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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최종 교육 목표는 의사소통이다. 의사소

통에 성공하려면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맥락과 상황에 알맞게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화용적 능력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부정 의문문이 단순히 문

장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화용론적 관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출발하여 부정 의문문의 다양한 화용론적 의미를 밝히고 중국인 학

습자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화용론적 실

패를 줄이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 부정 의문문을 정확하게 이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중앙민족대 조선문화연구소, 국제한국언어

문화학회, BK21 국어능력 계발 인재 양성 사업팀 주최 2010년도 추계 국제학술대회 

특별 분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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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대안적 교수 방법을 제

시하고자 한다.

부정 의문문은 단순히 정보 획득을 위한 질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화용적 의미 기능을 갖고 발화자의 발화 전달력을 

강화시키고 상대방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더 원활하게 이루게 한다. 다음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1) 합창단 동아리에 같이 가입하지 않을래? (요청)

(2) 빨리 나가지 못해? (명령)

(3) 오늘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허락 받기)

(4)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안)

(5) 너 이렇게 하면 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질책)

(6) 교통비도 절약되고 운동도 되어서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강조)

박영순(2007: 99)에서는 국어의 문형 중에서 의문문만큼 많이 논의된 

주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의문문의 형식과 실제로 이해되고 전

달되는 의미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정 의문문 관

련 선행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장경기(1989, 1994, 2000)에서는 통사적으로 ‘-지 않-’ 유형의 부정 의문

문을 논의하였다. 장경희(1982)에서는 의문법에서의 긍정과 부정을 선행 

발화와 담화 상황, 그리고 응답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구종남(2001)에

서는 부정 의문문과 긍정 의문문의 화행상의 기능과 이에 대한 응답 방식

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긍정 의문과 부정 의문이 쓰이는 상황을 문제의 

사태가 존재하는 방식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김선겸·권순희(2005)에

서는 드라마 대본을 통하여 부정 의문문에 나타난 화자 태도를 화자의 인

지 상태와 알고자 하는 욕구, 전환 가능 서법, 화자의 태도 4가지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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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석·정리하였다. 한국어교육에서의 부정 의문문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본고는 모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가능성이 

높은 담화 상황을 설정하고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

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부

정 의문문을 활용하는 데의 문제점과 어려워하는 점을 발견하여 분석한

다.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부정 의문문의 간접화행 및 화용적 의미

1. 부정 의문문의 간접화행

부정 의문문은 형태적으로 부정법1)과 의문법의 형태를 갖춘 문장 유형

이다. 이의 의미 기능을 파악하려면 먼저 의문문의 의미부터 보겠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혔듯이 의문문의 의미는 단순한 ‘질문’이나 ‘대답 

요구’뿐만이 아니다. 이창덕(1992: 113)에 의하면 의문 행위는 ‘모름에 대한 

인식’이다.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나는 모른다.’라는 표

현을 어떤 경우에,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질

문, 확인, 요청, 거부, 감탄, 의심, 명령, 청유, 단정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안윤미, 2007: 11). 이와 같은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의 다양성은 

부정 의문문도 다르지 않다.

의문 표현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바로 이의 간접 화행 기능이다. 이준희

1) 부정법의 형태로는 ‘안’ 부정법, ‘못’ 부정 법, ‘말다’ 부정법이 있으나 ‘말다’ 부정법

은 반복 부정문에서만 나타나고 반복 부정문은 꼭 앞 선행 발화가 있어야 한다는 

특징으로 본고에서 논의될 기타 부정 의문문과 달라서 논의에서 제외한다.



34 국어교육연구 제28집

(1999: 11)에 따르면 직접 화행은 문법적 범주 표지로써 드러나는 언표내

적 행위의 수행으로서 질문문은 질문 화행을, 명령문은 명령 화행을, 평

서문은 서술 화행을, 청유문은 청유 화행을 직접으로 수행하며 그 해석이 

상황 맥락에 좌우되지 않는 화행을 말한다. 반면에 간접 화행은 문법적 

범주 표지에 의한 언표내적 행위의 해석적 화행(직접 화행)이 다른 문범 

범주의 해석 화행으로 이행되는 것을 말한다. 간접화행이 가장 전형적으

로 나타나는 현상은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상미(2005: 95)에 의하면 부정 의문문을 비롯한 의문문은 의사소통에

서 통사적 완화장치2)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사적 완화장치와 관

련한 화용론적 실패는 존대법 관련 실패 다음으로 높아 상당히 많은 화용

론적 실패를 야기함을 알 수 있다.

2.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

긍정 의문문이나 부정 의문문은 선택은 구종남(2001: 428)에 의하면 첫

째, 어떤 사태가 담화 상황에 존재할 때, 긍정으로 존재할 경우는 긍정 의

문, 부정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부정 의문이 사용된다. 둘째, 문제의 사태

가 담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긍정 가정을 가진 경우에는 긍정 

의문이 쓰이고, 가정 중립적인 경우에는 긍정, 부정 표현이 모두 쓰일 수 

있다. 또한 원래 가정이 긍정이고 새로운 가정이 부정일 경우는, 무표적

인 경우는 부정 의문이 쓰인다. 셋째,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담화 상황

에서는 추론 내용에 따라 의문형이 결정된다. 즉, 어떤 사태에 긍정이 추

2) 통사적 완화장치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요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적 장치를 말하며 주로 의문문, 가

정법, 조건법 등에 의해서 실현된다(Blum-Kulka &House, 1989: 281; 한상미, 2005: 9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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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되면 긍정 의문이 쓰이고, 부정이 추론되면 부정 의문문이 쓰인다. 넷

째, 화자의 주관적인 가정을 가지고 이에 대해 묻는 경우에는 그 가정과 

반대인 부정 의문으로 질문한다. 이 밖에 부정 의문문은 구체적인 맥락에

서 더 다양한 화용적 의미 기능을 드러낸다.

1) 확인 기능

확인 기능은 보통 화자가 자신의 전제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염려하는 

데서 생기는 발화이다. 김미희(2010)에 의하면 부정 의문문의 확인 기능은 

주로 ‘-지 않-’ ‘-잖-’,3) ‘-안 그래?’, ‘-거 아니-’를 통해 실현된다. 문제는 

‘-지 않’, ‘-잖-’ 및 ‘-안 그래?’ 문장 유형 분류에 대해 학자마다 의견이 다

르다. 쟁점의 하나는 ‘-지 않-’과 ‘-잖-’을 포함한 문장이 어떤 문형 내지

는 문법 범주에 속하는지에 관련된 것이다.4) 본고에서는 ‘-지 않-’과 ‘-잖

-’ 문형을 형태적으로 부정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의문형 종결 어미와 결

합할 때 부정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지 않-’과 ‘-잖-’ 은 주로 듣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

3) 구현정(2008)에서는 실제 구어 말뭉치에서 ‘-지 않-’ 이 사용된 것이 231회로 이 가

운데 종결형이 109회로 나타내는데, 이중 서술형은 28회이고 나머지 81회가 모두 

의문형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형으로 종결된 구성 가운데 ‘부

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용례는 총 3회이고 80회 모두 ‘부정’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수사의문문의 형식으로 드러났다. 한편, ‘-잖-’은 274회로 더욱 빈번했으며, ‘부

정’ 의미로 쓰인 ‘-잖-’은 ‘-잖-’이 처음으로 출현한 14회 중에 3회만이 해당하며, 나

머지 용례는 전부 의문형과 결합한 형태이며 ‘확인’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4) 문형을 설정하려는 시도에서는 ‘-지 않-’과 ‘-잖-’을 ‘확인문’이라는 새로운 문형으

로 설정한 김동식(1981), 이영민(2001), 이를 부정 의문문으로 파악한 장경기(1999)와 

부가 의문문으로 장석진(1989), 구종남(1992), 김종현(2000), 확인 의문문으로 파악한 

서정수(1994), 리민덕(2003) 등이 있다. 그 외에 ‘-잖-’이 ‘-지 않-’으로 축약되는 과

정에서 문법화 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 ‘-잖-’을 선어말 어미로 파악하는 손세모돌

(1999), 배주채(2002), 이현희(2004) 등이 있다. 자세한 논의는 김미희(2010: 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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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해 주거나 혹은 상대방이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잘 모르고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이 정정해 주거나 알려 주듯이 말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지 

않-’이 ‘-잖-’으로 축약될수록 ‘확인’ 기능에서 벗어나 ‘동의 요구’ 내지는 

‘확신’ ‘단정’ ‘자문’ ‘감탄’ 등의 수사적 의문문의 성격이 강해진다.

다른 쟁점은 ‘- 안 그래?’에 관련된 것이다. 이를 부가 의문문으로 보는 

주장(장경기, 1982 등)과 확인 의문문으로 보는 주장(서정수, 1994 등) 그

리고 부정 의문문의 확인 용법으로 포섭하려는 주장이(김미희, 2010) 있

다.

‘- 안 그래?’ 는 부정소가 포함되면서 의미적으로 앞 문장에 부속적으

로 덧붙임 하는 것이고 형태적으로 앞 문장과 분리될 수 있으므로 부가 

의문문이면서 부정 의문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거 아니-’의 확인 기능은 구체적으로 ‘명사+아니’와 ‘동사 어간+는 거 

아니’의 형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혹시 왕 선생님이 아니세요?

(2) 이러다가 늦는 거 아니니?

(7)번은 화자가 길을 가다가 중학교 때 자신을 가르치던 선생님인 왕 

선생님처럼 생긴 분을 만나는데 왕 선생님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상대방

에게 확인하는 발화이고 (8)번은 길이 막히는 데 늦을까 봐 염려하는 태

도에서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발화이다.

2) 부탁 및 제안 기능

화자는 상대방에게 행위 수행에 대한 부탁일 경우 요청 또는 ‘허락 받

기’의 의도이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일 경우 권유 또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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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지닌다. 확신이 없는 화자 전제는 청자의 의도를 묻는 ‘안’ 부

정 의문에다가 ‘의도’의 ‘-겠’ 이나 ‘의향’의 ‘-ㄹ래’ ‘-ㄹ까’와 같은 어미로 

실현된다. 또는 ‘-ㄹ 수 없어(요)?’, ‘-면 안 돼(요)?’, ‘-면 안 될까(요)?’로 

실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 영화표 두 장 있는데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

(4) 오늘 안 가면 안 될까요?

(5) 가을 MT는 편안한 산행이 더 낫지 않을까?

부탁이나 제안 기능의 질문으로 부정 의문문이 선호되는 이유는 바로 

청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화자도 자신의 체면을 위협당

하지 않겠다는 공손성과 ‘체면 지키기’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탁이나 

제안할 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s)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쓰는 체면 지키기 기술(face work techniques)로 부정 의문문이 많

이 사용된다.

3) 명령 기능 

명령 기능은 상대방에게 뭔가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 것이 요청 행위와 

같으나 청자의 행위 수행에 대한 화자 전제가 약한 경우는 요청이 되고 

화자 전제가 강한 경우는 명령이 된다. 명령 기능은 평서문, 청유문, 의문

문으로 실현될 수 있다. 부정 의문문이 쓰는 것은 보통 명령의 선행 발화

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엄마가 늦잠을 자고 있는 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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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다. 빨리 일어나.

아들: (무반응)

엄마(짜증나서): a. 빨리 안 일어나?

b. 빨리 일어나지 못해?

처음에 엄마의 명령은 직접적 명령문으로 수행된 것이다. 청자인 아들

은 무반응이어서 엄마는 자신의 명령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처럼 청자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상태가 화자의 기대와 달랐을 때 화자

는 자신의 선행 발화가 무시된 것으로 간주보고 명령을 다시 할 수 박에 

없다. 이럴 때 흔히 부정 의문문으로 명령 촉구나 이유 추궁의 의미가 드

러나면서 때로는 분노나 못마땅함 등의 감정적 요소가 함께 표출될 수도 

있다.

부정 의문문이 명령 기능을 하기 위한 형식적 조건은 주어가 2인칭이

고 술어가 동사인 것이 보통이다. 또는 명령문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명

령 기능을 나타내는 부정 의문문은 a.‘-안’ 부정 의문문과 b.‘-못’ 부정 의

문문이 가능한데 양자의 구별은 안윤미(2007: 16)에 의하면 ‘-안’에 의한 

단형 부정의 질문은 특별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으며, 청자의 

의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요청에 가까운 명령이라 하고 반면에 ‘-못’이나 

‘-ㄹ 수 없-’은 보다 강하게 명령의 행위 수행 촉구나 이유 추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의 질문에는 ‘빨리, 어서’와 같은 행위 수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와 공기하여 화자가 청자에 대한 분노나 못 마땅함 등

의 감정적인 요소가 함께 표출될 수 있다.

4) 진술 기능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사태에 대한 화자 전제를 진술하려고 할 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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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뿐만 아니라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부정 의문문으로 실현

되는 진술 기능은 강한 긍정적 명제, 긍정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진술 기

능은 강한 부정적 명제를 드러낸다. 부정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진술 기능

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그까짓 고구마쯤이야 못 사 드리겠어요?

(2) 내가 술을 못 마시겠니? 안 마시는 거지.

(3) 조금이라도 더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게 모든 여자들의 희망사항이 아니

겠어요?

이와 같은 진술 기능의 부정 의문문은 보통 양태부사 ‘설마, 어찌, 오죽’

과 양태 선어말 어미 ‘-겠-’와 공기하기도 한다.

이 기능은 바로 김미숙(1998: 61)에서 주장한 적극적 진술 기능이다. 그

에 의하면 적극적 진술 기능의 질문은 명제가 긍정이면 부정의 형식으로,

명제가 부정이면 긍정의 형식으로 이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하면 강한 

진술의 발화 수반력을 얻게 된다. 동시에 화자의 강조이나 비난, 질책이

나 이의 제기, 반발 등 특정한 주장이나 태도를 표출하게 되기도 한다. 이 

유형은 곧 반어적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수사의문문이라고도 불린다.

즉, 의문문의 진술 기능은 당위적 사실에 대한 주장의 강조 의미와 질

책, 비난, 멸시, 청자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반발의 의미, 주의 환기 의미

를 지닌다.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화자 일방의 진술 행

위가 아닌 청·화자 상호간 화행인 질문의 언어 형식을 빌려 화자의 전제

를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진술을 목적으로 발화되는 질문의 간접화행은 

대화자에게 공통의 화제가 되도록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담화에 협조

하도록 하려는 담화 책략 질문(discourse strategic question)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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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안윤미, 2007: 19).

5) 공손 및 완곡 표현 기능

화자가 자신의 전제에 대해 확신할 수 없거나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상대일 때는 말을 조심스럽게 예기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부정 의

문문을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2) 선생님, 혹시 저번에 이 선생님께 빌려주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므로 자신을 공손하게 드러내는 언어

행위로 사용된다고 하겠다. 부정의 보문으로 나타난 화자의 전제를 약화

시키게 되어 화자의 주장을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청자의 의견을 존중

한다는 의미에서 겸양과 공손의 의미를 갖는다. 곧 자신의 확실한 명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추측하여 질문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화자의 공손한 태

도를 나타내기 위한 공손의 표현 방법(politeness strategies)으로서의 화행

이다. 이러한 공손 표현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암시한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때, 혹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겸양을 나

타내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확신의 결여나 정보 부족은 흔히 선어말 어미 ‘-겠’이나 종결어미 ‘-ㄹ

까’, 또는 ‘-는 것 같-’과 같은 통사구조로 화자의 명제에 대한 추측의 태

도를 드러낸다. 또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 ‘혹시, 만약, 설령

등과 공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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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

1.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 조사 방법과 조사 내용

연구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KN)5)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6)의 부

정 의문문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는 모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

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설정하고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대조적으로 고찰하였다. 조사 목적은 CK가 부정 의문문의 순수한 

질문 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부

정 의문문을 사용하는 데에 KN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조사하기 위

해서이다. 또는 일부 CK에게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부정 의문문의 이해

와 표현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KN집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38명이고, 이중에서 

보다 성실히 응답한 34명의 자료가 추출되었다. 성별 구성은 남자 15명,

여자 19명이고 연령층은 30세 미만에서 60세 이상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

다.7) CK집단은 고급 학습자 23명 및 중급 학습자 18명이다. 고급 학습자

는 중국 대학교 한국어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이고 중급 학습자는 같

은 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이다.

설문 문항은 객관식이고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논의된 부

정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 기능을 바탕으로 하고 대화 쌍방에게 영향을 미

치는 친소 관계, 사회적 지위, 부담과 같은 사회적 관계 요소를 고려하여 

5) Korean native speaker, 이하에서 편의상 KN라고 할 것이다.
6) Chinese Korean learners, 이하에서 편의상 CK라고 할 것이다.
7) 연령층 분포는 30 세 미만 4명, 30-40세 8명, 41-50세 10명, 51-60세 6명, 60이상 4명

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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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의문문을 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설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KN와 

CK가 각각 어떻게 말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부정 의문문 유형은 다음과 같다.

Ÿ ‘안’ + 용언/용언 + ‘-지 않아-’

Ÿ ‘못’ + 용언/용언 + ‘-지 못해-’

Ÿ 용언 +‘-잖아?’

Ÿ 장형 부가의문문: -, 안 그래?

Ÿ 용언 + ‘-면 안 돼?/

Ÿ 명사 +‘- 아니-?’

Ÿ 용언 어간 + ‘-는 것 아니-?’

2.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 분석

이 부분에서는 설문조사 20개 문항 중 대표적인 문항을 중심으로 KN

와　CK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1) 단순 질문 기능의 사용 양상

사태가 담화 상황에 존재할 때 긍정으로 존재할 경우는 긍정 의문문,

부정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부정 의문문이 사용된다. 이는 중국어와 한국

어가 비슷해서 학습자들이 이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추정된다. 따라

서 사태가 담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고 추론해야 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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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집에 있는 인형이 없어졌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웃집 아이인 영진이 가져
갔다고 의심한다. (문항3)

나: 혹시 우리 수민이의 인형 __________________
영진: 못 봤어요.

a.못 봤니? b.봤니? c.봤지?

위 상황은 사태가 담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긍정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이 모두 쓰일 수 있지만 긍정 의문문으로 물어볼 경우 상대방

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 부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못 봤을 

수도 있음을 전제하여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부정 의문문을 선택한 피험자는 KN 82.4%, 고급CK 74.0%,

중급CK 22.2%였다. 고급CK는 KN와 비슷하지만 중급CK는 KN나 고급CK

집단과 달리 부정 의문문보다 긍정 의문문을 더 많이 선택했다.

2) 확인 기능의 사용 양상

확인 기능 중에서 ‘-지 않-’, ’-잖-’ 관련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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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왕진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물어봤다. 왕진은 짜증을 내면서 대답한다.
(문항4)

엄마: 저번에 저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지?
왕진: 똑같은 질문을 아까 _____________ 또 물어보세요?

a.물어보셨지요. b.물어보셨잖아요? c.물어보셨지 않아요?

유준이는 지난번에 왕진과 같이 먹었던 과일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문항5)

유준: 이 과일 이름이 뭐예요?
왕진: 왜 몰라? 지난번에 같이 ___________

a.먹었지요. b.먹었잖아요? c.먹지 않았어요?

‘-잖-’은 한국어 교재에서 보통 초급 단계에서 나오므로 학습자가 보다 

빨리 접촉되는 표현 중의 하나다. 중국어의 반문(反問)에 연결시키면서 

파악하려는 학습자가 대부분이다.

장형 부정 ‘-지 않-’과 축약형 ‘-잖-’의 차이에 대해서 김미희(2010: 47)

에서는 ‘-지 않-’는 ‘-잖-’으로 축약될수록 ‘확인’을 요구하는 의문문의 성

격에서 벗어나 ‘동의 요구’ 내지는 ‘확신’, ‘단정’ ‘질책’ 등 심적 태도를 나

타내며 평서문적인 성격이 강해진다고 한다. 문항 4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거듭 물어본 엄마에 대해 화자는 불만이라는 심적 태도가 드러나서 축약

형 ‘-잖-’이 더 적합하다. 이에 대하여 고급CK와 중급CK는 KN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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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잖-’ 부정 의문문의 선택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문항 5에서는 

장형 부정과 축약형 ‘-잖-’이 같이 나왔는데 역시 3 집단이 마찬가지로 축

약형의 선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문항 4의 경우 확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c. 동사+었+-지 않-’ 식도 문

법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선택한 한국인 화자가 없는 

것으로 보면 모어 화자는 실제 발화에서 이 표현을 잘 쓰지 않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에게도 이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라 잘 쓰이지 않는다.

확인 의미를 나타내는 ‘- 안 그래(요)’ 관련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이 방법은 저 방법보다 확실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 상대방에
게 확인을 한다. (문항6)

나: 이 방법은 저 방법보다 확실히 효과적이에요，_______
친구: 그럼 이 방법으로 하죠.

a.그래요? b. 그렇지요. c. 안 그래요?

이 상황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확

인’하는 의도보다 ‘동의 요구’의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

해 피험자의 선택은 다른 문항보다 의견차가 많다. 의견차는 주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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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와 ‘안 그래요’에 집중된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KN와 CK에게 사후 

인터뷰를 한 결과 두 표현의 확신성 정도에 차이가 있고 주로 말하는 자

리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쓴다는 보고가 나왔다.

확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 아니-’ 문형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수진이의 고향이 부산인데 당신은 대구라고 생각했다. (문항7)

수진: 이번 추석 때 부산에 내려갈 거야.
나: 오? 네 고향은 _______________.

a.대구이지. b.대구야? c.대구 아니야?

직장 후배한테 받은 선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부담이 된다. (문항16)

나: 어머. 내가 너무 많이____________ 미안해서 어떡해요?
직원: 아니에요. 작은 성의니까 꼭 받아 주세요.

a. 받았지요. b. 받은 거 아닌가? c. 받았어요?

문항 7에서 발화자는 처음에 수진이의 고향이 대구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진이 추석 때 부산에 내려가겠다는 것에 의외나 놀라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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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원래 가정을 상대방에게 확인을 하는 질문 발화이다. 대구라는 가

정은 발화자가 속으로만 생각했지만 선행 발화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이

때 ‘네 고향이 대구 아니야’라고 물어보는 것이 정답이다. 이런 대답은 3

집단이 모두 다 높은 선택률을 보인다. 그런데 고급 CK에서 ‘-지’ 확인 문

형, 중급 CK에서 ‘네 고향이 대구야?’라는 긍정 의문문을 선택한 것이 있

었다. 고향이 대구라는 내용은 선행 발화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구이지.’나 ‘대구야?’ 라는 것은 선행 발화와 연계가 별로 없는 

엉뚱한 질문으로 들리는 것 같다. 문항 16에서 고급 CK는 KN집단과 마찬

가지로 부정 의문문의 선택률이 높았다. 중급 CK는 ‘-지’ 확인 문형과 부

정 의문문의 선택률이 동등하게 나왔다.

3) 부탁 및 제안 기능의 사용 양상

부탁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요청 화행 관련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중국 요리를 한 다음에 이슬람 룸메이트에게 먹겠느냐고 물어본다. 룸메이트가 거
절한다. (문항8)

나: 저, 요리했는데 ___________
친구: 전 괜찮아요.

a. 드세요. b. 드실래요? c. 안 드실래요?

유준이는 짝사랑하는 왕진에게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고 요청하고 싶은데 거절을 
당할 까 봐 걱정하고 있다. (문항10)

유준: 난 내일 영화 보러 가는데 같이 _________________

a. 보러 갈래? b. 가자 c. 보러 가지 않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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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람은 식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슬람 룸메이트에게 음

식 초대할 때 유난히 신경 써야 되고 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위해서 

문항 8에서 ‘안 드실래요?’ 가 더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로 

KN집단은 긍정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문항 9에서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요청할 때 거절을 당할까 봐 부정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CK와 중급 CK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긍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어에서 이런 요청의 경우는 습관적으로 ‘(의도를 나타내는) 조동사

+동사8)’ 문형이나 ‘V不V’ 식의 정반(正反)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거절을 당할 때의 체면 위협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때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결국 요청할 때 긍정이나 부정 의문문의 선택은 보통 화·청자 간의 거

리감이나 거절을 당할 위험성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개개인의 발화 습관

에 따른 개연성도 없지 않다.

아래는 허락 받기를 할 때의 발화 방식이다.

8) 중국어에서 보통 동사 앞에 의도를 나타내는 조동사 ‘能’ 나 ‘願意’를 붙여서 “你
能...?”，“你愿意...?”처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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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영호에게 학원에 빨리 가라고 재촉하고 있다. 영호는 오늘 가고 싶지 않다.
(문항13)

엄마: 빨리 학원 가.
영호: ____________________

a. 오늘만 안 갈래요 b. 오늘만 안 가도 돼요? c. 오늘만 안 가면 안 될까요?

고급CK는 KN와 마찬가지로 부정 의문문 선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

급CK는 고급CK나 KN와 달리 “오늘만 안 가도 돼요?” 를 더 많이 택했다.

‘-어도 돼요?’는 어떤 행위에 대한 단순한 ‘허락받기’에 사용되는 반면 ‘-

(으)면 안 돼요?’는 어떤 해위에 대한 ‘양해 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후자가 

더 적절하다. 인터뷰를 통해서 중급 CK는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알지 못하

여 임의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명령 기능의 사용 양상

명령을 나타내는 발화 방식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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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 당신은 좀 더 자고 싶다. 엄마가 화가 나서 빨리 일어나라
고 몇 번이나 불렀다. (문항9)

엄마: 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 일어나.
나: 좀 더 잘래.
엄마: 빨리 __________

a. 일어나 b. 일어나면 안 돼? c. 일어나지 못해?

고급CK는 KN와 마찬가지로 부정 의문문 선택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

급CK는 고급CK나 KN와 달리 직접적인 명령 발화의 선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회수된 설문조사지를 확인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어떤 중급 학습자가 ‘a. 일어나’ 답안 뒤에 말을 길게 이끌어 발화한다는 

표시로 ‘~~~’를 표기했다. 앞 2.2.3절에서 논의된 것처럼 청자가 선행 발화

에서 제기한 명령이 수행되는 상태가 화자의 기대와 달랐을 때 흔히 부정 

의문문으로 명령 촉구나 이유 추궁의 의미를 표현한다. 이럼에도 불구하

고 중급CK는 부정 의문문의 사용 비율이 44.5% 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교과서에 그런 식의 발화가 안 나오고 평소

에 거의 쓸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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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번에 꼭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결심했다. 당신은 열심히 하기만 하면 꼭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한다. (문항19)

친구: 이번에는 꼭 시험에 합격할거야. 아니면 성을 바꾸겠다. (걱정하듯이)그런데 말이
야. 합격하지 못 하면은 어떡할까?
나: 그런 결심이라면 _______________________

a.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b. 무슨 일을 못 하겠어? c. 무슨 일을 못 해?

후배에게 여행을 같이 가자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후배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이유를 말한다. (문항20)

나: 거기 정말 괜찮다고 하더라. 같이 여행 가자. 응?
친구: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으면 _______________

a. 같이 안 가겠어요? b. 같이 안 가요? c.같이 갈까요?

5) 진술 기능의 사용 양상

진술 기능의 부정 의문문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항 19는 강조 의미가 나타나는 발화인데 평서문과 의문문의 선택률

은 KN는 41.2% 대 52.9%로 의문문 선택률이 조금 높게 나왔다. 고급 CK

와 중급 CK는 의문문보다 평서문 선택률이 더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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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0은 주로 부정 의문문이 선어말 어미 ‘-겠’과 공기하는 양상을 조

사한 것인데 KN, 고급 CK와 중급 CK의 선택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

다. 이 문항에서 고급 CK와 중급 CK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사후 인터뷰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진술 기능의 수사 의문문

은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표현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원인중 하나는 수사 의문문이 주로 교재 고급 단계에서 특정한 맥락에

서만 나타나고 지문 뒤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원인은 

수사 의문문 문형 구조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능의 부정 의문

문은 2.2.4에서 논의된 것처럼 흔히 양태부사와 선어말 어미 ‘-겠’과 공기

하는데 이들도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의 어려운 원인이 된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학습자는 평소에 접하고 활용하기 어려워서 다소 생

소하게 느껴지게 된다.

6) 공손과 완곡 표현 기능의 사용 양상

영수가 주말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어디가 좋을지 친구와 상의하고 
있다. 친구는 에버랜드를 권하고 싶다. (문항12)

영수: 여자 친구랑 주말에 데이트 하는데 에버랜드 어때? 서울대공원이 더 좋을까?
철수: 음, 다 괜찮지만, 에버랜드가 더__________

a. 좋죠. b. 좋을까? c. 좋지 않을까?

이 선생님의 자료가 안 보였는데 당신은 김 선생님에게 빌려 주었던 것 같다고 기억
한다. (문항15)

이 선생님: 내 책 어디 갔었지?
나: 김 선생님께 _____________

a. 빌려주지 않으셨어요? b. 빌려주셨어요? c. 빌려주셨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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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과 완곡 표현 관련 부정 의문문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공손과 완곡 표현은 흔히 화자가 자신의 전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거나 확신을 가진다고 해도 겸손하게 나서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에 

문항 12에서 고급 CK는 부정 의문문 선택률(56.5%)이 미약한 우세로 나타

났지만 KN집단(85.3%)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급CK는 고급CK나 KN와 달

리 평서문을 많이 선택했다. 문항 15에서 KN와 고급 CK는 문항 12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나 중급CK는 부정 의문과 긍정 의문문의 

선택률이 비슷하게 나왔다. 이는 역시 중급 CK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

는 데 있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에 대한 논의

한국어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화용론적 기능별 사용 양상을 보면 단순 

질문 기능의 부정 의문문은 중국어와 한국어가 비슷한 면이 많아 학습자

들이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사용되는 부정 의문문은 중국인 학습자, 특히 중급 학습자는 덜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정 의문문 교육 시 이러한 점에 관심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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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필요가 있다.

확인 기능에 있어서 ‘-지 않-’과 비교했을 때 학습자는 축약형 ‘-잖’을 

더 잘 사용하고 있다. ‘-잖’과 ‘-지’가 헷갈리는 현상이 보이고 부가 의문

문에서 ‘-안 그래(요)’와 ‘-그렇지(요)’가 실제 발화에서 구별이 잘 안 되어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가 전형적인 ‘확인’ 의미가 

드러나는 반면에 ‘-잖’과 ‘안 그래(요)’ 는 앞 2.2.1에서 논의한 것처럼 단순 

‘확인’ 보다 ‘동의 요구’ 내지 ‘확인’ ‘단정’ 과 같은 발화자의 심적 태도가 

드러나서 反問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탁·제안 및 명령 기능에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모어화자보다 

부정의문문이 덜 사용된다. 요청할 때 중국인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보다 

긍정 의문문을 더 선호한다. 명령 기능의 부정 의문문도 평소에 접하고 

사용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발화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요청이나 명령 발화에서는 긍정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의 선택보다 더 심

각한 문제는 의향 의문형 어미 ‘-을까’ ‘-ㄹ래’의 사용이다. 인터뷰에 따르

면 학습자는 ‘-을까’와 ‘-ㄹ래’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여 발화에서 사용을 

회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술 기능의 부정 의문문은 학습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

다. 문장구조의 특수함과 교제 제시의 부족함 때문에 학습자는 단지 이해 

측면에 머물러 내재화하기가 어렵고 실제 발화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공손·완곡 기능에 있어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

장을 이야기할 때 중급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보다 부정 의문문보다 직설

적인 표현이나 ‘-ㄹ것 같다’와 같은 양태 표현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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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정 의문문의 대안적 교수법
이준호(2008: 18)에 의하면 모국어 화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

양하게 사용되는 의문문의 화용적인 기능이 한국어 교재에서는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교제 본문에서 일부만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본문 뒤에 문법 항목이나 기능 설명이 같이 제시되

는 것은 거의 없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불충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정 의문문에 대해 화용론 관점에서 접근하는 대안적인 교수 방법이 필

요하다.

강현화(2009: 24)에서는 최근 문법 교수 이론들은 문어에서 구어로, 문

장 단위의 문법에서 담화 맥락 속에서의 문법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담화

적 접근에서 문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부정 의문문에 대해 담화 맥락 속에서 접근하는 한 가지 대안으로 영

화나 드라마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정 의문문에 대

하여 올바른 지식과 사용 능력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학습 방법의 하나의 예

로 한국어 숙달도 중급 수준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위한 2교시 수업모형

을 간단하게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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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목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부정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에 대해 인지시
킨다. 실제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부정 의문문에 대하여 화용론적 관점
에 입각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화용적 능력을 키운다.

대상 한국어 숙달도 중급 수준의 학습자

교시 2 교시

방법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 학습

절차

1교시

부정 의문문에 대한 선수 학습.
교사가 부정 의문문이 포함된 짧은 텍스트를 제시하여 이들의 화용적 의
미와 기능을 간단하게 설명한다.
소그룹 단위로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내용: 영화나 드라마 대본에서 부정 의문문이 포함된 담화 내용을 
발췌한다.
수행 방법: 각 그룹은 다섯 가지 다른 의미가 포함된 부정 의문문 텍스트
를 발췌한다. 텍스트를 선정한 다음에 부정 의문문이 포함된 문장을 삭제
하고 빈 칸으로 남겨 둔다(필요할 때 텍스트의 담화 배경 상황을 간단한 
설명으로 제시한다). 텍스트 완본과 부정 의문문이 삭제된 텍스트를 같이 
준비해 놓는다.

2교시

부정 의문문이 삭제된 담화 텍스트를 서로 교환하여 공유한다.
타 소그룹이 발췌한 텍스트에서 비어 있는 내용을 채운 후 발표한다.
학습자가 자신이 보완한 발화를 발표한 다음에 교사가 동영상으로 원래 
담화 장면을 재생시키고 동시에 프로젝트로 원래 텍스트 원본을 학습자
에게 보여 준다. 학습자들에게 원본 담화 내용을 자신의 발화와 비교하도
록 시간을 좀 준다.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결정적인 핵심 문법 요소를 
칠판에다 적고 학습자에게 상기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 의문문 관
련 지식을 확인하게 한다.
교사가 각 팀마다 하나의 장면을 지정하여 학습자에게 역할극 발표를 시
키고 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재미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소집단으로 깊이 있게 탐구를 하는 학습 방법으로 실제적인 맥락에서 사

용되는 부정 의문문을 발견하여 능동적으로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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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부정 의문문은 질문이라는 기본 의미 외에 구체적 담화 맥락에서 확인,

요청, 명령, 서술, 강조, 공손 및 완곡 등 다양한 화용적 의미 기능을 가진

다. 설문 조사를 통해 모어 화자들이 발화의 생동감과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맥락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부정 의문문은 중국인 학

습자가 제한된 맥락에서 제한된 의미로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부정 의문문에 대해 교재에서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판단

되어 본문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을 고안

하였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담화에서 적절하게 부

정의문문을 사용하는 화용적 능력을 개발한다.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기능은 강한 맥락 의존적 성격을 지닌 만큼 학

습자의 사용 양상을 보다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파악하려면 실제 맥락

에서의 발화를 대량으로 수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한으로 

실제 맥락에서의 구어 담화 자료가 아닌 지면으로 된 설문조사와 사후 인

터뷰로 조사한 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껴진다. 이에 대해 향후의 과제

로 남겨진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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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의문문 교육 연구
-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

진강려(Chen Jiangli)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서 있어서 부정 의문문이 단순히 문장 차원에서의 교육

이 아니라 화용론적 관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부정

의문문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

냐에 따라서 단순 질문 외에 요청, 명령, 확인, 진술, 강조, 이의제기, 반박 등의

다양한 화용적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 의문문은 의사소통 과정

에서 통사적 완화장치로서 발화자의 발화 전달력을 강화시키고 의사소통 과정

을 더 원활하게 이루게 한다.

본고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 기능을 확인, 부탁 및 제안, 명령, 진

술, 공손 및 완곡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정

의문문을 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설정하고 중국인 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

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을 모어화자와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조사를 통

해서 모어 화자들은 발화의 생동감과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맥락

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부정 의문문은 학습자는 제한된 맥락에서 제한된 의미

로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정 의문문을 화용론 관점에서 접

근하는 대안적인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하여

실제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문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사용 능력을 개발하

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주제어] 부정 의문문, 화용적 의미, 간접 화행, 사용 양상, 대안적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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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 Study on Korean Negative Questions for Korean 
Education 

- by Comparing with Chinese KLs and NPs -

Chen Jiangli

Negative questions contain diverse intentions such as confirmation,

suggestion, request, command, polite and euphemism according to its

contexts. they are commonly used as a syntactic down-grader in oder to

reduce pragmalinguistic failures and reinforce the effect of utterance in

communication.

This paper assorted the diverse pragmatic meanings of negative questions

into five kinds, then studied the usage of them of Chinese intermediate KLs

and advanced KLs by giving appropriate discourse contexts in which the

negative questions may be used. The results of analysis showd that, by

comparing with Korean native speakers, Chinese KLs can only use partial

pragmatic meanings of negative questions in partial cont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lternative approach to teach negative

questions from pragmatic viewpoint. The heuristic method applied in this

paper is to teach negative questions by using movies or dramas.

[key words] Negative questions, pragmatic meanings, usage, indirect

speech acts(ISAs), alternative approa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