1999: 4)에서는 

‘문법의 3차원’을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 영역의 의존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문법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조오현(1991)에서는 형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조오현(1991: 520)에서는 “의미 기술의 정밀화라

18) 조오현(1991)에서도 본 항과 비슷한 관점을 볼 수 있다. 조오현(1991)에서는 문법이 관

심 있는 네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① 형태론적 구성에 관련된 규칙이나 현상을 발견하

고, 이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하는 일. ② 통어론적 구성에 관련된 규칙이나 현상을 발견하

고, 이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하는 일. ③ 음운 현상에 관련된 규칙을 발견하고, 언어학적으

로 설명하는 일. ④ 의미 특성을 분석·기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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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가 문법현상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올바른 형태 

분석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정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특성을 통사론적 관점으로 살펴본 후, 의미론적, 화용론적 특

성을 살피는 순서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1. 통사적 분석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분석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할 때 나타

나는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제

약을 살펴볼 때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제약’, ‘선행절의 서술어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서법 제약’, ‘통사적 부정소 제약’， ‘부사어 제약’, ‘명

제(시제) 제약’이라는 일곱 가지의 제약을 중심으로 고찰해 왔다. 왕수려

(2009), 권수정(2011), 이약진(2013), 쉬옌보(2014), 뤼창화(2017), 임삼미

(2019)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

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위와 같은 일곱 가지 제약을 살펴보았다. 기존

의 연구는 이러한 일곱 가지 제약에 대하여 충분히 고찰하였지만 그중 부

사어 및 관용표현 등을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

진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연구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으)ㄴ/는데도’의 제약을 

추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나타나는 예문은 모두 말뭉치 자료

와 중국 현지에서 출판된 각종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예문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2.1.1. 주어 제약

  선행 연구를 통해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모두 주어 일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아래의 예문을 통하여 

‘-(으)ㄴ/는데도’의 주어 일치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  남자 친구와 날마다 전화하는데도 만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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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가 계속 우는데도 엄마가 안아주지 않는다. 

  예문 (1)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으)ㄴ/는데도’는 인칭 및 선·후행절의 

주어 일치 여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양보관계 연결

어미인 ‘-(으)ㄴ/는데도’는 선·후행절의 주어 제약을 받지 않는다.

2.1.2. 서술어 제약

선행 연구를 통해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모두 서술어 제

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으)ㄴ/는데

도’의 서술어 제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어머니가 부르시는데도 대답을 안 한다. 

나. 냉장고가 큰데도 과일을 다 넣을 수가 없다.

다. 새벽인데도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 

(2)와 같은 예시를 보면 ‘가’에서 동사 ‘부르다’가 나타나며, ‘나’에서 형

용사 ‘크다’가 나타나고, ‘다’에서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양보관계 연결어미 ‘-(으)ㄴ/는데도’는 동사, 형용사, ‘-이다/아니다’와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3. 선어말어미 제약

선행 연구를 통해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모두 선어말어미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으)ㄹ지라도’의 ‘-ㄹ-’은 관형사형 

어미로 추측, 의지, 능력 등의 의미 특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상 어

미 ‘-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첩되어 자연스럽지 않다. 제약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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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아래의 예문을 통해 ‘-(으)ㄴ/는데도’의 선어말어미 제약을 살

펴보자.

(3) 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다. 

나. 3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다. 아이가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졸려 죽겠는데도 잠을 이기려고 한다. 

라. 담배를 끊어야겠는데도 끊지를 못하겠다. 

마. 이해는 못 하겠는데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가’, ‘나’와 같은 예문을 보면 양보관계 연결어미 ‘-(으)ㄴ/는데도’는 과거

의 뜻을 가진 선어말어미인 ‘-았/었/였-’과 같이 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는 반사실적인 상황을 나타내어 사실에 반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에서 ‘-겠-’은 ‘가정이나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라’에서 ‘-겠-’

은 ‘의지’의 의미를 띠고 ‘-(으)ㄴ/는데도’와 같이 쓰일 수 있다. ‘마’에서

는 ‘-겠-’은 ‘가능성이나 능력’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양보관계 연결어

미인 ‘-(으)ㄴ/는데도’는 선어말어미인 ‘-았/었/였-’과 ‘-겠-’ 같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보관계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제약

-아/어도

-았/었- 제약 없음

-겠- 
가능/의지 제약 없음

추측 제약 있음

-더라도

-았/었- 제약 없음

-겠- 
가능/의지 제약 없음

추측 제약 있음

-(으)ㄹ지라도
-았/었- 제약 없음

-겠- 제약 있음

<표 Ⅱ-3> 기존 연구가 고찰한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의 

선어말어미 제약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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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서법19) 제약

선행 연구를 통해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모두 서법 제약

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으)ㄴ/는데도’

의 서법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4) 가. 어머니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한다. (평서문)

나. 어머니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안 해?  (의문문) 

다. 어머니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하지 마라. (명령문)

라. 어머니가 부르는데도 대답을 하지 말자. (청유문)  

  예문 ‘가’, ‘나’, ‘다’, ‘라’와 같이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으)ㄴ/는데도’

가 가진 선행절은 후행절의 서법의 종류와 상관없이 쓰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평서문과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으)ㄴ/는데도’는 반문문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다. 

  서법 제약에서 ‘-아/어’와 ‘-더라도’는 ‘누구, 어디’ 등과 같은 의문사와 

자주 같이 쓰이고 후행절의 내용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 예문 (5)의 

‘가’의 경우는 ‘누가’를 써서 ‘이해할 수 있다’는 책이 쉬운 것을 강조하며 

‘나’의 경우에는 ‘어디’를 써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예

문 (6)도 마찬가지이다. 

(5) 가. 이 책은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다.

나. 그는 어디에 가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다.

(6) 가. 이 일은 누가 하더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나. 어디에 가더라도 열심히 경험해야 한다. 

19)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화자는 사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비현실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작을 현실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수반되기도 한

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특성을 심리적 태도(心理的 態度, psychological attitude)라

고 하는데 이것이 일정한 활용 형태에 의하여 표시될 때 이를 서법(敍法, mood)이라고 부른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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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부정소 제약 

선행 연구를 통해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모두 부정소 제

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예문을 통해 ‘-(으)ㄴ/는데

도’의 서법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7) 가. 그는 병원에 갔는데도 회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 음악을 못하는데도 평가를 할 수 있듯이 말이다.

다. 그들은 생각을 안 하는데도 되는 것까지 끌어다 생각한다.

라. 대학을 졸업하는데도 취직이 안 된다. 

마. 그는 군대를 가지 않는데도 된다고 했다.

바. 그는 아무리 운동하는데도 살 빠지지 않다. 

사. 그는 무슨 말하는데도 가지 마라. 

아. 아무리 아픈데도 울지 말자. 

위와 같은 예문을 통해 형태적 부정소인 ‘-못하다, -아니하다, 안’ 등은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으)ㄴ/는데도’가 쓰인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절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부정 용언인 ‘말다’는 후행절에만 올 수 있다. 

2.1.6. 부사어 제약 

선행 연구를 통해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자주 ‘아무리, 비

록’과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송현정(2007)에서는 

‘아무리, 비록’ 뿐만 아니라 ‘설령, 설사, 설혹’ 등의 부사도 ‘-아/어도, -더

라도, -(으)ㄹ지라도’와 같이 쓰인다고 하였다. 또한 말뭉치에서 ‘-(으)ㄴ/는

데도’가 ‘아무리’와 ‘비록’과 같이 쓰이는 예문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으)ㄴ/는데도’는 ‘아무리, 비록’ 등의 부사어와 자주 같이 쓰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말뭉치에서 나타난 예문을 

통하여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가 ‘아무리, 비록’ 이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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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사와 같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8) 가. 군대 가기 전에 아무리 좋아도 말짱 헛거네, 공부만 하는 거야   

그때는.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주제대화_외국어시험, 전자전사자료

나. 회상의 형식에서 가장 확실한 소설의 존립기반을 점검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운명과 형식, 전자파일

다. 설령 참고 문헌 목록을 구해도 그 많은 책을 그 비싼 돈을 주고 

다 살 수 있을는지 걱정이다.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교수신문, 전자 파일

(9) 가. 그것이 서로 아무리 닮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서 고향을 발

견하지 못할 거란 얘기죠.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강의_현대작가연구, 전자전사자료

나. 둘째로는 총장 후보들이 대학의 장래에 대하여 아무리 훌륭한 

포부를 가졌더라도, 투표권자인 교수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 

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조선일보 오피니언(2002), 전자파일어절

다. 그리고 비록 모두가 교통사고를 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람

들이 받은 상처의 정도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수필공원 94년 봄호, 전자파일

라. 설령 서너 사람을 거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다가설 수 

있다.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서른다섯, 행복한 도전자들

마. 설사 시적 요소들이 아무리 기발하고 강렬하더라도 지속적 기억

의 손바닥 속의 일이며, 따라서 중점은 등뼈에 있는 것이다.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운명과 형식, 전자파일

바. 설혹 우리에게 남달리 해박한 지식과 빛나는 두뇌가 주어져 그 

일이 가능하다손치더라도 그렇다.

(10) 가. 그것은 비록 성인의 체계나, 제이 언어 학습자의 체계가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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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적용되는, 그런 얘깁니다.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발표_대학원수업, 전자전사자료

나. 아무리 무능하고 수레나 끄는 천한 말일지라도, 뿔 달린 짐승과

는 스스로 격이 다른 짐승이다.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운명과 형식, 전자파일

다. 비록 나름대로 전개된 방식은 다를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보편 

역사를 지향하고 목적 역사를 전제하고 유일한 실체 역사를 욕망한다.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초월에서 포월로, 전자파일

라.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고려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 전자파일

마. 그러나 그 결론이 설사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조합운동의 일선

에서 물러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랍스터를 먹는 시간

바. 설혹 유행하는 이름이 바뀔지라도 이 현실에서 기인하는 문화

적 도전은 지속되게 마련이다.

출처: 세종 문어 말뭉치, 현대 문학을 보는 시각, 전자파일

  위와 같은 예문을 통하여 ‘-아/어도’가 구어에서는 ‘아무리’와 같이 쓰이

며 문어에서는 ‘아무리’와 ‘설령’과 같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더라도’와 같이 쓰인 부사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라도’의 경우에 구어에서는 ‘아무리’와 함께 쓰이며 문어

에서는 ‘아무리, 비록, 설령, 설혹, 설사’와 같이 쓰인다. ‘-(으)ㄹ지라도’는 

구어에서 ‘비록’과 같이 쓰이고 문어에서 ‘아무리, 비록, 설령, 설혹, 설사’

와 같이 쓰인다. 

2.1.7. 시제20) 제약

선행 연구를 통해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는 모두 시제 제약

20) 구본관(2015)에서는 시제(時制, 때매김, tense)는 화자가 발화시를 기준축으로 삼아 앞뒤

의 시간을 제한하는 문법 범주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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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시제의 제약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Ⅱ-7>21)와 같다. 

  다음으로는 예문을 통해 ‘-(으)ㄴ/는데도’의 시제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으)ㄴ/는데도’는 미래 시제와 비사실명제와 같이 쓰이면 부자연스

럽기 때문에 사실명제만을 살펴볼 것이다. (14)의 경우는 선행절이 과거 시

제이자 사실명제이며 각각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때는 

(14 다)와 같이 ‘-(으)ㄴ/는데도’의 선행절에 과거 시제가 오면 후행절에는 

미래 시제가 쓰이지 않는다. (15)의 경우는 선행절이 현재 시제이자 사실명

제이며 각각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때는 (15 다)와 같이

‘-(으)ㄴ/는데도’의 선행절에 현재 시제가 오면 후행절에는 미래 시제가 쓰

이지 않는다. 

21) 임삼미(2019)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고찰했기 때문에 본고는 임삼미(2019)를 참고하였다.

22) 여기에서의 ‘사실명제’는 ‘내일 비가 올 것이다.’와 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실현이 가

능한 명제를 가리키며 ‘비사실명제’는 ‘하늘이 무너진다.’와 같이 실현이 불가능한 명제를 가리

킨다.

양보관계 연결어미
제약 상황

선행절 시제 후행절 시제

-아/어도 

과거
사실명제 과거, 현재, 미래

비사실명제22) 미래

현재 현재, 미래

미래
가까운 시점 과거, 현재, 미래

먼 시점 미래

-더라도 

과거
사실명제 *과거, *현재, 미래

비사실명제 미래

현재 *현재, 미래

미래 미래

-(으)ㄹ지라도 

과거
사실명제 *과거, *현재, 미래

비사실명제 미래

현재 *현재, 미래

미래 미래

<표 Ⅱ-4> 기존 연구가 고찰한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의 시제 

제약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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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약을 먹었는데도 감기가 낫지 않았다. 

나. 약을 먹었는데도 감기가 낫지 않다.

다. * 약을 먹었는데도 감기가 낫지 않을 것이다. 

(12) 가. 내가 가는데도 그는 듣지 못했다.

나. 그 분은 일본 사람인데도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잘 한다.

다. *내가 가는데도 그는 듣지 못할 것이다.

2.1.8. 관용 표현23)

  사람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면서 다른 단어나 조사를 결합하

면 제3의 특별한 의미가 생겨난다. 아래는 본고에서 고찰한 양보관계 연결

어미의 관용 표현을 살펴본 것이다.

Ⓐ -만 –아/어도

  이 관용 표현은 ‘다른 상황을 이야기나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경우만을 

예로 들어도’의 뜻으로 사용되며 최소한의 조건을 가정하여 나타낸다. 아

래와 같은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의 경우는 그 사람에 대

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한 설렘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름만 들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나’의 경우

에는 돈을 많이 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 조건인 밥값도 

많이 들고 나머지 것들도 많이 든다는 것을 표현한다. 

(13) 가.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설렌다.

나. 밥값만 해도 한 달에 30만원 든다. 

23) 관용 표현은 연구자에 따라서 ‘관용 표현, 관용어, 관용구, 숙어, 익은 말’ 등 용어로 다

양하게 불러 왔다. 보통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구성하고 구성 요소의 합

이 아니라 제3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응용언어학 관점에서는 문법적 관용 표현

과 화용적 관용 표현으로 나눈다. 본고에서 응용언어학의 관점을 취하여 문법적 관용 표현

을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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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만 해도

이 관용 표현은 지금의 상황은 그 시간의 상황과의 차이가 크다고 표현

할 때 쓰인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보면 ‘가’의 경우에는 한국에 들

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의 음식의 변화를 표현하며 ‘나’의 경우는 아빠 때

와 지금 명동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14) 가. 난 한국에 들어오기 전만 해도 김치를 못 먹었는데 이제 불닭

도 잘 먹는다. 

나. 우리 아빠 때만 해도 명동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다. 

Ⓒ -아/어도 좋다/되다/괜찮다/상관없다

이 관용 표현은 ‘그럴지라도 괜찮다’는 뜻이 나오고 허락이나 허용을 나

타낸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가’에서는 허락을 청하는 것

이며 ‘나’에서는 여자가 키가 작을지라도 괜찮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15) 가. 여기 앉아도 돼요?

나. 여자는 좀 키가 작아도 괜찮다. 

Ⓓ -다고/라고 해도 

  이 관용 표현은 ‘어떠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말한다고 해도’의 뜻을 나

타내고 후행절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

보면 ‘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는 조건으로 하여 말한다고 해도 뒤의

‘죄를 지으면 처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나’도 마찬가지로 환

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16) 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 같은 종류의 나무라고 해도 생장 환경이 달라지면 잘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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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도 –아/어도

  이 관용 표현에서 동일한 동사나 형용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강조의 

뜻을 나타낸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가’에서는 사막이 크다

는 것을 강조하며 ‘나’에서는 밥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 

(17) 가.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사막이다.

나. 밥의 양이 하도 많아서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다. 

Ⓕ -네 –네 해도

  이 관용 표현은 앞 문장에는 비슷하거나 상대적인 상황과 의견들을 나

열하고, 뒤 문장에는 그러한 상황과 의견이 있다고 해도 화자의 생각은 그 

이전의 생각과 다름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

보면 ‘가’에서는 선행절에 서울의 불편한 점을 이야기 하는데 후행절에 ‘서

울은 살기 편한 도시’라는 생각은 그대로이다. ‘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8) 가. 교통이 복잡하네 사람이 많네 해도 서울은 역시 살기 편한 곳이다.

나. 밉네 곱네 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역시 자기 형제밖에 없다.

Ⓖ -ㄴ/는 한이 있더라도 

  후행절에 나타난 행위나 사건을 위하여 선행절에 오는 상황이 희생하거

나 포기해야 할 극단적인 상황임을 나타내며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명할 

때 많이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떤 일을 위하여 희생하

거나 무릅써야 할 극단적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정의는 ‘한’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이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가’의 경

우에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며 ‘나’의 경우에는 그 사람

에게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19) 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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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하더라도, -ㄴ/는다손 치더라도

  이 두 가지 관용 표현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행절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도 후행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또한 화자의 

뜻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가’의 경

우에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도 마

찬가지로 바쁘다고 해도 자기의 일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20) 가.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한다손 치더라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나.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바쁘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을 

미루면 안 된다. 

Ⓘ -(으)ㄴ/는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이 단어 자체는 ‘구애받지 않다’, ‘얽매이지 않다’, ‘아랑곳

하지 않다’, ‘거리끼지 않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으)ㄴ/는데도’라는 

문법도 ‘구애받지 않다’ 등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이 둘의 결합형이라 할 

수 있는 ‘-(으)ㄴ/는데도 불구하고’는 강조할 때에 사용된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가’를 보면 ‘-(으)ㄴ/는데도’만 쓰이고 있는 일반

적인 양보문이며 ‘나’는 ‘불구하고’를 붙여 강조하는 느낌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21) 가. 밥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다.

나.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다. 

Ⓙ -는데도(요)

  ‘-(으)ㄴ/는데도’는 문말에서 생략된 채로 종결어미처럼 사용될 수 있고 

표현된 상황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을 반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존대 형

태는 뒤에 ‘요’를 붙이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가’

의 경우는 폭우가 오는 근거를 제시하여 나가지 말자는 의미를 표현하였

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장님이 부르신다는 근거를 사용하여 상대

방의 ‘안 가’라는 말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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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 나가자고(요)? 폭우가 오는데도(요?)

나. 정말 안 가(요)? 사장님이 부르시는데도(요)?

2.2. 의미적 분석

  본 항에서는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문법 사전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

가 가진 공통적인 의미를 살펴본 후 각각의 개별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공통 의미

  본 항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공통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

저 『표준국어대사전』의 문법 사전에 제시된 각각의 의미부터 살펴보도

록 하겠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이외의 한국어교육 관련 문법 및 어미 사

전의 의미 또한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문법 및 어미 사전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첫째, 사전은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

도가 높은 사전이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룰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전이어야 한다. 셋째, 정확도 높은 사전이어

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하여 본고에서 분석한 사전 목록은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각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에 기

사전 저자 출판사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국립국어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백봉자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24)
임홍빈, 홍경호, 

장숙인 공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

사 사전
이희자·이종희 한국문화사, 2014

<표 Ⅱ-5> 사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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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는 아래의 표와 같다.

24)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부가 출판한 문법 사전과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된 

사전의 이름이 중복되어 연세대학교 출판부 사전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로 표

기하였다. 

사전 의미 제시 핵심 용어

(온라인) 표준국어대

사전

[어미]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

는 연결어미.
가정, 양보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문법

[어미] 앞선 행위나 상태와 관계없이 

꼭 뒤의 일이 있음을 나타낸다.

선·후행절이 무관

함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 문법 사전

[어미] 앞의 문장을 가정하거나 인정

하여도 뒤의 문장과 같은 상황이 존

재함을 나타낸다.

선·후행절이 무관

함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문법 2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냄. 선행

문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행문과는 

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가정, 양보, 선·후
행절이 무관함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연결어미] 

1. 가정하여 양보함을 나타냄.  

2. 단순히 가정을 나타냄.  

3. 가정이 아니라 사실을 나타냄.  

가정, 양보

<표 Ⅱ-6> ‘-아/어도’의 사전적 의미

사전 의미 제시 핵심 용어

(온라인) 표준

국어대사전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

시-’, ‘-었-’, ‘-겠-’ 뒤에 붙어)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어도’보다 그 뜻이 강

하다. 

가정, 양보, 

‘-어도 ’보다 

뜻이 강함

(외국인을 위

한) 한국어 문법

[어미]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인 상황 또는 뒤의 내

용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를 가정할 때 쓴다. 앞 

문장은 단순히 가정한 내용이 오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는 내용이 오기도 한다.

‘-더라도’ 대신 ‘-아도’를 사용해도 의미는 유사

하지만 ‘-더라도’가 그 뜻이 더 강하다.

부정문이거

나 극단적인 

상황, 가정, 

‘-어도 ’보다 

뜻이 강함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문법 사전

[어미] 선행절과 같이 가정을 하여도 후행절에서

는 그 이상의 일을 함을 나타내거나 변함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이다.

‘-더라도’는 ‘-아도’에 비해서 좀 더 가정적 후행

가정, 선·후
행절이 무관

함, 실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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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이며 실현 가능성이 적다. 능성 적음

(외국인을 위

한) 한국어 문

법 2

[어미] 선행문의 내용을 가정하여 인정하지만 결

과적으로는 후행문의 내용이 되어야 함을 의미

한다.

선·후행절이 

무관함

(한국어 학습 전

문가용) 어미·조
사 사전

[연결어미] ‘-아도’보다 가정의 뜻이 더 강한 표

현이다. 1.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뒷 절에 매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았-’ 뒤에 쓰

인다. 2. 단순 가정을 나타낸다. 3. [부정 대명사 

‘누구, 어디’ 등과 같이 쓰이어] 뒷 절의 내용이 

과연 그러함을 강조하여 나타낸다. 

가정, 선·후
행절이 무관

함, 강조

<표 Ⅱ-7> ‘-더라도’의 사전적 의미

사전 의미 제시 핵심 용어

(온라인) 표준국

어대사전

앞에 오는 말이 나타내는 상황에 상관없이 

뒤에 오는 말이 나타내는 상황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표현. 

※ ‘있다’, ‘없다’, ‘계시다’나 ‘있다’, ‘없다’로 끝

나는 형용사, 동사 또는 ‘-으시-’, ‘-었-’, 

‘-겠-’ 뒤에 붙여 쓴다.

선 ·후행절이 

무관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앞에 오는 말의 내용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사실이 뒤에 옴을 나

타내는 표현.

기대 반대, 후

행절에 사시 

이 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동사에 붙어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종속적으

로 연결한다. 현재와 과거시상은 쓰지만 미

래 추측을 나타내는 ‘-겠-’은 쓰지 않는다.

선행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있음에도 구애받

지 않고 후행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남을 

나타낸다. 

선 ·후행절이 

이어지고 무

관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앞에 오는 말이 나타내는 상황에 상관없이 

뒤에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이어짐을 나타내

는 표현.

선 ·후행절이 

무관함, 기대 

반대 

(한국어 학습 전문가

용) 어미∙조사 사전

[연결어미] 강조할 때는 ‘-ㄴ데도 불구하고’

를 쓴다. 1. 앞의 사실에 얽매이거나 거리까

지 않고 뒤의 사실이 전개됨을 나타낸다. 

‘앞 절에 상관없이’의 뜻. 2. [뒷말이 생략된 

채종결 어미처럼 쓰이어] 표현된 상황을 근

거로 상대방에게 반박함을 나타낸다. (존대: 

-는데도요)

선 ·후행절이 

무관함, 반박

함

<표 Ⅱ-8> ‘-(으)ㄴ/는데도’의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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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를 정리해 보면 사전에서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핵심 용어

는 ‘양보’, ‘가정’, ‘선·후행절이 무관함’, ‘기대에 어긋남’이다. 사전을 통해

서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선·후행

절이 무관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형태적으로 보자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

에서는 어미와 보조사인 ‘-는’, ‘도’ 등이 통합되어 다양한 복합형 문법 항

목이 만들어진다. 복합형 문법 항목의 의미는 문법요소의 형태나 의미와 

관련이 있으며 문법요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를 토대로 복합형 문법 

항목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서태룡, 1988; 백낙천, 2000; 서명숙, 2013). 

이에 따라서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재분석25)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25) 서태룡(1988: 11)에서 재분석을 “통합형을 그 구성요소로 분석하여 그 형태와 의미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랭에커(Langacker, 1977)에서 재분석을 두 가

사전 의미 제시 핵심 용어

(온라인) 표준국

어대사전

어떤 상황을 제시하거나 가정하면서 그것

과 반대의 상황 혹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

는 상황을 제시할 때 쓴다. 주로 뒤에 올 

내용을 강조한다.

가정, 선행절과 

반대되는 상황,

선·후행절이 무

관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가정적으로 인정한다

고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구속적 의미가 후행문에 나타난다.

가정, 선·후행절

이 무관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

전

미래의 일을 양보적으로 가정하는 연결어

미, ‘-(는)다고 해도'와 같은 뜻으로 대치

할 수 있다.

양보, 가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어떤 상황을 제시하거나 가정하면서 그것

과 반대의 상황 혹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

는 상황을 제시할 때 쓴다. 주로 뒤에 올 

내용을 강조한다. 

선행절과 반대되

는 결과, 선∙후행

절이 무관함, 강

조 

(한국어 학습 전

문가용) 어미∙조

사 사전

[연결어미] 양보를 나타내는 어미 ‘-어도’보

다 더 강조하여 말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1. 어떤 일을 가정하여 제시함을 나타낸다. 

앞의 것에 상관없이 뒤에 것이 그러하며, 

뒤의 내용을 더 강조하여 말한다. ‘비록 그

러하거나, 그러하더라도’의 뜻. 2. 앞 절의 

내용이 그렇다고 하여도 뒷 절은 그렇지 

않음을 (상반되게 이어 줌을) 나타낸다. 

가정, 선·후행절

이 무관함

<표 Ⅱ-9> ‘-(으)ㄹ지라도’의 사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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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공통 의미를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아/어도’를 살펴볼 것이다. ‘-아/어도’를 분리해서 재분석한 연구

는 비교적 많은데 이의 대표적인 연구는 최현배(1971), 김경훈(1985), 서태

룡(1988), 임홍빈(2018) 등이 있다. 최현배(1971)에서는 ‘-어도’를 ‘참일 매

는꼴’과 ‘참일 놓는꼴’로 나눈다. 매는꼴 ‘-아/어’에 ‘한 가지 도움토씨’인 

‘도’를 더하는 것이다. 김경훈(1985)에서는 ‘-아/어도’의 의미기능이 접속어

미 ‘-아/어’와 ‘도’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보고 ‘도’의 의미기능에 의해 주

도되는 것으로 가상하고 출발하여 ‘도’는 ‘첨가, 역동, 강세, 대조, 양보’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서태룡(1988, 119-124)에서는 ‘-어도’는 종결의 기

능을 갖는 정동사어미 ‘-어’에 후치사인 ‘도’를 더하는 것으로 본다. ‘도’는 

‘추가’하여 ‘선택’되는 뜻으로 해석된다. 임홍빈(2018)에서는 원리적으로 모

든 ‘-어도’는 어말어미 ‘-어’와 보조사 ‘도’의 결합이며 하나의 형태소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어도’의 ‘도’는 ‘이미 있는 것에 더하

여 그 앞의 것이 더 있음’이라는 ‘역동(亦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

였다. 

  다음에는 ‘-더라도, -(으)ㄹ지라도, -(으)ㄴ/는데도’를 분리하여 살펴본 연

구를 보면 서정섭(1991: 34)에서는 ‘-더라도’를 ‘-더’와 ‘-라’, ‘도’로 분석하

여 ‘-더-’는 ‘과거지각’의 의미가 갖고 있다고 하였으며 서태룡(1988: 

206-208)에서는 ‘-더라도’를 ‘[-더-] + [-을(동명사 어미) + -아(어말어미) + 

-아도(접속어미)’로 분석하였다. 이필영(2003)에서는 ‘-더라도’를 비환원적 

융합형으로 보며 ‘-더라#하여도 > -더라 -∅아도 > -더라도’의 변화 과정

을 거친다고 하였다. 임홍빈(2018)에서는 ‘-더라도’는 ‘-더라’ 뒤에 ‘-아도’

가 와서 융합된다는 가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다

섯 가지 형성 가설을 제시하였다.

임홍빈(2018)에서 ‘-더라도’의 형성 가설 

가. ‘-더라도’= -더+ -라(종결 어미)#하(대동사)― + -여(어말 어미) + 도(보조사)

지로 나누었으며 형태소 경계의 변화는 재분석으로 칭하고 의미 단위의 변화는 재형성으

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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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의 (가)에서 ‘하+여’의 축약 ―> -더- + -라(종결 어미) # 해 (축약형) + 

도(보조사)

다. 위의 (나)의 ‘해’에서 ‘ㅎ’탈락 ―> -더- + -라(종결 어미) # 애(축약형) + 

도(보조사)

라. 위의 (다)에서 ‘-라’의 ‘-아’와 ‘애’의 축약 ―> -더- + -라(축약형) + 도(보조사)

마. 위의 (라)의 ‘래’에서 ‘애’의 ‘아’화 ―> -더- + -라(‘래’의 변화형) + 도(보조사)

  ‘-(으)ㄴ/는데도’의 경우에는 ‘설명’의 뜻을 가지고 있는 ‘-(으)ㄴ/는데’와 

보조사인 ‘도’를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대조 및 양보의 의미가 더 강해진

다(서정수, 1994; 이윤지, 2006). 김정민(1992)에서는 ‘-아/어도’, ‘-이라도’, 

‘-더라도’, ‘-ㄹ지라도’에서의 ‘도’를 분석하고, 이 ‘도’와 보조사 ‘도’가 부사

어화라는 통사적 기능과 기본의미인 ‘역동’ 및 파생의미인 ‘양보와 대립’, 

‘감탄과 강조’의 화용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보조사 

‘도’를 재정립했다. 홍사만(2002)에서는 ‘도’가 ‘범위’, ‘부정’, ‘강의’ 등 세 

가지 현저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류 제시’, ‘극단 제시’, ‘극

단 부정 표시’, ‘양보 허용 표시’, ‘강조적 첨의’ 등 다섯 가지 의미로 확장

된다고 하였다. 김민순(2015)에서는 홍사만(2002)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도’

는 ‘범위, 부정, 강의’ 세 가지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범위’로 인하여 

‘동류 제시 ―> 첨가 제시 ―> 극단 제시 ―> 양보 허용’의 과정을 거치고 

‘전체 긍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부정’으로 인하여 ‘최소

양사 ―> 전체 부정’으로 확정되며 ‘강의’로 인해 ‘범위’와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다고 하였다. 서정섭(1991: 34)에서는 ‘-ㄹ지라도’를 ‘-ㄹ지라도’와 ‘-

도’로 분석하여 ‘-ㄹ지라’는 다시 관형사형 어미인 ‘-ㄹ’과 ‘지라’로 분석한

다. 그리고 ‘도’는 ‘극단 예시의 양보’라고 보고 ‘도’가 일반적으로 ‘역동, 

역시’의 의미를 잦고 있으며 극성 사항을 전제하고 있은 경우에는 ‘극단 

예시의 양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정민(1992: 30)에서는 ‘-(으)ㄹ지라도’

는 ‘-ㄹ 지(관형형 어미 + 의존명사) + 이 + 라 + 도’라고 본다. 

  분리해서 분석하는 선행 연구를 통해 형태론적으로 보면 ‘-아/어도, -더

라도, -(으)ㄹ지라도, -(으)ㄴ/는데도’는 공통적으로 ‘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리하여 분석하는 관점

을 받아들이며 네 가지 양보관계 연결어미 가운데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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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의 공통적인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공통 의미

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예시와 같다.  

가. 철수가 감기 걸려도 학교에 결석하지 않았다. 

나. 비가 오더라도 등산을 꼭 갈 것이다. 

다. 눈이 많이 오는데도 거리에 사람이 많다. 

라. 경기에 질지라도 정당하게 싸워야 한다. 

  위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 네 가지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공통적으로 ‘양

보’의 뜻뿐만 아니라 ‘첨가’,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에서는 ‘철수가 학교에 결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

해 앞에서 ‘감기 걸려도’를 사용하였다.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철수가 결

석하지 않은데다가 감기 걸려도 결석하지 않은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후행절의 ‘등산을 꼭 갈 것이다’는 결심이나 강한 의지를 강조하며 날씨가 

좋으면 등산을 가고, 이 상황 외에 비가 오는 상황을 추가하였다. ‘다’에서

는 원래 ‘거리에 사람이 많’은데 ‘눈이 많이 온다’는 상황을 추가하여 ‘거

리에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라’에서는 ‘경기에서 정당하게 싸

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선행절에서 ‘경기에 진다’는 상황을 추가

하였다. 이 ‘첨가’의 의미는 ‘도’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도’는 원래 ‘첨가’,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점은 많은 선행 연

구에서 밝히고 있다. 허웅(1972: 49)에서는 ‘한 가지, 강조, 느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민주(1981: 161)에서 ‘포함(包含), 역시(亦

是)’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김일병(1982: 133)에서는 ‘도’가 

‘강조, 감탄, 병열, 양보’의 문맥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서정섭

(1991: 129)에서는 ‘도’를 극단 예시의 양보라고 칭하였다. 김현석(2006: 39)

에서는 종속적 연결어미 아래에서는 ‘도’가 ‘포함’ 및 ‘극단’의 뜻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 나아가 함병호(2013: 129)에서는 ‘도’는 통합형 연결어미에서 

의미핵(semantic core)의 기능을 한다고 하며 첨가 초점사(additive focus)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통합형 연결어미에서 ‘도’의 ‘양보’ 의미는 기

본 의미인 ‘추가’에서 발생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안 집합 상정 ―> 

선택 ―> 추가’의 과정에서 주로 ‘극단(extremity)’의 항목을 ‘추가’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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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의 의미가 발생된다고 하였다. 이순욱(2017: 30-48)에서도 ‘도’를 ‘첨

가 초점사’로 칭하며 첨가 초점사의 양보의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양보는 

첨가 초점사에 의하여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양보관

계 연결어미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보’, ‘첨가’, ‘강조’의 의미는 ‘도’

에 기대어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2.2.2. 변별의미

  본 연구에서는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네 

가지 양보관계 연결어미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양보’라

는 용어 대신 ‘사실성’, ‘연결성26)’, ‘반전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양보관계 연결어미 가운데 ‘-

아/어도’의 선행절의 명제에 따라 사실 명제와 비사실 명제로 나누어 그들

의 변별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본고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들의 의미를 설

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자질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사실성: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선행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는 성질

2) 연결성: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에 잇따라 일어나는 성질

3) 반전성: 선행절 사태를 통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후행절에 이어지는 성질 

2.2.2.1. 사실성

  사실성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선행절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순욱(2017)에서 양보문의 사실성을 고찰했을 때에도 양보를 ‘사

실적 양보(factual concessive)’와 ‘조건적 양보(conditional concessive)’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장요한(2009: 496)에서는 양보문은 사실성(factuality), 비사

26) 구재희·장채린(2014)에서 ‘-아/어도, -더라도, -고도, -(으)ㄴ는데도’의 의미를 변별할 

때 ‘양보’라는 용어 대신 ‘반전, 무관, 사실, 가정, 계기’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도 각 연결어미 간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밝히기 위해 구재희 장채린(2014)의 논점을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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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non-factuality), 반사실성(counter-factuality)으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27). ‘-아/어도’의 경우에는 선행절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때, 즉 사실성이 있는 경우에 쓰인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서태룡, 1988; 윤평현, 1989, 2005; 최재희, 1989). 박경남(2012: 21-22)에서

는 ‘-아도/어도’가 이끄는 접속문은 사실적, 비사실적, 반사실적 표현이 모

두 가능하며 ‘-더라도’가 이끄는 접속문은 비사실적 사건과 반사실적 사건

으로 표현이 가능하지만 사실적 사건은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은경

(1990: 77)에서는 ‘-더라도’를 비사실성의 예시로 드는데 박재연(2009: 135)

에서는 이은경(1990)과는 달리 ‘-더라도’가 사실 사태에서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공혜남(2012: 55)에서는 ‘-아/어도’는 

화자가 선행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고, ‘-더라도’는 

일어날 가능이 거의 없거나 희박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고, ‘-(으)ㄹ지라

도’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강조하고 싶을 때 선행절에 올 수 있는 조

건 중 가장 강한 조건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선행절의 사실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 비가 와도 바람은 불지 않는다.  [+사실성]

⒝. 이 바지가 아무리 비싸도 꼭 살 거야.  [±사실성] 

⒞. 나는 죽어도 그 일을 말하지 않겠다. [-사실성]

⒟. 그는 병원에 갔어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성] 

⒠. 하늘이 무너져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사실성] 

나. ⒜. 자매들이라 하더라도 커지면 다 흩어져서 살게 된다. [+사실성] 

⒝.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지 마. [±사실성] 

⒞. 이별했더라도 사랑했던 순간들은 보배로우니 시간이 지나면 추

억이 될 것이다. [-사실성]

⒟.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는 고칠 수 없다. [-사실성] 

다. ⒜. 추운 겨울인데도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사실성] 

27) 장요한(2009:496)에서는 “비사실적 해석(비사실성)은 사건에 대해 참과 거짓이 부여되지 

않은 의미 특성을 말하고 반사실적 해석(반사실성)은 사건에 대해 거짓이 부여된 의미적 

특성”을 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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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연습하는데도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사실성] 

라. ⒜. 승규는 체격은 작을지라도 꿈이 큰 소년이었다. [+사실성] 

⒝. 먼저처럼 이름 없이 살아갈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 [-사실성] 

⒞. 굶어 죽을지라도 남들에게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없다. [-사실성] 

  위와 같은 예문은 (a)부터는 사실성이 점점 떨어지는 예문이다. ‘가’의 

(a)의 경우는 ‘비가 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후행절과 대립이 된

다. (b)의 경우에는 바지가 비쌀 수도 있고 안 비쌀 수도 있다. 즉, 아직 

모르는 일이다. ⒞의 경우는 ‘나는 죽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며 자기의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나중에 죽을 수 있다. (d)의 

경우는 ‘병원에 갔다’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때에는 사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의 경우는 극단의 사실을 가

정하는 것이다. 즉 ‘-아/어도’는 사실성의 범위가 비교적 넓고 사실부터 극

한 불가능한 일까지 모두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더라도, -(으)

ㄴ/는데도, -(으)ㄹ지라도’를 살펴볼 것이다. 

  ‘나’의 ⒜의 경우는 ‘자매들이 있다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의 경우에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도 있다. ⒞의 경우는 과거의 사건인 ‘이별’에 대한 가정이다. ⒟의 경우는 

‘고장이 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다’의 ⒜와 ⒝의 경우는 ‘추운 겨

울’과 ‘매일 연습한다’는 것과 같이 현실의 사건이나 상황을 말하는 것이

다. ‘라’의 ⒜의 경우는 ‘승규의 체격이 작다’는 사실을 말하며 ⒝의 경우

는 ‘먼지처럼 이름 없이 산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의 경우는 ‘굶어 

죽는다’는 극한 가정을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째, ‘-아/어도’의 ‘사실성’ 범위가 제일 크고 일반적인 사건, 과거의 사건, 

극한적인 사건에서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더라도’는 ‘-아/어도’와의 

통사적 및 의미적 특성에서 상당한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둘 다 ‘일반적인 

사건, 과거의 사건’에서 쓰일 수 있다. ‘-더라도’는 ‘-아/어도’와 바꿔 쓸 

수 있으며, ‘-더라도’가 ‘-아/어도’에 비해 가정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진

다. 선행절 명제 실현 가능성은 ‘-더라도’에 비해 ‘-아/어도’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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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연결성

  연결성은 후행절의 사태가 선행절에 잇따라 일어나는 성질을 말한다. 양

보관계 연결어미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나다. 먼저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연결성의 자질을 살펴

볼 것이다. 

가. ⒜. 내 배가 고픈 걸 보아도 열두 시가 된 것 같은데요. [+연결성]

⒝. 일주일이 지나도 택배는 오지 않았다. [+연결성]

⒞. 그는 병원에 갔어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연결성]

⒟. 우리 반 일등인 학생이 풀어도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연결성]

⒠.  하늘이 무너져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연결성]

나. ⒜.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연결성]

⒝.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은혜 잊지 않겠다. [-연결성]

다. ⒜. 너 정말 안 갈 거야? 선생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연결성]

⒝. 그들은 결혼한 지 5년에 가까워졌는데도 아기가 없었다. [+연결성]

⒞. 자고 싶지 않은데도 또 잠이든 모양이다. [+연결성]

라. ⒜. 이름 없이 살아갈지라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 [-연결성]

⒝. 굶어 죽을지라도 부정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결성]

  위의 예문은 (a)부터 연결성이 점점 떨어지는 예문이다. ‘가’의 (a)의 경

우는 ‘배가 고프다’를 근거로 하여 후행절이 나온다. (b)의 경우에는 일주

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후행절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c)의 

경우는 ‘그는 병원에 갔다’는 과거에 대해 가정하는 것이며 후행절의 사실

을 말한다. (d)와 (e)의 선행절은 모두 가정하는 것이며 (e)의 선행절은 극

단적인 일을 가정하는 것이라서 (d)보다 후행절과의 연결성이 더 떨어진

다. 위와 같은 예문을 보면 ‘-아/어도’의 선·후행절의 연결성의 범위가 비

교적 넓고 연결성이 있는 것부터 연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까지 두루 쓰

일 수 있다. 다음에는 ‘나, 다, 라’의 예문을 통해 ‘-더라도, -(으)ㄴ/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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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지라도’를 살펴보겠다. 

  ‘나’의 (a)와 (b)의 경우는 ‘-더라도’가 연결성이 없는 문장에서 쓰이면 

어색하다. ‘다’의 (a)와 (b), (c)의 경우는 모두 연결성이 있는 문장에서 쓰

인다. 이선영(2011)에서도 ‘-(으)ㄴ/는데도’는 선행절의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후행절에서 이루어질 때 쓰이며 선행절과 후

행절의 내용이 연결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라’의 ⒜와 ⒝의

의 경우를 보면 ‘먼지처럼 이름 없이 살다’와 ‘굶어 죽다’는 것은 비교적 극

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고 후행절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아/어도’의 ‘연결성’ 범위가 제일 크고 일반적인 사건, 과거의 사건, 극한

적인 사건에서 모두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더라도’는 보통 연결성이 없는 

문장에서 쓰이며 사용 범위는 ‘-아/어도’보다 좁다. ‘-(으)ㄴ/는데도’는 보통 

연결성이 있는 문장에서 사용되며 연결성 정도는 ‘-아/어도’보다 높으며 

‘-(으)ㄹ지라도’는 보통 ‘연결성’이 비교적 약한 문장에서 쓰인다. 

2.2.2.3. 반전성

  반전성은 선행절 사태를 통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

과가 후행절에 이어지는 성질이다. 먼저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먼저 ‘-

아/어도’의 반전성의 자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 비가 와도 바람은 불지 않는다. [+일반적 반전성]

⒝. 나는 죽어도 그 일을 말하지 않겠다. [+극한 반전성]

⒞. 하늘이 무너져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극한 반전성]

나. ⒜. 자매들이라 하더라도 커지면 다 흩어져서 살게 된다. [+일반적 반전성]

⒝. 고장이 나더라도 우리는 고칠 수 없다. [+일반적 반전성]

다. ⒜. 추운 겨울인데도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반적 반전성]

⒝. 매일 연습하는데도 실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일반적 반전성]

라. ⒜. 승규는 체격은 작을지라도 꿈이 큰 소년이었다. [+일반적 반전성]

⒝. 먼저처럼 이름 없이 살아갈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 [+극한 반전성]



- 46 -

⒞. 굶어 죽을지라도 남들에게 부정한 돈을 받을 수 없다. [+극한 반전성]

  위의 예문은 (a)부터 반전성이 점점 강해진다. 이때 반전성은 선행절의 

명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선행절의 명제 내용은 일반적인 가정이나 사실

이라면 후행절에 나타나는 결과의 반전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반

면 선행절에 극한 가정이 나오면 후행절의 결과의 반전성이 클 것이다. 

‘가’의 경우는 ‘-아/어도’를 사용하여 반전성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예문을 

보면 일반적인 반전부터 극한 반전까지 다 쓰일 수 있다. ‘나’의 경우는 ‘-

더라도’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반전성을 나타낸다. ‘다’의 경우는 ‘-(으)ㄴ/는

데도’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반전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으)ㄴ/는데도’는 

보통 현실성을 가진 문장에서 쓰여서 반전성은 ‘-더라도’보다 낮다. ‘라’는 

‘-(으)ㄹ지라도’를 사용하여 반전성을 나타내며 예문을 보면 극한 반전성을 

가지고 있는 문장에서 쓰인다. 이는 ‘-(으)ㄹ지라도’가 극한 가정의 명제와 

같이 쓰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의 의미

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실성 <--------------------------------------> -사실성

+연결성 <--------------------------------------> -연결성

+반전성(일반적) <--------------------------------------> +반전성(극한)

-(으)ㄴ/는데도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표 Ⅱ-10>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자질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각자의 특별한 특성을 가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

의 특성에 따라 이름을 부여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를 살펴보자.

  서정섭(1991)에서는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가 ‘양보’의 의미 

가운데에서 가장 평범하게 두루 쓰이고 화자의 양태가 적극적으로 개입되

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출발하여 이들을 ‘중립적 양보’로 칭하고 ‘-(으)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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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도’는 ‘관용적 양보표현’ 부분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조건

적 양보와 사실적 양보로 나누어서 보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기동

(1977), 임지룡(1982), 윤평현(1989), 이은경(1990, 1996), 임동훈(2009), 백낙

천(2011), 박진호(2012) 등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아/어도’와 ‘-더라도’를 

조건적 양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기동(1977), 윤평현(1989), 백낙천

(2011), 박진호(2012)에서는 공통적으로 ‘-(으)ㄹ지라도’를 조건적 양보를 나

타낸다고 하였다. 최현배(1971: 303)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방임형(放

任形)또는 불구형(不拘形)이라 하며 ‘-더라도’, ‘-(으)ㄹ지라도’를 ‘가정방임

형’, ‘-어도’를 ‘사실방임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순욱(2017)에서는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등의 연결어미를 첨가 초점사 양

보 표지로 보고 검토하였다. 

  앞서 분석한 것을 통해 ‘-아/어도’는 선행절의 명제를 가리지 않고 두루 

쓰일 수 있으며 [±사실성], [±연결성], [+반전성] 등의 자질을 가지고 있

고 포용성이 강한 양보로 볼 수 있으므로 ‘포용적 양보’라고 부르고자 한

다. 그리고 ‘-더라도’와 ‘-(으)ㄹ지라도’는 ‘-아/어도’보다 선행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으)ㄹ지라도’는 후행절을 강조

하기 위해 선행절에 보통 강한 조건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더라도’는 ‘일

반 조건적 양보’라고 칭하고 ‘-(으)ㄹ지라도’는 ‘강한 조건적 양보’라고 칭

하고자 한다. ‘-(으)ㄴ/는데도’의 경우에는 선행절에 항상 사실적인 일이 나

오고 ‘불구하고’와 연결해서 관용적 양보표현을 형성한다. 그러므로 ‘-(으)

ㄴ/는데도’는 ‘불구 사실적 양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

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양보관계 

연결어미 

의미 

자질
의미 

포 용 적 

양보

-아/어도 

[ ± 사 실

성], [±

연결성], 

[ + 반 전

성] 

⦁ 선행절의 사태나 동작에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예상

과는 다른 사태가 후행절에 있음을 나타냄 

⦁현실 명제와 비현실 명제에서 모두 쓰일 수 있음 

⦁‘-더라도’는 ‘-아/어도’와 바꿔 쓸 수 있으며, ‘-더라

도’가 ‘-아/어도’에 비해 가정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짐.

⦁선행절 명제 실현 가능성이 ‘-더라도’와 ‘-(으)ㄹ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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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용적 분석

  지금까지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통사적, 의미적인 분석을 시도하

였다. 본 절에서는 담화 분석을 통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들이 화용론적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화용은 언어를 사용하여 

발화 상황에서 어떤 문법이나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리치(Leech, 1983)에서는 화용론의 영역을 ‘화자와 청자, 화자의 의도와 청

자의 해석, 맥락, 언어 사용에 의해 수행된 행위’ 등 네 가지로 나누었다. 

임지룡(2011: 329)에서는 리치의 제안을 받아들여 화용론의 영역을 발화 

맥락과 발화 행위로 해석하였다. 발화 맥락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발화 

장면, 발화 흐름 등을 말하는 것이며, 발화 행위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서 발화에 수반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어떤 발화 상황에서 어떤 발화 의도를 가지고 

도’에 비해 높고 ‘-(으)ㄴ/는데도’보다 낮음

일반 조

건적 양

보

-더라도

[ - 사 실

성], [-연

결성], [+

반전성]

⦁선행절의 사태나 동작에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예상과

는 다른 사태가 후행절에 있음을 나타냄 

⦁‘-더라도’는 ‘-아/어도’와 바꿔 쓸 수 있으며 ‘-더라도’

는 ‘-아/어도’ 에 비해 가정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짐

⦁선행절 명사의 실현 가능성이 ‘-아/어도’와 ‘-(으)ㄴ/는

데도’보다 낮음.

불구 사

실적 양

보

-(으)ㄴ/

는데도

[ + 사 실

성], [+연

결성], [+

반전성]

⦁선행절의 사태나 동작에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예상과

는 다른 사태가 후행절에 있음을 나타냄 

⦁선행절 명제의 실현성이 높으며, 선행절에 사실 상황

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성이 ‘-아/어도’보다 높음. 

⦁‘-(으)ㄴ/는데도’는 ‘-아/어도’에 비해 의외성을 강조할 

때 선택되는 듯함

강한 조

건적 양

보

- ( 으 ) ㄹ

지라도

[ - 사 실

성], [-연

결성], [+

반전성]  

⦁ 선행절의 사태나 동작에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예상과

는 다른 사태가 후행절에 있음을 나타냄 

⦁선행절 명제의 현실성이 매우 낮고 극단적인 상황에

서 자주 쓰임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보다 강조하는 

느낌이 강함

<표 Ⅱ-11>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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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는지가 실제 교수 학습 내용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본 절에서는 화용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임지룡(2011)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발화 장면 및 발화 의도 등 두 가

지 측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3.1. 구어 담화 분석의 틀

  본고에서는 담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측면에

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화용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주로 구어체에서 사용되므로 한국인의 구어 

담화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여 한국어 구어 

말뭉치를 분석하기로 한다. 

  앞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발화 장면 및 발화 의도에 따른 다양한 의사

소통 기능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기도 하였다. ‘발화 장면’은 박민신

(2018)에 따라 ‘격식적 구어’, ‘비격식적 구어’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장면의 공식성 여부를 고찰하는 것이다. 브라운(Brown, 2001: 292)에

서는 언어를 사용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을 의사소통 기능이라

고 하였다. 예를 들어, 서술하기, 요구하기, 응답하기, 인사하기 등이 있다. 

본고에서 ‘발화 의도’ 부분에서는 화행이론을 사용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

가 어떤 화행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담화 분석에는 화용론, 화

행론, 대화분석이라는 세 가지 분석 방법이 있는데, 화행이론으로 담화 분

석을 하는 이유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한 양보문의 경우 화행이론으

로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오스틴(Austin, 

1962)에서는 일상 언어에서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발화를 수행문

(performative sentences)이라고 칭하여 ‘말하기가 행위’라는 이론을 내린 

바 있다. 이환묵(1981), 윤평현(2005), 김현지(2006) 등의 연구에서도 양보문

이 수행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특히 윤평현(2005)에서는 양보문을 수행

적 발화(performative utterance)이라고 칭하였다. 따라서 양보관계 연결어

미가 사용된 양보문은 화행이론에서 고려한 수행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보문을 수행문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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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연결어미가 사용된 양보문 담화 자료들을 화행 이론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화행 유형을 정립하고, 다음으로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하여 세종 구어 말뭉치를 통해 발화 상황을 분석해서 화용적 특

성을 밝히고자 한다. 

  화행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학자마자 다른 의견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행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

나는 수행동사의 기능에 의하여 분류하고 다른 하나는 문법형태의 기능에 

의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수행동사의 기능에 의해 화행 유형을 정리한 대

표적인 학자는 오스틴(Austin), 썰(Searle), 바크-하나쉬(Bach-Harnish), 리치

(Leech), 박용익 등28)이 있다. 먼저 각 학자들의 분류 유형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오스틴은 ‘1인칭단수 현재직설법 능동태’의 문형을 써서 발화수

반동사를 검출하여 발화수반동사를 판정행위(判定行爲, verdictives), 행사

행위(行使行爲, exercitives), 언약행위(言約行爲, commissives), 행태행위(行

態行爲, behabitives), 평서행위(平敍行爲, expositives)의 다섯 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29). 썰(Searle)은 오스틴의 발화수반동사에 따라 분류되는 방식

과 달리 발화수반행위는 행위로서 분류되어야 하므로 동사와 행위의 혼동, 

범주 간의 심한 중복, 범주 내의 이질성, 분류 기준의 결여 등을 열거하여 

28) 이 밖에도 프레이저(Fraser), 카츠(Katz), 벤들러(Vendler), 머콜리(McCawley) 등 대표적

인 학자가 있다. 장석진(張奭鎭, 1989)에서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프레이저(Fraser, 1974)는 발화수반행위를 분류함에 있어서 일상 이행동사(vernacular 

performative verbs)와 의례적 이행동사(ceremonial performative verbs)로 대별하고 일상 

이행동사를 발화문의 명제를 청자가 이행하게 되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8종 유형인 단언

행위(斷言行爲, Acts of Asserting), 평가행위(評價行爲, Acts of Evaluating), 화자태도반응행

위(話者態度反映行爲, Acts of Reflectig Speaker-Attitude), 명세행위(明细行爲, Acts of 

Stipulating), 요청행위(要請行爲, Acts of Request), 제안행위(提案行爲, Acts of Suggesting), 

권위행사행위(權威行使行爲, Acts of Exercising Authority), 언약행위(言約行爲, Acts of 

Committing)로 분류하였다. 의례적인 이행동사는 법률, 종교, 사업, 행정, 운동 등 제도적인 

행사와 관련되어 관습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스트로슨(Strawson, 1964)이 지적하고 있듯이 

제한된 관습화된 화행이다. 

  카츠(Katz, 1977)는 화행현상을 의미론(semantics)에서 처리하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평

서문의 명제에 대한 진리조건 외에 명령문에는 요청적 명제에 대한 응낙조건(compliance 

condition)을 제시하는 등 명제구조와 발화수반력에 대한 그의 이론을 전개했다. 오스틴과 

설의 발화수반동사 분류를 비판하면서 그의 이행문 유형을 분류하였다. 

  벨들러는 오스틴의 행사행위를 행사행위와 시행행위(施行行爲, operatives)로 나누었고 머

콜리는 다시 행사행위를 명령행위(imperatives)와 충고행위(advisories)로 세분하였다. 

29) 張奭鎭(1989),『오스틴』, 서울대학교 출판부. p. 178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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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의 분류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12가지30)의 분류 기

준을 제시하고 5개의 보편적 화행 유형인 확언화행, 지시화행, 언약화행, 

정표화행, 선언화행으로 분류하였다. 바크-하나쉬(Bach-Harnish, 1979)에서 

오스틴의 발화수반행위(發話隨伴意圖, 의도된 발화수반효과)의 분류는 명

시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발화수반행위의 

유형을 발화수반의도에 따라 분류한다는 원칙 아래 크게 6종의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그중 둘은 스토로슨(Strawson, 1964) 이래 지적되어 온 관습적 

발화수반행위(conventional illocutionary acts)에 속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통

보적 발화수반행위(communicative illocutionary acts)로 4종을 설정하여 그 

아래 여러 하위 종류를 두었다. 그의 분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0) 박용익(2001: 104)에서는 썰(Searle, 1975)이 제시한 5개의 보편적 화행 유형인 확언화

행, 지시화행, 언약화행, 정표화행, 선언화행을 받아들여서 아래와 같은 썰의 12개의 분류 

기준을 소개한다. 

1. 의사소통적 목적의 차이: 이 기준은 썰이 제시한 화행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본질

적 조건과 같은 것으로 화행의 유형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다. 

2. 말과 대상 세계의 지향성의 차이: 말과 대상 세계의 지향성에서는 말이 대상 세계보

다 먼저인가 혹은 대상 세계가 말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사실로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3. 표현된 심리 상태의 차이: 명제 내용이 있는 발화 수반력 행위를 함으로서 말할이는 

명제 내용에 대해서 특정한 자세나 입장을 표시하는데 이를 표현된 심리 상태라고 한다. 

4. 발화 수반력이 수행되는 강도 내지는 집중도의 차이

5. 말할이와 들을이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 이것 또한 발화 수반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기준은 대략 예비 조건과 동일하다. 이 기준에 따라서 부탁과 명령 그리고 협박의 

행위가 서로 구분이 된다.

6. 발화와 말할이 그리고 들을이의 이해와 관련된 것 사이의 관계의 차이: 자랑과 한탄

의 차이점은 말할이가 처한 어떤 사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

분되는 것이고, 축하와 애도는 들을이가 처한 사태에 대해서 말할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7. 대화에서 다른 화행과 맺고 있는 관계의 차이점

8. 발화력 표지에 의한 명제 내용의 차이점

9. 언제나 화행이어야 하는 행위와 화행일 수는 있지만 다른 형태로 수행될 수 있는 

행위 사이의 차이

10. 사회적 장치(제도)가 필요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와의 차이 

11. 명시적 이행동사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화행과 그렇지 않은 화행

12. 화행이 수행되는 스타일(양식)의 차이: 발화수반 행위를 수행할 때 특수한 스타일로 

수행함으로써 화행의 유형을 표시할 수 있다. 

  이상의 12개의 화행 분류를 위한 기준 가운데 의사소통 목적 그리고 대상 세계와 언어 

사이의 지향성 및 표현된 심리 상태 등이 화행 유형을 분류하는 데 기초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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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바크-하나쉬의 분류

  리치(Leech, 1983)는 이행문의 기능은 자기지시(self-reference)이며 그밖

에 독자적인 특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모든 화행동사는 이 지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발화수반행위동사는 화행동사의 한 하위 종류로서 썰

의 분류를 기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박용익(2010)에서는 썰의 분류를 세밀하게 재분류하였다. 확언화행을 다

시 제시적, 반응적, 고수적으로 분류하였고, 지시화행을 다시 구속적 지시, 

비구속적 지시로 나누었다. 언약화행은 다시 단순 언약과 복합 언약으로 

분류하였으며, 정표화행은 다시 선호감과 혐오감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화행의 분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기에 수행동사의 

기능과 문법형태에 의한 화행 유형을 모두 수용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

로 앞서 제시했던 학자들의 분류를 바탕으로 확언화행, 지시화행, 언약화

행, 정표화행을 단순화시켜 발화 의도의 분석 기준으로 삼고 양보관계 연

통보적 발화행위

(commun icat i ve 

illocutionary acts)

진술행위

단언행위, 예측행위, 보고행위, 기술행위, 

귀속행위, 제보행위, 확인행위, 양보행위, 

취소행위, 찬동행위, 반대행위, 항의행위, 

호응행위, 추정행위, 가정행위

지시행위
요청행위, 질문행위, 요구행위, 금지행위, 

허가행위, 자문행위

언약행위 약속행위, 제공행위

인사행위
사과행위, 위로행위, 축하행위, 인사행위, 

감사행위, 희망행위, 거부행위

관습적 발화수반행

위(conven t i onal 

illocutionary acts)

유효행위 -

판정행위 -

리치의 분류

단언동사 긍정하다, 단언하다, 예보하다, 예측하다, 발표하다

지시동사 청하다, 간청하다, 명령하다, 금지하다, 요청하다

언약동사 제공하다, 약속하다, 맹세하다, 자원하다, 서약하다

정표동사 사과하다, 위로하다, 축하하다, 감사하다

질의동사 묻다, 질의하다, 질문하다

<표 Ⅱ-13> 리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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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미가 세종 구어 말뭉치와 드라마 대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발화 의도 분석을 위한 말뭉치 분석의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하고자 한다. 

  첫째, 각각의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일상에서의 사용 빈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집한 자료의 양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아/어도’와 ‘-더라

도’의 경우는 다른 양보관계 연결어미보다 많이 나타난다. 

  둘째, 세종 구어 말뭉치와 드라마 대본 등 구어 자료를 초점에 두고 자

확

언

화

행

제시적
주장, 예측, 예보, 예언, 추측, 전언, 통보, 산정, 

진단, 기술, 분류, 설명 

반 응

적

수용적 확인, 긍정, 동의, 찬성, 인정, 시인

거부적 이의, 반론, 이론, 의심, 의혹, 반문

이론적 부인, 부정, 반박, 반증

고수적 증명, 증거, 단언, 확인, 철회, 취소

지

시

화

행

구 속

적 

지시

정당한
지시, 주문, 명령, 규정, 요청, 요구, 간청, 엄명, 

질문, 거절, 거부, 사절

부당한 협박, 강요, 전제 군주적, 명령, 금지, 제한

비 구

속 적 

지시

화자선호
지침, 충고, 힌트, 조언, 제안, 추천, 권고, 신문, 용

서

쌍방선호 요망, 주의, 발의

청자선호 평등적 부탁, 불평등적 부탁

언

약

화

행

단 순 

언약

화자 선호 의지 표명, 계획발표, 맹세

청자선호
의사 표명, 준비 표명, 약속, 수락, 선언, 선서(宣

誓）, 허용, 승낙, 허락, 허가, 양보, 확인

복 합 

언약

상호이해 일치 약정, 서약, 계약, 내기

상호이해 불일치 보증, 보장

정

표

화

행 

선 호

감

쌍방선호
칭찬, 축하, 기원, 환영, 환대, 공감, 호감, 감사, 용

서, 위안, 위로

화자선호
비웃음, 조롱, 오쫄대기, 악담, 환호, 경탄, 희망, 

기원(축원, 응원), 소원

혐 오

감

쌍방혐오
유감표현(동정, 애도), 공감, 조문, 걱정, 염려, 사

과

화자혐오 화내기, 빈정대기, 한탄, 성내기, 불안, 분통

청자혐오 악담, 조롱, 불만토로, 원망, 질타, 질투

<표 Ⅱ-14> 본고에서의 화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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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낮고 특정한 경우에 많이 사

용되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강연, 방송 등 격식적인 구어 말뭉치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드라마 대본을 사용한 것은 정형화된 대본에서 실제 화

용의 패턴을 추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본고의 연구 범위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로 분석 범위로 한정한다. 

‘-아/어도’의 경우에는 ‘-아/어도 되다/괜찮다/좋다, -해도 –해도’ 등 본용언

-보조용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으)ㄴ/

는데도’의 경우에는 ‘-불구하고’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으)ㄴ/는데도’와 ‘-(으)ㄴ/는데도 불구하고’는 의미상의 차이가 없고 앞뒤 

문장의 무관성을 강하게 표현할 때 ‘-불구하고’를 붙여 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으)ㄴ/는데도 불구하고’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넷째, 수집한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문법이 틀리거나 줄임

말을 사용한 경우에도 연구자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수집한 자료들을 그

대로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다섯째, 박용익(2010)의 다섯 가지 분류 기준에서 선언화행은 그 성격이 

너무나 뚜렷하고, 특정 상황에서 명확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선언화행에는 ‘임명(任命), 심판(審判), 해고(解雇), 지명(指命), 

체포(逮捕), 사면(赦免)’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으)ㄹ지라도’의 사용 

범위가 좁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떤 화행 행위에서 자주 쓰이는지를 밝히

기 위해 한국어 구어 말뭉치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2.3.2. 실제 담화 분석

   2.3.2.1. 발화 장면

본 항에서는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는 구어 

말뭉치와 드라마 대본에 나타나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각 연결어미가 세종 구어 말뭉치와 드라마 대본에 등장하는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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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개)

양보관계 연결어미

세종 구어

말뭉치(개)
드라마 대본(개)

-아/어도31) 514 199

-더라도 110 10

-(으)ㄴ/는데도 43 12

-(으)ㄹ지라도 13 0

<표 Ⅱ-15>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구어 말뭉치에 등장하는 빈도수

  위의 표를 보면 ‘-아/어도’는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더라도’, ‘-(으)ㄴ/는데도’의 빈도는 그 다음이다. 반면에 ‘-(으)ㄹ지라도’

는 구어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낮다. 이는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어도’의 

통사적 제약은 다른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제약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적다. 더불어 ‘-아/어도’의 의미는 다른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와 비교했을 때 포괄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각 양보관계 연결어

미의 구체적인 사용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민신(2018)에서는 언어사

용역 중에서 구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격식적 구어: 강의, 강연, 회의, 발표와 같이 청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

한 채 정보를 표현하는 구어. 

비격식적 구어: 일상대화, 전화 통화와 같이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

며 정보를 표현하는 구어. 

위와 같은 내용에서 제시된 상황 중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주제대

화이다. 말뭉치 원문을 보면 이는 일상생활에서 시험, 경제, 정치 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주제대화를 비격식적 구어로 

보기로 한다. 구어 말뭉치에 실현된 상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1) 검색할 때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형태를 고려하여 검색하였다. 예를 들면 ‘-아/어도’

의 경우는 ‘-아도’를 검색어로 할 때 ‘-아도’와 ‘-여도’, ‘해도’ 등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

도’와 ‘어도’를 검색어로 하였다. ‘-(으)ㄴ/는데도’의 경우는 ‘-은데도’와 ‘-는데도’로 나누어

서 검색하였다. ‘-(으)ㄹ지라도’의 경우는 ‘-ㄹ지라도’와 ‘-을지라도’로 나누어서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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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발화 장면

비격식적 구어 독백, 일상대화, 주제대화, 주점대화

격식적 구어 강연, 강의, 발표, 토론, 설교, 수업 대화, 방송, 워크숍, 진료대화, 개회사 

<표 Ⅱ-16> 발화 장면 분류

다음에는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구체적인 사용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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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 5 4 2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드라마 대본에서 ‘-아/어도’의 경우, 237개 중의 189개는 일상대화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독백에서 나오는 것이다. ‘-더라도’의 경우에는 10

개 다 일상대화에서 나오는 것이며 ‘-(으)ㄴ/는데도’의 경우에는 12개 중의 

10개가 일상대화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2.3.2.2. 발화 의도 분석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에서 실현된 화행 행위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화

행 
행위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말뭉치 대본 말뭉치 대본 말뭉치 대본 말뭉치 대본

확

언

주장 58 32 21 4 4 3 4 　

의혹 15 8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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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행

확언 12 2 　 　 　 　 　 　

진술 51 18 3 　 9 　 1 　

확인 9 4 　 　 1 　 　 　

단언 7 4 3 　 1 　 　 　

통보 5 4 　 　 　 　 3 　

인정 5 2 1 　 2 　 　 　

부정 5 　 　 　 　 　 　 　

반론 9 　 1 　 　 　 　 　

증명 7 　 3 　 　 　 　 　

반문 9 1 　 　 　 　 　 　

추측 16 1 2 　 　 　 　 　

설명 2 　 　 　 　 　 　 　

지

시

화

행

제안 49 15 8 1 　 2 　 　

질문 15 2 　 　 　 　 　 　

지시 21 　 12 1 　 　 　 　

권고 42 13 　 　 　 　 　 　

힌트 7 3 　 　 　 　 　 　

요구 11 3 　 　 　 　 　 　

부탁 9 2 1 　 　 　 　 　

허락 15 　 　 　 　 　 　 　

조언 16 2 12 　 2 　 　 　

요청 18 1 9 　 　 　 　 　

명령 14 2 3 　 　 　 　 　

언

약

화

행

의사 표명 39 14 10 3 2 2 1 　

허락 32 11 　 　 　 　 　 　

계획발표 13 1 　 　 　 　 　 　

양보 21 　 2 　 　 　 　 　

정

표

화

행

화내기 37 13 8 1 　 1 　 　

한탄 6 6 　 　 1 2 　 　

위안 7 7 1 　 　 1 　 　

호감표현 8 3 3 　 　 　 　 　

걱정 9 5 1 　 　 　 　 　

불만토로 37 11 2 　 8 　 　 　

기원 11 2 　 　 　 　 1 　

원망 9 2 　 　 　 　 　 　

비웃음 8 　 　 　 2 　 　 　

환호 4 　 1 　 　 　 　 　

경탄 6 1 　 　 　 　 　 　

공감 11 2 　 　 7 　 3 　

칭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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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는 고빈도로 나타난 화행 행위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확언화행, 지시화행, 언약화행, 정표화행’으로 나

누었다. 말뭉치 빈도수를 통해서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주로 어떤 화행

에서 실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아/어도: 주장, 제안, 권유, 의지표명, 허락, 진술, 화내기, 불만토로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아/어도’는 실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김현지(2006)에서는 ‘-아/어도’가 예측, 단언, 이의, 

시인, 주장, 통보, 의지표명, 화내기, 불만토로, 호감 등의 담화 상황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카와노 유카(2013)에서도 ‘-아/어도’는 반박, 증명, 의지

표명, 선언, 불만토로, 빈정대기, 화내기 등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하였다. 

말뭉치 분석에서 ‘-아/어도’는 주로 주장, 제안, 권유, 의지표명, 허락, 진

술, 화내기, 불만토로의 의사소통 기능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주장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주장은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

세움, 또는 그런 의견이나 주의’이다. 주장 기능은 ‘-아/어도’의 기본적인 의

사소통 기능 중의 하나이다. 이환묵(1981: 53-61)에서도 양보문을 화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화행문으로 보았다. 양보절은 주절에 나타난 화자의 주장

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아/어도’의 주장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감사 2 2 　 　 　 　 　 　

<표 Ⅱ-17> 양보관계 연결어미 실현된 화행 행위 빈도수

가: 그니까 하고 싶은 말을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도 능력이야.

나: 근데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꼭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자기   

     할 말을 딱 할 수도 있잖아.

가: 응.

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이런 거를, 굳이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는데도 꼭 그거를 얘길 할라구 그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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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대화는 ‘가’가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굳이 내세우지 

않아도 자기 할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화

자 ‘가’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어도’를 사용하여 선행절의 

내용을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제안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제안은 ‘안이나 의견으로 내놓음, 또는 그 

안이나 의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어도’의 제안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대화는 강이나의 친구인 정예은이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하여 밥을 

같이 먹지 못한 강이나에게 남은 떡볶이라도 먹는 것을 제안하는 상황이

다. 이때 강이나는 안 먹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아/어도’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가벼운 제안

을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③ 권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제안은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함’이다. 

이에 따라 ‘-아/어도’의 권유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일상대화_저녁식사#2, 전자전사자료

매니저가 운전 중이고, 윤진명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창밖이 어두워진다. 윤

진명이 시계를 본다. 

매니저: 약속 있냐?

윤진명: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

매니저: 그런 거 이제 그만해도 돼. 아까 하던 얘기만 잘 되면 아르바이트 같

은 건... .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2 상

강이나: 좀만 일찍 오지. 같이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예은: (몇 개 안 남은 떡복이 보며) 이거라도 먹을래?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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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대화는 매니저가 윤진명에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라고 권

유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때 매니저가 ‘그만해도’를 발화함으로써 상대방

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의 권유를 표현한다.

  ④ 의지표명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의지표명을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을 분명하게 드러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어도’의 의사표명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대화에서 강이나는 나머지 사람에게 자기도 같이 케이크 촛불을 

끄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아/어도’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벼

운 계획이나 의사를 말할 때 사용될 수 있다. 

  ⑤ 허락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허락을 ‘청하는 일을 하도록 들어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아/어도’의 허락 청하기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대화에서 유은재는 자리에 앉고 싶어 윤종열에게 허락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아/어도 되다/좋다/괜찮다/상관없다’는 주로 같이 사

윤, 송, 정, 유 뜻밖이다.

유은재: (속상하다) 왜요?

강이나: 지금 사장이 수원에 가게를 하나 했는데 나보고 해보래.

정예은: (속상하다) 언제 가는데?

강이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웃는다) 사실을 오늘 일찍 출발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다 같이 케이크 촛불을 끄고 싶어서... 

정예은: (속상해서 화가 난다) 그런 게 어딨어?

강이나: (농담한다) 어딨긴 어딨냐? 여기 있지. 

다들 침울하다. 강이나가 울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며 실내를 둘러 본다.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1 상

유은재: (다가가서) 여기...  앉아도 돼요?

윤종열: 그럼 누가 앉냐? 네가 앉아야지... .

유은재: (배시시 웃는다)... .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1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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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며, 허락을 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허락해 주는 것을 표현한

다. 

⑥ 진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진술은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

야기함’이다. 다음은 ‘-아/어도’의 진술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대화는 유은재가 자기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것을 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일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아/어도’는 일

반 상황에서도 두루 쓰일 수 있어서 진술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박승윤

(2007: 70)에서도 양보가 항상 극단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비추어 이에 못 미치거나 어긋나는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였다.

⑦ 화내기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화내기를 ‘몹시 노하여 화증(火症)을 내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아/어도’의 화내기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대화는 강이나가 정예은한테 화를 내는 상황이다. 여기 ‘-아/

어도’를 써서 자기의 화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는 앞서 논

강이나: (버럭) 갈 거야!!!

(정예은): (버럭) 다시 오지 마!!!

강이나: (버력) 오라고 해도 안 와. 이 찐따야.   

-- 정표- 화내기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1 상

거실(밤)

유은재: (단호히) 아니. 내가 찼어. (정예은, 송지원에게) 맞죠. 내가 찬 거 맞

죠?

송지원: (일단 우쭈쭈 해준다) 응, 찼어. 찬 거야. 얘가 찼어. 

조은: (별로 안 믿는 눈치다) 분위기가 꼭 차인 거 같길래. 

유은재: (울컥한다) 내가 먼저 헤어지자 그랬다구!!!

송지원: 그래. 네기 했어. 진정해. (조은에게) 그놈 시키가 연락도 잘 안 되고 

문자 보내도 한참 있다가 답장하고. 약속시간에도 늦구. 또 뭐 있지?

유은재: 만나서도 시큰둥하고, 집에 데려다주는 것도 귀찮아하고.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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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아/어도’의 반전과 가정의 의미 자질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

다. ‘-아/어도’는 선행절에서 기대하는 내용은 후행절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기대의 불충족’이 되었다. 이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⑧ 불만토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불만토로는 ‘흡족하지 않은 마음을 죄다 드

러내어서 말함’이라고 정의된다. 다음은 ‘-아/어도’의 불만토로 기능을 살

펴보고자 한다. 

  위의 대화는 비욘세가 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이 

시끄럽고 창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없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

기하고 있다. 이는 위의 화내기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기대의 불충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2) -더라도: 주장, 제안, 권유, 의지표명, 요청, 화내기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더라도’는 ‘-아/어도’와 마찬가지로 통사적 제약

이 적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

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김현지(2006)에서는 ‘-더라도’가 의혹제기, 

언급, 주장, 단언, 통보, 권고, 힌트, 제안, 부탁, 조언, 지도, 의지표명 등의 

담화 상황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카와노 유카(2013)에서도 ‘-더라도’는 언

급, 인정, 반론, 조언, 지시, 수락 등 상황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말뭉치 분

석에서 ‘-더라도’는 주로 주장, 제안, 권유, 의지표명, 요청, 화내기 의사소

통 기능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주장 

편의점 안(낮)

비욘세 친구: (맥주를 고르며) 너네 방 되게 시끄럽더라. 

얼핏 비욘세: (같이 맥주를 고르며) 그치. 창문 닫아도 시끄러워. 싼 이유가 있

었어. 

비욘세 친구: 사진하고도 완전 다르던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예뻤는데. 

정원도 있구...

얼핏 비욘세: 아, 그 집 아니야, 네가 본 데는 연남동이야. 벨 에포크라고...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2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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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상황은 워크숍에서 화자가 자기의 주장을 하는 상황이다. ‘-아/어

도’도 주장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더라도’는 중요한 주제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워크숍이나 신문 기사에서 ‘-더라도’와 ‘중요하다’, ‘해야 한다’

등의 표현을 같이 사용하여 강변, 강조, 주장, 지적 등의 목적을 실현한다.

  ② 제안

  위의 대화는 수업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상황이다. ‘-아/어도’도 제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더라도’는 수업, 

워크숍, 발표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치나 경제, 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안 기능을 수행한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아도’보다 더 공손한 

표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③ 권유 

- 그 다음에 관리상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아~ 것도 역시 호스팅 써

버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써비 써버 하나 운영하는 데 보통 제일 싸구려 천만 

원에서 뭐~ 일억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 좀 그 

비용을 좀 처음에는 그냥 사용료는 좀 늘더라도 호스팅 써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확장성과 호환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좀 머쥴란:: 어프로치가 있어야 되겠다. 조합적인 접근 방법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자동차에서 부품을 교체할 때 바퀴면 바퀴 

또는 심지어는 엔진까지도 들어내고 다른 엔진을 집어넣으면 자동차가 굴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워크숍 #4, 전자전사자료 

그리고 수업 시간은 어~ 백이십 저~ 시간 정도를 요렇게 산정을 했는데, 음~ 

특히 백이십 시간은 주로 이따 그~ 과목 내용 정도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한

국 문화나 한국학 영역에 대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구요, 그리구 이분

들의 체류 기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밀도 있게, 약 그~ 여섯 시간씩 이

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십 일 정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 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워크샵#1, 전자전사자료

가: 근데 무관심은 아예 저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만약에 너를 좋



- 64 -

  위의 대화는 화자가 어떤 남자한테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대

방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는 무관심보다 

더 심한 상황인 ‘싫다’를 이야기함으로써 권유할 때 더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선행절에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권유를 하는 상황으로 많이 사용된다. ‘-더라도’는 ‘-아/어도’보다 바람직한 

가능성과 바람직하지 않은 가능성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④ 의지표명 

  여기서 수업 시간에 강사가 학생들이 학생 운동을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밥 못 먹더라도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여기

서 ‘밥 못 먹다’는 것은 비교적 극한 상황이라서 ‘-더라도’를 사용하여 ‘-

아/어도’보다 더 강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⑤ 요청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요청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함’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더라도’의 요청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은재: (숨을 몰아쉼으로써 감정을 추스른다. 웃는다.) 선배, 한 가지 부탁해도 

돼요?

아하는데, 그럼 니가 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뭐~ 미워해 

싫어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싫어하더라도, 싫어하는 감정이 있

다는 건 그마만큼.

나: 음. 저거 한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래도 아 이 사람한테 아 막 저거 하

면서도, 네,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는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가: 아예 무관심. 말 해라 너 뭐.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주점대화_대학생3인, 전자전사자료

시민 엔지오 쪽으로 인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로 

그~,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에~, 그~ 으~ 민주 반전 

운동하신 뭐~ 학생 운동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사

실, 사무실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고, 월급도 한 번 안 받고 뭐~, 제

가 어느 세미나 가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강의_NGO경영#1, 전자전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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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재는 윤종열보다 후배이며 유은재는 윤종열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윤종열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상황이다. 이는 ‘-더라도’가 ‘-아/

어도’보다 공손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⑥ 화내기

  위의 대화는 정예은이 가야 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다. 정예은은 엄마를 

싫어하고 엄마가 집에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정예은에게 

지금 엄마가 집에 오는 것은 비교적 불쾌한 일이다. ‘오더라도’를 사용해서 

지금 화나 몹시 많이 나고 조금 억울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는 ‘-더라도’

가 선행절에 비교적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3) -(으)ㄴ/는데도: 진술, 불만토로, 공감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으)ㄴ/는데도’는 사용 범위가 비교적 좁고 실제 

상황에서 ‘-아/어도’와 ‘-더라도’보다 수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이 비

교적 적다. 김현지(2006)에서는 ‘-(으)ㄴ/는데도’가 통보, 반박, 이의, 단언, 

전언, 주장, 걱정, 한탄, 불만토로, 빈정대기 등의 담화 상황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말뭉치 분석에서 ‘-(으)ㄴ/는데도’는 주로 진술, 불만토로, 공감의 

의사소통 기능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진술 

윤종열: 응?

유은재: (농담일지도 모른다) 다른 여자 만나더라도 그 여자한테 못난이라고는 

하지 마요. 

윤종열: ...응.    

유은재: 다른 여자 만나더라도 조금만 있다가 만나요. 

윤종열: ...그래.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2 하

정예은: 우리 엄마 화나서 그래. 원래는 안 그런 분인데...

송지원: 갈 거야?

정예은: 일단 가야 할 거 같애. 나중에 다시 오더라도.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2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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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대화에서 가는 어떤 식당에 가서 사람들의 불친절한 행위를 진술

하고 있다. 여기서 ‘-(으)ㄴ/는데도’의 선행절에는 항상 과거형이 오고 사

실에 대해 진술한다. 

  ② 불만토로 

  위와 같은 대화는 송지원이 약을 놓아두었음에도 바퀴벌레가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선행절에는 항상 과거형이 오고 

사실에 대해 불만 등 부정적인 심리를 표현한다. 

  ③ 공감 

  여기에서 ‘나’는 토론에서 예시를 하나 들었다. ‘디지털 카메라는 필요 

없는데도 산다’는 일반적인 일에 대해 공감을 시켜주는 것이다. ‘-(으)ㄴ/는

데도’는 항상 일반적인 일에 대해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유발

할 때 사용한다. 

송지원: (정예은에게) 왜 소리 질렀어?

정예은: 바퀴벌레... .

송지원: (싫다) 또오? 약 놨는데도 그럼 어떡하냐?

정예은: 그러게 말이야. (두 사람 눈치 보며 방으로 들어간다)           

출처: 드라마 대본『청춘시대』1상

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구 테이블 매너가, 고급 음식점을 가면 이런 거를 

선반에 놔 주잖아. 거기는 던져 이렇게. 

나: (웃음) 

가: 진짜야. 거기 사람들이 이런 걸 이렇게 모르는 거야. 고급을 갔는데도 던

지구, 뭐~ 가 버리고 이래. 불친절해.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일상대화_삼십대, 전자전사자료

가: 지금 지금 말한 거, 그냥 어디 갔다 오는 여행, 

나: 예를 든다면, 음, (웃음) 디지털 카메라를 다 사잖아요, 에, 솔직히 나한테

는 필요 없는데도 사잖아요, 그쵸, 같은 거에요, 에, 음::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토론_세계화세미나#1,2, 전자전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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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으)ㄹ지라도: 주장, 통보, 공감  

  ‘-(으)ㄹ지라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단적인 가정이나 반정’의 의

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 범위가 좁고 구어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다. 말

뭉치 분석에서 ‘-(으)ㄹ지라도’는 주로 주장, 통보, 공감 등 의사소통 기능

을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주장 

  위의 예시는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장애는 사람에게 극단적인 

상황이며 좋지 않은 것이다. ‘-(으)ㄹ지라도’는 사실명제나 비사실명제에 상

관없이 보통 최악이나 최상의 상황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이로 인해서 ‘-을지라도’는 선어말어미 ‘-았-’을 사용하여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도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서 주장할 때 ‘-아/어도’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③ 공감 

  위와 같은 상황은 설교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으)ㄹ지라도’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여서 더욱 사람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화자

가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의사나 부모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진단만 같으

면,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왜, 보통 아이들두, 공부를 무지 

잘하는 애와, 무지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같은, 장애를, 앓는다 

할지라도, 그 기능의 차이는 많기 때문에, 아이를 대할 때, 진단명으로 애를 분

류할 게 아니라, 각각, 어떤 진단이든, 기능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게 더 중요

해요, 그래서, 개인의 기능 차이를 고려해서, 치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기대

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강연_아이발달, 전자전사자료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

나 그 한 사람이,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기쁨을 보면요, 십 개월 

아니 십 년이라는 수태의 시간을 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기쁜 것임을 

알아요. 

출처: 세종 구어 말뭉치, 설교_교회특강, 전자전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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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상황뿐만 아니라 ‘-(으)ㄹ지라도’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국가 정책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나타날 때 강조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3.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의미 대응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학습할 때 대응

하는 중국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지만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중국어의 양보관계 관련사의 분류를 살펴보고 

다음에는 각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중국어에서 어떤 표현과 대응하

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3.1. 중국어에서의 양보관계 연결사 

  중국어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의 두 부분이 양보관계를 실현한다. 중국어

에서는 ‘합문’이라는 용어 대신에 ‘복문(複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다. 복문은 문장 구성을 돕는 역할을 하고 보통 두 개나 두 개 이상의 단

문을 일정한 논리관계에 따라서 구성한다. 단문은 절이라고 한다. 양보 복

문에 대해 형복의(邢福义, 1991)의 『漢语複句(한어복문)』에서는 선행절은 

어떠한 사실을 양보하여 인정해 주되, 후행절은 상반된 각도에서 동일한 

사실을 서술하는 형식의 복문을 양보 복문이라고 정의하였다. 더불어 중국

어에서는 ‘연결어미’라는 용어 대신 ‘관련사(關聯詞)’를 쓴다. 관련사는 복

문의 중요한 문법적인 표지이며 절과 절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법

이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양보관계는 양보 복문에서 양보 관련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국어에서 양보관계를 실현하는 관련사는 연사(連詞)와 관련

부사(關聯副詞)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 양보관계 관련사 분류에 대하여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일찍부터 오랜 동안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대표적인 

학자와 그 분류는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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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에서 관련사는 ‘虽然/虽/虽说，尽管，

固然，纵然，哪怕，即使/即便，就是/就算，不管，不论/无论，任/任凭，宁可

/宁愿/宁肯,就算/即使(即便)/哪怕/纵然…也/都/还…,只要...就...,虽然...但是...’ 

32) 黎锦熙(2007), 新著国语文法, 湖南教育出版社.

저자/연도 관련사

陆俭明《汉语

中表示主从关

系的连词》

虽, 虽然, 虽则, 尽管, 固然, 即使, 就是, 哪怕, 即便, 纵使

邢福义《复句

与关系词语》

虽然, 虽, 虽说, 尽管, 即使, 纵使, 纵然, 纵, 纵令, 哪怕, 就算, 

宁可, 宁, 宁愿, 宁肯, 无论, 不论, 不管, 任凭

张谊生《现代

汉语虚词》
即使, 纵然, 哪怕, 即便, 就是, 就算, 纵使

黎锦熙(2007)32)

인용 관련사어

(주로 사실을 인용함)

虽然（虽，虽则), 固然（固是）, 

尽管, 凭（任凭), 饶（饶是）

추측 관련사어

(주로 심리적으로 추측함)

纵令（纵然，纵), 就使（就，就

使，便，便是，就令，即令，即

使，脱令, 哪怕（不怕）

刑福义(2002)

선행절에서 말하는 사실은 

이미 실현됨.

虽然…也…， 就算…也…， 

尽管…也…， 即使…也…

가정적 양보(가정상황에 대

한 양보)
即使/就算/就是/哪怕…也…

전체적 양보(각종 조건에 대

한 전체적인 양보)
无论/不管…都…

인내적 양보(자기를 강제하

며 참는 양보)
宁可/宁愿…也(不)…

徐阳春(2002)
가상적 양보 전환관계 即使p, 也q

실제적 양보 전환관계 虽然p, 但是q

陆俭明(1983)
양보 전환관계

虽，虽然，虽则，尽管，固然 ,

但，但是，可，可是，然而，不

过，只是，反之，而，则

가설 양보 전환관계 即使，就是，哪怕，即便，纵使

张宝林《连词

再分类》

便, 就, 就是, 即使, 即令, 即便, 即或, 就算, 就令, 就使, 纵, 纵

令, 纵使, 哪怕

刘月华《实用

现代汉语语》
虽然, 尽管, 纵然, 固然, 即使, 即便, 即若, 哪怕, 就是, 就算

周刚《连词及

相关问题》

哪怕, 便, 便是, 即, 即便, 即或, 即令, 即若, 即使, 即是, 就, 

就是, 就使, 就算, 纵, 纵或, 纵使, 纵然

<표 Ⅱ-18> 중국어 양보관계 관련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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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중국어의 양보 관련사에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한국어와 비

교하여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병모(2018)에서는 

응용적 목적의 측면에서 병렬 말뭉치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초적 원천

(source)이라고 하였다. 이 절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한국어와 중

국어의 병렬 말뭉치33)34) 분석을 통해 각 연결어미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

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2.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중국어 대응

3.2.1. ‘-아/어도’의 중국어 대응

  양보관계 연결어미 ‘-아/어도’는 한·중 병렬 말뭉치에서 총 246개가 나타

난다. 분석해 보면 양보관계 연결어미 ‘-아/어도’는 중국어에서 다음과 같

은 일곱 가지 양상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1) ㄱ: 비록 다시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는 기죽지 않을 것이다.

即使再次失败我们也不会泄气.

ㄴ: 이런 잉크는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다.

这种墨水擦也擦不掉.

2) ㄱ: 밉살스러운 문이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다.

可恶的门怎么也打不开.

ㄴ: 거짓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의 진상을 감출 수 없다.

谎言再多也掩盖不了事实真相.

3) ㄱ: 날씨가 매우 따뜻하니, 너는 나가서 놀라도 된다.

天气很暖和, 你可以出去玩.

ㄴ: 우리는 충분한 돈이 있다. 이 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3) 민경모(2018)에서 병렬 말뭉치는 ‘Parallel Corpus’의 번역어로, 보통 ‘둘 이상의 언어로 

된 동일 내용의 텍스트 쌍의 집합’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34) KAIST 한·중 병렬말뭉치(Chinese-Korean multilingual corpus)는 한중 문장세트로 구성하

여 총 60,000문장세트가 있으며 3,013,465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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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们有足够的钱, 这方面不用担心.

4) ㄱ: 많이 늦어도 9시에 여기에 와라.

最迟九时到这来.

ㄴ: 그 집은 적어도 3만 파운드에 팔 수 있다.

那座房子至少能卖三万镑.

5) ㄱ: 생각만 해도 그는 대단히 두려워했다.

一想到, 他就不寒而栗.

ㄴ: 다만 그를 보기만 해도 나는 흥분된다.

仅是看到他就叫我激动.

6) ㄱ: 비록 가격이 부단히 오른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특별 할인을 해드립니다.

虽然价格不断上涨, 但我们仍给予特别折扣.

ㄴ: 비록 의외로 곤란이 발생해도 그들은 여전히 일을 견지할 것이다.

尽管不时发生困难, 他们还是坚持工作.

7) ㄱ: 이 건축물은 지진을 당해도 위험이 없을 것이다.

这幢建筑物遇到地震不会有危险.

ㄴ: 그는 나에게 네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알리라고 했다.

他叫我告诉你不要来了.

  요약해 보자면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아/어도’는 중국어에서 6가지 양

상으로 대응될 수 있다. 첫째는 ‘即使......(也)’이다. (1)번은 선행절의 일을 

해도 후행절의 행동이나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으로 중국어에서 ‘即

使......(也)’로 대응한다. 중국어에서는 사실이든 아니든 인정하여 뒤에 양보

하는 결과가 나타날 때는 흔히 ‘即使......(也)’로 표시한다. 둘째는 정도가 

심하고 무제한의 뜻을 표현할 때 쓰이는 ‘아무리’와 결합해서 ‘아무리...-아

/어도’의 형태가 된 것으로 중국어에서는 ‘怎么/再...也’와 대응한다. 예문 

‘2 ㄱ’에서 선행절에서 ‘문을 여러 번 열어 보다’를 설명하여 후행 결과는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나타난다. 중국어에서 여러 번이나 

동작을 많이 한다고 해도 뒤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을 표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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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怎么/再...也’와 대응한다. 셋째，‘-아/어도 되다/좋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중국어에서는 ‘可以/用’로 대응한다. 예문 ‘3’을 통해 허락하거나 허

락을 청할 때에 많이 쓰이는 ‘-아/어도 되다/좋다’는 중국어에서 ‘可以/用’

으로 대응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넷째, 예문 ‘4’와 같은 경우는 숫

자나 정도를 표현하는 단어와 같이 쓰여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며 중국어

에서는 ‘最+형용사, 至+형용사’로 대응한다. 그리고 다섯째는 ‘-만 해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며 중국어에서는 ‘만’을 더 중시하여 ‘一/仅’로 대응

시키고 있다. 여섯째는 양보문에서 양보적인 의미와 전환적인 의미를 동반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중국어에서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관련사로는 ‘虽

然.....但是’가 있다. 이것은 전환적인 의미에 중점을 둔 표현이다. 일곱째는 

한국어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로 쓰이지만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양보 

관련사를 안 쓰고 아예 생략하는 유형이다. 중국어는 양보 관련사를 안 써

도 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예문 ‘7 ㄱ’와 같

은 경우에는 양보 관련사 ‘即使...也’를 붙여 쓰면 그 집의 안정성을 더 강

조할 수 있고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2.2. ‘-더라도’의 중국어 대응

  양보관계 연결어미 ‘-더라도’는 한·중 병렬 말뭉치에서 총 30개가 나타

난다. 분석해 보면 양보관계 연결어미 ‘-더라도’는 중국어에서 다음과 같

은 다섯 가지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8) ㄱ: 그가 다시 말썽을 피우더라도 좋은 아이이다.

即使他再顽皮, 还是个好孩子.

ㄴ: 그는 성품이 매우 온화한데,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그는 화

를 내지 않는다.

他的性情太温和了, 即使有充分的理由, 他也不会动怒.

ㄷ: 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폭탄을 투하한다 하더라도 이 영웅도시는 

소멸할 수 없다.

不管帝国主义者投多少炸弹也不能把这座英雄的城市消灭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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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네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너는 성공할 수 없다.

无论你怎么努力，你都不会成功的.

ㄴ: 어떠한 "천재"라 하더라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无论怎样的"天才", 也不能不努力.

ㄷ: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자신의 집이 편안하다.

无论怎样卑陋, 还是自己的家舒服. 

10) ㄱ: 비록 우리가 여행 경비를 낼 수 있더라도 우리는 해외에 나가 휴가를 보

내지 않을 것이다.

纵然我们出得起旅费, 我们也不到国外去度假.

ㄴ: 가령 네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는 현재 민심을 그다지 얻지 못

했다. 그러나 나는 다음 선거에서도 이 정부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就算你说得对,本届政府在目前不太得人心,但是,我认为它还是会在下届选举

中获胜的.

11) ㄱ: 비록 신중하더라도 착오가 있다.

虽然谨慎但还是有一个错误.

12) ㄱ: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전쟁을 피해야 한다.

我们要不惜任何代价避免战争.

  ‘-아/어도’와 마찬가지로 ‘-더라도’의 중국어 대응 형태도 다양하다. 위와 

같은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더라도’의 중국어 대응 형태는 5가지이다. 

첫째, 기본적인 의미인 양보를 가지기 때문에 ‘-아/어도’와 같이 중국어에

서 ‘即使/不管......也/还’와 대응한다. 둘째, ‘아무리’나 의문사와 결합하여 

정도를 표현하며 중국어에서는 ‘无论......都/也/还是’와 대응한다. 셋째, 가정

을 긍정적으로 보는 양보문의 경우에는 중국어에서는 ‘就算/纵然......(也)’로 

대응시키고 있다. ‘纵然’는 문어체이며 ‘就算’는 구어체이다. 넷째, ‘-더라

도’도 전환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어도’와 같이 ‘虽

然.....但’로 대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락에 따라서 생략되는 상황도 

있다. 본고에서는 직역이 아닌 의역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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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으)ㄴ/는데도’의 중국어 대응

  양보관계 연결어미 ‘-(으)ㄴ/는데도’는 한중 병렬 말뭉치에서 총 31개가 

나타난다. 분석해 보면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으)ㄴ/는데도’는 중국어에

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양상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13) ㄱ: 집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은 도망갔다.

尽管房子有人看守, 窃贼还是逃跑了.

ㄴ: 증거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尽管证据俱在, 他们却装作好象没插手这事.

14) ㄱ: 나는 아주 빠르게 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차에게 추월을 당했다.

我虽然开得很快, 还是被一辆汽车超前了.

ㄴ: 그는 시험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조그마한 총명

을 믿고 있다.

他虽然考试成绩不佳, 却仍然盲目相信自己的小聪明.

15) ㄱ: 나는 이미 몇 시간씩이나 기다렸는데도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我已等了好几个小时, 他还没有到.

ㄴ: 너는 분명히 배가 부를 텐데도, 너는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구나!

你肯定吃饱了, 你这是贪得无厌!

  ‘-(으)ㄴ/는데도’는 말뭉치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났는데 중국어에서 대응

하는 표현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선행절의 명제를 인정하면서 뒤

의 결론을 강조하는 양보의 뜻을 표현하는 ‘尽管......还是/却’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에 세 가지 양보관계 연결어미처럼 전환적인 의미를 강조

하며 선행절의 상황과 반대로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

며 중국어에서는 전환적인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虽然.....还是/却’이다. 

마지막으로 맥락에 따라서 생략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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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으)ㄹ지라도’의 중국어 대응

  양보관계 연결어미 ‘-(으)ㄹ지도’는 한중 병렬 말뭉치에서 비교적 적게 

나타나며 총 19개가 나타난다. 분석해 보면 양보관계 연결어미 ‘-(으)ㄹ지

라도’는 중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양상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16) ㄱ: 비록 네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지라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即使你取得很大的成绩也不应当骄傲.

ㄴ: 설령 네가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纵使你这么做, 我一点也不在意.

ㄷ: 어려움이 산같이 높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것이다.

哪怕困难和山一样高，我们也要克服它们.

ㄹ: 비록 매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尽管十分困难, 我们还是要把这项工作进行到底.

17)ㄱ: 그의 행동이 비록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아무래도 변호사 신분과 

맞지 않는다.

他的行为虽不违法, 却与其律师身分不相称.

  ‘-(으)ㄹ지라도’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 하나

는 양보의 뜻을 표현하는 ‘即使/纵使/哪怕/尽管......也/还是’이며, 다른 하나

는 전환적인 의미를 강조하며 선행절의 상황과 반대되는 예상과 다른 결

과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이는 ‘虽然.....却’이다.

양보관계 연결어미 중국어에서의 대응 

-아/어도
① 即使......(也) ② 怎么/再......也 ③ 可以/用 ④ 最+adj, 

至+adj ⑤ 一/仅  ⑥ 虽然......但是 ⑦ 생략

-더라도
① 即使/不管......也/还 ② 无论......都/也/还是 ③ 就算/纵

然......(也) ④ 虽然.....但 ⑤ 생략

-(으)ㄴ/는데도 ① 尽管......还是/却 ② 虽然.....还是/却 ③ 생략

-(으)ㄹ지라도 ① 即使/纵使/哪怕/尽管......也/还是 ② 虽然.....却

<표 Ⅱ-19>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중국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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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양상

  Ⅱ장에서는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의미적 및 화용적 특성

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Ⅲ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의 오류 및 오류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와 대조 집단으로서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

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범한 오류의 원인을 심층

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학습자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Ⅱ장에서 검토한 양보관계 연결어

미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1. 조사 대상 선정

  Ⅱ장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주로 4급, 5

급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본고의 

조사 대상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급(5, 6급)을 취득한 중국인 학습자

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이 없지만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3, 4학년35)

의 학생들로 선정하였는데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양보관

계 연결어미는 중급 단계부터 고급 단계에 걸쳐 제시되어 있는데 고급 문

법을 배우지 못한 중급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엄밀한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실험의 타당성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설문지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화용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소 긴 담화 상

35) 중국에서 출판된 중급 교재는 주로 대학교 2학년부터 사용되기 때문에 양보관계 연결

어미를 모두 배웠다고 판단하여 3-4학년의 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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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설명이 제시되는데 이를 이해하려면 최소 고급이나 고급 이상의 한국

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지는 총 75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무효 설문지 20부를 제외하여 

총 55부를 분석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다음

과 같다.  

  대조 집단으로서 모어 화자 3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피험자 집단의 성별, 국적, 연령 정보를 각각 다음 <표 Ⅲ-2> 와 같

이 정리하였다. 

1.2. 조사 내용 및 측정 방법

  설문 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도구36)를 사용하여 2019년 7월부터 9월

까지 진행되었다. 설문 조사는 크게 기본 정보와, 사용 및 인식 조사, 학습 

정보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조사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의 <표 Ⅲ-3>과 같

다. 

36) https://www.wjx.cn.참고. 

한국어능력시험 수준 인원수(명)

TOPIK 5급 14

TOPIK 6급 39

한국어 전공자 2

합계(명) 55

<표 Ⅲ-1> 학습자 집단의 한국어 능력 수준

성별 연령
합계(명)

남성 여성 20대 30대 50대

중국인 학습자 집단 8 47 48 7 0 55

모어 화자 집단 20 13 21 11 1 33

<표 Ⅲ-2> 피험자 집단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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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참여자 기본 정보

성별

연령

국적

모국어

학적

한국어 학습 시간

한국 거주 시간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대학에서 학년

사용 양상 조사

o x 판단하기 

중-한, 한-중 번역하기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학습 정보
-아/어도, -더라도, -(으)

ㄴ/는데도, -(으)ㄹ지라도

학습 여부

학습 시기

습득 경로

<표 Ⅲ-3> 설문 조사 내용

  기본 정보로 설문 조사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 국적, 모국어를 수집하였

다. 한국어 학습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학적과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 및 한국어 교육 기관의 급수 관련 정보 및 양

보관계 연결어미의 학습 경험 등 정보를 수집하였다. 사용 양상 조사는 문

법성 판단 테스트인 O, X 판단하기와 번역 테스트,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

트로 구성된다. 사용 양상 조사의 원리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문법성 판

단 테스트 

사용 

이유

문법성 판단 능력은 문법 항목에 대한 메타언어적 지식이 

아니라 암묵적 문법 지식을 말하며,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심리언어학 분야에서 학습자의 암묵적 문법 지식을 측정하

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

(Grammaticality Judgement Test)는 학습자 오류 양상 연구

에서 문법 항목의 모든 용법별 사용정확도를 조사하기 어

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수차례 반복 측정이 가능하여 

특정 문법 항목 및 그 세부 용법에 대해 습득 정도를 비교

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류 

판단형

내용: 주어진 구문에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주어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서법 제약, 부정소 제약, 

부사어 제약, 명제 제약을 포함한다. 구문의 정확성은 O, 

X 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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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문항은 세종 구어 말뭉치와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의 기출문제, 각종 한국어 교재와 선행 연구에서 얻은 예문을 변형

하여 사용하였다.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O, X 판단하기와 번역 

테스트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유형은 문항을 O, X, ?(정

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의 대조를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테스트 문항은 총 28개이며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의의: Ⅱ장에서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제약을 검토하여 

오류 판단의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각 제약을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모어 화자

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의 특징을 파악하여 Ⅳ장의 교육 

내용 구성에 참고할 수 있다. 

한·중, 

중·한 

번역형

내용: 한국어 구문은 중국어로, 중국어 구문은 한국어로 

번역한다. 

의의: Ⅱ장에서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 중국어에서 대응한 

표현을 검토하여 번역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모국어로 이

해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 능력을 살펴볼 수 있다. 

담화완성 

테 스 트

(Discourse 

Completio

n Test, DCT)

사용 

이유

미리암·보드맨(Miriam & Bodman, 1993: 65-74)에 의하면 

DCT는 자연 대화의 유형과 동일하지 않지만 실제 언어 사

용을 반영한다. 서면 DCT는 인터뷰 방식과 비교했을 때 

간투사 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구두 DCT보다 답변이 

짧지만 자료 수집과 처리가 간편하다.

선다형

내용: 주어진 대화 상황에서 학습자가 가장 적합한 양보관

계 연결어미를 선택한다. 

의의: Ⅱ장에서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사용을 살펴봤는

데 실제 대화에서 학습자가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해 학습자가 다

르게 사용하고 있는 지점을 포착하여 Ⅳ장의 내용 구성에 

참고할 수 있다. 

<표 Ⅲ-4> 사용 양상 조사의 원리 및 내용

오류 판단형 예시

다음에 제시된 문장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O, 틀린다고 생각하면 X, 잘 모르면 

?를 선택하십시오. 문제를 한 번 읽고 답을 바로 체크하십시오.

5. 내가 밥을 먹더라도 배가 고파라.   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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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판단 테스트 문항의 출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어서 두 번째 유형은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쓰인 문장을 번역하는 것

이며 한국어는 중국어로, 중국어는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사용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형태·통사적 기능을 검

토하여 전체적으로 학습자가 모국어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에 목적을 둔다. 문항 형식은 다음과 같다. 

  번역 테스트 문항의 출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중국인 학습자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화용적 특성의 사용 양상을 살펴

보기 위해 선다형 담화완성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에게도 동일한 문제를 출제했다. 몇몇 문항의 경우, 복수 정답이 가능하였

지만 직관에 따른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가장 

오류 판단 테스트의 고찰 항목 문항

1. 주어 일치 제약 1, 3, 22, 28

2. 서술어 제약 2, 12, 14, 27

3. 선어말어미 제약 3, 11, 21, 23

4. 서법 제약 5, 16, 20, 26

5. 부정소 제약 4, 7, 15, 25

6. 부사어 제약 8, 9, 19, 24

7. 명제 제약 6, 10, 17, 18

<표 Ⅲ-5> 오류 판단 테스트 문항의 출제 기준

번역 테스트 예시

다음 문장을 한국어는 중국어로, 중국어는 한국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3. 即便再没钱，连那点钱也没有？

7. 아무리 소리쳐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어요.

번역 테스트의 고찰 항목 문항

‘-아/어도’의 사용 및 이해 1, 3, 7

‘-더라도’의 사용  및 이해 2, 8, 10

‘-(으)ㄹ지라도’의 사용 및 이해 4, 5, 12

‘-(으)ㄴ/는데도’의 사용 및 이해 6, 9, 11

<표 Ⅲ-6> 번역 테스트 문항의 출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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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정답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문항 예시는 아래와 같다. 

  다음으로 본고의 담화완성테스트(DCT) 문항의 출제 기준을 정리하면 다

음 <표Ⅲ-7> 와 같다. 

양보관계 연결어미 화행유형 하위분류 문항

-아/어도

확언화행
주장하기 1

진술하기 5

지시화행

제안하기 8

권유하기 10

허락하기 15

언약화행 의지표명하기 20

정표화행
화내기 9

불만토로하기 6

-더라도

확언화행 주장하기 19

지시화행

조언하기 17

요청하기 2

지시하기 12

언약화행 의지표명하기 11

정표화행 화내기 7

-(으)ㄴ/는데도

확언화행 진술하기 3

정표화행
불만토로하기 14

공감하기 16

-(으)ㄹ지라도 
확언화행

주장하기 18

통보하기 4

정표화행 공감 13

<표 Ⅲ-7> DCT 문항 설계

DCT 테스트 예시

다음 문장을 읽고 문맥상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개의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만 하나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이 있으실 경우에는 ⑤기타에서 써 

주십시오. 

3. [상황] 영희와 미선이 같이 먹방(吃播)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희: 저 BJ(主播)는 어떻게 살이 안 찌지? 부럽다. 

미선: 그러게. 저렇게 많이    (먹다)     ... 신기하다.

① 먹어도   ② 먹더라도   ③ 먹을지라도   ④ 먹는데도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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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나타난 오류의 원인을 밝

히기 위하여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전공자 및 모어 화자 각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해 피험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질문하

였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배웠는지, 이 중에 비교적 어렵다고 느끼는 연

결어미는 어떤 것인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하여 인터뷰

를 하였다. 둘째, 주어진 대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셋

째, 정답으로 선택한 보기와 선택하지 않은 보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인터뷰하였다.

2. 조사 결과 및 분석

2.1. 통사적 사용 양상 분석

2.1.1. 학습자의 전체적 사용 양상

  본고에서는 오류 판단형 테스트를 통해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조 집단은 한국어 모어 화자이다. 

먼저 학습자와 모어 화자 집단의 정답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의 

정답률이 모어 화자보다 낮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0

50

100

150

정

답

률

:

%

주어

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서법 제약 부정소

제약

부사어

제약

명제 제약

68.64
80

54.09 60
80

58.18
39.09

92.42 95.45 89.39 93.18 93.94
80.3

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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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Ⅲ-1>3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정답률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어 일치 사용 제약, 서술어 제약, 선어말어미 

제약, 부정소 제약, 부사어 사용 제약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특히 주어 일치 제약과 서술어 제약, 부정소 제약에 대한 정답

률은 80%에 달했다. 그러나 나머지 제약에 대한 정답률이 비교적 낮게 나

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와 모어 화자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55부의 유효한 설문지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33

부를 추출하여 모어 화자와 비교 분석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를 보

면 신뢰수준 95% 하에서 t값은 –11.593이며, 유의확률은 .000(p= .000< .05)

로 나타나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의 평균 성적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에 중

국인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위의 표는 전반적인 통계 결과이며 지금부터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각 제약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보이는 구체적인 양상을 살

펴보고자 한다. 

37) 편의를 위하여 본고의 그림에서는 학습자 집단은 ‘적색(赤色)’으로, 모어 화자 집단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38) 편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학습자 집단은 ‘1’로 표시하여, 모어 화자 집단은 ‘2’

로 표시하고자 한다. 

집단 사례수(N) 평균 

성적

표준화 

편차

표준오차 평균

1(학습자)38) 33 17.36 3.131 .545

2(모어 화자) 33 24.52 1.661 .289

t 자 유

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

이

표준오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1.593 64 .000 -7.152 .617 -8.384 -5.919

<표 Ⅲ-8> 학습자와 모어 화자 집단의 전체적인 독립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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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제약에 따른 사용 양상

  (1) 주어 사용

0

50

100

150
정

답

률

(

%

)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양보관계 연결어미

96.97 90.91 87.88 93.9490.91

41.82

78.18
63.64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모두 주어 일치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두 집단에서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주어 제약의 

정답률을 보면 대부분 학습자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주어 일치 제약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모어 화자의 정답률은 각각 96.97%와 90.91%, 87.88%, 93.94%에 달해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답률은 ‘-아/어도’와 ‘-(으)ㄴ/

는데도’는 각각 90.91%와 78.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더라도’와 

‘-(으)ㄹ지라도’의 주어 일치 제약을 고찰한 13번과 22번의 정답률은 각 

54.55%와 63.6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 서술어 사용

0

50

100

150정

답

률

(

%

)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양보관계 연결어미

93.94 93.94 100 93.94
80 72.73 81.82 85.45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모두 서술어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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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지 않는다. 두 집단의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서술어 사용의 정답

률을 살펴보면 모두 70%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학

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주어 일치 제약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하여 모어 화자는 90%이

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모

든 문항에 대해 70% 이상의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아/어도’와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는 각각 80.00%과 81.82%, 85.45%로 모어 

화자와 비슷한 정답률을 보였다. ‘-더라도’와 ‘-(으)ㄹ지라도’의 정답률은 

각 72.7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3) 선어말어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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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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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양보관계 연결어미

57.58

100 100 100

58.18 52.73 60
45.45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는 

선어말어미 제약이 존재한다.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의 

선어말어미 제약에 대해 모어 화자의 정답률은 모두 100%였다. 반면에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60%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를 통해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선어말어미를 사용함에 있어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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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법 제약

  앞서 분석했듯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경우 서법 

제약이 거의 없는 편이지만 ‘-(으)ㄴ/는데도’를 반문문에서 사용하기는 어

렵다. ‘-더라도, -(으)ㄴ/는데도’의 문장 유형 제약에 대해 모어 화자의 정

답률은 모두 100%의 정답률을 보였으며, ‘-아/어도’와 ‘-(으)ㄹ지라도’의 정

답률은 각 87.88%, 84.85%였다. 반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더라도, 

-(으)ㄴ/는데도’의 정답률은 70.91%, 78.18%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

지만 ‘-아/어도’와 ‘-(으)ㄹ지라도’는 모두 45.45%로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문장 유형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5) 부정소 사용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는 부정소제약이 없다. 학습

자의 정답률을 보면 ‘-아/어도’와 ‘-(으)ㄴ/는데도’의 경우에는 모어 화자와 

비슷한 정답률이 나타났다. 그러나 ‘-더라도, -(으)ㄹ지라도’의 정답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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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72.73%로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는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문장 유형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6) 부사어 사용

  앞서 분석한 것처럼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주로 

‘아무리, 비록’ 등과 같이 사용한다. 학습자의 정답률을 보면 ‘-더라도, -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의 경우는 모어 화자와 비슷한 정답률로 나타

났다. 그러나 ‘-아/어도’의 정답률은 32.73%로 비교적 낮은 정답률을 보였

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아/어도’의 부사어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시제 사용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모두 시제 제약이 있다. 아

래 제시한 시제 제약에 대한 모어 화자의 정답률은 다른 제약의 정답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시제 제약은 모어 화자에게도 어려운 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답률은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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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제약에 따른 정답률뿐만 아니라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제약에 

따라 학습자의 정답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정하여 집단 통계량을 바탕으

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제약에서 모두 

신뢰수준 95% 하에서 각각의 t 값이 –6.031, -3.654, -5.171, -5.171, -8.683, 

-3.280, -4.721, -4.307로 나타났고 각각의 유의확률은 모두 < .05 나타났으

며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양

보관계 연결어미의 각 제약에 대해 학습자 집단의 사용 정확도는 모어 화

자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집단 통계량의 평균 점수

를 보면 선어말어미 제약과 문장 유형 제약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가 각

각 1.24, 1.55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의 제약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명제

제약과 선어말어미 제약의 경우에는 학습자 집단의 평균 점수는 각각 

1.52, 2.18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학습자가 다른 통사적 제약에 비해 명제 

제약 및 선어말어미 제약 상황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적절하게 사용하

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검정

제약
집

단
N

평

균

표준

화 

편차

Levene의 등분산 

검정 t

자

유

도

유의확

률 ( 양

측)

차이의 95% 

신뢰구간

F 유의확률 하한 상한

주

어

1 33 2.79 .820 12.1

20
.001

-6.

031

64
.000

-1.33

1

-.66

92 33 3.79 .485

서술

어

1 33 3.15 .972 29.4

55
.000

-3.

654
64 .001

-1.03

1
-.302

2 33 3.82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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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9>의 분석 결과를 보면 각 제약에 따라 학습자의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정답률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학습자의 오류율이 높은 것

은 아래 표에서 ‘√’로 표시하였다. 분석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어

일치

제약

서술어

제약

선어말

어미

제약

문장

유형

제약

부정소

제약

부사어

제약

시제

제약

-아/어도 √ √ √

-더라도 √ √ √ √ √

-(으)ㄴ/

는데도
√ √

- ( 으 )ㄹ

지라도
√ √ √ √

<표 Ⅲ-10> 오류율이 높은 제약

2.2. 의미∙화용적 사용 및 인식 양상 분석

  본고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및 화용 부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사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한 목적은 

학습자의 오류 원인과 인식 양상을 검토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모어 화자

와의 인식 차이를 대조하기 위해 설문에 참여한 모어 화자 10명을 대상으

선어

말어

미

1 33 2.18
1.28

6
19.4

42
.000

-5.

171
64 .000

-1.72

2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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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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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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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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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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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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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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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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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2 33 3.33 .816

시

제

1 33 1.52 .939
.5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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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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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000

-1.5

08

-.55

22 33 2.55
1.00

3

<표 Ⅲ-9> 각 통사적 제약에 따른 독립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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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답으로 선택한 보기와 그렇지 않은 보기에 대하여 2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및 화

용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2.1. 발화 장면의 따른 사용 양상

  앞서 분석했듯이 발화 장면은 격식적인 장면과 비격식적 장면으로 나누

어진다. 이에 따라 학습자와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에 대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 DCT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예시로 

격식적인 [상황 2]와 비격식적인 [상황 6]을 살펴볼 것이다.

  [상황 2]는 회사에서 지민이 회사 동료인 영희를 자기의 결혼식에 초청

하는 비교적 격식적인 장면이다. 이런 장면에서는 화자가 공손한 태도를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더라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왜냐하면 

2. [상황] 회사에서 지민은 회사 동료인 영희에게 청첩장(请柬)을 주면서 영희

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한다. 청첩장을 받은 영희는 지민에게 결혼식에 꼭 가

겠다고 대답한다. 

지민: 영희 씨, 다음 달에 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거 청접장이에요. (바쁘시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희: 물론이지요. 꼭 갈게요.

① 바쁘셔도 ② 바쁘시더라도 ③ 바쁘신데도 ④ 바쁘실지라도 ⑤ 기타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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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는 일반적으로 격식적인 상황의 구어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93.94%의 모어 화자는 ‘바쁘시더라도’를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을 통해 

모어 화자들은 비교적 격식적인 상황에서 ‘-더라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문지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29.09%의 학습자만이 

‘바쁘시더라도’를 선택하였다. 이외에 ‘바쁘셔도’, ‘바쁘신데도’, ‘바쁘신데

도’, ‘바쁘실지라도’를 선택한 학습자는 각각 23.64%, 29.09%, 23.64%, 

21.82%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용 양상이 나타난 원인을 규명하

기 위해 아래와 같은 인터뷰39)를 실시하였다. 

  위의 학습자 인터뷰를 살펴보면 일부 학습자들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장면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습자의 경우 격식적인 장면이

39) 인터뷰를 했을 때에는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기술의 편리를 고려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었다.

연구자: ‘바쁘셔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10: 저는 어감으로 판단했어요, 이 선택항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리

고 ‘바쁘실지라도'는 이 상황에 잘 맞지 않아서 먼저 배제했어요. 그리고 원문

은 미래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바쁘더라도’는 과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했고요. 마지막으로 ‘-(으)ㄴ/는데도’는 항상 성질이나 성태 형용사랑 같이 

사용돼서 이것 선택했어요. 

연구자: ‘바쁘신데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6: 사실 저는 ‘-(으)ㄴ/는데도’ 이 문법은 잘 모르겠어요. 부탁하거나 메일 

쓸 때 ‘바쁘신데도’ 자주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정

식적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바쁘신데도’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바쁘실지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4: 이 장면은 좀 비교적 격식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문법

은 길면 길수록 더 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했어요.

연구자: ‘바쁘시더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1: 구어상황, 회사동료, 정중한 대화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

했어요. ‘바쁘시더라도’를 사용한 것은 회사 동료 관계이지만 친한 사적인 친

구사이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바쁘시더

라도’가 보다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어 화자 9: 공손하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2번을 자주 쓰고, 1은 덜 공손한 느

낌, 3은 강요하는 느낌, 미래의 일을 부탁하는 상황에서 4는 안 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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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이때 어떤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해야 하는지

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일부 학습자들은 이들의 의미적 차이조

차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비격식적 자리에서의 상황이다.

  [상황 6]은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진아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던 것

에 대해서 영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하는 장면이다. 모어 화자의 대답을 

보면 ‘전화해도(93.94%), 전화하더라도 (3.03%), 전화하는데도(3.03%)’ 등을 

사용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비공식적 장면에서는 ‘-아/어도’를 자

주 사용하고 ‘-더라도, -(으)ㄴ/는데도’도 비교적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화할지라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전화하더라도’, ‘전화하는데도’가 

적게 선택되는 이유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은 다음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상황] 비서부의 진아는 급한 일 때문에 재무부의 영희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으나 받는 사람이 없었다. 진아가 영희의 사물실로 찾아갔더니 영희는 일하

고 있었다. 점심 같이 먹을 때 이에 진아는 불만을 토로(表达不满）하고 있다. 

진아: 영희 씨, 아까 전화가 들어갔나요? 제가 아무리   (전화하다) 응하는 사

람이 없더라고요. 

영희: 아, 전화하셨군요. 아까 잠깐 나갔어요. 미안해요. 

① 전화해도 ② 전화하더라도 ③ 전화하는데도 ④ 전화할지라도 ⑤ 기타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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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나머지 답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1: ‘아무리 전화하더라도’는 어색하고요. ‘전화할지라도’는 문

어, 가장 공식적인 표현이라 생각하여 제외하고, ‘전화하는데도’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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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전화해도(40%), 전화하

더라도(27.27%), 전화하는데도(14.55%), 전화할지라도(7.27%), 기타(전화했는

데도 등 10.91%)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모어 화자와의 사용 

양상과 차이를 보인다. 모어 화자는 ‘전화해도’를 선호하며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압도적으로 ‘전화해도’를 선택한 모어 화자와 

달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나머지 ‘전화하더라도, 전화하는데도’의 경

우도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상당한 비율로 선택하였다. 특히 일부 학습자

들은 ‘전화할지라도’를 선택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으)ㄹ지라

도’는 비격식적 장면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다는 화용적 특성을 잘 인식하

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비

격식적 장면에서 쓰일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차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정답을 선택함에 있어 부사나 중국어로의 번역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일부 학습자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시제

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구자: ‘전화해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1: 여기 ‘아무리’가 있잖아요. ‘아무리...-아/어도’는 관용표현이에요. 

연구자: ‘전화하더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5: 여기서 과거의 일이잖아요. ‘-더라도’의 ‘-더’는 회상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서 선택했어요. 

연구자: ‘전화하는데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3: 여기 중국어로 번역하면 ‘无论怎么打电话，都没人接’로 번역할 수 있어

요. ‘-는데도’는 현재라서 이것 선택했어요. 

리’와 같이 사용할 때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돼요.

모어 화자 7: 2 번 ‘-더라도’는 다른 사람 주어일 때. 4번 너무 일어나지 않

은 상황을 가정하는 느낌이 있어요.

모어 화자 8: 2번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라도’를 쓰진 않는 거 

같고 4 너무 격식적이고 이것도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짐작할 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 번은 아까 전화해 놓고 는데도라고 하는 게 어색

하고, 앞에 있는 ‘아무리’랑 안 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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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사용 양상

  앞서 Ⅱ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수행하는 의

사소통 기능은 모두 다르다. 이에 대해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주장

  본고에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 4개 중에서 3개가 주장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결어미 간에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담화 완

성 테스트에서 세 가지 상황인 [상황 1], [상황 19], [상황 18]에서 ‘-아/어

도’, ‘-더라도’, ‘-(으)ㄹ지라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각 상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상황 1]의 응답 상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 1]은 수업 시간에서 성공의 조건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장면이다. 

여기서 ‘돈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며 일반적인 가정이다. 그러므

로 ‘있어도’는 비교적 적합한 정답이다. 모어 화자의 답변을 보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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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성공의 조건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야기

를 다 끝내지 못한 진희와 지민은 쉬는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희: 지민아, 너 능력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돈이    (있다)  능력이 없

으면 큰일을 할 수 없어.

① 있어도 ② 있더라도 ③ 있을지라도  ④ 있는데도 ⑤ 기타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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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있더라도 (33.33%), 있는데도(3.03%), 있을지라도(6.06%)’ 등을 선

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모어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는 주로 ‘-아/어도’와 ‘-더라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대

한 구체적인 차이의 인식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있어도’와 ‘있더라도’는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있는데도’는 20%로 모어 화자의 3.03%보

다 훨씬 많이 선택되었다. 모어 화자는 ‘있어도’를 선호하였다.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 또한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있어도’를 선호하였지만 나머지 

‘있는데도, 있을지라도’를 모어 화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정답으로 선택

하였다. 특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있는데도’를 모어 화자와 비교하

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정답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으)ㄴ/

는데도’는 주장의 의사소통 기능을 잘 수행하지 않는 화용적 특성을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잘 인식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있어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6: 같은 반 친구 사이의 대화, 학교 수업시간 토론, 구어 상황을 고려

할 때 ‘있어도’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있더라도’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기

는 하지만  친구사이라는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조금 덜 격식적이라는 느

낌이 드는 ‘있어도’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있더라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10: 수업 시간 토론, 비교적 격식적인 자리라서 ‘있더라도’를 선택했

어요. 

연구자: 왜 ‘있어도’를 선택했나요?

CKL 4: 여기서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해서, ‘있어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가 있어요. 

연구자: 왜 ‘있는데도’를 선택했나요?

CKL 5: 어감으로 판단하고요, 이 것 더 자연스러워서요. 여기서 강조하는 느낌

이 있고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라서요. ‘있어도’도 가능한데 강

조의 느낌이 있는 ‘있는데도’ 더 좋을 듯해요.

CKL 8: 여기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강조,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는데도’는 

‘-아/어도’보다 양보의 의미 더 강한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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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인터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중국인 학습자는 양

보관계 연결어미의 의사소통 기능을 혼용하고 있고, 그들 간의 화용적인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로 의미와 어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황 19]의 응답 양상을 보도록 하겠다. 

  [상황 19]는 화자가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상황에서 화자인 ‘스티브’박사는 ‘환자는 같이 살려야 한다’는 것을 강

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때 ‘-더라도’는 ‘-아/어도’보다 주장하는 뜻이 강하

기 때문에 여기서 ‘있더라도’는 비교적 적합한 답이다. 모어 화자는 ‘있더

라도(51.52%), 있을지라도(36.36%)’ 등을 정답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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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황] 스티브 박사가 인도주의정책(人道主义政策)에 대해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한다.

스티브 박사: "무슨 충돌이    (있다)    환자는 같이 살려야죠. 그래서 ‘성숙된 

인도주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① 있어도 ② 있더라도 ③ 있을지라도 ④ 있는데도 ⑤ 기타______

연구자: ‘있더라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5: 상황에 따라 ‘있어도, 있을지라도’가 가능할 것 같지만 적당한 선

에서 격식적인 표현이라 생각하는 ‘있더라도’를 선택했어요. 여기서 자신의 의견

을 강력하게 말하는 상황이라 생각해서 선택했어요. 

연구자: ‘있을지라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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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있더라도’는 모어 화

자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있어도’는 40%로 모어 화자의 24.24%보다 훨씬 

많이 선택되었다. 또한 일부 학습자는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있는데

도’를 선택하였다. 모어 화자는 ‘있더라도’를 정답으로 선호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있더라도’를 정답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부 학습자는‘있어도, 있는데도’를 모어 화자

보다 정답으로 더 많이 선택하였다. 특히 일부 학습자들은 ‘있는데도’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으)ㄴ/는데도’가 주장의 의사소통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다는 화용적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이런한 인식은 아래의 인터뷰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상황 18]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18. [상황] 고등하교 수업 시간에 미래 화성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

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지민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팀이

며, 민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팀이다.

민석: 화성에 물도 없는데 어떻게 거주합니까? 

지민: 과학기술이 발달에 따라서 물은   (없다)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① 없어도 ② 없더라도 ③ 없을지라도 ④ 없는데도  ⑤ 기타______

모어 화자 4: 극단의 상황을 가정할 때 4번의 뭔가 더 자연스럽다. 조금 더 격

식을 갖추어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있을지라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상황은 구어적인 상황이지만 스티

븐 박사가 자신의 의견을 인터뷰 혹은 강의로 강력하게 말하는 상황이라 생각

하여 구어상황이지만 문어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왜 ‘있더라도’를 선택했나요?

CKL 1: 저는 중국어로 번역해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충돌’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연구자: 왜 ‘있는데도’를 선택했나요?

CKL 2: 여기서 중국어로 번역하면 ‘不管或者无论有什么冲突，也要和患者在一

起’， 현재의 상황을 강조하는 거라서 있는데도를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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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8]은 공식적인 자리인 토론 수업 시간에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는 장면이다. 화자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으)ㄹ지

라도’는 ‘-아/어도’와 ‘-더라도’보다 더 극한 상황에서 자주 쓰이며 ‘물이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없을지라도’는 비교

적 적합한 답이다. 모어 화자는 ‘없을지라도(45.45%), 없어도(27.27%), 없더

라도 (24.24%), 없는데도(3.03%)’와 같은 비율로 정답을 선택하였다. 모어 

화자가 느끼는 각 연결어미에 대한 인식 차이는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없더라도’는 모어 화

자와 비슷하게 선택되었는데, ‘없어도’는 43.64%로 모어 화자의 27.27%보

다 훨씬 많이 선택되었다. 그리고 일부 학습자가 모어 화자가 많이 사용하

지 않은 ‘있는데도’를 선택하였다. 여기에서 모어 화자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모어 화자는 ‘없을지라도’를 선호하였는데 학습자들은 ‘없어도’를 

더 많이 선택하였다. 특히 일부 학습자들이 ‘있는데도’를 선택한 것으로 

연구자: ‘없어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7: 자연스러워서요. 4번도 괜찮은 것 같다. 2번은 ‘-더라도’ 사용하면 

뭔가 어색한데..이유 모르겠어요. 4번은 주어 1인칭일 때 사용해요.

연구자: ‘없더라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1: 친구사이지만, 수업 토론시간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없어도’보다 

격식적인 느낌이 드는 ‘없더라도’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없을지라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4: 극단의 상황을 가정할 때 4번이 뭔가 더 자연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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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학습자들이 ‘-(으)ㄹ지라도’가 극한 상황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는 주

장의 의사소통 기능을 잘 수행하지 않는다는 화용적 특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주장 기능에 대해 어

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② 제안 

  본고에서 제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아/어도’

와 ‘-더라도’가 있다. 그러나 ‘-아/어도’는 일반적인 제안부터 강한 제안까

지 두루 쓰일 수 있는데 ‘-더라도’는 다소 극한 가정이기 때문에 제안 기

능을 더 강하게 수행한다. 그리고 ‘-더라도’는 더 격식적인 자리에서 쓰인

다. 다음에는 [상황 8]과 [상황 17]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상황 8]을 

살펴보자. 

8. [상황] 수업 시간에 스티븐은 사전을 찾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그레이스는 

이에 대해 스티븐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레이스: 스티븐, 이 번 수업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았어? 너 수업 시간에 계

속 사전을 찾고 있더라...

스티븐: 응... 이번 수업의 단어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레이스: 내 생각은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사전을 찾지 마. 

미리 예습하는 게 나아. 

① 있어도 ② 있더라도 ③ 있는데도 ④ 있을지라도 ⑤ 기타______

연구자: ‘없어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7: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서요. 일반적인 양보를 사용해야 한다

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연구자: ‘없더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2: 여기서 진실성이 낮아서 ‘없더라도’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없을지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2: 여기서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고, 가정하는 정도가 높고, 자기의 주

장을 표현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 답을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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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8]은 학생 두 명이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화자인 그

레이스는 수업 시간에 사전을 찾았던 스티븐에게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어 화자들은 ‘있어도(54.55%), 있더라도(42.43), 있을지라도

(3.03%)’ 등의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들 표현의 차이를 인터뷰를 통해 살펴

보고자 한다.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있어도(41.82%), 있더라도(36.36), 있는

데도(10.91%), 있을지라도(7.27%)’ 등 비율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학습

자들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반적인 제안을 할 때 어떤 양보관계 연결

어미가 쓰이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모어 화자가 선택하지 않은 ‘있는데도’를 일부분 학습자들이 선택하

였다. 모어 화자와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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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있어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1: 사실 ‘있더라도’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함. ‘있어도’와 

‘있더라도’를 계속 고민하다가 구어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있어

도’같아서 선택했어요. 조금 더 편한 친구사이에는 ‘있어도’를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 ‘있어도’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있더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2: ‘있더라도’ 제일 자연스러워요. 다른 사람의 상황 가정하는 거라

서...1번 강조하는 느낌 없고 3번 예스럽고 구어로 사용하면 어색한 것 같아요.

연구자: ‘있어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5: 강조하는 의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진술하는 상황이라서요. 

CKL 3: 구어 상황에서 보통 ‘-아/어도’ 쓰고 여기서는 친구 사이의 대화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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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상황 17]에 대한 사용 양상을 살펴보자. 

  [상황 17]은 영희가 지민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회사 동료 사

이의 대화는 비교적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좋아해도’보다 

격식적인 느낌이 드는 ‘좋아하더라도’가 더 적합한 답이다. 모어 화자의 대

답을 살펴보면 ‘좋아해도(42.42%), 좋아하더라도 (54.55%)’ 등을 주로 사용

하였다. 모어 화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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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좋아해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6: 동료가 말하기에 제일 자연스럽다. 

연구자: ‘좋아하더라도’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1: 영희가 민수에게 조언을 하기는 하지만 자칫 하면 잔소리하는 것

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에 회사 동료인 민수에게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

고, 그렇기에 ‘좋아해도’보다 조금 더 격식적인 느낌이 드는 ‘좋아하더라도’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17. [상황] 영희가 하루 종일 힘들어 보이는 회사 동료 지민에게 말을 건다. 

영희: 지민 씨,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지민: 아, 네. 사실 어제 새벽에 축구 경기를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영희: 잠을 잘 자야 하는데. 지민 씨 요즘 계속 축구 보느라고 밤에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다)   잠은 잘 잤으면 좋

겠어요. 정말 건강이 걱정되네요.

① 좋아해도 ② 좋아하더라도 ③ 좋아하는데도 ④ 좋아할지라도 ⑤ 기타 ____

이것 선택했어요. 

CKL 6: 여기서 일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무표적인 답을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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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좋아해도’와 ‘좋

아하더라도’는 모어 화자랑 비슷하게 선택되었다. 그리고 일부 학습자가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좋아하는데도’를 선택하였다. 모어 화자는 ‘좋

아하더라도’와 ‘좋아해도’를 선호하는데 반해 일부 학습자는 두 문법 항목 

외에 ‘좋아하는데도’, ‘좋아할지라도’를 모어 화자보다 더 많이 선택하였다. 

즉,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아/어도’와 ‘-더라도’의 제안 의사소통 기능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일부 학습자들은 이 기능을 혼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

용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양보관계 연결어미 중에서 제안의 의사소통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아/어도’와 ‘-더라도’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느 정

도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진술

  본고에서 진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아/어도’

와 ‘-(으)ㄴ/는데도’가 있다. 그러나 ‘-아/어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진술 

기능을 실행하며 ‘-(으)ㄴ/는데도’는 사실에 대해 진술의 기능을 수행한다. 

진술 기능은 [상황 5]와 [상황 3]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상황 5]를 

살펴보자.

5. [상황] 영희는 감기에 걸렸다. 같은 전공 친구인 진아와 쉬는 시간에 연구실

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아: 영희야,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감기에 걸렸어?

영희: 응, 요즘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하니까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연구자: ‘좋아해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1: ‘아무리’랑 제일 잘 어울려서 선택했어요.  

연구자: ‘좋아하더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10: 여기서 좀 ‘다고 해도’의 느낌이 있어요. 사실 '더라도'의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좋아할지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4: 여기서 ‘좋아해도’는 자기랑 상관없을 때, 남을 권유할 때 자주 쓰인 

것 같고, ‘좋아하더라도’는 간접인용?, ‘하는데도’는 중국어로 ‘再怎么喜欢’, 정

도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답을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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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5]는 감기 걸린 영희가 친구인 진아한테 자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상황을 보면 ‘먹어도(84.85)’와 ‘먹는데도(15.15)’에 집중되어 

있었다. ‘먹어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용 양상이 나타

나는 이유는 아래의 설문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먹어도(49.09%)’의 사용 비율이 제일 

많이 나타나지만, 모어 화자가 선택하지 않은 ‘먹더라도(20%)’와 ‘먹을지라

도(18.18)’의 사용 비율도 적지 않게 나타났으며, 모어 화자와 큰 차이를 보

였다. 다음으로는  [상황 3]을 살펴보자.

진아: 약 먹었어?

영희: 먹었는데 약을   (먹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내일 병원에 가 보려고.

진아: 그래. 내일 꼭 병원에 가고. 건강이 최고야.

① 먹어도 ② 먹더라도 ③ 먹는데도 ④ 먹을지라도 ⑤ 기타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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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 영희와 미선이 같이 먹방(吃播)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희: 저 BJ(主播)는 어떻게 살이 안 찌지? 부럽다. 

미선: 그러게. 저렇게 많이   (먹다)  ... 신기하다.

① 먹어도 ② 먹더라도 ③ 먹는데도 ④ 먹을지라도 ⑤ 기타 ____

연구자: 왜 ‘먹어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4: 2와 4도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화자가 자기의 상황을 이

야기하는 것고, 보통 말할 때는 1을 많이 사용해서요. 2와 4는 구어 상황에 어

울리지 않는 것 같다, 3은 의미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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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3]은 미선이가 먹방을 하는 사람이 많이 먹는 행동에 대해 다시 

말하면서 자기의 감탄이나 부러움, 신기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대화

에서 전달하고자 하거나 서술하는 의미가 있다. 게다가 ‘-(으)/는데도’는 어

말에서 종결어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른 양보

관계 연결어미가 가지지 않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먹는데도’가 

더 적절하다. 이 상황에서 90.91%의 모어 화자들은 ‘먹는데도’를 사용하였

으며 나머지 모어 화자들은 ‘먹어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모어 화자는 

이런 상황에서 ‘-(으)ㄴ/는데도’를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용 양

상이 나타난 이유를 아래 인터뷰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면 45.45%의 학습자가 ‘먹을지라도’를 사용하였

고, 23.64%의 학습자가 ‘먹더라도’를 선택하였으며,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결어미를 선택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먹는데도’의 진술 의사소통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원인을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연구자: 왜 ‘먹는데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8: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므로 ‘먹는데도’가 가장 

잘 어울려요. 

모어 화자 9: 2, 4는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고 1보다 3이 대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연구자: 왜 ‘먹더라도’를 선택했나요?

CKL 4: 여기서 ‘더’는 회상의 의미가 가지고 그 비제이가 먹는 장면을 회상

하는 느낌이 있어요. 

연구자: 왜 ‘먹는데도’를 선택했나요?

CKL 9: 여기서 ‘는데도’의 비교하는 느낌이 강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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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권유

  본고에서 권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아/어도’

와 ‘-더라도’가 있다. 그러나 ‘-더라도’는 ‘-아/어도’보다 바람직한 가능성

과 바람직하지 않은 가능성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선행절에 과거 시

제나 현재 시제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권유를 하는 상황으로 많

이 사용된다. 다음은 [상황 10]과 [상황 3]을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먼저 [상황 5]를 보자. 

  [상황 10]은 영희가 지민에게 쉬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 권유하는 상황이

다. 이런 상황에서 모어 화자들은 ‘많아도(51.52)’와 ‘많더라도(48.48)’를 비

슷한 비율로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아래 설문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0. [상황] 지민은 요즘 할 일이 많아서 회사 동료인 영희에게 불만을 토로하

고 있다.

지민: 요즘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쉴 틈이 없어요.

영희: 아무리 일이    (많다)   좀 쉬면서 하세요. 

① 많아도 ② 많더라도 ③ 많은데도 ④ 많을지라도 ⑤ 기타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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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많아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4: 2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어상황, 회사 상황이지만 편안하

고 가까운 회사동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많아도’를 선택했어요.

모어 화자 5: ‘많더라도’도 가능할 것 같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사용할 때 ‘많아

도’를 더 편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많아도’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많더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7: 2번은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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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40%의 학습자가 ‘많아도’를 선택하고 

32.73%의 학습자가 ‘많더라도’를 선택하였으며, 모어 화자에 가까운 사용 

양상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양보 표현 또한 

사용한다는 점에서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들이 이렇게 사용하

는 원인을 인터뷰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⑤ 허락 

  본고에서 허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에는 ‘-아/어

도’가 있다. 이때에는 ‘되다/좋다/상관없다’와 자주 함께 사용되고 허락을 

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허락해 주는 것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상황 15]를 살펴보자. 

  [상황 15]는 화자 진희가 이나에게 반말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청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의 모어 화자가 ‘반말해도’를 선택하였다. 이

15. [상황] 진희가 동갑인 이나에게 말을 놓아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다. 

진희: 이나 씨, 우리 동갑인데다가 안 지 좀 됐으니까  （반말하다)  되지?

이나: 예, 그럼. 

① 반말해도 ② 반말하더라도 ③ 반말하는데도 ④ 반말할지라도 ⑤ 기타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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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많아도’를 선택했어요?

CKL 2: 여기서 좀 위로하는 느낌이 있어서 양보의 정도 제일 낮은 ‘-아도’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왜 ‘많은데도’를 선택했어요?

CKL 9: ‘아무리’와 자주 붙어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아무

리 좋아하는데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요. 



- 107 -

러한 사용의 이유를 수집한 설문지 자료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반말해도(83.64)’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으며, 대체로 모어 화자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

습자들은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양보 표현을 선택하였다. 학습자가 

허락 요청하기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⑥ 의지표명 

  본고에서 의지표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아/어

도’와 ‘-더라도’가 있다. ‘-아/어도’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벼운 계획이나 

의사를 말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비교적 극한 가정에서 ‘-더라도’를 사용하

기 때문에 ‘-아/어도’보다 더 강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먼저 [상황 20]

을 살펴볼 것이다. 

  [상황 20]은 데이비드가 선생님에게 포가하지 않은 자신의 의지를 표명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주로 ‘힘들어도(63.64%)’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힘들더라도’와 ‘힘들지라도’를 사용하는 사

람도 있다. 이러한 인식 양상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아래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상황]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된 데이비드는 어학당 선생님과 유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선생님: 한국 유학 생활이 어때요? 잘 적응했어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데이비드: 좀 힘드네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다)  포

기하지 않을 거예요.

① 힘들어도 ② 힘들더라도 ③ 힘든데도 ④ 힘들지라도 ⑤ 기타 ____

연구자: 왜 ‘반말해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2: ‘뭐뭐 해도 되지? 괜찮지?’ 이렇게 자주 사용해서요.

모어 화자 6:  뒤의 ‘되지?’와 가장 어울리는 것이 ‘반말해도’같아요. 

연구자: 왜 ‘반말해도’를 선택했나요? 

CKL 1: 뒤에 ‘되다’ 있잖아요. ‘-아/어도 되다’는 관용 표현으로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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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힘들어도(47.27%)’와 ‘힘들더라도

(40%)’를 주로 사용하였다. ‘힘들지라도(7.27%)’를 선택하는 사람은 모어 화

자보다 많은 반면에 일부분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힘든

데도(3.64%)’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원인을 학습자의 인터뷰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더라도’를 사용한 [상황 11]을 살펴보자. 

11. [상황] 장마철이라 매일 폭우가 내리고 있다. 지민은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영희에게 이야기한다. 

지민: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도 학교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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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힘들어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6: 선생님과 학생사이라는 것을 고려하되, 구어상황이고 선생님과 

데이비드가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여 ‘힘들어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기

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도 맞아요. 

연구자: ‘힘들더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4: 결의 있게 말하는 것 같아서요. 

연구자: ‘힘들지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2: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자주 쓰이는 것 같아서 자

연스러워요. 1, 2번 괜찮은데 강조가 안 돼서 선택 안 했어요. 3번은 아직 일

어나지 않은 일인데 사용하니까 이상해요. 

연구자: ‘힘들어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7: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이고, 뒤에 ‘-을 것이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벼운 의미라서 이 답을 선택했어요. 

연구자: ‘힘들더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3: 여기서 시태를 고려해서 선택했고요.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하면 ‘无论

多么累， 也不放弃’, 힘들지라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자주 사

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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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1]은 영희는 자기가 꼭 연구실에 가야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상

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주로 ‘하더라도(45.45%)’, ‘해도

(36.3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할지라도’를 9.09%의 낮은 빈

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아래와 같은 설문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학습자들은 ‘해도(43.64%)’와 ‘하더라도

(23.64%)’, ‘할지라도(25.45%)’등을 사용하였다. 즉, 모어 화자에 가까운 사

용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하는데도(5.45%)’를 선택하였다. ‘하는데도’를 선택한 원인을 학습자의 

인터뷰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거야?

영희: 물론이지.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하다)   꼭 가

야 해.

① 해도 ② 하더라도 ③ 하는데도 ④ 할지라도 ⑤ 기타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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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해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6: 대화 상황에서 가장 자연스러워요. 4보다 덜 부담스러워요.

연구자: ‘하더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9: 자기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연구자: ‘힘들지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2: 강조하는 느낌...

연구자: ‘해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2: 날씨예보의 내용이잖아요. 게다가 ‘-다고 해도’는 고정적인 용법으로 

배웠어요. 자기가 들은 내용을 표현하는 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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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화내기 

  본고에서 화내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아/어

도’와 ‘-더라도’가 있다. ‘-아/어도’는 선행절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후행절

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기대의 불충족’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심

리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더라도’는 선행절에 비교적 바람직

하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내기의 의사소통 기능

도 실현할 수 있다. 먼저 ‘-아/어도’를 사용한 [상황 9]를 살펴보겠다. 

  [상황 9]는 세민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준석에게 화를 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어 화자들은 주로 ‘바빠도(66.67%)’, ‘바쁘더라도

(24.24%)’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바쁠지라도’를 6.06%의 낮

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

9. [상황] 준석은 급한 일이 생겨서 세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바쁘게 

일을 처리하느라 세민에게 약속 시간 전에 연락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준

석이 세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준석: 너무 미안해.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세민: 아무리   (바쁘다)  전화할 시간도 없었단 말이야?

① 바빠도 ② 바쁘더라도 ③ 바쁜데도 ④ 바쁠지라도 ⑤ 기타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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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 6: ‘온다 해도’되게 귀에 쏙 들어온 것 같아서요. 

연구자: ‘하더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1: 강조하는 느낌이 더 깊은 것 갚아서요. 간접인용이고, 과거의 일에 대

해 이야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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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바쁘더라도(47.27%)’를 가장 높은 비

율로 선택하였으며, 모어 화자에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모어 화자가 가

장 많이 선택하는 ‘바빠도’는 23.63%의 학습자만이 선택하였다. 일부 학습

자들은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바쁜데도(9.09%)’를 선택하였다. 이러

한 선택의 이유는 아래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는 ‘-더라도’를 사용한 [상황 7]을 살펴보겠다. 

  [상황 7]은 경찰이 도둑한테 화를 내는 상황이다. 모어 화자의 사용 양

상을 보면 주로 ‘탐나더라도(66.67%)’, ‘탐나도(24.24%)’를 사용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외에 ‘바쁠지라도’를 9.09%의 낮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아래와 

7. [상황] 도둑이 경찰에게 잡힌 후 경찰서에서 진술(陈述)하고 있다. 

도둑: 그 물건이 너무 탐나서 저도 모르게 훔쳤습니다.

경찰: 아무리 그게  (탐나다)  남의 물건인데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① 탐나도 ② 탐나더라도 ③ 타나는데도 ④ 탐날지라도 ⑤ 기타 ____

연구자: 왜 ‘바빠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1: ‘바쁘더라도’도 가능할 것 같지만, 일상적으로 내가 사용할 때 

‘바빠도’를 더 편하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바빠도’를 선택

했어요. 2는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화나는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 어울리는 것 같고, 3번은 바쁜 것은 아까 있었던 일이라 어색함. 4 

번 화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격식적인 말을 쓰진 않아요. 

모어 화자 3: ‘아무리’랑도 가장 잘 어울리고 화나는 상황에서 짧게 말할 것 

같아서요. 

모어 화자 9: 뒤에 이어지는 말과 호응이 자연스러워서요. 

연구자: 왜 ‘바빠도’를 선택했나요?

CKL 5: ‘바빠도’더 자연스러워요. 강조하면서 원망하는 상황이잖아요. ‘바빠도’

읽을 때 더 자연스러워서요. 

연구자: 왜 ‘바쁘더라도’를 선택했나요?

CKL 1: 과거의 ‘전화 안 받다’는 사실에 대한 회상의 느낌이 있어서요. 

CKL 2: 이 상황에서 사실성이 떨어져요. 세민은 준석이 바빠서 전화 받는 시간

까지 없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CKL 4: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고려해서 선택했어요. 길면 길수록 더 정식적인 

느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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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선택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사용 상황을 살펴보면 43.64%의 학습자가 ‘탐나더라도’를 사용

하였고, 27.27%의 학습자가 ‘탐나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모어 화자에 가

까운 사용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적지 않은 16.36%의 학습자가 ‘탐나는데

도’를 사용한 것에서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는 

아래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⑧ 불만토로 

  불만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아/어도’와 ‘-

(으)ㄴ/는데도’가 있다. 전술했듯이 ‘-아/어도’가 화내기 의사소통 기능을 수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대의 불충족’ 때문이다. 불만토로의 의사소통 기

능 또한 동일한 이유로 실현할 수 있다. ‘-(으)ㄴ/는데도’는 선행절에 항상 

과거형이 오며, 사실에 대한 불만 등 부정적인 심리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연구자: 왜 ‘탐나더라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6: 가장 ‘아무리’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왜 ‘탐나더라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3: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가정하는 느낌이어서, 타자화된 느낌이 있

고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연구자: 왜 ‘탐나더라도’를 선택했나요?

CKL 1: ‘탐나도’는 단순히 사실을 묘사하고 ‘탐나더라도’는 짜증나는 말투가 

있는 것 같아서요. 

CKL 6: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리 ... 더라도’를 쓰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CKL 10: 그 물건에 탐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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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도’를 사용한 [상황 6]을 살펴보겠다. 

  [상황 6]은 진아가 영희에게 전화 받은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비격식 상황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모어 화자들은 ‘전화해도(93.94%)’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이외에 

‘전화하더라도(3.03%)’와 ‘전화하는데도(3.03%)’를 낮은 비율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용 원인은 아래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전화해도(83.64%)’를 가장 높은 비율

로 선택하였으며, 대체로 모어 화자에 가까운 사용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모어 화자에게서 낮은 비율로 사용되는 ‘전화하더라도’와 ‘전화하는데도’가 

6.비서부의 진아는 급한 일 때문에 재무부의 영희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으

나 받는 사람이 없었다. 진아가 영희의 사물실로 찾아갔더니 영희는 일하고 있

었다.  이에 진아는 불만을 토로(表达不满）하고 있다. 

진아: 영희 씨, 아까 전화가 들어갔나요? 제가 아무리  (전화하다)  응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영희: 아, 전화하셨군요. 아까 잠깐 나갔어요. 미안해요. 

① 전화해도 ② 전화하더라도 ③ 전화하는데도 ④ 전화할지라도 ⑤ 기타 ____

연구자: ‘전화해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5: 부사 ‘아무리’와 가장 어울리는 것이 ‘전화해도’인 것 같았어요.

모어 화자 8: 2번은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더라도를 쓰진 않는 거 같고,  

3번은 아까 ‘전화해 놓고 는데도’라고 하는 게 어색하고, 앞에 있는 ‘아무리’랑 

안 어울려요. 4번은 너무 격식적이고 이것도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처지

를 짐작할 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모어 화자 9: 전화했을 당시에 영희가 전화를 받으리라는 진아의 기대에도 전

화를 받지 않았던 기대가 어긋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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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집단에서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사용 원인을 아래의 인

터뷰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으)ㄴ/는데도’를 사용한 [상황 14]를 살펴보겠다. 

  [상황 14]는 준석이 경민을 불렀는데 경민이 대답이 없는 것에 대해 불

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주로 ‘부르는데

도(69.7%)’와 ‘불러도(18.18%)’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모어 화자는 ‘불렀는데

도(9.09%)’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4. [상황] 준석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경민을 불렀는데 경민은 듣지 못해 대답

하지 않았다. 

준석: 왜 대답을 안 해?

경민: 어? 나? 못 들었어. 

준석: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다)  못 들었다는 거니?

① 불러도 ②부르더라도 ③ 부르는데도 ④ 부를지라도 ⑤ 기타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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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전화해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1: ‘아무리’와 ‘전화해도’가 가장 어울린 것 같았어요.

CKL 6: 말할 때 그냥 ‘전화해도’라고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요. 

연구자: ‘전화하는데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4: ‘아무리’가 있고 여러 번을 말하는 거라서요. ‘无论我怎么打电话都没人

接’로 번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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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부르는데도(45.45%)’를 가장 높은 비

율로 선택하여, 모어 화자에 가까운 사용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불러도

(35.45%)’를 사용하는 학습자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일부분 학습자들은 모

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부르는데도(14.55%)’와 ‘부를지라도(1.82%)’를 선

택하였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차이는 아래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⑨ 요청

  요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더라도’가 있다. ‘-

더라도’는 겸손한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청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

더라도’를 사용한 [상황 2]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연구자: ‘부르는데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3: ‘그렇게 ~ 거니?’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모어 화자 4: 그 당시에 현재를 나타내는 4번이 적절해 보여요. 2번은 지금 준

석은 경민에게 조금은 답답함과 화가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부르더라도’를 

쓰면 보다 격식적이고 감정에서 거리를 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준

석이 격식적이거나 감정에 거리를 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어 화자 6: 가장 사적인 관계의 구어 상황에서 불만의 감정을 편하게 청자에

게 화자가 표현할 때 ‘부르는데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불렀는데도’라는 답을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2: 내가 했으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부르더

라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4번은 문어에서 자주 사용해요. 

모어 화자 7: 앞 절에 이미 부른 사실을 나타내는 과거시제로 표현해야 자연스

러워요. 

연구자: ‘부르는데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4: ‘부르는데도’는 강조의 느낌이 있어요. ‘我那么大声，还没听着？’로 번

역할 수 있고 불만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강조의 의미가 더 많은 ‘부르는데도’

더 어울려요. 

CKL 5: 여기는 원망하고 불만한 상황이고요. ‘불러도’는 과거의 상황에 안 어

울리고 느낌은 너무 일반적이라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부를지라도’는 미래 상

황이라서 여기에 안 어울리고 ‘부르더라도’는 회상의 의미가 가지고 있으니

까 선택을 안 했어요. ‘부르는데도’는 ‘배경, 조건, 대조’의 의미가 갖고 있는 

‘-는데’와 ‘-도’의 결합이며 ‘-도’가 붙이고 양보의 의미가 생기고 앞 말을 강

조하여 뒷말과 대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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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2]는 지민이가 회사 동료를 자기의 결혼식에 초대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격식적인 상황과 같이 93.94%의 모어 

화자가 ‘바쁘시더라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 ‘바쁘실지라도’를 낮은 비율로 사용하였다. ‘바쁘시더라도’를 사용

한 이유는 아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한 가지 어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학습자 집단에서의 양보관계 연결어미 사용 양상을 보면, 네 가지 답을 각

각 23.64%, 29.09%, 23.64%, 21.82%의 비율로 고르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2. [상황] 지민은 회사 동료인 영희에게 청첩장(请柬)을 주면서 영희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한다. 청첩장을 받은 영희는 지민에게 결혼식에 꼭 가겠다고 대

답한다. 

지민: 영희 씨, 다음 달에 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거 청첩장이에요.    (바쁘

시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희: 물론이지요. 꼭 갈게요.

① 바쁘셔도 ② 바쁘시더라도 ③ 바쁘신데도 ④ 바쁘실지라도 ⑤ 기타 ____

연구자: 왜 ‘바쁘시더라도’를 선택했어요?

모어 화자 5:  구어상황, 회사동료, 정중한 대화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

했어요. ‘바쁘시더라도’를 사용한 것은 회사 동료 관계이지만 친한 사적인 친

구사이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바쁘시더

라도’가 보다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이 구어 상황이고 

회사 동료라는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바쁘실지라도’는 너무 문어적이거나 너무 정중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모어 화자 10: 공손하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2를 자주 써요, 1은 덜 공손한 느

낌, 4는 강요하는 느낌, 미래의 일을 부탁하는 상황에서 3은 안 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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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양상은 학습자가 ‘-더라도’가 가진 공손성 표현 기능과 요청의 의사

소통 기능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위

와 같이 사용한 이유를 아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⑩ 지시 

  본고에서 지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에는 ‘-더라도’

가 있다. ‘-더라도’는 정중하고 격식적인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시 기

능을 실현할 수 있다. ‘-더라도’를 사용하는 양상을 [상황 12]를 통해 살펴

볼 것이다. 

  [상황 12]는 영희가 지민에게 일이 있을 때 전화부터 하라고 하는 상황

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있더라도(48.48%)’와 ‘있어도(39.39%)’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외에 ‘있을지라도(12.12%)’를 낮은 비율로 사용하였

12.  [상황] 지민은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어제 미팅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신

이 없어서 상사인 영희에게 전화도 하지 못해서 사과하고 있다. 

지민: 어제는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못할 경우에는 전화부터 하세요.

① 있어도 ② 있더라도 ③ 있는데도 ④ 있을지라도 ⑤ 기타 ____

연구자: 왜 ‘바쁘시더라도’를 선택했어요?

CKL 2: 번역 책에서 나온 것 같아서 외웠어요. 외운 대로 선택했어요. 

CKL 5: 사실은 어감으로 판단했어요. 여기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

고 ‘-더’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바쁘실지라도'는 어감으로 너무 어색해

요. ‘-(으)ㄴ/는데도’는 항상 성질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형용사랑 같이 쓰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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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사용의 차이를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36.36%의 학습자가 ‘있더라도’를 선택

하였고, 32.73%의 학습자가 ‘있어도’를 선택하였으며, 16.36%의 학습자가 

‘있을지라도’를 선택하였다. 대체적으로 모어 화자에 가까운 사용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있는데도’를 12.73%의 학습자

들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차이를 보다 상세한 인터뷰를 통해

서 알아보고자 한다. 

⑪ 통보 

  본고에서 통보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에는 ‘-더라

도’가 있다. ‘-더라도’는 공손하고 격식적인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

적인 안내문 등의 담화 상황에서 자주 쓰이며 주로 통보하는 의사소통 기

능을 실현한다. ‘-더라도’를 사용한 [상황 4]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연구자: 왜 ‘있어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1: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있더라도’가 더 적절할 것 같다고도 생각

하지만 영희가 상사라는 것을 고려하여 조금 더 편안하게 말하는 느낌이 드는 

‘있어도’를 선택했어요. 만약 상사인 영희가 조금 더 격식적인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있더라도’를 쓰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

면 ‘있더라도’를 쓸 경우에 더 ‘영희’가 ‘지민’을 부하직원이지만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연구자: 왜 ‘있더라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2: 2번은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모어 화자 8: 2번은 덜 타박하는 느낌, 1번 ‘있어도’도 괜찮고, 다만 더 단정적

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어요. 3번은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사람이 안 한 일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이 되어야 할 것 같고, 4번은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는 안 

어울려요.

모어 화자 9: 상사라 조금 강하야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서요.

연구자: 왜 ‘있어도’를 선택했나요?

CKL 1: ‘아무리’가 있어서요. ‘아무리’가 항상 ‘-아/어도’랑 같이 써서 ‘있어도’

를 선택했어요. 

CKL 7: ‘있더라도’는 뒤의 ‘하세요’랑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요.

연구자: 왜 ‘있더라도’를 선택했나요?

CKL 5: 간접인용의 느낌이 있어요. 어떤 통로를 통해 얻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라도’의 사과하는 정도 더 깊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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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4]는 도서관의 안내문의 통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의 모어 화자가 ‘불편하시더라도’를 선택하였다. 이

는 ‘-더라도’가 통보의 기능을 실현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의 

인터뷰에서 모어 화자의 ‘-더라도’ 사용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다.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41.82%의 학습

자가 ‘불편하시더라도’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가지 양보관

계 연결어미도 적지 않은 비율로 선택하였다. 이는 모어 화자의 사용과 큰 

차이를 보였다. 아래의 인터뷰에서 학습자의 사용 이유를 확인하고자 한다. 

4.  [상황] 민석과 영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도서관 휴관에 대해서 이야기

를 나눈다.

민석: 어디 가는 거야?

영희: 지금 도서관 가,

민석: 오늘 도서관 휴관 아니야? 도서관 문 앞에 붙어 있던 공고문 못 봤어? 

영희: 못 봤는데. 뭐라고 써 있었어?

민석: '8월 5일에 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다)    양해해 주십시

오.'라고 써 있었어. 

영희: 아, 진짜? 고마워. 그럼, 내일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야겠다. 

① 불편하셔도 ② 불편하시더라도 ③ 불편하신데도 ④ 불편하실지라도 ⑤ 기

타 ____

연구자: ‘불편하시더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3: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혹시나 불편하셔도.... 이

런 느낌이라 공손하게 느껴져요.

모어 화자 6: 도서관의 공식적인 안내문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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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공감 

  본고에서 공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로는 ‘-더라도’

와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가 있다. ‘-더라도’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여서 더욱 상대방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으)ㄴ/는데도’는 항상 일반적인 일에 대해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에게 공감 시킬 때에 사용한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나 사회적

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 국가 정책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이 나타날 때 강조하기 위해 ‘-(으)ㄹ지라도’를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먼저 ‘-더라도’를 사용한 [상황 13]을 살펴보자. 

  [상황 13]은 영희가 뉴스를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공감하는 상황

13.[상황] 뉴스에서 시민들이 기부하는 장면이 나온다. 진아와 영희는 이에 대

해 공감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진아: 요즘 사람들 생활이 많이 좋아졌나 봐. 연예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

반인들도 기부를 많이 하네!  

영희: 그러게. 이런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 큰 돈은 (아니다)   남을 돕

는 행동 자체가 대단해.

① 아니어도 ② 아니더라도 ③ 아닌데도 ④ 아닐지라도 ⑤ 기타 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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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불편하셔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1: 실제 생활에서 ‘-아/어도’더 많이 보인 것 같아서요.  

CKL 6: 뭔가 공고문에서는 그렇게 완곡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어도’

를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불편하시더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2: 먼저 중국어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더라도’더 겸

손한 느낌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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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런 상황에서 45.45%의 모어 화자는 ‘아니더라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27.27%의 모어 화자는 ‘아니어도’와 ‘아닐지라도’ 등 세 가지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였다. 모어 화자의 이러한 사용 양상의 차이를 설문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아니더라도(43.64%)’와 ‘아니어도

(29.09%)’는 모어 화자에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아닐지라도

(7.27%)’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분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은 ‘아닌데도(18.18%)’를 선택하였다. 학습자가 이처럼 사용한 

이유를 설문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상황 16]을 살펴보겠다. 

16. [상황] 어떤 노인이 깨끗한 강물을 보면서 한탄한다. 

노인: 세월이    (흘렀다)    강물은 변함없이 깨끗하구나.

① 흘렀어도 ② 흘렀더라도 ③ 흘렀는데도 ④ 흘렀을지라도 ⑤ 기타 ____

연구자: ‘아니어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2: 1번은 제일 자연스러워요. 2번에 강조 느낌 있는데 자기가 한 일

도 아닌데 저렇게 강조하니까 좀 어색해요. 

연구자: ‘아니더라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6: 구어상황이고 편안한 친구사이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니어도’를 

사용하여도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희가 이야기하는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남을 돕는 행동 자체가 대단해.” 부분은 뉴스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격식적인 표현이라 생각되는 ‘아

니더라도’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모어 화자 3: 1도 괜찮음, 다만 2가 더 착한 말투 같아서 내용과 잘 어울린다

고 보았어요. 

연구자: ‘아니더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6: ‘큰돈은 아니어도’라고 하면은 조금 배부른 소리로 들려서 일반인을 조

금 무시하는 느낌도 들어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CKL 7: 진실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큰 돈 아니다’. 

연구자: ‘아닐지라도’를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CKL 10: ‘아니다’는 항상 ‘-ㄹ지라도’랑 같이 쓰인 것 같고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 122 -

  [상황 16]은 어떤 노인이 깨끗한 강물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

다.  39.4%의 모어 화자는 ‘흘렀는데도’를 선택하였고, 27.27%의 모어 화자

가 ‘흘렀어도’를 선택하였으며, 30.3%의 모어 화자가 ‘흘렀을지라도’를 선

택하였다. 이외에 ‘흘렀더라도’는 3.03%의 낮은 비율로 사용하였다. 그 이

유를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45.45%의 학습자가 ‘흘렀는데도’를 

선택하여 모어 화자와 가까운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모어 화자가 높은 사

용 비율로 사용하는 ‘흘렀어도’와 ‘흘렀을지라도’는 학습자 집단에서는 각 

16.36%, 7.27%의 낮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모어 화자가 낮은 사용 비율로 

사용하는 ‘흘렀더라도’에 대해 학습자 집단에서는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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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흘렀어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7: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무난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선택했어요. 4번

도 괜찮아요. 2번은 뒤에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어색한 거 같아요. 

연구자: 왜 ‘흘렀는데’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5: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고자 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여기서 편안

한 느낌은 문장이 가지는 철학적인 진지함, 혹은 ‘노인’이 이 내용을 말함으로

써 가질 수 있는 어떤 진지함, 권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보다 일상적인 느

낌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왜 ‘흘렀을지라도’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 9: 문어, 격식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노인’이 청자를 ‘제자’와 같

은 사람으로 두고 삶의 교훈을 주고자 한다면, 문장 내용이 몹시 철학적이기 

때문에 구어 상황이지만 ‘흘렀을지라도’를 쓰는 것이 ‘노인’의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줌과 동시에 철학적인 내용의 진지함을 더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도 생각해서 이것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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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용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학습자한테 익숙한 상황, 예를 들면 주장, 제안, 허락, 화내기 등 상황에

서의 정답률은 다른 상황에서보다 높았다. 그리고 익숙한 ‘-아/어도’와 ‘-

더라도’를 단순화시켜 이 두 가지 어미만 반복적으로 쓰이는 경향을 보였

다. 또한, 예시에서처럼 네 가지 어미가 비슷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학습자들은 모든 어미들의 화용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어 화자는 담화 상황의 발화 장면

과 화자의 발화 의도를 고려하고 어감으로 판단하는 반면, 학습자는 배운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고급 학습자이어도 양보관계 연결어미들 간의 

섬세한 차이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높은 오답률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에 대한 교육 방안이 필요하며, 반복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정보 분석

  본 절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55명에게 양보

관계 연결어미의 학습 여부, 학습 시기 및 습득 경로에 대해 조사한 내용

을 정리하였다. 먼저 학습 여부의 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왜 ‘흘렀는데도’를 선택했나요?

CKL 6: 이미 일어난 일이라서요.

CKL 7: 여기는 감탄의 상황이고요. 문학 색체가 있고요. 

양보관계 연결어미 학습 여부 비율(%)

-아/어도 

예 100%

아니오 0%

기억 안 남 0%

-더라도 

예 94.55%

아니오 0%

기억 안 남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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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Ⅲ-11>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 네 가

지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학습한다. 그 중에서 100%의 학습자가 ‘-아/어도’

를 학습하며, 94.55%의 학습자가 ‘-더라도’를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4.55%의 학습자가 ‘-(으)ㄴ/는데도’를 배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유의해

야 할 점은 14.55%의 중국인 학습자는 ‘-(으)ㄹ지라도’를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다. ‘-(으)ㄹ지라도’는 전형적인 양보관계 연결어미인데도 불구하고 학

습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에는 학습 여부에서 ‘예’라고 응답한 학습자의 학

습 시기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아/어도’를 주로 초

-(으)ㄴ/는데도 

예 94.55%

아니오 0%

기억 안 남 5.45%

-(으)ㄹ지라도 

예 85.45%

아니오 14.55%

기억 안 남 0%

<표Ⅲ-1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양보관계 연결어미 학습 여부 조사 결과

양보관계 연결어미 학습 시기 비율(%)

-아/어도

기억 안 남 0% 

초급(1, 2급) 89.09%

중급(3, 4급) 10.91%

고급(5, 6급) 0%

-더라도

기억 안 남 19.23%

초급(1, 2급) 7.69%

중급(3, 4급) 71.15%

고급(5, 6급) 19.23%

-(으)ㄴ/는데도

기억 안 남 28.85%

초급(1, 2급) 11.54%

중급(3, 4급) 53.84%

고급(5, 6급) 5.77%

-(으)ㄹ지라도

기억 안 남 27.66%

초급(1, 2급) 0%

중급(3, 4급) 23.40%

고급(5, 6급) 48.94%

<표Ⅲ-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양보관계 연결어미 학습 시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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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에서 배우며, ‘-더라도’와 ‘-(으)ㄴ/는데도’는 주로 중급에서 배우고, ‘-(으)

ㄹ지라도’는 주로 고급에서 배운다. 이는 교재 분석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

러나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다른 등급에서 배웠다고 응답한 이유는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및 교육과정이 다르고 배운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습득 경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표를 통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주로 ‘교재, TV 등 대

중 매체, 친구와 대화하면서’ 등의 방식으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학습한

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가

장 많고, ‘TV 등 대중 매체, 친구와 대화하면서’를 통해서 학습하기도 한

다. 기타 의견으로 SNS를 통해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학습하였다는 응답

자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습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자의 학습 경로는 다양하며, 수업 시간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문법 지식을 내재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보관계 연결어미 습득 경로 비율(%)

-아/어도

교재 61.82% 

TV 등 대중 매체 7.27%

친구와 대화하면서 12.73%

기타 18.18%

-더라도

교재 61.82% 

TV 등 대중 매체 7.27%

친구와 대화하면서 10.90%

기타 20.00%

-(으)ㄴ/는데도

교재 52.73%

TV 등 대중 매체 16.36%

친구와 대화하면서 16.36%

기타 14.55%

-(으)ㄹ지라도

교재 78.18%

TV 등 대중 매체 12.73%

친구와 대화하면서 1.82%

기타 7.27%

<표Ⅲ-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양보관계 연결어미 습득 경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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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류 원인 분석 

  앞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의미적, 화

용적 특성에 대한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고,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양보관계 연결어미 사용에 있

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원

인을 밝히고자 한다. 리차드(Richards, 1971)에서는 오류를 ‘간섭 오류, 언

어내적 오류, 발달 오류’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코더(Corder, 1974)에

서는 오류 원인을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 환경 요소’의 세 가

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허용·김선정(2013)에서도 오류 원인을 ‘언어 간 

간섭, 언어 내적 간섭, 그 외의 원인’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 

이상의 오류 원인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

다.

3.1. 모국어의 간섭

  모국어의 간섭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적 대응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

해 학습자 모국어의 간섭 오류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오류 판단형 :

20. 세민 씨는 키가 작아도 운동을 잘한다. 

인터뷰:

연구자: 为什么觉得这道题错了呢？（왜 이것 틀린다고 생각해요?）

CKL 8: 翻译成汉语的话是， ‘即使他个子矮，他运动也很好’, 感觉不太通顺.

（이것 중국어로 번역하면 ‘即使他个子矮，他运动也很好’, 그렇게 유창하지 

않아요) 

2）중∙한 번역 

7. 即使他活着回来，事情也不会那么顺利. 

CKL 1 답: 살아서 돌아와도 일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8. 即使语言不同，基本的交流在某种程度上还是可能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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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오류 판단형 문제의 정답은 ‘O’인데, 학습자는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어색하게 느껴서 ‘X’로 응답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네 가지 양

보관계 연결어미는 모두 ‘即使’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각자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한 번역 테스트에서 학습자는 

모두 단순하게 ‘-아/어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언어 간의 차이로 인하여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언어 내 간섭

3.2.1. 문법의 유사성 및 복잡성으로 기인한 오류

  한국어의 문법은 한 가지 뜻을 표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법을 선

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법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습할 때 언어 내 간섭으로 인한 오류가 빈번

하게 발생한다.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김혜란(2009)에

서는 이러한 오류는 이미 습득한 제2언어 지식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라고 

하였다. 학습자들이 L2, 즉 한국어 언어 내 유사성과 복잡성으로 인하여 

오류를 범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보관계 연결어미 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한다. 

CKL 1 답: 언어가 달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9. 即便再没钱，连那点钱也没有？

CKL 1 답: 아무리 가난해도 그 정도의 돈도 없냐?

인터뷰: 

看你翻译的全部都是用的‘-아/어도’，可以说下理由吗？（번역한 것을 보면 모두 

‘-아/어도’를 사용해서 번역하였어요. 그 이유 말해 주실 수 있어요?)

CKL 1: 感觉用‘-아/어도’都可以，还有它的制约也比较少，用起来比较方便.(‘-아/

어도’다 잘 어울려서 사용했어요. 게다가 ‘-아/어도’의 제약도 적어서 사용하기 

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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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어도’와 ‘-더라도’의 제약 및 의미·화용적 특성이 비슷하여 서로 

대치가 가능한 상황이 빈번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한 학습자들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양보관계 연결어미 간의 복잡성 때문이다. 앞 절에서 분석했듯

이 많은 학습자들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는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용법을 습득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양보관계 연결

어미의 제약 및 의미, 화용적 복잡성 때문이다. 통사적 복잡성은 주로 선

어말어미 제약 및 시제 제약에 있다. 반면, 의미적 복잡성은 주로 양보 자

체의 개념과 다양한 의미 자질에 있다. 학습자가 양보 자체의 개념을 정확

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자질을 잘 인식하지 못

해서 오류를 범한다. 이상과 같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복잡성은 학습자에

게 혼란을 야기한다. 위와 같은 오류 원인을 사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는 양보 자체의 의미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양보 자체의 개념과 다양한 

의미 자질을 모르는 상황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학습하였으므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양보 자체의 개념과 다양한 의미 자

질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3.2.2. 맥락 정보 및 의사소통 기능 이해 부족으로 기인한 오류

  앞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발화 장면 및 문법의 

연구자: 你可以说一下你对让步的理解吗？（‘양보’의 개념에 대해 어떻게 이해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CKL 3: 让步翻译成汉语就是‘尽管， 都；即使，也’. 前半句是假设，后半句是真

实的就是让步.(양보는 중국어로 번역하면 ‘尽管， 都；即使，也’이에요. 선행절

은 가정한 것고 후행절은 다 사실이면 양보예요)

CKL 4: 其实对让步本身这个概念不太理解.（사실 양보 자체의 개념에 대해 잘 

몰라요.)

CKL 10: 我认为让步有就是关心对方的意思，本意在后面.(양보는 상대방을 배려

하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화자가 말하고 싶은 말은 뒤에(후행절)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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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능 등의 요소에 따라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사용이 달라진다. 

학습자들은 이런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오류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들은 양보관계 연결

어미의 발화 장면 및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오류를 

범한다. 위와 같은 오류 원인을 사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선택했을 때 

발화 장면을 선택하지 않고 의미만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발화 장면 및 의사소통 기능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교육할 때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발화 장면 및 의

사소통 기능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3. 교육 부재로 인한 오류

  브라운(Brown, 2001)에서는 ‘학습자의 장(context of learning)’유형을 학

습자의 오류 원인 중의 하나로 꼽는다. 이때 ‘장’이라는 것은 교실 내, 즉 

교사와 교재가 있는 교실 내에서 학습하는 경우와 교실 밖에서, 즉 학습자

가 TV 등의 경로를 통해서 습득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리

고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학습 환경 요소이다. 즉 교사의 잘

못된 설명, 혹은 교재에서 단어나 구조에 대한 잘못된 설명 등이 있다. 본

고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학습자가 한국어 전공자라는 것을 고려하여 오

류 원인을 교실 내로 한정하였다. 

  중국 내 한국어 교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는 비교적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일부 교재에서는 양보

연구자:你在做题的到时候会考虑它的谈话场面等这些吗，或者说做题时会考虑一些

什么因素呢? (문제가 풀렸을 때 발화 장면 등 이런 요소를 고려해 본 적이 있

어요? 다시 말하자면, 문제가 풀렸을 때 어떤 요소를 고려했어요?)

CKL 6: 啊，这倒没有想到这么多，只是读完整个情况之后集中在那一句话上去解

题了.(아, 문제가 풀렸을 때 발화 장면 이런 것 고려하지 못했어요, 상황을 읽

고 나서 그 문제에 있는 한 마디만 집중하여 생각해서 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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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연결어미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중국어로 번역만 하는 데에 그쳤으며 의미보다 형태

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네 가지 유사 문법 간의 변별 자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대화문으로 제시한 예문보다 주로 한 문장으로 제시

한 예문들이 많았다. 그리고 목표 문법을 제시한 후에 학습자에게 목표 문

법이 사용된 맥락을 두루 연습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교재에는 문법의 

의미와 통사적 제약 등과 긴밀하게 연결된 연습이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재가 주로 빈칸 채우기, 번역하기, 보기와 같이 문장 바꿔보기, 보기와 

같이 대화 완성하기 등 기계적 연습이나 문장 층위의 유의미적 연습에 집

중하고 있었다. 많은 교재에서는 단일 문법 항목에 대한 개별적 연습을 제

공하고 있고 세 가지 문법을 통합하여 연습시키는 활동이 없다는 것도 공

통적인 문제였다.

  그리고 실시한 학습자 인식양상 조사 결과, 50명(90.91%)의 학습자가 ‘양

보관계 연결어미 간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응답하

였다. 또한 8명(14.55%)의 학습자가 ‘‘-(으)ㄹ지라도’를 배운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학습자의 학습 경로를 보면 ‘교재’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제일 

많았고, ‘TV 등 대중 매체,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학습하기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교육

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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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육의 실제 

  Ⅱ장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에 대해 분

석하였고 Ⅲ장에서 앞장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

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양보관계 연결

어미 사용 및 인식 양상, 오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학습하는 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고급 학습자여

도 통사적인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 통사적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범한 

오류도 있지만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일상 담화 상황

에서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도 눈에 띄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내용을 규명할 것이고, 다음으로 앞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교수 방법을 구안하여, 마지막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목표

  교육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브라운(Brown, 2001)은 교육적 맥락에서 상당히 넓게 기반을 둔 교육 목적

과, 개념이나 맥락의 양 측면에서 목적보다 구체적이며 좁은 맥락에서 지

향하는 교육 목적을 잘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민현식(2008: 278)

에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 교육 목적은 교육 과정에 대한 철학

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것이며 교육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

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상정하고자 한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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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고 발화 장면 등의 요소

를 고려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최윤곤(2010: 75)

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언어의 규칙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교육 목적은 학습자들에게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40)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한, 본고는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한다.

  첫째, 인식의 측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

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통사적 오류 중에서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선어말어미 제약’과 ‘시제 제약’을 사용했을 때 범한 오류가 제일 많이 나

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인 제약을 

명확하게 교수해야 한다. 

  둘째, 이해의 측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미묘한 의미적인 차이, 그

리고 자주 실현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담화 완

성 테스트와 사후 인터뷰에서 많은 고급 학습자들이 이러한 의미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를 많이 범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 현장

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차이 및 의사소통 기능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사용의 측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담화 완성 테스트와 사후 인터뷰에서 많은 고급 학습자들이 양보관

계 연결어미의 의사소통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를 많이 범하였

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맥락적인 요소 및 

실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유기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논의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다음과 같

40) 하임즈(Hymes, 1972)는 언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 인지 능력 한계에 대한 지식, 사회

적 맥락에 적합한 언어의 사용, 발화의 사용 가능성에 관한 지식 등을 통합한 개념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정의하였다. 뮤리엘 사빌·트로이(Muriel Saville-Troike, 2008)에서는 ‘의사

소통 능력’은 문법 언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을 언제 해야 하는지, 뭐라

고 해야 하는지,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말해야 하는지 등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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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할 수 있다. 

2.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내용

  본 절에서는 앞서 확인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근

거로 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그

리고 Ⅲ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에게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통사적 특성, 의미·화용적 특성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

고 라슨-프리먼(Larsen-Freeman, D, 1995)에 따르면 ‘문법 기반 기능 통합 

교육 과정’에서 문법 제시는 ‘형태-의미-사용’의 3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고 하였다. 즉 형태론적인 측면과 해당 문법의 의미 및 사용되는 상황 

등의 정보를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학

습 단계를 위계화하고 다음에는 통사적 및 의미·화용적 교육 내용을 제시

하고자 한다. 

  2.1. 제시 순서 

  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의 제시 순서에 관한 연

구를 해 왔다. 문법 항목 위계화 기준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

게 ‘빈도, 난이도, 일반화 기능’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유

목적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성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여, 그들 간의 차이를 변별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

에서 원활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목표

1. 인식의 측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다.

2. 이해의 측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미묘한 의미적인 차이, 그리

고 자주 실현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3. 사용의 측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Ⅳ-1>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육의 목적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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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998)에서는 문법 항목의 학습 단계별 위계화41)를 할 때 사용 빈도, 난

이도42), 일반화 가능성, 학습자의 기대 문법 등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권수정(2010)에서는 ‘사용 빈도, 문법적 제약, 일반화 가능’

을 고려해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학습 단계 위계화를 시도하였으며 초급

에서 ‘-아/어도 (초급) > -더라도 (중급) > -(으)ㄹ지라도 (중급) > -(으)ㄴ들 

(고급) > -(으)ㄹ망정/-(으)ㄹ지언정 (고급)’의 순서로 학습자들에게 제시해

야 한다고 하였다. 구재희·장채린(2014)에서는 통사적 제약이 약하고 그 의

미의 범위가 넓은 ‘무표성’을 기준으로 하여 ‘-아도 > -더라도 > -(으)ㄴ/는데

도 > -고도’의 순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살펴보았듯이 ‘-(으)ㄴ/는데도’와 ‘-

(으)ㄹ지라도’의 제시 순서는 정해지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용 빈도, 문법적 제약, 일반화 가능’ 세 가지 기

준으로 선정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순서를 제시할 것이다. 

  사용 빈도는 실제 생활에서의 사용되는 빈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세

종 문어 말뭉치와 세종 구어 말뭉치의 빈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고찰

하였듯이 세종 문어 말뭉치에서는 ‘-아/어도 > -더라도 > -(으)ㄴ/는데도 > 

-(으)ㄹ지라도’의 순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며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도 ‘-아/

어도 > -더라도 > -(으)ㄴ/는데도 > -(으)ㄹ지라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

법적 제약은 본고에서 다룬 통사적 제약의 복잡성, 학습의 어려움을 기준

으로 삼는다. 통사적 제약이 적고 단순하면 난이도가 낮다고 보고 반대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다고 본다. 앞서 Ⅱ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통사적 

제약을 기준으로 나열하면 ‘-아/어도’의 제약이 제일 적고, 이어서 ‘-더라

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으)는데도’의 순으로 제약이 많아진다. 그리

고 권수정(2010)에 따르면 일반화 가능성은 ‘하나의 문법 항목을 교육함으

로써 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화 될 가능성이 높은 기본적인 것을 

먼저 교육하고 확장된 것을 나중에 교육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참

고하여 제시 순서를 결정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양보관계 연결어미

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화용적 특성과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고려

41) 학습 단계별 위계화라는 용어는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먼저 가르치는지 무엇을 나중

에 가르치는지를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즉, 문법 항목을 제시하는 단계나 순서를 

정하기 위해 쓰는 단어이다. 

42) 여기서 ‘난이도’는 문법적이나 형태·통사적 제약 등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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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순서를 설정하였다. 앞서 Ⅱ장과 Ⅲ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일반화 

가능성 정도는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도, -(으)ㄴ/는데도’의 순으로 

점차 낮아진다. 위와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Ⅳ-2>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순서에 따른 양보관계 연결어

미의 순서를 아래 <표 Ⅳ-3>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통사적, 의미

적, 화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그들 간의 차이를 변별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원활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에 목

위계화 기준 정도 양보관계 연결어미

사용 빈도

제일 높다 -아/어도

높다 -더라도

보통 -(으)ㄴ/는데도

적다 -(으)ㄹ지라도

문법적 제약 

제일 적다 -아/어도

적다 -더라도

보통 -(으)ㄹ지라도

많다 -(으)ㄴ/는데도

일반화 가능

제일 높다 -아/어도

높다 -더라도

보통 -(으)ㄹ지라도

적다 -(으)ㄴ/는데도

<표 Ⅳ-2> 양보관계 연결어미 제시 순서 위계화 기준 

제시

순서 
등급

양보관계 

연결어미
이유 

1 초금 -아/어도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문법적 

제약이 적고 난이도가 낮다. 

2 중급 -더라도

사용 빈도가 두 번째 순위이고 문법적 제

약은 ‘-아/어도’와 비슷하며 난이도가 비교

적 낮다. 

3

고급

-(으)ㄹ지라도
사용 빈도가 높지 않은데 문법적 제약은 

‘-(으)ㄴ/는데도’보다 적다. 

4 -(으)ㄴ/는데도 
사용 빈도가 ‘-(으)ㄹ지라도’보다 많지만 문

법적 제약은 많고 난이도가 제일 높다. 

<표 Ⅳ-3>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제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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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둔다. 따라서 먼저 초급에서 ‘-아/어도’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중급

에서 ‘-더라도’를 제시하여 고급에서는 문법적 제약이 비교적 많은 ‘-(으)ㄹ

지라도’를 먼저 제시하고 난이도가 제일 높은 ‘-(으)ㄴ/는데도’를 제시하도

록 한다. 

2.2. 통사적 교육 내용

  한국어에는 ‘양보’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연결어미의 종류가 다양하고 

통사적 제약도 복잡하다. Ⅲ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고급 단계에 달

해도 이런 복잡한 제약 때문에 범하는 오류가 종종 있으며, 정확하게 사용

하는 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흔히 범한 오류

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통사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구체적

인 교육 내용 내용은 다음의 <표 Ⅳ-4>와 같다. 

제약 -아/어도 -더라도
-(으)ㄹ지라

도

-(으)ㄴ/는데

도

선

어

말

어

미 

제

약

-었-
같이 쓰일 수 

있음

같이 쓰일 수 

있음

같이 쓰일 수 

있음

같이 쓰일 

수 있음

-

겠-

가능
같이 쓰일 수 

있음 

같이 쓰일 수 

있음

같이 쓰일 수 

있음

같이 쓰일 

수 있음

추측
같이 쓰일 수 

없음

같이 쓰일 수 

없음

같이 쓰일 수 

없음

같이 쓰일 

수 없음

부사어 제약
아무리, 비록, 

설령 

아무리, 비록, 

설령, 설혹, 

설사

아무리, 비록, 

설령, 설혹, 

설사

없음

시

제 

제

약

선행절 시제 후행절 시제

과

거

사 실 명

제

과거, 현재, 미

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비 사 실

명제
미래 미래 미래 제약 받음

현재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

래

가 까 운 

시점

과거, 현재, 미

래 미래 미래 제약 받음

먼 시점 미래

<표 Ⅳ-4> 통사적 특성에 따른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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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미∙화용적 교육 내용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보관계 연결어미들 간에 공통적인 의미도 

있으나 미묘한 차이도 존재한다. 그리고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중국어에

서 대응하는 의미도 다르다. 또한,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

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보관계 연결어미들은 

발화 장면과 실행하는 의사소통 기능 등의 맥락 요소가 다르다. 또한, Ⅲ

장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발화 장면

과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학습자

들이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 사용할 때 많은 화용적인 오류를 범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발화 장면이나 의사소통 기능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Ⅳ-5>는 이러한 분석 결

과를 반영한 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형

태

중국어에서의 

대응
의미 화용적

-아

/어

도 

①即使......(也)

②怎么/再......

也 ③可以/用 

④ 最+adj, 至

+adj'⑤一/仅

⑥ 虽然......但

是 ⑦ 생략

⦁ 선행절의 사태나 동작에서 기대되는 일반적

인 예상과는 다른 사태가 후행절에 있음을 나

타냄 

⦁현실 사태와 비현실 사태에서 모두 쓰일 수 

있음 

⦁‘-더라도’는 ‘-아/어도’와 바꿔 쓸 수 있으며, 

‘-더라도’가 ‘-아/어도’에 비해 가정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짐.

⦁선행절 명제 실현 가능성이 ‘-더라도’와 ‘-

(으)ㄹ지라도’에 비해 높고 ‘-(으)ㄴ/는데도’보다 

낮음

주장, 제

안, 권유, 

의지 표

명, 진술, 

화내기, 

불 만 토

로, 허락

-더

라

도

① 即 使 / 不

管 . . . . . .也 /还 

② 无论......都

/也/还是 ③ 

⦁선행절의 사태나 동작에서 기대되는 일반적

인 예상과는 다른 사태가 후행절에 있음을 나

타냄 

⦁‘-더라도’는 ‘-아/어도’와 바꿔 쓸 수 있으며 

주장, 제

안, 권유, 

의지 표

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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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 

  Ⅲ장에서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중국인 학습

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인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보다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위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교육적 처치를 고안해야 한다고 판

단하였다. Ⅲ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 간의 

차이를 구분하여, 상황 맥락에 따라 변별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주어진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다양한 화용적인 특징을 이해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형태·통사적인 특징에 대해 형태 

초점 과제, 의미적인 특징에 대해 판단 과제, 화용적인 특징에 대해 상황 

就 算 / 纵

然......(也) ④ 

虽然.....但 ⑤ 

생략

‘-더라도’는 ‘-아/어도’에 비해 가정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짐

⦁선행절 명사의 실현 가능성이 ‘-아/어도’와 

‘-(으)ㄴ/는데도’보다 낮음.

화내기

-

(

으 )

ㄴ /

는

데

도

① 尽管......还

是/却 ② 虽

然.....还是/却 

③ 생략

⦁선행절의 사태나 동작에서 기대되는 일반적

인 예상과는 다른 사태가 후행절에 있음을 나

타냄 

⦁선행절 명제의 실현성이 높으며, 선행절에 사

실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성이 ‘-아/어도’보다 

높음. 

⦁‘-(으)ㄴ/는데도’는 ‘-아/어도’에 비해 의외성

을 강조할 때 선택되는 듯함

진술, 불

만토로, 

공감

-

(

으 )

ㄹ

지

라

도

①即使/纵使/

哪怕/尽管......

也/还是 ② 

虽然.....却

⦁ 선행절의 사태나 동작에서 기대되는 일반적

인 예상과는 다른 사태가 후행절에 있음을 나

타냄 

⦁선행절 명제의 현실성이 매우 낮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임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보다 강

조하는 느낌이 강함

주장, 

통보, 

공감

<표 Ⅳ-5> 의미∙화용적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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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및 역할극 등의 과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3.1. 형태 초점 과제를 활용한 통사적 교육

  1970년대 이전에는 외국어교육학계에서 문법적 정확성을 강조하였기 때

문에 문법 번역식 접근법(Grammar-Translation Approach)과 형태 중심 접

근법(Focus-on-Form Approach)을 많이 활용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의

사소통을 할 때 유창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후에는 의미 중심 접근법

(Focus-on-Meaning Approach)이 점차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유

창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학습자의 문법적 능력을 떨어뜨린다

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법의 

정확성과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강조하는 의사소통 교육 과정에서 

문법의 규칙을 주목하는 형태 초점 접근법(Focus-on-Form)이 생겨났다. 롱

(Long, 1998)에서 주장하는 형태 초점 접근법은 ‘형태초점 의사소통 접근

법’과 ‘형태 중심 의사소통 접근법’, ‘수정적 피드백(corrective feedback)’과 

‘오류 수정(error correction)’, ‘명시적 교수(explicit instruction)’와 ‘암시적 

교수(implicit instruction)’ 등을 포괄하는 접근법이다. 엘리스, 보루크멘, 뢰

벤(Ellis, Basturkmen & Loewen, 2002: 419)에서도 형태 초점 접근법은 의

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에 대한 인식도 고양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심솔예(2013: 23)에서도 형태 초점 접근법은 유사 문

법이나 학습자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

법 항목을 대상으로 할 때, 학습자들에게 차이점을 인식시키는 데에 유용

하다고 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복잡한 통사적 제약으로 

인하여 고급 학습자가 되어도 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형태 초점 접근법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이 많은 오류를 범

한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교육하고자 한다. 다음에는 학습자가 오류를 많

이 범한 선어말어미인 ‘-겠-’의 제약을 예시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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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황 제시를 활용한 의미∙화용적 교육

  Ⅱ장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의미적 및 화용적 특성을 고찰한 것을 

바탕으로, Ⅲ장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 간의 차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 상황 및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양보관계 연

결어미에 대한 의미∙화용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실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해 주고 학습자의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 본고

에서는 학습자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담화 상황을 제시해 주

는 과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표 Ⅳ-6> 활동 예시

∙활동 예시 

  <1단계>

  교사는 아래와 같은 대화문을 제시한다. 대화문의 내용과 길이, 어휘 등

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예: [상황] 지민은 요즘 할 일이 많아서 회사 동료인 영희에게 불만을 토로하

고 있다.

1단계

교사는 PPT나 판서를 통해 예문을 제시한다. 예문들은 ‘-겠-’과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결합해서 사용되는 예문들이다. ‘-겠-’은 ‘추

측’과 ‘능력이나 기능’ 등을 나타내서 여기서 두 가지 집단으로 나

누어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해당 목표 문법의 ‘-겠-’의 제

약을 강조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주목시키도록 한다. 

2단계

1단계 활동을 마치고 나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자료를 나누고 규

칙을 찾아내고 토론하는 시간을 준다. 학습자들이 토론하고 나서 

교사는 문법 교칙을 명시적으로 설명해 준다. 다음은 학습자들을 

목표 문법을 가지고 예문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며 교사는 

학습자들이 만든 예문에서 범한 오류를 즉시적으로 수정해 준다. 

이는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문법 적 오류를 줄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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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위와 같은 대화문을 읽게 한다. 읽고 나서 괄호 

안에 있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화용적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그 후,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도록 한다. 교사는 왜 이렇게 사용하

는지를 질문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이 상황에 대해 논의하게 한다. 논의

한 후에 교사와 학습자들이 함께 이 대화문을 다시 보면서 해석한다. 어떤 

상황인지, 상황에 맞는 양보관계 연결어미가 무엇인지,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해석하고 기억하도록 한다. 

  <3단계>

  학습자들은 짝을 이루고, 교사는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양보관계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대화를 만들게 한다. 그리고 역할을 바꾸어 새로운 대화

를 다시 만들도록 한다.

4.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수∙학습의 모형

  엄녀(2010: 206)에서는 교육 목적, 목표 문법의 특성, 학습자의 수준 등

을 고려해서 교수 모형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하면 각 모형의 단점을 보완

하여 변형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각 교수 모형

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바

탕으로 비교적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각 교수 모형을 살펴볼 것이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교수 모형은 다양한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모형은 PPP모형 및 TTT모형, 

OHE 모형 등이 있다. PPP(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모형은 형태 

중심(Focus-on-Form) 수업의 좋은 예이다(Ellis, Basturkmen & Loewen 

2002: 420). PPP모형은 교사가 예문 등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고 나서 학습

지민: 요즘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쉴 틈이 없어요.

영희: 아무리 일이 (많다)  좀 쉬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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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연습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정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창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TTT(Task1-Teach-Task2)모형은 PPP모형과 달리 정확성보다 유창성

에 중점을 둔다. 민현식(2012: 305)에서는 TTT모형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

을 목표로 하여 과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과제 해결형 모형이라고 하였다. 

루이스(Lewis, 1993)의 OHE(Observation–Hypothesis–Experiment)모형은 학습

자의 참여와 학습 동기 부여를 강조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Observation은 이해 및 관찰, 이해 및 관찰을 의

미하며, Hypothesis는 발견 및 가설 형성을 가리키고, Experiment는 시도 

및 활용을 의미한다. 루이스(Lewis, 1993)의 OHE모형은 귀납적 접근법을 

강조하여, 담화 속에서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 문맥, 상황 맥락과 함께,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법 구조와 어휘의 의미를 관찰하고 그 의미와 

규칙을 발견하도록 격려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법 구조가 복잡하고 통사

적 제약이 클수록, 즉 문법적 기능이 강한 항목일수록 상향식 모형이 적절

한 반면, 문법적 기능보다 화용적 기능이 강한 항목일 때에는 하향식 모형

이 적합하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통사적 제약이 많

고 화용적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상향식 모형인 PPP모형과 하향식 모형

인 TTT모형의 장점을 취하여 학습자들이 목표 문법의 특징을 스스로 발

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OHE모형 중 규칙을 발견하는 단계를 적용하고

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PPP모형, TTT모형, OHE모형을 변형시켜 

학습자들로 하여금 양보관계 연결어미들 간의 차이를 발견하게 하는 모형

을 아래의 <표 Ⅳ-7>과 같이 마련하였다. 

도입 단계
교사가 목표 문법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므로써 학

습자의 학습 동기에 유발함.

⬇

관찰 단계
과제 수행을 하면서 학습자가 목표 문법이나 목표 문법의 새

로운 특징을 관찰함. 

⬇

발견 단계
학습자가 관찰을 통해서 목표 문법의 특성을 발견하여 가설

을 설립함.



- 143 -

  다음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의 모형의 예시이다. 양

보관계 연결어미 중에서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성이 유사하고 실제 담화 

상황에서도 쉽게 혼동될 수 있는 ‘-더라도’를 중심으로 수업 모형을 고안

하였다. 먼저 수업 구성은 다음의 <표 Ⅳ-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수업 절차 

(1) 도입 단계(5분) 

  이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을 포함할 수 있고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

는 발화 상황을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개인 경제 활동’

의 주제에 대해 학습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 본다. 대상 학습자는 성인 학

습자이기 때문에 개인 경제 활동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으며, 중급 학습자

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 이 주제는 학습자

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시에 목표 문법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

⬇

제시 단계 
교사가 학습자가 발견한 특징들을 통사적, 의미∙화용적 측면

에서 체계적으로 제시함. 

⬇

연습 단계
다양한 학습 과제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문법을 실제

적으로 사용하게 함. 

⬇

정리 단계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하여 목표 문법의 요점을 정리하고, 학

습자가 스스로 평가함. 

<표 Ⅳ-7> 초·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수·학습 모형 

학습 단계 중급

학습 시간 50분

목표 문법 -더라도 

학습 목표

Ⓘ ‘-더라도’의 통사적 특성, 기본적인 의미·화용적 특성을 이

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습자가 상황 맥락에 따라 변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

력을 향상시킨다. 

<표 Ⅳ-8> 수업 구성 



- 144 -

점이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말하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찰 단계 (5분) 

  이 단계는 학습자를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형태에 주목시키고 자신이 몰

랐던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특징을 관찰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교사가 학습자의 주의력을 목표 문법에 기울이게 하면서 시·청각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교사는 먼저 아래와 같은 

대화문을 학습자들에게 나눠주고 녹음 파일을 들려준다. ‘-더라도’에는 밑

줄을 쳤고, 진하게 표시하였다. 녹음 파일을 2번을 들려주고 나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밑줄 친 부분의 문법이 이미 배웠던 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

지를 생각하도록 한다. 

(3) 발견 단계 (10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법의 규칙을 발견하게 한다. 

교사는 아래와 같은 문제지를 학습자에게 나누어 주고, 적절한 선택 사항

을 선택하게 한다. 교사가 학습자에서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와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물어봄으로써 학습자와 함께 ‘-더라도’의 통사적, 의

미적, 화용적 특징에 대해서 토론한다. 

교사: 금융 시장에 대해 관심이 있으세요? 돈이 많으면 주식 투자를 할 거예

요?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1) 가: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집을 사지 말까 생각 중이에요.

   나: 집값이 오르고   있더라도  편하게 살기 위해 집을 살 필요가 있어요.

2) 가: 펀드 종류가 참 다양하군요. 그런데 전 요즘 돈이 없어요.

   나: 펀드 종류가   다양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투자하지 못해요.

(1) 가: 금값이 급락한 걸 보니 수입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게 낫겠어요.

    나: 금값이  (급락하다)  적금만 하지 마세요.

   ① 급락하더라도 ② 급락하겠더라도 ③ 급락했더라도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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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시 단계 (10분)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더라도’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준다. 그리고 학습자가 배웠던 ‘-아/어도’와 비

교하면서 제시한다. 구체적인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황] 지민은 회사 동료인 영희에게 청첩장을 주면서 영희를 자신의 결혼식

에 초대한다. 청첩장을 받은 영희는 지민에게 결혼식에 꼭 가겠다고 대답한다. 

지민: 영희 씨, 다음 달에 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거 청첩장이에요. (바쁘시

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희: 물론이지요. 꼭 갈게요.

① 바쁘셔도   ② 바쁘시더라도  ③ 바쁘지만  ④ 기타（　）

(3) [상황] 영희가 하루 종일 힘들어 보이는 회사 동료 민수에게 말을 건다. 

영희: 민수 씨,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민수: 아, 네. 사실 어제 새벽에 축구 경기를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영희: 잠을 잘 자야 하는데. 민수 씨 요즘 계속 축구 보느라고 밤에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다)   잠은 잘 잤으면 좋

겠어요. 정말 건강이 걱정되네요. 

① 좋아해도  ② 좋아하더라도  ③ 좋아지만  ④ 기타（　）

통사적
선어말어미 ‘-겠-’제약:

가능의 –겠-  ―> O    추측의 –겠-  ―> X

의미적

⦁선행절의 사태나 동작에서 기대되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른 

사태가 후행절에 있음을 나타냄.

⦁‘-더라도’는 ‘-아/어도’와 바꿔 쓸 수 있으며 ‘-더라도’

는 ‘-아/어도’에 비해 가정의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짐.

⦁선행절 명사의 실현 가능성이 ‘-아/어도’보다 낮음.

중국어에서의 대응: ① 即使/不管......也/还 ② 无论......都/也/还是 

③ 就算/纵然......(也) ④ 虽然.....但 ⑤ 생략

화용적
① 격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사용함. 

② 제안, 권유, 요청, 의지 표명 등 의사소통 기능을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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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습 단계 (10분)

  이 단계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과제는 역할극을 활

용하여 연습을 수행하게 하는 활동이다. 교사가 먼저 학습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준다. 아래의 네 가지 상황을 보여 주고, 앞서 배웠던 목표 문

법을 가지고 제안, 요청, 권유, 의지 표명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화문을 만

들게 한다. 학습자에게 대화문을 만드는 시간을 주고, 작성하게 한 후에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학생 앞에서 발표하게 한다. 

(6) 정리 단계 (5분)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가 사용 과정에서 범했던 오류를 수정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단계이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번 수업에

서 무엇을 배우는지를 설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 평가를 하게 한다. 마

지막으로는 숙제를 남기면서 마무리한다.  

  이상의 내용은 중급 학습자가 많이 혼동하고 있는 ‘-더라도’를 가지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설정한 교육 모형이다. 초급 및 고급 학습을 위한 

교육 모형도 위와 같은 단계로 설계할 수 있다. 그리고 형태 초점 접근법

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여섯 단계를 함께 다루면 더 좋을 듯하다. 

역할 발화 시간과 장소, 내용

회사 이사장, 회사원 오전, 미팅, 프로젝트 제안

회사 동류 두 명 티타임, 미팅 내용에 대해 이야기함

대학원 선배, 대학원 후배 점심 후, 카페, 결혼식 초청

교수, 학생 수업 중, 수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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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양보관계 연결어미인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

ㄹ지라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양보관계 연결어미 교육 방안을 마련하

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미는 그 수가 많고 서로 간의 미묘한 차이가 존

재하며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된다. 이로 인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학습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담화 상황에서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학습자

가 양보관계 연결어미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한국어 양보와 양

보관계 연결어미의 개념을 재검토하였다. 이어서『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양보관계 연결어미 중에서 실생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한국어 양보관계 연결어

미의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통사적 제약 부분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고찰하였으며 의미적 특성 부분은 사전의 의미 고찰을 통

하여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공통의미를 검토하였으며 예문을 통해 이들 간

의 미묘한 의미 자질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한·중 병렬 말뭉치를 사

용하여 각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중국어 대응 표현을 살펴보았다. 화용적 

특성 부분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담화 분석의 틀을 정하였으며 이 

틀에 따라 세종 구어 말뭉치와 드라마 대본 26회에서 나오는 양보관계 연

결어미를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확인하고자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실험 

집단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조 집단을 선정한 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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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함에 있어 여전히 많은 오류를 범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양보관계 연결어미에 대한 의미적, 화용적 인식은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황에 따른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사용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가 이러한 오류를 범한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 목표어의 영향, 담화 맥락 

정보의 인식 부족, 교육 부재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이어서 Ⅳ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였다. 학습자들이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인식, 이해, 사용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통사적, 의미·화용적 특성을 

인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확성과 유창

성을 모두 추구하는 형태 초점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PPP모형, TTT모형, OHE모형은 변형시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오류

를 많이 일으키는 ‘-더라도’를 예시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문법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의 문제점을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양보관계 연결어미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문어의 

사용 양상을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양보관계 연결어미의 모든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러한 본고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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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Ⅰ.기초 정보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거나  (   )에 써 주십시오.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3. 국적  ① 한국  ② 중국 

  4. 모국어  ① 한국어   ② 중국어

*5-8번은 외국인 학습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학적 ① 언어연수생(언어교육원, 어학당 학생) ② 대학생 ③ 대학원생 

  6. 한국어를 학습한 총 기간:  ( ) 년  ( ) 개월  (예: 1년 4개월, 3년)

  7. 한국에 거주한 총 시간:   ( ) 년  ( ) 개월  (예: 1년 4개월, 3년)

  8.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급수(없는 경우 언어교육원이나 대학교에서 수료한  

     반이나 학년 및 학기를 써 주십시오.  예: 4급 연구반, 대학교 3학년 2학기)  

     ① 3급   ② 4급  ③ 5급  ④ 6급  ⑤ 기타(    )

Ⅱ. 다음에 제시된 문장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O, 틀린다고 생각하면 X, 잘 모르면 

?를 선택하십시오. 문제를 한 번 읽고 답을 바로 체크하십시오.

1. 나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꼭 먹고 다닌다.   O X ?   

2. 돈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큰일을 할 수 없다.  O X ?  

3. 이번 주 태풍이 오겠을지라도 운동하러 갈 것이다.  O X ? 

4. 철수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서두르지 않는다.  O X ? 

5. 내가 밥을 먹더라도 배가 고파라. O X ? 

6. 실수를 안 했더라도 우승을 못 했을 거예요.  O X ?

7.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O X ?

8. 차라리 바쁘더라도 밥을 먹겠다.  O X ?    

9. 차라리 죽을지라도 그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O X ?

10. 진아는 아무리 운동했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O X ?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학습자가 양보 표현의 습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설

문 결과는 연구자의 석사 학위논문의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 결과

는 연구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 7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순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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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제가 쉬웠어도 잘 생각해서 대답해야 한다.   O X ?

12. 어린이일지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O X ? 

13. 약속에 늦을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민수는 서두르지 않는다. O X ? 

14. 실패하더라도 기회는 또 있으니까 문제없다.  O X ?  

15.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O X ? 

16. 그는 무슨 말했는데도 가지 마라. O X ?  

17. 내일 해고를 당할지라도 내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O X ? 

18. 내가 너여도 오빠한테 화를 낼 것 같다.  O X ?

19. 불러도 아무리 대답이 없다. O X ?

20. 세민 씨는 키가 작아도 운동을 잘한다.  O X ?

21. 대학을 졸업하겠더라도 취직이 안 될 것이다.  O X ? 

22.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좋아할지라도 나는 관심이 없다.  O X ? 

24. 철수는 아팠는데도 아무리 울지 않았다.  O X ? 

25. 냉장고가 큰데도 과일을 다 넣을 수가 없다. O X ?

26. 아무리 힘들지라도 오늘까지 일을 마쳐라.  O X ?

27. 지민이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항상 우는 소리를 해요.   O X ?

28. 남동생이 엄마가 부르시는데도 대답을 안 한다.  O X ?   

Ⅲ. 다음 문장을 한국어는 중국어로, 중국어는 한국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외국인 

학습자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即使他活着回来，事情也不会那么顺利.

2. 即使语言不同，基本的交流在某种程度上还是可能的.

3. 即便再没钱，连那点钱也没有？

4. 不管遇上什么痛苦，能战胜愤怒的力量只有爱.

5. 即使是天才，不努力也不会成功.

6. 就算脚快，那能赶上汽车快？

7. 아무리 소리쳐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어요. 

8. 내가 죽더라도 적들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9.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10. 고국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에서 지냈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11.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먼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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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패할지라도 나쁜 방법을 쓰지는 않겠다. 

Ⅲ. 다음 문장을 읽고 문맥상 가장 적절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고르세요.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개의 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만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답이 있으실 경우에는 ⑤기타에서 써 주십시오. 

1. [상황]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성공의 조건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한 진희와 지민은 쉬는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진희: 지민아, 너 능력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돈이 (있다) 능력이 없으면 큰일을 

할 수 없어.

지민: 나는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니야. 뛰어난 능력만 갖고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반대하는 거야. 

① 있어도 ② 있더라도 ③ 있을지라도 ④ 있는데도  ⑤ 기타（　）

2. [상황] 지민은 회사 동료인 영희에게 청첩장(请柬)을 주면서 영희를 자신의 결

혼식에 초대한다. 청첩장을 받은 영희는 지민에게 결혼식에 꼭 가겠다고 대답한다. 

지민: 영희 씨, 다음 달에 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거 청첩장이에요. (바쁘시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희: 물론이지요. 꼭 갈게요.

① 바쁘셔도   ② 바쁘시더라도  ③ 바쁘실지라도 ④ 바쁘신데도　⑤ 기타（　）

3. [상황] 영희와 미선이 같이 먹방(吃播)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희: 저 BJ(主播)는 어떻게 살이 안 찌지? 부럽다. 

미선: 그러게. 저렇게 많이    (먹다)     ... 신기하다.

① 먹어도   ② 먹더라도   ③ 먹을지라도   ④ 먹는데도　 ⑤ 기타（　）

4. [상황] 민석과 영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도서관 휴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민석: 어디 가는 거야?

영희: 지금 도서관 가,

민석: 오늘 도서관 휴관 아니야? 도서관 문 앞에 붙어 있던 공고문 못 봤어? 

영희: 못 봤는데. 뭐라고 써 있었어?

민석: '8월 5일에 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다)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써  

      있었어. 

영희: 아, 진짜? 고마워. 그럼, 내일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야겠다. 

① 불편하셔도   ② 불편하시더라도  ③ 불편하실지라도  ④ 불편하신데도  ⑤ 

기타（　）

5. [상황] 영희는 감기에 걸렸다. 같은 전공 친구인 진아와 쉬는 시간에 연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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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진아: 영희야,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감기에 걸렸어?

영희: 응, 요즘 날씨가 춥다가 덥다가 하니까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진아: 약 먹었어?

영희: 먹었는데 약을 (먹다)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내일 병원에 가 보려고.

진아: 그래. 내일 꼭 병원에 가고. 건강이 최고야.  

① 먹어도 ② 먹더라도 ③ 먹을지라도 ④ 먹는데도  ⑤ 기타（　）

6. [상황]  비서부의 진아는 급한 일 때문에 재무부의 영희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으나 받는 사람이 없었다. 진아가 영희의 사물실로 찾아갔더니 영희는 일하

고 있었다.  이에 진아는 불만을 토로(表达不满）하고 있다. 

진아: 영희 씨, 아까 전화가 들어갔나요? 제가 아무리   (전화하다)  응하는 사람이 없

더라고요.

영희: 아, 전화하셨군요. 아까 잠깐 나갔어요. 미안해요. 

① 전화해도 ② 전화하더라도 ③ 전화할지라도  ④ 전화하는데도  ⑤ 기타（　）

7. [상황] 도둑이 경찰에게 잡힌 후 경찰서에서 진술(陈述)하고 있다. 

도둑: 그 물건이 너무 탐나서 저도 모르게 훔쳤습니다.

경찰: 아무리 그게   (탐나다)  남의 물건인데 훔쳐서야 되겠습니까?

① 탐나도   ② 탐나더라도     ③ 탐날지라도   ④ 탐나는데도 　⑤ 기타（　）

8. [상황] 수업 시간에 스티븐은 사전을 찾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그레이스는 이

에 대해 스티븐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레이스: 스티븐, 이 번 수업에서 모르는 단어가 많았어? 너 수업 시간에 계속 

사전을 찾고 있더라...

스티븐: 응... 이번 수업의 단어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그레이스: 내 생각은 수업 시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 사전을 찾지 마. 미리 예

습하는 게 나아. 

① 있어도 ② 있더라도 ③ 있을지라도 ④ 있는데도 　⑤ 기타（　）

9. [상황] 준석은 급한 일이 생겨서 세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바쁘게 일을 

처리하느라 세민에게 약속 시간 전에 연락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준석이 세

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준석: 너무 미안해.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도 못했어. 정말 미안해. 

세민: 아무리   (바쁘다)  전화할 시간도 없었단 말이야?

① 바빠도   ② 바쁠지라도  ③ 바쁜데도  ④ 바쁘더라도  ⑤ 기타（　）

10. [상황] 지민은 요즘 할 일이 많아서 회사 동료인 영희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민: 요즘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쉴 틈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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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아무리 일이 (많다)  좀 쉬면서 하세요. 

① 많아도   ② 많더라도     ③ 많을지라도   ④ 많은데도 　⑤ 기타（　）

11. [상황] 장마철이라 매일 폭우가 내리고 있다. 지민은 비가 내리는 창밖을 보면

서 영희에게 이야기한다. 

지민: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내일도 학교에 올 

거야?

영희: 물론이지.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하다) 꼭 가야 해. 

① 해도   ② 하더라도  ③ 할지라도  ④ 하는데도  ⑤ 기타（　）

12. [상황] 지민은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어제 미팅에 참석하지 못했다. 정신이 없

어서 상사인 영희에게 전화도 하지 못해서 사과하고 있다. 

지민: 어제는 연락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못 올 경우에는 전화부터 하세요.

① 있어도   ② 있더라도  ③ 있을지라도  ④ 있는데도  ⑤ 기타（　）

13. [상황] 뉴스에서 시민들이 기부하는 장면이 나온다. 진아와 영희는 이에 대해 

공감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진아: 요즘 사람들 생활이 많이 좋아졌나 봐. 연예인,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인들도 기부를 많이 하네!  

영희: 그러게. 이런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 큰 돈은 (아니다)   남을 돕는 /

기부하는 행동 자체가 대단해. 

① 아니어도   ② 아니더라도  ③ 아닐지라도  ④ 아닌데도  ⑤ 기타（　）

14. [상황] 준석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경민을 불렀는데 경민은 듣지 못해 대답하지 

않았다. 

준석: 왜 대답을 안 해?

경민: 어? 나? 못 들었어. 

준석: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다)  못 들었다는 거니?

① 불러도   ② 부르더라도   ③ 부를지라도  ④ 부르는데도 　⑤ 기타（　）

15. [상황] 진희가 동갑인 이나에게 말을 놓아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있다. 

진희: 이나 씨, 우리 동갑이다가 안 지 좀 됐으니까 (반말하다) 되지?

이나: 예, 그럼. 

① 반말해도 ② 반말하더라도  ③ 반말할지라도  ④ 반말하는데도 ⑤ 기타（　）

16. [상황] 어떤 노인이 깨끗한 강물을 보면서 한탄한다. 

노인: 세월이   (흘렀다)  강물은 변함없이 깨끗하구나. 

① 흘렀어도 ② 흘렀더라도 ③ 흘렀을지라도 ④ 흘렀는데도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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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황] 영희가 하루 종일 힘들어 보이는 회사 동료 민수에게 말을 건다. 

영희: 민수 씨,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민수: 아, 네. 사실 어제 새벽에 축구 경기를 보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영희: 잠을 잘 자야 하는데. 민수 씨 요즘 계속 축구 보느라고 밤에 제대로 못 자

서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다)  잠은 잘 잤으면 좋겠어

요. 정말 건강이 걱정되네요. 

① 좋아해도 ② 좋아하더라도  ③ 좋아할지라도  ④ 좋아하는데도 ⑤ 기타（　）

18. [상황] 고등하교 수업 시간에 미래 화성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지민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팀이며, 민석은 

불가능하다고 주정하는 팀이다.

민석: 화성에 물도 없는데 어떻게 거주합니까? 

지민: 과학기술이 발달에 따라서 물은 (없다)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① 없어도 ② 없더라도 ③ 없을지라도 ④ 없는데도 　⑤ 기타（　）

19. [상황] 스티브 박사가 인도주의정책(人道主义政策)에 대해 자기의 주장을 강하

게 이야기한다.

스티브 박사: "무슨 충돌이 (있다) 환자는 같이 살려야죠. 그래서 ‘성숙된 인도

주의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

① 있어도  ②있더라도   ③ 있을지라도 ④ 있는데도  ⑤ 기타（　）

20. [상황]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된 데이빗은 어학당 선생님과 유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선생님: 한국 유학 생활이 어때요? 잘 적응했어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데이빗: 좀 힘드네요.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① 힘들어도   ② 힘들더라도  ③ 힘들지라도  ④ 힘든데도  ⑤ 기타（　）

다시 한 번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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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for Chinese learners

-Focused on ‘-아/어도, -더라도, -(으)ㄴ/는데도, -(으)ㄹ지라도’-

SUN CHONGYA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requently-used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in many grammars 

of the Korean language are usually very complicate and difficult to 

understand for foreigners, which are however basic and important 

elements for Korean speakers to communicate. It is natural that the 

native Korean speakers are able to  intuitively acquire the meaning and 

the constraints of usage of Korean, but it is always not easy for 

foreigners who do not have a linguistic awareness of the  concessive 

relationships in Korean that differ considerably to other language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an effective way to teach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to Chinese students by revisiting the 

linkage of concessive relations in  popular textbooks that are used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society for foreign students followed by 

surveying and analyzing how the Chinese students use them in practical 

communications. 

  First, the concept of the language of concession and concessive 

relationship in Korean were revisited and discus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Then, in Chapter II, it starts with the analysis of the syntactic, 

semantic and solvent characteristics of the concessive relations in 

Korean. The syntactic constraints were investigated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interactive relationships among various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were demonstrated. For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the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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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s of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were discussed by checking 

their meanings in the dictionary, and the subtle differences among them 

were clarified via several example sentences. After that, a parallel 

corpus analysis was performed to find the proper expression for each 

concessive connective ending in Chinese. For the solvent characteristics, 

an analytical framework was first establish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Using this framework, the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appearing in the Sejong corpus and the scripts of 26 drama episodes 

were examined.

  In Chapter III, on the basis of above analysis, a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usage and knowledge of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of Chinese students by comparing their performances with that 

of native Korean speakers. Post-qualification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after the personal surveys. The results of surveys and 

interviews showed that the advanced Chinese students made a lot of 

mistakes in using the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although they have 

reached a high score in the Korean proficiency test. Futhermore, the 

Chinese students exhibited a distinct understanding on the semantic and 

solvent characteristics of the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compared to 

the native speakers. It revealed that many Chinese students were unable 

to distinguish the differences in the use of different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Based on the results, the major reasons resulting in 

those mistakes can be concluded to be (1) the interference by the 

mother tongue, (2) the influence by the target language, (3) lack of 

awareness of discourse context information and (4) the lack of correct 

education.

  In Chapter IV, an education plan for teaching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in Korean to Chinese students was proposed. The first part of 

the plan was to set the objectives and goals of the education. The main 

objective is to teach Chinese students to correctly use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and thereby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in 

Korean. There are three goals in terms of the recognition,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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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usage of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To achieve these goals, the 

contents are designed to cover three parts, i.e. the syntactic, semantic 

and solvent parts. Given that the students might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he syntactic, semantic and solvent characteristics, the 

focus on form instruction method was adopted to guarantee both 

correctness and fluency in speaking Korean. Finally, an education model 

was put forward by combining and modifying the PPP, TTT and OHE 

models, and an Education-Learning example was presented with ‘-더라

도’ which cause a lot of confusion.

  In Chapter V, the main conclusion an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was 

presented. The limitation of this paper is that it did not address a wider 

variety of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and their usage in written 

Korean. Also, it did not analyze all communication functions of the 

concessive connective endings. We look forward to more in-depth 

research to overcome this limitation in the future.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Chinese students, Grammar 

Education, Concessive Connective Ending, Focus on Form Instruction

Student Number: 2017-2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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