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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 관점에서의 장르 중심 교수 내
용으로서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한국어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 텍스
트와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를 분석하여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방
안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요구가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쓰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술 
텍스트 쓰기에 있어서 장르에 적절한 방식으로 필자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하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세부적 표현에 대한 검토에만 그쳐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체계기능언
어학, 말뭉치 언어학, 영어교육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던 ‘필자 태도(stance)’ 개념을 장
르 중심 교수를 위한 내용 범주로서 제안하였다.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는 학술 텍스트가 ‘객관적 논증’을 목적으로 하면서 객관적
·격식적 문체를 추구함에 따라 객관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필자의 관점을 논증하여
야 하는 어려움을 갖는다. 또한 담화공동체 내에서의 용인이 중요함에 따라 이러한 규
약을 갖추어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문법 범주에서 필자/
화자의 태도를 담당했던 ‘양태(modality)’ 범주를 통해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서 새로운 담화 차원의 개념이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적 바탕 가운데 ‘특정 사회문화적 맥
락에서 필자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드러내는 필자의 심리’로서 ‘필자 태도’의 개
념을 설정한다. 이는 특정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맥락인 장르 가운데서 언어의 메타 
기능 중 상호작용적 기능(interpersonal meaning)에 해당하며 언어 층위로는 담화의
미론 층위의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필자 태도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어휘·문법 요소들
을 ‘필자 태도 표현’으로 정의한다. 한국어에서 필자 태도 표현은 주로 평가적 의미를 
갖는 어휘와 문장 종결부의 복합 구성, 담화 표지를 통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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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문사회 전공의 학술 텍스트 말뭉치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 논문
과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학술 텍스트로 각각 수집하여 여기서 나타난 
필자 태도 표현을 분석하였다. 먼저 모어 화자의 필자 태도 표현의 사용을 검토한 결
과 한국어 필자 태도의 하위 범주는 크게 ‘평가적 태도’, ‘인식적 태도’, ‘상호작용적 태
도’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평가적 태도’란 텍스트 내의 여러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적 내용에 대한 범주이며, ‘인식적 태도’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위치에 대
한 범주이며, ‘상호작용적 태도’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데에 대한 범주이다. 
이들 세 범주는 필자 태도를 분석하기 위한 제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각 범주의 
기능은 필자 태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긴밀히 관련되고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 평가적 태도는 평가 어휘와 인용 동사, 논리·해석 동사를 
통한 직접적인 방식과 정도 조절, 수량 조절, 초점 조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는 정서적이거나 윤리적 판단에 대한 평가보다 대상에 
대한 분석적 평가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또 직접적인 표현 외에 ‘필요성이 
있다’와 같이 수량 표현을 통한 연어, ‘-지 않다/못하다’와 같은 긴 부정, 논리·해석 동
사를 통한 대상 기술 등을 통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인
식적 태도는 주로 문장 종결부에서 투영 구조와 양태 표현, 시상 표현을 통하여 나타
났다. ‘-다/라고 볼 수 있다’와 같은 자기 투영 복합 구성은 인용하는 필자와 본래 발
화자인 저자를 분리시킴으로써 필자가 다성적인 방식으로 주관적 위치를 드러내게 해 
준다. 또한 필자는 양태 표현을 통해서 인식 주체로서, 시상 표현을 통해 사태에 대한 
시점으로서의 주관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학술 텍스트의 필자는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주관적 판단 주체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호작용적 태
도는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필자가 텍스트에 개입하거나, 독자의 예
상되는 견해를 고려하여 용인되는 명제의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전자는 
텍스트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로 독자에게 텍스트 구조와 목적, 선후 관계를 안내하
고 내용 간의 접속을 나타내는 독자 지원과, 공유지식을 확인하고 필자의 해설을 부가
하며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독자 유도의 자원으로 나뉜다. 후자는 논증 차원의 상호
작용적 태도로 대립적 관점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필자의 주장을 한정하는 확장
과 대립적 관점에 대해 반박하거나 다른 관점과의 차이를 변별적으로 나타내거나 독자
의 예상되는 기대에 반하거나 심화시키는 축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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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어 텍스트에서 나타난 필자 태도의 유형과 대비적으로 고급 수준 한
국어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 20편에서 필자 태도 사용 양상을 살폈다. 학습자 텍스트에
서 나타난 양상을 종합해 보면, 학술 텍스트에 걸맞는 객관적·격식적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며, 다양한 필자 태도 표현을 통해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또한 내용 지식 탐구를 통한 필자의 태도가 확립되지 않음에 따른 필자 태
도의 부재 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독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일방
적인 텍스트가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어 텍스트와 학습자 텍스트의 양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술 텍스
트 쓰기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으로서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을 제안하였다. 현재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장르적 의사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
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장르 중심 교수의 관점에서 맥락과 언어를 
통합하기 위해 담화 의미 중심의 문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목표는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인식을 기르며 이
를 적절히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로서는 전체 장르나 구성 단계에 대한 ‘맥락 지식’, 주제에 
관한 ‘내용 지식’, 담화 의미의 실현을 위한 언어적 자원인 ‘언어 지식’을 선정하였다.  
필자 태도 표현을 교수할 때에는 맥락과 내용, 언어에 대해 탐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재구조화와 선택항의 원리를 통한 언어 초점적인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으로 학습자 중심적 학술 텍스트 작성을 통한 장르적 의사소통을 경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술 텍스트의 장르적 특징이 되는 필자 태도 개념을 제안하고 그 구체
적인 양상을 실제 한국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국어 학
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분석은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분석으로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장르 중심 접근의 
교육 내용으로서도 의의를 갖는다.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
은 학술 장르에 대한 맥락적 특성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인식하게 되고 문법 항목으로
서 이들의 요소의 의미와 기능을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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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다양화된 학습자의 요구와 맥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
응하기 위한 특수 목적 한국어교육,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민현식, 2008).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
여 2015년 10월말에는 약 88,000명에 이르렀다. 특히 학위 과정 유학생 중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은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1 ) 학문 목적 한국어는 비교적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에 해당하여 기존에는 그 수요가 한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점차 한국어교육의 학습자층이 두터워지고 학습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
문 목적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Korean for Academic Purposes) 학습자란 한국에서 학습 또
는 연구할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목적으로 한
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을 포함한다(윤지원·최
정순, 2012).2) 이들이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하여 맞닥뜨리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상
황은 매우 다양한데(지현숙, 2009) 그중에서도 특히 학문 목적 맥락에서의 쓰기 과
제는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3) 학문 목적 맥락에서 쓰기 과제
란 주로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요구되는 기말 보고서, 학술 논문 등의 학술 텍스트 
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 텍스트는 대학이나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습자들
이라면 누구나 익혀 써야 하는 목표 장르로서 교육적 중요성을 갖는다. 학술 텍스트

                                                 
1) 2016년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통계 결과이다. 
2) 본고에서 주된 교육적 연구 대상이 되는 이들 학문 목적 학습자를 이하 본고에서는 ‘학습

자’로 지칭한다.  
3)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요구 분석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김정숙(2009:9)에서 학습자들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 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 향상시켜야 할 
한국어 기술로 쓰기가 3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듣기(26.3%), 읽기(25.4%), 말하기
(1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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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 기관에서 주된 평가의 방식으로(이해영, 2004), 이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과
정 이수나 졸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술 텍스트 쓰기는 필자의 모어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매우 어려운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 쓰기 과업을 위해서는 심도 깊은 주제 분야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독창적 관점, 논리 전개 기술을 요구한
다. 여기에 일상어보다 고급 수준의 어휘 및 표현으로 이루어진 학술적인 언어로 작
성하여야 한다는 장벽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학습자들 역시 대학 입학 
후에 학술적 글쓰기의 구조나 인용 규범을 교육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후 개별적
인 학술 텍스트에 대한 독서와 쓰기 경험 없이는 학술 텍스트 쓰기 과업에 능숙해
지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학술 텍스트 쓰기 과업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특히 학술 텍스트를 통해 적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자는 적절히 
자신의 관점을 부호화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자나 화
자의 의도를 독자나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언어의 주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태도 및 관점 전달의 중요성은 학술 텍스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필자의 태도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데 실패할 경우, 독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텍스트를 작성하지 못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어를 통한 학술적 의사소통
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필자의 관점을 텍스트에서 언어화하여 드러내는 부분을 
‘필자 태도 표현4)’으로 개념화한다. 상세한 정의는 2장에서 도출되겠지만, 논의의 편
의를 위하여 여기서 간략히 정의를 밝히면, ‘필자 태도’란 ‘특정 사회문화적 의사소
통의 맥락에서 필자가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드러내는 필자의 심리’를 말하며 
영어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stance’ 개념에 해당된다.  

                                                 
4) 여기서 ‘필자 태도 표현’은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어휘·문법적 자원으로서 필자 태도를 텍

스트에서 드러내는 행위와는 구별됨을 밝혀둔다. 이 경우 역시 일반적으로 ‘필자 태도’의 
‘표현’이라고 기술될 수 있지만, 혼동을 막기 위하여 텍스트 차원에서 필자 태도가 적절히 
드러났음을 나타낼 때는 필자 태도의 ‘실현’ 또는 ‘필자 태도가 드러나다’ 와 같은 표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 ‘필자 태도’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Ⅱ.1.2에 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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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필자 태도 표현은 장르에 따라 다른 의미와 형식을 갖는다. 먼저 장르에 
따라 요구되는 필자 태도의 성격은 상이하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서 전달되어야 하는 필자의 태도와, 학술 텍스트에서 전달되어야 하는 필자 태도의 
내용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또한 장르마다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형식, 즉 언
어화 방식이 상이하다. 어떤 표현으로 이를 언어화하여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갖는다.  

이와 같이 장르에 적절한 필자 태도 표현을 학습하는 것은 적절한 학술 텍스트를 
작성하여 장르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는 제2언어 
교육이라는 맥락상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 학습자들은 의미기능 요소를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어휘·문법 자원을 배우고 이를 훈련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학술 텍스트에 대한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
고, 이를 위한 이론적·실제적 논의를 통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도출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본고에서의 논의는 문법교육으로서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으로, 장르 
맥락이나 전달되는 의미 및 형식이 언어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필자 태도 표현 
교육에 대하여 논하기 위하여는 먼저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가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필자 태도를 실현하는 언어적 형
식에 대해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작성한 텍스트에 기반해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에서 필자 태도를 실현하는 언어 요소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가 많지 않았기
에 이러한 부분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교육 내용의 도출을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
의 필자 태도 표현 사용 양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모어 화자의 필자 태도 표
현과 대비적으로 살펴 궁극적으로 학술 텍스트 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의 내용을 도
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 가운데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 표현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 표현의 사용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필자 태도 표현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어 학습자의 필자 

태도 표현 사용에서 드러나는 특이성은 무엇인가?  
다섯째,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을 위해 어떤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교수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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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이러한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연구는 문법 교육에서 양태의 일부

로서 완화 표현(hedge)5 )을 중심으로 연구(신명선, 2006; 최은지, 2009; 이준호 2012 
등)되거나 장르적 특성을 보여주는 담화 표지를 중심으로 연구(강현화·이정민, 2009)
되는 경향이 짙었다. 최근에는 정혜승(2012)과 최지현(2013)에서는 각각 ‘상위 담화
(metadiscourse)’와 ‘저자·독자 간 상호작용’으로서 텍스트에서 필자가 독자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상호작용을 위한 표현들에 주목하여 필자 태도의 다른 측면도 조명
되고 있는 양상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조하여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을 분석하되, 필
자 태도 표현의 장르 맥락과 의미 및 언어에 대한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관점을 취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의 맥락으로서 장르를 중요하게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어는 맥락 안에서 사용되며, 그 의미는 맥락 안에서 부여
받기에 맥락에 대한 고찰은 언어 연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이 위치한 맥락은 전형적인 속성을 가짐에 따라서 ‘장
르’로 추상되는데, 언어가 위치한 장르에서 상호작용의 특성과 그에 따라 담지하게 
되는 의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찰 가운데서 필자 태도 표현의 기능이 분석될 것
으로 본다.  

또한 본고는 필자 태도 표현의 장르 맥락과 의미, 언어를 통합적으로 논의하여 
필자 태도 표현의 의미 및 언어에 대한 포괄적인 체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필자가 
텍스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자에게 부호화하여 드러내는 필자 태도는 여러 
의미적 층위에 촘촘히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들은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였지만 이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 논의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담화 표지나 접속 부사 등의 삽입구 외에도 

                                                 
5 ) 이 개념의 번역어는 다양하여 김미형(2000, 2009)에서는 ‘완곡 표현’, 신명선(2006), 이준호

(2012)에서는 ‘헤지 표현’, 신영주(2011)에서는 ‘완화 표지’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완화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헤지’라는 영어 명칭을 살린 표현도 가능하나 
한국어 학술어로 고쳐 쓴다는 의미로 ‘완화’라는 개념이 ‘헤지(hedge)’의 개념을 적절히 대
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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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 형성의 차원에서부터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언어 요소들의 역할에 주목한다면, 
대상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나,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판단의 
정도를 명시하는 부분의 필자 태도 실현 기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 태도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기존 논의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요소들까지 확장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의 바탕 가운데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경향에서는 언어의 장르 맥락 안에서의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구안
하여 왔으며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Martin & White, 2005)에서 필자 태도 표
현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본고는 장르 맥락과 
의미, 언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수의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의 방식을 취한다. 필자 태도 표현의 구체적인 어휘·문법 자원의 사용 양상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빈도 및 핵심도와 같은 수치도 활용하지만, 3장에서 필자 태도
의 양상을 파악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는 텍스트의 맥락과 의미를 고려하는 질
적 분석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필자 태도는 심리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개념이므
로, 각 텍스트의 맥락에 바탕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필자 태도의 사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작용의 사회문화적 맥락, 즉 장르 맥락을 고려한 논의가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해 장르 맥락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장르 특정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러한 텍
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방안은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을 질적·양적으로 향상시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실질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2.1.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여러 기능 중 ‘쓰기’ 기술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강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도 학문 목적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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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발하다. 이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요구를 규명한 김정숙(2000)에서 시작되어 
최근까지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살핀 윤경원(2013)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어교육 연구가 모
두 232편에 이르며 특히 2005년 이후 관련 논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문 
목적 쓰기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과는 다른 어떤 요구가 있는
지 분석한 ‘요구 분석’ 연구6 )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구체적인 교수요목을 마련하
기 위한 연구7 ) 등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 중 문법 교육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의 큰 흐름은 외국어교육에서 쓰기 교수의 거시적 접근의 
발달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김호정, 2007). 초기에는 전범 텍스트를 모방하는 식의 
쓰기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과정 중심 쓰기 교수가 나타나면서 단계적으로 학
습자의 쓰기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교육 
흐름과 맞물려 쓰기 교육에서 보다 다양한 내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
근 한국어교육에서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이 촉발된 시기와 맞물려 주제 중심 쓰기 
교수와 장르 중심 쓰기 교수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주제 중심 쓰기 교수
의 경향은 이해영(2004)에서 제안되었다. 이러한 주제 중심 쓰기 교육은 학문 목적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중요성을 점하였다.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쓰기에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는 것이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외국
어교수에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의 일환으로서 주제 중심 교수(Content-based 

                                                 
6 ) 학문 목적 학습자라는 구체적인 대상 학습자와 학습 맥락이 존재하는 특성상 요구 분석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문 목적 교육의 목표 상황인 학문 목적 한국어 사용 
상황과 같은 거시적인 연구와 현재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현재 상황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요구 분석에 대한 연구 경향 분석은 조은영 외
(201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7 ) 쓰기에 대해서 김인규(2003)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의 개념에 대해 논하고 요구 분석을 
통하여 각 요소별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참고 자료 이용에 대한 교수요목을 제안하였
다. 한송화(2010)에서는 입학 전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정의 수준별 구성 실례를 보였는데 
고급 단계에서만 학문 목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을 위한 한국어와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를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초급, 중급, 고
급 교수요목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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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teaching)의 원리가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주제 중심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강
현화(2007), 김유미·박동호(2009) 등 활발하게 나타났다. 

내용 중심 교수와 함께,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주목받는 부문은 장르 중심 
쓰기 교수의 접근이다. 학문 목적 쓰기에서 문법 교육을 논하는 관점은 장르 중심적 
접근에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 장르 중심 교수란 장르가 가진 ‘그 담화공동체의 전
문가들의 텍스트에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텍스트의 사회적 맥락과 특정 의사소통
적 목적에 따라 형성된 전통’(Swales, 1990)을 학습자가 습득하고 의사소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르 중심 쓰기에서는 장르 분석에서 규명
된 장르의 특성을 기반으로 교수하여 학습자들이 해당 공동체의 의사소통에 참여하
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먼저 해당 장르의 장르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는 
일련의 장르 분석 연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음 항목에서 제시되는 학술 텍스트
의 분석과 이를 통해 교육을 추구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장르 중심 교수의 관점을 
갖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2.2. 학술 텍스트에 대한 연구 

장르 중심 교수의 영향에 따라 특정 장르의 구조와 언어에 대해 살피는 연구들이 
다수 나타났다. 특히 학술 텍스트의 장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러한 양상은 
학술 텍스트의 장르적 특이성에 대해 언어학, 국어학적 분석의 관점에서 주목을 받
은 결과이기도 하고, 최근 대학 글쓰기 교육 또는 한국어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의 내
용 마련을 위한 교육적 필요에서 촉발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구조에 
대한 연구와 언어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다.  

1) 구조에 대한 연구 

학술 텍스트는 맥락에 따라 형성된 고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술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연구도 존재한다. 신선경(2008:78)에 따르면 17세기 이후 귀납적 사고
에 기초한 ‘관찰과 가설 세우기, 실험과 검증’의 4단계 과학 연구의 방법이 고착화
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 최근에도 과학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논문에서 흔히 사
용되는 IMRAD(Introduction – Materials and Method – Result- and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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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정착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즉 ‘서론–연구방법-연구 결과-논의-참고문헌’ 순
으로 배열되고 그 안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면에 있어서도 일정한 방식으로 통일되
고 있다는 것이다. 

학술 논문의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의 새로운 흐름은 스웨일스(Swales 1990)를 위
시한 장르 분석(genre analysis) 연구의 전통에서 파생되었다. 스웨일스(Swales 
1990:49-58)에서는 “동일한 의사소통적 목적을 공유하는 구조화된 의사소통적 사건”
이라는 장르의 정의 아래 학습자가 목표로 하는 대상어의 특정 장르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살피기 위한 외국어 교육의 방편으로 생화학 논문의 구조를 분석하여 서론
의 이동마디(move) 모델을 제시했다. 이동마디란 ‘의사소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
한 의미적·기능적 단위’로서 장르가 특정 목적을 갖듯 이동마디도 자체로 목적과 기
능을 언어 특성을 통해 구현된다. 이는 장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유용하며, 
또한 장르의 신참자가 따라야 할 전범으로서 기능하여 교육적으로도 유용한 장르 
지식이 된다. 스웨일스(Swales1990)가 제안한 CARS 모델은 학술논문 서론을 구성
하는 세 개의 이동마디와 하위 ‘단계(step)’를 포함한다.  

(1)  스웨일스(Swales 1990)의 CARS 모델  
ㄱ. 이동마디 1: 연구 영역 확립하기(establishing a territory) 

－ Step1: 중요성을 강조 claiming centrality 
－ Step2: 주제 일반화 making topic generalization 
－ Step3: Reviewing items of preveious research 선행 연구 고찰 

ㄴ. 이동마디 2: 연구의 정당성 확립하기(establishing a niche) 
－ Step1A: Counter-claiming 반론 주장  
－ Step1B: Indicating a gap 차이를 제기 
－ Step1C: Question-raising 의문점 제기 
－ Step1D: Continuing a tradition 

ㄷ. 이동마디 3: 연구의 정당성 점유하기(occupying a niche) 
－ Step 1A: Outlining purpose 목적을 제시  
－ Step 1B: Announcing present research 현재 연구 제시 
－ Step 2: Announcing principal findings 원리적 시사점 제시 
－ Step 3: Indicating Research Article structure 구조 제시  

이러한 스웨일스(Swales 1990)의 장르 개념과 이동마디 분석 연구는 장르의 속성
을 규명한 연구로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영어교육을 포함한 특수 
목적 영어교육(Enlgish for Specific Purposes)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서도 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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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Bhatia, 2004).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락의 텍스
트로 확장되어 문어 중심의 학술 장르 분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장르의 이동마디 규명에 말뭉치·통계적 방법을 사용하는 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말
뭉치·통계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말뭉치 도구를 사용하여 어휘 패턴을 통해 담화 단
위(discourse units, DU)를 규명한 뒤, 그 담화 단위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한다
(Biber, Csomay, Jones & Keck, 2007). 카녹실라팜(Kanoksilapatham, 2007)은 이러
한 방식을 사용하여 생화학 논문 전체 이동마디 간 언어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다
차원 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 MD)하여 이동 마디 간 특성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학술논문의 장르 분석은 이선(Lee, 2001)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여기서는 
스웨일스(Swales 1990)의 서론 이동마디 구조(CARS)를 한국어 논문에 적용하여 응
용 언어학 분야에서 한국어와 영어 학술논문의 서론 이동마디를 대조하였다. 그 결
과 한국어 학술논문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CARS 모델을 따르나 이외에 추가로 세 
개의 이동마디가 더 있다고 하였다. 이후 박은선(2006)에서는 이선(Lee 2001)에서 
제안한 ‘CARS+3’의 모형을 한국인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학위논문의 서론에 적
용하여 분석하여 ‘K-CARS’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어 김영규·이은하(2008) 는 한국
어교육 전공 대학원생들의 기말 보고서에 박은선(2006)의 ‘K-CARS’ 모형을 적용하
여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이를 수정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서론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 이어 박보연(2011)과 조은영(2012)에서는 국
문 초록 텍스트, 윤여옥(2012)에서는 연구방법의 이동마디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
를 토대로 한국어 학술논문 거시구조의 이동마디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러한 일련의 연구는 스웨일스(Swales 1990)의 이동마디 분석(move analysis)를 활
용하여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 대한 장르 중심 교수를 위한 유용한 교육 내용을 마
련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학술 텍스트의 언어를 분석하는 데에도 맥락에 대한 정
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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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 학술 논문의 언어를 텍스트언어학의 관점에서 살핀 연구로는 신선경(2005, 
2008, 2012), 박나리(2008, 2009a, 2009b), 박성철(2011, 2013), 신지연(2013)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선구적으로 학술 텍스트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백
설자(1995)로, 여기서는 학술 논증에서 조건 구문이 논증을 위한 장치로 사용됨을 
지적하였다. 조건 구문을 통해 문어 텍스트에 인위적으로 청자와의 대화 구조를 구
축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후 신선경(2005)에서는 학술 텍스
트의 제 양상을 분석하면서, 학술적 텍스트에서 동사보다 술어 명사구와 같은 명사
적 표현을 선호하는 것이 ‘사태의 추상화’이고 이는 명제 외의 양태적 내용을 간소
화하고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보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또한 신선경(2008)은 과
학 글쓰기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며 특성을 고찰한 연구이다.  

이러한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을 학술 논문에 대해 총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로 박
나리(2009a)는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의 텍스트성, 의도성, 

[표 I-1]  학술 논문의 텍스트 구조 

거시구조 이동마디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연구사) 

3 연구의 특징 및 연구의 의의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정리를 통한 이론적 토대 제시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절차 묘사하기 

2 자료 분석 절차 설명하기 - 변수 정의 

3 자료 분석 절차 설명하기 - 분석 방법 

결과 

1 메타 텍스트적인 정보의 제시 

2 결과의 제시 

3 결과의 논평 

결론 

1 배경 정보의 제공 

2 결과/발견 

3 연구의 의의 평가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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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성, 응집성, 응결성, 정보성, 용인성, 상호텍스트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또 박
나리(2008)에서 ‘텍스트 생산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의도성’이 ‘본 연구에서
는 -고자 한다’와 같은 ‘목적명시담화’로 나타난다고 보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 
박나리(2009b)에서는 응결성과 응집성의 양상을 근거와 결론, 추론 부분에서 분석하
는 등 학술 텍스트의 맥락과 언어와의 연결점을 계속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특히 신지연(2013)은 학술 텍스트의 목적, 거시적 양식, 문체에 대해 살핀 총체적 
연구이며, 이외에도 박성철(2011, 2013)의 연구에서 학술 텍스트의 제 양상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정복(1999, 2012)은 사회언어학 관점의 연구로, 학술 논
문 속의 경어법 사용 양상에 주목하여 학문 논문의 담화공동체에 대한 흥미로운 현
상을 조명해 준다. 

한편 말뭉치를 통해 이러한 학술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을 거시적으로 살핀 연구
들이 있다. 강범모 외(1998)는 한국어 장르 분석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바이버 
와 피네건(Biber & Finegan, 1988)의 다차원 분석 방법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한국어 
말뭉치에서 36개 장르의 언어 특성을 밝히고 있다. 그중에서 학술논문의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한자어와 소유격 조사, 필연, 가능성, 진행의 자질이 우세하게 나타났
다. 그리고 교양/학문 분야를 인문, 사회, 자연, 예술로 나누어 살폈는데 분야 간 차
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텍스트 장르의 특성을 여섯 차원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논문은 ‘계획된 산출’, ‘내용/정보성’, ‘추상’에 해당하였고 ‘형식적 견해 진술’ 척
도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여기서 샘플 내 균질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나(강범모 외 1998:40) 36개 장르 중 가장 장르 전형적 문체가 정착되어 있음이 나
타났다.  

이후 홍혜란(2011)에서는 한국어교육 관점의 연구로서 강범모 외(1998)의 다차원
분석을 한국어 논문 텍스트에 적용하여 전공 분야 간 차이를 규명하였다. 여기서는 
한국어교육, 국어학, 경영학, 전자공학의 4영역에서 각 10편, 모두 40편의 텍스트에
서 ‘차원1: 비형식적 상호 교류 대 계획적 산출’과 ‘차원4: 형식적 견해 진술’에 주
목하여 한국어 논문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차원 분석에 의한 장르적 특성 연구는 말뭉치를 활용하여 통계적 방법
으로써 그 차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장
르 가운데 그 차이를 변별해 내는 데는 유용하나 자질의 수가 무척 많아 학술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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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자질들을 
연결하여 질적으로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학술 텍스트에 대한 통계적 연구로 핵심어(keyword) 분석과 관련한 
연구가 김민국(2009), 최준 외(2010), 남길임 이수진(2012), 남길임(2013), 남길임·최
준(2014) 등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핵심어란 ‘말뭉치에서 비정상적인 빈도로 출
현하는 단어(남길임·이수진 2010)’로 해당 텍스트 및 장르의 문체적 특성을 살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한국어에서 핵심어 분석을 가장 먼저 수행한 김민국(2009)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어휘 선정 방법론으로서 ‘핵심어 분석’을 제시하며 ‘문법론’의 핵
심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후 남길임·이수진(2010)에서는 국어학, 현대문학, 고
전문학 분야 학술논문 104편으로 구성된 학술논문 말뭉치 40만 어절에서 핵심어를 
살폈다. 김혜영(2012)에서는 구어 대화, 소설, 수필, 인문, 잡지의 다섯 가지 텍스트 
유형을 비교하였다. 이는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에서 ‘묘사, 설명, 지
시, 주장, 서사’로 분류한 데에 따라 “실시간 발화에 해당하는 구어, 사실을 설명하
는 인문 텍스트, 사건을 서술하는 소설 텍스트, 견해를 진술하는 수필 텍스트, 견해
를 진술하는 교육 텍스트”를 비교한 것이다. 또 전지은(2011)에서는 구어에서 공적 
담화와 사적 담화의 차이를 핵심어 분석으로 살폈다.  

이러한 어휘 차원의 핵심어 연구는 표현 문형을 추출하고자 하는 ‘정형화된 표
현’, 나아가 ‘핵심 구문’의 추출 연구로 이어졌다. 최준 외(2010)에서는 학술 문어, 
학술 구어, 자유 대화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정형화된 표현을 말뭉치의 빈도
에 기반하여 추출하였다. 이후 정형화된 표현의 분석에 대한 논의(남길임, 2013)를 
거쳐 남길임·최준(2014)에서는 ‘한국어 학술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나는 정형화된 표현을 학술 핵심 구문’이라 명명하고 추출 방법과 의의를 논하였다. 
핵심 구문은 전 연구의 ‘정형화된 표현’ 개념 중에서 ‘핵심도’ 순으로 추출되는 구문
으로 ‘학술 텍스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구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핵심어 연구
에서는 핵심어를 어휘 중심이 아닌 형태, 구문 중심으로도 보아 문체적 특성을 드러
냈으며, 말뭉치의 양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결과로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말뭉치의 빈도 및 맥락을 분석하여 어휘·
문법 요소를 추출하고 기능을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먼저 어휘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학문 목적 교육을 위한 전공별, 주제별 어휘를 추출해 낸 연구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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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주제별 어휘 분석 및 추출이 아니라, 학술 텍스트의 장르 일반적 특성으
로서 어휘를 분석한 연구로는 신명선(2004)을 들 수 있다. 신명선(2004)에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며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단어들로 인지 학
술적 언어 능력 신장의 기반이 되는 단어들’을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ylary)라
고 개념화하고, 인문, 사회, 공학, 예술 분야의 약 363여만 어절의 말뭉치를 구축하
여 총 1404개(925단어족)의 교육용 사고 도구어를 선정하고 이들은 격식성, 정교성, 
탈주관성, 비화제성, 중립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
술 어휘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 이후 학술 어휘와 관련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한편 학술 텍스트의 정형화된 표현들을 ‘담화 표지’로 접근한 연구들이 있다. 이
들은 주로 한국어교육을 위한 내용 마련의 차원에서 활발히 수행되어 온 연구로 용
재은(2004), 박지순(2006), 강현화·이정민(2009), 곽수진·강현화(2009) 등의 연구가 
있었다. 담화 표지의 실제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로 곽수진·강현화(2009)
는 한국어 모어화자와 학습자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서론의 담화 구조, 사용한 담
화 표지와 서술어, 결론의 구조를 각각 대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학술논문의 
구조별 ‘담화 표지’를 제시하는 연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유용한 언어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이다. 이들 담화 표지에 대한 연구는 필자의 태도 표현의 역
할에 대한 인식과 학술 텍스트에서 안내자로서의 필자의 목소리가 전형적인 표현으
로서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이상 학술 텍스트의 구조나 언어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누적되어 왔
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조로 하되 필자 태도 표
현에 초점화하여 논의할 것이다. 

2.3.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연구 

학술 텍스트의 특성 중에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는 학
문 목적 영어교육의 맥락에서 영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수행되어 온 바 있다. 여기
서는 외국 문헌과 국내 한국어 문헌으로 나누어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간 필자와 화자가 어떻게 태도를 드러내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개념을 통해 논
의되어 왔다. 언어학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는 ‘양태(modality)’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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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래서 논의되었다. 전통적인 양태 범주에서 보다 확장된 필자 태도를 제기하기 
시작한 논의로는 먼저 증거성 범주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체이프(Chafe, 1986)는 1) 
정보의 관련성 2) 정보가 획득된 과정(귀납적으로, 또는 연역적으로), 3) 지식의 기저
에 있는 증거의 유형, 4) 언어에 부호화된 지식의 적절성(완화 표현 등)을 모두 포괄
하는 개념으로서 증거성을 제시하였다. 한국어에서 증거성 범주에 대한 연구는 정인
아(2010)가 있는데 여기서는 ‘화자의 진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하는 방식과 
관련된 문법적 범주’를 ‘증거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말뭉치를 통한 장르 분석 연구인 바이버와 피네건(Biber & Finegan, 1988)에
서는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범주로서 ‘stanc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바이버 외
(Biber, Johansson, Leech, Conrad, Finegan & Quirk, 1999:12장)에서는 정서, 인식 
양태 증거성을 포함한 태도(stance) 범주를 개괄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stance’의 
정의는 ‘화자나 필자의 의견이나 평가로 실현되는 태도를 언어적으로 부호화하는 방
법8)(Gray & Biber, 2012)’이며, 그 하위 요소로는 인식 양태와 다른 출처의 인용, 정
서나 태도 판단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였다. 여기서는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로서 언
어 사용의 기능을 더욱 확장하여, 기존의 인식 양태 개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정
서나 평가, 판단의 어휘 자원, 그리고 청자와 관계를 맺기 위한 화자의 간섭적 발언
도 포함시켜 다양한 자원이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역시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인 헌스턴(Hunston, 1993)에서는 ‘stance’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평가(evaluation)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 개념의 이름이 함의하는 
의미와 같이, 명제에 대한 평가보다는 특정 명제에 대한 화자의 평가 측면이 더 강
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 확실성, 예측가능성, 중요성
(‘good-bad’, ‘certainty’, ‘expectedness’, ‘importance’)을 들고 있다(Hunston & 
Thompson, 2000).  

                                                 
8 )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ways in which speakers and writers encode opinions and 

assessments in the language they produce”(Biber and gray, 2012:15,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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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크리스모어 외(Crismore, Markkanen & Steffensen, 1993)에서는 장르 분석 
가운데,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담화 표지들을 ‘메타 담화’(metadiscourse)로 명명
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논의에서는 메타 담화란 “명제적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
만 청자나 독자가 주어진 정보를 구성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언어
적 자원”이라고 하였다.9 ) 즉 이는 필자가 독자의 내용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덧붙이는 상호작용적 태도의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독자가 텍스트를 조
직화, 해석,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표지들이 포함된다.10 ) 이는 지금까지 태도의 
개념보다 청자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랜드와 체(Hyland & Tse, 2004)는 제2언어 학술 텍스트 교육의 맥락에서 메
타 담화를 분석한 연구이다. 메타 담화는 “필자가 다른 사람들을 인지하고 연결되는 
차원”에 대한 것으로, 필자는 “독자의 존재를 인지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논지에 끌
어들이고 담화 참여자로 포함시키고자”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범주를 메타 담화
라고 하였다. 즉 메타 담화의 본질은 청자 또는 독자에게 화자 또는 필자가 건네는 
안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필자의 태도 관련 연구가 필자와 명제와
의 관계만 고려하였던 것에 비하여 독자와 필자와의 관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할리데이의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필자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는 호주의 중등학교와 직장에서 수
행된 Write it Right(WIR) 프로젝트의 결과에서 출발하였다(Christie & Martin, 1997). 

                                                 
9)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term ‘metadiscourse’ is used here to refer to the linguistic 

material in texts, written or spoken, which does not add anything to the propositional 
content but that is intended to help the listner or reader organize, interpret and evaluate 
the information given”(Crismore et al., 1993) 

10 ) “…dimension where writers acknowledge and connect to others, recognizing the 
presence of their readers, pulling them along with their argument, and including them 
as discourse participants”(Hyland,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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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등학교의 주요 학습 영역과 직장에서의 문어 담화의 특성
을 탐구하는 것이었는데, 연구 결과 평가적 의미가 여러 담화 간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교육적 관점을 가지는 상호작용적 기능을 파악
하기 위한 틀로 제기되었다.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는 언어 요
소를 탐구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11 ) 이 외에도 유사 개념으로서 정서(affect), 감정
(emotion)도 있으나 이는 필자의 주관적 감정을 부각시키는 개념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필자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태도(stance), 평가(evaluation), 메타 
담화(metadiscouse) 등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되었으나 이들은 내용상으로 상호 관
련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없다(Bednarek, Monika, 2008; 
Hood, 2004). 필자 태도에 대한 연구의 관점은 인식 양태에 대한 부분에서 출발하
여, 개체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는 자원에서 청자와 상호작용하는 부분으로 점차 확
장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전공 간 차이에 대해 다루는 연구도 다수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언어 요소들의 양적 계량에 근거하고 온 데 
반해 최근에는 필자 태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등을 면담 등의 질적 조사 방법을 
통해 살피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 문헌에서 필자 태도에 대한 논의는 국어교육 연구로서 쓰기 교육의 관점
으로서 처음 시작되었다. 김정자(2001)는 ‘표현할 대상과 독자에 대한 입장이나 관
점’을 ‘표현 태도’라고 보고 필자의 태도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교육 방안을 고안하
였다. 이는 필자 태도의 다층적 양상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쓰기 교육 관점의 연구 
중 본고의 논의와 상당 부분 관련이 깊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12)  

신명선(2009)은 국어교육으로서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필자의 태도에 주목한 연
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쓰기와 문법 요소의 결합 양상을 살피는 관점에서 필자 태도

                                                 
11 ) 평가 이론은 지금까지 여러 장르에 대해서 활발하게 적용되어 그 연구가 누적되어 왔다. 

비격식 대화(Eggins & Slade, 1997), 과학의 담화(Martin & Veel, 2005), 역사(Coffin 2002), 
매체 담화(Ledema, Feez and White 2003a), 언론 담화(White 2006), 문학적 답장의 서사
(Rothery and Strenlin 2000, Macken-Horarik 2003)에 대해 다뤄진 바 있으며 특히 학술 
텍스트에 대해서는 Hood(2004)와 Lancaster(2012)에서 상세히 다뤄졌다. 

12 ) 하지만 이외의 쓰기 교육에서의 연구는 상당 부분 필자가 드러내는 태도보다는 ‘필자가 
쓰기 활동에 대해 갖는 태도’에 주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김정자, 2012; 박영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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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주목하여 가상 필자가 예상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서 ‘어성(語聲)’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는 쓰기와 읽기를 통한 상호작용에서 필자의 다층적 목소리 
양상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실제로 드러내는 방식을 언어적으로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과의 연결 고리 역시 제시하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
다.  

이후 필자가 텍스트에서 드러내는 태도에 주목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학문 목적 교육의 맥락에서 학술 텍스트에 주목하면서부터이다. 최은지(2009)는 문
법적 요소에 주목한 연구는 아니지만,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의 표현 전반에 대
해서 살피고 있다. 이 연구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같이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영어 
교육에서도 일반적인 태도 표현 전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총 45편
의 다양한 맥락의 연구반 또는 대학 재학 유학생이 쓴 보고서에서 필자 표현을 분
석하였다. 이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실패한 부분을 검
토하면서13)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 표현의 중요성을 드러낸 연구이다.  

필자 태도에 대한 문법적 접근의 연구에서는 완화 표현(hedge)14)이 일찍부터 주
목받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김미형(2000, 2009)에
서 ‘완곡 표현’으로서 다루었고 신명선(2006)에서는 ‘헤지 표현’이라 하여 연구하였
다. 신명선(2006)에서는 완화 표현을 ‘일종의’와 같은 명제 내용의 판단 유보, ‘- 것 

                                                 
13 ) 최은지(2009)의 분석 결과 논리성, 명확성, 양태 표현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특히 양

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확신의 정도가 지나치게 낮은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를 보고하
고 있다. 또한 독자와 필자를 드러내지 않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필자와 독자를 명시적
으로 드러낸 경우도 있었다. 이는 문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어적 의사소통과 같이 언어
를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14) 완화 표현은 레이코프(Lakoff, 1975)의 퍼지 이론(fuzzy theory)에서 제기한 개념으로 학
술 텍스트에서 특히 그 사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학문 목적 영어 교
육 연구(Hyland, 1995, 1998a) 등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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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와 같은 화자의 판단 유보, 그리고 ‘돌려줬으면 좋겠어’와 같은 수행성 유보의 
기능으로 나누어 살폈으며, 모호성과 공손성, 양태성을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후 이준호(2012)에서는 완화 표현의 목록을 보다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켜 한국
어교육 내용으로서 체계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논문 각 3편씩에 나타난 완화 표현을 분석한 결과 동사와 종결 표현의 결합에 의한 
완화 표현이 가장 빈번하다고 보고하여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한국어의 문장
종결부의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신영주(2011), 심호연(2013)은 이러한 완화 표현에 대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떻
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핀 연구이다. 신영주(2011)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위 
논문 50편과 중국어 모어 한국어 학습자의 학위논문 50편의 서론을 비교하였으며,15 ) 
심호연(2013)16 )에서는 신영주(2011)와 이준호(2012)의 완화 표현 구분 틀을 학위 논

                                                 
15 )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 필자가 중국어 모어 학습자 필자보다 완화 표지를 더 많

이 사용하였고 그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한
자어와 관련된 완화 표현을 선호하였으며 특정 표현을 반복하였고, 보다 직접적이고 단언적
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16 )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완화 표지 사용의 빈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저자 
중심 완화 표지가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가적 담화 표지는 10%를 보였으나 정
확성 중심 담화 표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서론에서 정확성 중심 담화 표지가 상

[도표 I-1] 신명선(2006)의 헤지 표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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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결과-논의’에 적용하여 한국인 학위논문 25편, 중국인 유학생 학위논문 18편
에서 ‘결과-논의’ 부분을 살폈다.  

이렇게 완화 표현에 대한 연구는 학술 텍스트를 중심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
어진 반면, 다른 태도 관련 언어 요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유일하게 박
나리(2013)는 완화 표현 이외의 필자 태도의 언어적 표현 방식에 집중한 연구로 필
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문법 요소를 ‘자기의견표현 담화’로 명명하고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인식 양태의 범위 안에서 발화에 대한 강도를 ‘강’, ‘약’
으로 나누었는데, 필자 태도를 보다 유형화하여 분석17 )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한편 정혜승(2012)에서는 쓰기에서 대화적 문식성(dialogic literacy)이 필요하다
고 보고 그 언어적 실체로서 ‘상위 담화(metadisocurse)’의 개념을 제시한 논의이
다. 여기서는 필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쓰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본고
의 논의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독자를 고려한 명시적
인 표현들인 상위 담화를 대표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상에 대한 평가나 명제에 
대한 평가 측면은 포함시키지 않거나, 상위 담화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당 부분 나타난 것과 대조적인데, 결과-논의에서는 서론과 같이 선행 연구를 직접적으로 인
용하여 주제의 중요성을 드러낼 필요가 적고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겠-’과 ‘-(으)ㄹ 것이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7% 정도로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 모어 학습자는 각각 1.2%와 3.5%로 매우 낮은 빈도
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관적 확신성을 나타내지만 중국어 모어 학
습자 필자는 낮은 개연성이나 가능성 수준의 논의를 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
(으)ㄹ 수 있다’와 ‘-(으)ㅁ’을 결합하는 표현은 학습자 논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문에서는 판단 의미의 동사가 대부분이 피동형으로 나타났고 또 다
양한 동사를 사용하였지만 학습자 논문에서는 기본형으로도 많이 나타났고 ‘생각하다’의 빈
도가 높게 나타났다. 

17 ) 이러한 태도 표현의 양상을 다국적 학습자 20명의 자유 주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약한 
의견 표현이 더 자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강한 의견 표현은 [단언], [당위]에 근거하여 나
타나고 약한 의견 표현은 [가능], [추측]에 근거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모어 
화자의 결과(이준호 2012)와 비교해 보면 약한 의견 표현에서 [가능]보다 [추측]에 기대어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나’, ‘필자’ 등의 주어를 드러내어 학술적 문체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약한 의견 담화에서는 어휘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으)
로’를 통한 구문의 사례가 적었고, 피동 표현도 사용하지 않는 양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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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와 하이랜드(Hyland 2005)의 논의를 잇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는 읽기·쓰기 교육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거시적인 필
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어,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 하위 범주와 그 언어 
표현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와는 다른 접근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연구로 영어권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장르적 층위의 필자 태도 관련 논의를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 적용한 최지현(2013)이 있어 주목된다. 이 연구에서는 하이랜
드(Hyland, 2005)의 관점을 참고하여 한국어 학술 텍스트를 분석하였는데, 상호작용
(interaction)이 ‘저자 중심 상호작용(Stance)’과 ‘독자 중심 상호작용(Engagement)’
으로 나뉜다고 보고 인문학 분야의 논문 총 21편에서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논
의는 본격적인 필자 태도 관련 개념을 한국어 텍스트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또한 지금까지 필자 태도와 관련된 완화 표지, 관련 담화 표지 등이 
부분적으로 제시되었지만 ‘포괄적인’ 논의는 부족하였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새로운 필자 태도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위 범주의 언어 표현에 주목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분석 틀로
서 삼은 하이랜드(Hyland, 2005)의 체계가 여전히 필자 태도를 전체 장르 맥락에서 
관찰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는 관점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아쉬움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국어학적 관점에서는 각 문법 요소가 드러내는 상호작용 의미에 대해 주목
한 연구로 안소진(2012)이 있다. 여기서는 문장종결부의 양태적 요소들을 담화적 기
능과 연결하여 설명하였는데 ‘-다고 보다’와 같은 인지 동사 인용문을 이용한 주장
의 간접화, ‘-(으) ㄹ 수 있-’ 등의 가능성 표현을 통한 반배제성의 강조, ‘-고 보이-’ 
등의 피동 표현을 통한 주장의 객관화, ‘부정할 수 없-’과 같은 부정 표현을 통한 수
용 가능 범위의 확대 등으로 문법 요소의 맥락적 기능과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흥미
로운 통찰을 제공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필자의 태도 관련 범주를 제기하지 않았지
만, 각 문법 요소의 의미를 해당 장르의 의사소통적 맥락과 관련지어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지향점과 합치하는 접근을 보여 준다.  

이상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먼저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어교육에서 장르 중심 문법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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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18) 학술 텍스트의 구조적, 언어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여러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었지만, 장르 맥락과 의미 범주에 대한 
천착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장르 내에서 구체적인 의미가 어떤 언어로 표현되
는지에 대한 상세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고에서 초점을 두는 의미인 필
자 태도에 대한 연구는, 영어를 대상으로 연구가 상당히 활발히 누적되고 있는 데에 
반해 아직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각 부분을 조명하는 데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 가운데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 연구방법 및 대상 

3.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 표현을 개념화하고 그 양상을 
살펴 이를 학술 텍스트 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 교수하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각 장의 연구방법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 국어교육에서 제민경(2015)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장르 문법 

교육’을 제안하고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민경(2015)에서는 장르 문법 교육을 '장르성을 인식
하여 사회문화적 의미 과정에 비추어 타당한 선택항을 구성하고 자신의 의미에 맞는 언어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하여, 학습자의 이러한 문법적 감식안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내용을 구안하였다. 여기서 한국어교육과는 달리 모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문법적 감식안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대상과 
맥락을 갖기에 한국어교육에서 장르 중심 교수의 내용으로 치환하기는 어려우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참고할 만한 논의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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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필자 태도 범주 설정의 필요성, 개념 및 구성 요소
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도출하며,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 한국어 학술 텍스트를 분석
하여 한국어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의 체계를 도출하고 그 양상을 기술한다. 4
장에서는 학습자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필자 태도 표
현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이와 같이 3장에서 검토한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양상과 
4장에서 검토한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의 사용 양상을 기초로 하여 5장에서 교수 방
안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사용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상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
현에는 학습자의 인지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맥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총체
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현상의 의미와 행위를 구성하는 방식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
저 그 현상의 양상에 대해 연구자가 파악한 후에야 그 자세한 맥락을 검토하는 것

Ⅱ.학술 텍스트 필
자 태도 표현 교육

의 이론적 고찰

문헌 연구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의 중요성과 필
자 태도 표현의
개념, 구성 요

소에 대해 탐구

Ⅲ. 한국어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탐구

필자 태도의 하
위 범주 도출

질적 텍스트
분석을 통한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 필
자 태도 체계

분석

Ⅳ. 한국어 학습자
학술 텍스트의 필
자 태도 표현 사용

양상

모어 화자 텍스
트 대비

필자 태도 표현
사용 비교

중간언어적 양
상(정확정과 적

절정)

Ⅴ.학술 텍스트 필
자 태도 표현의 교

육 방안

학술 텍스트 쓰
기 교재 검토

문헌 연구

ⅡⅢⅣ장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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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I-2] 각 장별 연구방법 



 

- 23 - 

이 가능할 것이다(Silverman, 1997). 즉 총체적 이해의 출발점은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
습자들이 작성한 텍스트를 주된 도구로 삼았다. 즉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필자 태도 
표현의 사용 양상은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 표현의 사용 양상을 단서로 하여 파악되
게 된다.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 방법은 필자 태도에 대한 분석 작업과 말뭉치에서 용례를 
검색하는 방법이 함께 사용된다. 이는 여러 방법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혼합적’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Creswell, 2009) 이들 각 조사의 결과는 필자 태도 양상을 
탐구하기 위해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활용된다. 이러한 필자 태도 양상을 탐구하
기 위한 방법들 간의 관계는 다음 도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텍스트 분석 연구방법과 말뭉치 분석 연구방법의 관계는 크레스웰(Creswell, 
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혼합적 연구의 유형 중 ‘순차적 탐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텍스트의 질적 분석을 통해 필자 태도의 표현이 드러난 부분을 살핀 뒤,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 어휘·문법 표현에 대해서 말뭉치 분석을 수행
하여 어휘·문법 표현의 사용 맥락을 풍부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분석 방법인 텍스트 분석은 질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양적 접근은 
사전에 결정된 체계 가운데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계를 도출하는 반면, 
질적 연구는 유연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황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표 I-3] 필자 태도 양상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방법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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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19) 언어학의 연구방법론은 실제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이론을 도출해 내
므로 크게 보면 질적 연구적 접근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연구
방법론에서는 텍스트 분석을 질적 분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헤닝(Henning, 
1986)에서는 자료 계량, 통계, 독립 변수에 관한 연구를 양적 연구로 보고, 텍스트 
분석, 서사적 설명, 구술 보고 등은 질적 연구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술 텍스트 연구
에 있어서도 실제 생산된 텍스트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방법은 가장 자주 사
용되는 방법이다. 골린-키스(Gollin-Kies, 2014)에서도 이러한 학술 텍스트 분석 연
구들을 질적 연구방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본고의 텍스트 분석은 언어학적 범주에 
기반한 연구로서 기존 선행 연구의 범주를 출발점으로 삼았으나 분석 과정에 있어
서 연구자가 비교적 개방적으로 텍스트 생산의 맥락과 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며 범
주를 조정해 나갔기에 질적 분석의 방식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텍스트 분석 작업에 더하여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말뭉치를 
통해 사용 맥락을 고찰하였다. 말뭉치를 통한 양적 연구의 장점은, 언어 요소의 사
용 방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말뭉치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문맥, 빈도, 연어, 핵심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는 언어 요소의 사용 
조건을 상세화하는 데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언어 표현’
에 초점을 두므로 각 언어 형식의 사용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나아가 제
2언어로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코딩을 통해 필자 태도 표현에 기여하는 요소 목록을 도출하여 이에 대해서 
말뭉치 검색을 수행할 것이다. 이제 이 두 가지 분석방법에 대해서 각각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하겠다.  

1) 텍스트 분석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일차적인 방법론은 텍스트의 질적 분석이다. ‘필
자 태도’는 이후 2장의 논의에서도 살펴보겠으나 기존의 문법 범주 층위를 넘어선, 

                                                 
19) 크레스웰(Creswell, 2012)에 따르면, 질적 연구의 특징은 ‘자연스러운 상황, 연구자의 중심

적 역할, 여러 가지 자료 수집 방법, 귀납·연역적 논리를 통한 복합적 추론, 참여자의 의미, 
유연한 설계, 반영성, 총체적 이해’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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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적 층위의 개념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문법 층위의 범주를 검토하고
자 한다면 이를 실현하는 형태들을 언어 자료에서 말뭉치 검색을 통해 추출해 내고 
용례를 살필 수 있었으나, 필자 태도는 의미 범주가 다양하고 특정 언어 형식으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말뭉치의 검색 방식을 먼저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
이다(Charles, Hunston & Pecorari, 2011; Conrad & Biber, 2000). 예를 들면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관여하지만, 모든 동사와 형용사가 필자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찰즈 외(Charles et al., 2011)에서는 필자 태도
의 의미가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암묵적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필자 태도의 의미가 특정 언어, 표현이 아니라 여러 언어 요소의 결합에 따라서 누
적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단순히 말뭉치 
검색의 방법으로 필자 태도 표현을 분석해 내기는 어려우며,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
으면서 담화 의미의 실현에 따라 코딩하는 식의 질적 코딩 방식이 유용한 것이다. 

최근의 질적 연구에서는 컴퓨터 지원 질적 분석 시스템(CAQDAS, Computer 
aid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ystem)을 활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박종원, 2005).
이는 질적 연구에서 행해지는 자료 수집, 자유 코딩, 선택적 코딩, 네트워크 분석, 
메모 작성 등을 손쉽게 컴퓨터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러
한 질적 분석 프로그램이 주는 장점은 질적 연구의 주된 연구 논리인 근거 이론을 
충실히 쫓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코딩의 수적 파악을 쉽게 해 주
어 질적 분석에 대한 양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속성별, 코드별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가 전체 
자료의 코딩 결과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조정하여 보다 자료에 충실한 구조를 도출
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다. 
이는 본고의 텍스트 분석에서 맥락을 검토하면서 필자 태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코
딩하여 유형을 분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의 필자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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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Atlas ti.20)이다. Nvivo 등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
지만 시험 사용 결과 사용자 환경이 만족스러웠던 Atlas ti. 를 최종 선택하였다.  

수집한 말뭉치 원 자료들은 양적·질적 분석을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거쳤다. 먼
저 각 텍스트들을 전산처리가 가능한 텍스트 파일로 가공하였다. ‘학술 말뭉치’의 경
우 한국학술정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계량 가능한 텍스트 파일로 변환
하였다. 이때 각주, 예문, 인용문, 인용 표시, 표 및 도표, 초록 등 필자의 문장 외에 
부가적인 부분들은 모두 제거하였으며21 ) 띄어쓰기나 오타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
다. 학습자 말뭉치는 수업의 과제물로 제출한 여러 차례의 과정 파일에서 초고 부분
만을 결합하여 학생당 한 텍스트 파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다. 학습자 텍스트의 
특성상 오타나 문법적 오류가 다수 있는데, 이는 가급적 수정하지 않되 형태소 분석
에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오타나 활용형 오류를 수정하였다.  

연구자는 Atlas.ti를 통해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필자 태도의 기능에 해
당되는 부분에 코드를 붙여 나갔고 분석 후 코드를 통합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
다.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하되 이때 코딩의 단위는 편의를 위하여 문장으로 하였다. 
한국어에서 의미의 형성 단위는 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독자를 고려한 필자의 의도

                                                 
20 ) ‘Scientific Software Development’ 사의 소프트웨어로 현재 7.0버전이 나와 있다. 

(www.atlasti.com) 
21 ) 이때 논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용, 표나 도표, 인터뷰 녹취 부분과 

같은 부분은 삭제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 위치를 <rf>(직접인용), <fg>(표나 도표), <int>(면
담 내용)와 같이 태그로 표시하였다. 

[도표 I-4]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코딩 과정(Atlas ti.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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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현되는 것은 문장 단위라고 여겨진다. 2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으나 한국어에서 
문장 종결부는 독자에 대한 높임법이나 필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서법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화자나 필자의 의도를 명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필자의 의도는 문
장 단위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는 각 문장에서 특정 필자 태도의 실현마다 해당 어휘·문법 부분에 ‘코드’
를 붙였으며 이렇게 형성된 코드들을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들끼리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1차 코딩 후 코드 이름의 변경 및 통합을 통해 유형을 정리해 나
간 것이다. 물론 연구 과정이 이러한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박종원(2005)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구일 뿐이며, 연구 수행은 연구자
의 책임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자조차도 수작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인쇄한 자료를 가지고 펜이나 메모지를 통해서 작업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연
구자는 자료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새로운 영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다(Bezeley 2007:92). 이러한 지적에 동감하여 본 연구에서도 출력된 자료에 대해 
분석한 뒤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식으로 코딩을 진행하였고 분석 후 새롭게 자료를 
출력하여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2) 통계적 접근 

2장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필자 태도 표현의 어휘·문법에 대해서 3장에서
는 통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장의 텍스트 분석은 문장 단위의 의미에 집중하는 
단계라면, 여기서 드러난 필자 태도의 의미를 담지하는 어휘·문법 요소를 추출하여 
3장에서 빈도 조사 등 말뭉치 기반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말뭉치를 통한 양적 분석에서 빈도 검색은 ‘Uniconc’ 프로그램를 사용하였다. 먼
저 한국어 텍스트와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 각각에 대해서 추출한 필자 태도 표현 
요소에 대해서 빈도 대조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카이스퀘어 수치를 통하여 핵심도
를 추출하여 한국어 텍스트와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언어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핵심어(keyword)란 참조 말뭉치
에 비교하여 대상 말뭉치에서 통계적으로 빈도가 높은 요소를 보여 주는 개념으로, 
두 텍스트 간 통계적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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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 말뭉치에 비교하여 학습자 말뭉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 혹은 낮은 
빈도로 사용된 어휘 및 문법 요소를 추출하여 학습자가 사용하지 못한 표현이나 문
형을 파악하는 데 이용하였다.  

핵심어 분석을 위하여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22 ) 본래 핵
심어 추출은 WordSmith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고에
서는 선정된 필자 태도 표현만을 대상으로 핵심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엑셀 
계산식을 사용하였다.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에는 여러 덩어리 표현들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핵심어 추출을 위한 처리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선행
연구 중 남길임·최준(2014)에서도 이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핵심도를 도
출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엑셀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수치
를 도출할 수 있는 CHI-square 수식으로 핵심도를 추출하였다. 핵심도 계산의 방
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남길임·최준(2014), 남길임·이수진(2012)을 참고할 수 있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작성한 학술 텍스트와,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
한 학술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학습자 텍스트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구반의 학생(2013년 가을-2014년 겨울까지 총 6학기 동안)들이 작성한 학술 텍스
트 중 20편이다. 또한 한국어 학술 텍스트로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작성한 학술지 
논문 12편을 검토하였다.  

먼저 한국어 모어 학술 텍스트는 전문 필자가 학술지에 게재한 ‘학술 논문’을 대
상으로 삼는다.23 ) 학술 논문은 이미 일정한 학업 수준에 도달한 필자가 전문 학술지
에 투고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다. 대표적인 학술 텍스트이
자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써야 할 과제가 되는 텍스트는 기말 

                                                 
22) 유니콩크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및 개관에 대해서는 홍윤표(2012)를 참고. 
23 ) 기존 연구를 보면 박은선(2006), 박보연(2011), 이수연(2012), 조은영(2012), 이주희(2012) 

등 이동마디를 다룬 연구와 완화 표현을 다룬 연구 중에서도 신영주(2011)는 학위논문을 대
상으로 하였다. 반면 이준호(2012), 박나리(2008), 안소진(2012)에서는 학술논문, 일명 소논
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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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학위논문 등이 있는데, 학습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가 되는 과제는 
학위논문 작성이기에 학위논문도 교육적·연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학술지에 게재하는 ‘학술논문’을 통하여 학계의 담론에 
참여하게 되는바, 학술논문은 학위논문보다 학술적 담론이 유통되는 단위로서의 효
용성이 더 크다고 본다. 무엇보다 분석 자료로서 학술논문이 갖는 이점은 대학마다 
다른 학위논문의 양식 및 기준의 변수를 배제할 수 있으며,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 가공 및 처리, 분석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학위논문에 비해 학
술적인 논증이 더 압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논증을 위한 필자 태도 표현의 사용이 
명확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KCI)
들의 학술 논문을 수집하여 해당 분야의 담화공동체에서 용인 가능한 텍스트로 전
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한편 학습자들이 작성한 학술 텍스트는 ‘논문’의 형식을 지향하는 학술 텍스트라
고 할 수 있다. 학술 논문의 구조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이 해당 수업의 주된 
내용이었기에 학습자들은 학습한 규약에 맞추어 논문을 작성하도록 요구받았다. 이
에 따라 일반적으로 더 낮은 단계 교육 과정에서 쓰게 되는 ‘주장하는 글’ 등의 과
제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논문의 구성과 양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들
의 텍스트는 무엇보다 ‘학술 논문’을 지향하는 학술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작성한 학습자들의 학업 수준이 대학 입학 준비생부터 대학원 석사 졸업생까지 매
우 다양하였고, 실제 게재나 학위 청구를 위해 작성하는 맥락이 아니기에 전체적인 
학술 수준은 학부 또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보고서 수준이라고 볼 수 

텍스트

분석 대상

학습자 텍스트: 연구반 학습자 20편

모어 화자 텍스트: 학술 논문 12편

텍스트 분석

말뭉치 검색

[도표 I-5]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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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습자 텍스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장르: 단순 에세이가 아닌 ‘학술 논문’을 추구 
－ 내용 수준: 학부 기말 보고서 이상의 수준 
－ 다전공: 다양한 전공 포함  
－ 과제 맥락: 평가 요소이지만 강제성이 비교적 낮음 
－ 비절차적 쓰기 과정: 퇴고 과정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따라 학습자 말뭉치는 한국인 말뭉치와 위 표와 같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이들은 한국어의 모어 화자와 학습자 화자라는 차이뿐만 아니라, 학술 능력에 있
어서도 전문 필자와 학습 필자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두 가지 층위, 즉 
한국어 모어 여부와 학술 전문성의 측면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 두 말뭉치를 직접적으로 대조하는 관점을 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유사하게 
학술 논문에서 전문 필자와 학습자의 작문을 비교한 플라워듀(Flowerdew, 2004), 후
드(Hood, 2004)에서도 모어 화자-제2언어 학습자로서의 비교에 따라 오류나 부족함
을 찾는 관점은 부적절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와 첸(Lee & Chen, 2009:152)에서는 비모어 화자 초심자의 자
료와 모어 화자 전문 필자의 자료의 비교에서는 모어성 여부보다 ‘전문가(expert)’ 
텍스트로서의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학술 텍스트와 같이 장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맥락이 장르에 익숙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큰 경

[표 I-2]  연구 대상 텍스트의 성격 

 
모어 화자 작성  

학술 텍스트 
학습자 작성 학술 텍스트 

한국어 능력 모어 제2언어 

학술 전문성 
전문 필자 

-학술지 게재 논문 

학습 필자 

-언어 학습 기관의 과제 

제출물 

텍스트 작성 단계 
완성본 

(학술지 게재본)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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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모어성보다 장르에 익숙하고 용인받은 텍스트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
이다.24)  

그렇다고 하여 이들 텍스트의 비교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학술 텍스트에서 모어 화자 전문가 텍스트와 학습자 텍스트를 비교하고 있다(Chen, 
2010). 이들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가 갖는 특성을 보다 명백하게 이
해할 수 있으며 모어 및 전문가의 텍스트는 교육에서 전범으로 삼을 수 있는 양상
을 제공하여 교육 내용 추출에 도움을 준다.  

초점화된 논의를 위해서는 텍스트의 여러 변인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통제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학술 텍스트는 다양한 텍스트 맥락 변수에 따라 다양한 문체적 
양상을 보인다. 하이랜드(Hyland, 2002a)에서는 학술 텍스트 관련 연구의 어려움이 
그 대상 텍스트와 학습자 요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공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 학술 텍스트의 맥락과 언어는 전공에 따라, 전공 분야의 학문적 전통
에 따라, 또한 대학이나 학과, 학회의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학술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전공 분야를 막론한 일반론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하이랜드(Hyland, 2002a)에서도 지적하듯이 실상 어떤 전공 분야에서는 보
편적으로 나타나는 규범이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금기시되는 규범이기도 한 것이다. 
담화공동체의 소통에 있어서 다른 교육 제도, 학술적 사고방식의 차이, 사회문화적 
요인이 관여하기에(니콜라, 2010) 학술 텍스트 안에서도 맥락별로 다른 장르가 형성
되게 된다. 25) 즉 각 학문 분야의 특성, 저자의 문화, 학술 공동체의 관습 등이 학술 
논문의 구조 및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  

                                                 
24)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라도 학술 텍스트에 익숙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 비

모어 한국어 학습자와 오히려 유사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을 뒷받침하듯이 현재 한국인 모어 화자인 대학 신입생들의 작문을 분석한 연구
(유혜령·정희모, 2012; 정희모·유혜령, 2012)에는 비모어 화자 학습자들의 오류와 유사한 양
상이 다수 발견된다. 추후 연구에서 더욱 규명되어야 할 흥미로운 영역이 아닐 수 없다. 

25) 후드(Hood, 2011:172)에서는 전공별로 서론에서 도입하는 방식이 다름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과학이나 과학에서는 연구 대상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보고나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인문학에서는 보다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한다. 예를 들면 도입에 있
어서 서사, 상술(recount), 일화(anecdotes), 관찰-평언, 기사 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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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의 입장에서는 일반성을 추구하는 학술 텍스트 분석 연구는 실제와 
괴리되어 있어 유용한 교수 자료가 될 수 없고 맥락의 개별성(specificity)을 추구해
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구체성(specificity)은 학술 텍스트 분석과 학문 목적 언어교
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필자 태도에 대해서도, 학술 텍스
트 중에서도 어떠한 맥락에서 작성된 텍스트인지에 따라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떤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학술 분야를 나누어 보자면 대표적으로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있는데 이들 전
공 영역은 단순히 주제 영역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지식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메이턴 외(Maton, Christie & Martin, 2007)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근본적으로 해당 연구 영역이 기반하고 있는 지식-지식자 구조의 차
이라고 보았다. 하이랜드(Hyland, 1998a)에서도 인문·사회계의 경학문(soft science)
과 자연·공학 계의 중학문(hard science) 간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다양한 학문 분야 간 학술 텍스트 연구가 활발하다.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취한 연구방법 변인 역시 지식에 접근하는 방식
의 차이를 낳는다. 매우 거시적인 연구방법의 두 관점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보면, 양적 연구는 계량적 방법을 통한 일반화를 추구하는 반면 질적 연구는 개별 
사례에 대한 총체적·맥락적 설명력을 추구한다. 또한 지식자로서의 필자도 질적 연
구에서는 연구 대상과 필자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필자가 연구 영역에 직접 
참여하였을 때 해당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참여 관찰 등 여러 인류학적 방
법이 도입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 및 지식을 담지한 사람에 대한 상이한 관
점에 따라 필자의 태도 표현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공 분야의 학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선행연구들의 연구 대상 텍스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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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3]  선행연구의 연구 대상 

선행 

연구 

모어 화자/ 

학습자 대상 
텍스트 유형/전공/편 수 언어 요소 

용재은

(2004) 

한국어 모어 

화자 

학술논문 16편(어학, 문학 각 

3편, 문화학, 경영학, 정치학, 

심리학, 교육학 각 2편, 자연

계 논문 2편) 

어휘, 어휘적 

표현, 문법적 

표현, 담화 표

지/ 담화 / 구

성 형식 

신명선

(2006) 

한국어 모어 

화자 
<국어교육> 52편의 서론 완화 표현 

박지순

(2006) 

한국어 모어 

화자 
국어학 학술 논문 8편 내용 표지 

이정민·강

현화(2006) 

한국어 모어 

화자(대학생) 

작품 분석, 비평에 대한 중간 

보고서(2-3쪽) 42편 
담화 표지 

김정남

(2008) 

한국어 모어 

화자 

<이중언어학> 논문 텍스트와 

세종 말뭉치의 Fiction 부분 

말뭉치 대조 

‘-고 있다’ 

곽수진·강

현화(2009) 

모어 화자 

학습자 비교 

한국어교육 분야 학술논문 20

편/ 과제물로 제출한 소논문 

20편 

담화 구조/ 담

화 표지 및 서

술어/ 결론의 

내용 기술 

최은지

(2009) 
학습자 

다양한 전공의 학습자 작성 

보고서 45편 

태도 표현(논리

성, 명확성, 양

태, 청자와 화

자 드러냄) 

신영주

(2011) 

한국어 모어 

화자 학습자 

비교 

국어교육, 국어학, 한국어교육

학 분야 학위 논문 각 50편 

중 서론 

완화 표현 

이준호

(2012) 

한국어 모어 

화자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과

학 등재지 수록 학술 논문 각 

3편 

완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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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를 보면, 여러 학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특히 인문·사회 전공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인문학 텍스트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가 많은 데에는 연구자들이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등 인문학 전공자
임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규·이은하(2008)에서 밝히듯 연구자들이 학
술 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학술 텍스트 내부의 단계와 표현의 사용에 
대해 평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교육 분야 
텍스트만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전공의 필요성

                                                 
26) 최지현(2013), 남길임·이수진(2012); 남길임·최준(2014)에서 사용한 KNU corpus는 국어국

문학, 역사학, 철학 분야의 학술논문으로 구성된 전체 약 100만 어절 분량의 학술 말뭉치라
고 한다.  

이수진

(2012) 

한국어 모어 

화자 

국어국문학 분야 학술말뭉치 

KNU Corpus26) 

세종말뭉치 대

비 핵심어 

심호연

(2013) 

한국어 모어 

화자/ 학습

자(중국어 

모어) 

한국어교육 석사학위논문, 한

국인 25편 유학생 18편의 ‘결

과-논의’ 부분 

완화 표현 

신지연

(2013)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언어학> 지에 실린 

학술논문 12편 

언어적 특징 전

반 

박나리

(2013) 
학습자 

학습자 자유 주제 보고서 20

편 

자기 의견 표현 

담화 

최지현

(2013) 

한국어 모어 

화자 

국어국문학 분야 학술말뭉치 

KNU Corpus에서 국어학 7편, 

고전문학 7편, 현대문학 7편의 

학술논문 

 

안소진

(2014) 

한국어 모어 

화자 

<국어국문학>지에 실린 학술

논문 74편 
 

남길임·최

준(2014) 

한국어 모어 

화자 

KNU Corpus 중 국어국문학 

분야 학술논문 105편 텍스트 

세종 말뭉치 대

비 핵심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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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세형·김형석(2014)에서 제기하듯 내용 전문가와
의 협업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인문·사회 계열 텍스트로 선정한다. 먼저 실용성에 따른 
이유는, 연구 경향을 거시적으로 인문·사회 계열과 과학·공학 계열로 나누어 본다면, 
전자의 전공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
서 공학 전공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전공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어 텍스트의 용인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어 학술 
텍스트 작성 과제의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본고에서 수집한 
학습자의 텍스트에서도 과학·공학 전공은 극히 일부였으며 그마저도 본격적인 과학·
공학 연구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이론적 연구에 그치고 있었다. 과학·공학 전
공자를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영어교육을 위시한 외국에서의 연구에서는 과학·공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해당 언어 교육의 맥락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영
어교육에서는 과학·공학 분야의 학습자들이 영어로 학술 텍스트를 써야 하는 상황이
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필자 태도 표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도 인문·사회 전공 텍스트를 살피는 
것이 유용하다. 인문 계열 텍스트는 과학·공학 텍스트와 다른 성격을 갖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들 텍스트가 갖는 지식 구조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메이턴 외
(Maton et al., 2007)에서는 인문 전공의 지식 구조는 ‘상대적으로 특수화된 준거와 
특수화된 고유의 의문의 단계에 따른 특수한 언어의 연속을 나타내는 수평적 지식 
구조(horizontal knowledge structure)’로서 이는 과학이 갖는 매우 일반적인 명제
와 이론을 추구하는 위계적 지식 구조(hierarchical knowledge structure)와 대비된
다고 보고 있다. 인문 텍스트가 무엇이 참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며 상
대적으로 열려 있는 입장을 취하는 데 반해 과학 텍스트는 명시적인 논리 구조와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회과학은 이 두 지식 구조의 연속체 가운데 중간적 성
격을 띤다고 본다.  

이러한 전공간 차이는 언어 사용에서도 드러나게 된다. 메이턴 외(2007)에서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인문·사회 논문은 과학·공학 논문보다 더 주관적인 표현을 사
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텍스트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연구로서 학술적 
기술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필자의 존재나 인용 시 피인용자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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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엄정한 객관성을 추구하는 과학·공
학 논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관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27)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필자 태도 표현에 있어서 더 주관적이고 다양한 표현으로, 적극적으로 드
러내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를 가
질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보면 더 도달하기 어려
운 유표적 학습 대상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유에 따라 본고의 대상 텍스트는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
와 학습자 텍스트 모두 인문·사회 분야로 선정하여 분석하기로 하고, 다음에서 각 
텍스트의 특성을 보다 상술하도록 하겠다.  

1) 학습자 텍스트 

학습자 텍스트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구반의 학생(2013년 가을-2014년 겨
울까지 총 6학기 동안)들이 작성한 학술 텍스트에서 수집하였다. 서울대학교 언어교
육원의 연구반 과정은 정규 과정 6급을 수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진학 준비 과정의 수업이다. 이에 따라 매주 1회(4시간) 총 약 9회
(36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학한국어’ 수업 시간에 개인의 논문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논문의 구성 및 표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학습하면서 학생 스스로
가 논문을 매주 일정량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마지막에 퇴고하여 최종 논문을 완성
하도록 한다.  

텍스트를 생성한 맥락이 교실이기에 해당 과제 맥락에 보다 상세히 기술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수업에 제출한 학습자의 논문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학생 성적에 상
당히 큰 비중으로 반영되지만, 정규 대학이나 대학원이 아니라 언어 교육 기관의 최
고 수준의 수업에서 이루어진 만큼 좋은 점수를 받아야겠다는 외적 부담감은 상대
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기관 내에 수료 후 진급할 상위 수준 수업이 존재하지 

                                                 
27)  이러한 인문·사회 계열의 특징은 국내 연구에서 박성철(2011)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여기

서는 인문학에서 전공별로 문체가 다양한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특징이 ‘정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전승’에 기초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박성철, 2011:74). 즉 전공의 담화
공동체에 따른 암묵적 장르 규약의 형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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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상위 학습 기관으로의 입학을 준비하는 상황이기에 학습자들은 이 수업의 
점수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편이다. 즉 학습자들은 논문을 쓰는 과업을 완성하는 것
을 수업의 주된 내용이라고는 인식하지만 꼭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부
담은 다소 적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학습자들은 개인의 고급 한국어, 또는 
학문 목적 쓰기를 연습하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 따라 과제를 작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교사로서 이들 학습자의 수업을 직접 지도하고 피드백하였다. 따라서 
연구자가 학습자들의 배경, 언어적 특성, 연구 주제 선정과 내용 집필 과정의 전반
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로서 연구자는 이들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분석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자료 수집 기간 동안 1차적으로 수집된 학술 텍스트는 총 48편이었다. 이때 수집
의 원칙은 학습자들이 자력으로 작성한 텍스트만을 수집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
습자들이 교사에게 제출한 논문의 초고만을 수집하였고, 교사나 다른 한국인의 수정
이 가해진 것은 제외하였다. 또한 언어교육기관에 제출하는 과제물이다 보니 규제력
이 약하여 때로는 참고문헌을 부분부분 복사하여 제출하여 논문을 완성한 경우도 
있었기에 부분적 표절이 의심되거나 포함된 경우 역시 제외하였다. 수집된 전체 텍
스트는 국적과 학업 수준, 주제 및 연구방법 등에 따라 다양하였다. 학습자들의 모
어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몽골어, 베트남어, 태국어, 이란어 등 다양했고, 연구 능
력과 한국어 능력 역시 다양한 수준에 걸쳐 있다고 할 수 있었다. 언어교육기관 내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업이기 때문에, 박사 과정 대학원생과 같이 연구 능력과 
한국어 능력이 모두 뛰어난 경우도 있고 대학교 입학 준비 중인 학생과 같이 학술
적 글쓰기를 처음 해 보는 경우도 함께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변인을 통제하고 질적 분석이 가능한 
소규모 대상으로 한정하기 위해서 일정 변인으로 대상을 다시 선정할 필요가 있었
다. 학습자의 맥락은 모어 화자보다 다양하여, 전공이나 연구방법 등 텍스트 변인과 
학업 단계와 같은 학습자 변인이 존재한다. 이중 텍스트 변인보다 우선 학습자 변인
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텍스트에서는 전공 분야나 연구방법에 따라 
적절한 텍스트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학습자는 아직 해당 전공 분야나 
연구방법에 따른 장르 문식성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전공이나 연구방법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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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학습자 개인의 교육 경험이 더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변인 가운데서는 학습자의 대상 장르에 대한 배
경 요인으로서 대학 입학, 대학원 졸업과 같은 학업 단계가 가장 유의미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술 텍스트에 접했던 경험은 학습자가 장르에 적합
한 필자 태도를 드러내느냐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학업 단계 변인을 기준으로 균형적으로 말뭉치에 포함될 텍스트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해 학습자들의 양상을 대표할 수 있는 
말뭉치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모어 변인도 통제하여, 중국어 모어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중
국어 모어 학습자가 전체 수집된 텍스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여, 수준별로 
고루 텍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언어권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의 맥락에서 중국어 모어 학습자는 그 수가 매우 많으므로 이는 교육 내용 마
련을 위해서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는 ‘중국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업 수준별로 5편씩, 
총 20편(52,960어절)을 직접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즉 대학 입학 준비 단계, 
대학 재학 단계, 대학 졸업 단계, 대학원 재학 단계의 네 단계로 나누어, 각각 5편
의 중국어 모어 학습자가 쓴 텍스트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5편의 선정 근거는 
학업 단계별 텍스트 수를 동일하게 하여 텍스트 선정이 가능한 숫자였으며, 이 경우 
전체 20편은 약 5만 어절의 말뭉치가 되어 질적·양적 분석에 적당한 규모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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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듯이 전체 20편의 학술 텍스트의 주제 분야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인
문사회 분야에 포함된다. 연구 방식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기술하는 이론적 연구의 성격을 띠었다. 경험적 연구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었는데, 분석한 학습자 텍스트는 통계를 활용한 연구는 없었으며 질적으로 기술한 
것들이었다. 이론적 연구들은 선행 연구나 참고문헌들을 참조하여 작성한 연구, 문
법에 대한 연구 등이 포함된다.  

[표 I-4]  학습자 텍스트 정보 

 국적 분야 
연구   

방식 
글자 수 어절 수 

대학입학_가 중국 사회 이론 10110 2140 

대학입학_나 중국 사회 경험 7842 1355 

대학입학_다 중국 사회 경험 3950 969 

대학입학_라 중국 사회 경험 7813 1873 

대학입학_마 중국 사회 경험 6157 1122 

대학재학_가 대만 인문 경험 9784 3142 

대학재학_나 대만 인문 이론 19111 1962 

대학재학_다 대만 인문 이론 3744 919 

대학재학_라 중국 인문 이론 17130 4045 

대학재학_마 중국 인문 이론 17566 8217 

대학졸업_가 대만 인문 이론 5801 1319 

대학졸업_나 중국 사회 이론 22698 5246 

대학졸업_다 중국 인문 이론 9573 2221 

대학졸업_라 중국 인문 이론 5976 1408 

대학졸업_마 중국 사회 경험 11795 2842 

대학원재학_가 대만 인문 이론 19510 5063 

대학원재학_나 중국 사회 경험 10353 1984 

대학원재학_다 중국 사회 경험 14261 3516 

대학원재학_라 중국 사회 이론 8521 1981 

대학원재학_마 중국 인문 이론 674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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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습자들이 작성한 텍스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상업영화와 예술영화의 발전 및 전망 
－ 한국의 중국인 유학생 학습 및 진로에 대한 조사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 
－ 현대사회에서 치파오의 지위와 응용에 대한 연구 
－ 스타벅스의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연구 
－ 인터넷용어 사용으로 인한 한국어 파괴 현상에 대한 연구 
－ 한국‧대만 한자어 비교 연구 
－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자어 비교 연구 
－ ‘한(恨)’정서의 문화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 
－ 화랑도에 나타난 유교사상 
－ 한국 및 일본의 한자 정책 
－ 1990 년대 후 한중 교육 제도 비교 연구-대학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어 높임말 표현 속에 담긴 한국문화 
－ 한국 기업의 중국 교역을 위한 한중 서류 번역 방안 
－ 한국 독립출판의 실태와 어려움— 진(Zine)을 중심으로 
－ 주자학(朱子學)의 심(心)의 이발(已發) ・미발(未發) 
－ 도심내 전통가로 재생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의 가정 내 성역할 의식 비교 연구 
－ 서울시 노인 노후 복지 정책의 내용 
－ 중국 화남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 

학습자 텍스트의 전공 및 연구방법 분포 양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회와 인문 
분야는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 분야에서는 경험적 연구가, 인문 분야에 대해
서는 이론적 연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어절 수로 보았을 때 사회 
분야의 경험적 연구는 편수에 비하여 어절에 있어서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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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각 학업 단계별 특성을 개괄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주제 분야는 대학 입
학 집단은 모두 사회 분야, 대학 재학 집단은 모두 인문 분야라는 특성을 띠었다. 
연구의 성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경험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학원재학 단
계에서는 경험적 연구가 3편으로 많은 편이었다.  

 

[표 I-5]  학습자 텍스트의 전공 분야-연구방법 분포 

편 수 

(어절 수) 
사회 분야 인문 분야 계 

경험적 연구 
7 

(13661) 

1 

(3142) 

8 

(16803) 

이론적 연구 
3 

(9367) 

9 

(26790) 

12 

(36157) 

계 
10 

(23028) 

10 

(29932) 
5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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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

입학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사회 인문

0

1

2

3

4

5

6

대학

입학

대학

재학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이론 경험

[도표 I-6] 학업 단계별 주제분야/ 연구방법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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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텍스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의 선정에 있어서는 텍스트의 변인 즉 
전공 분야와 연구방법 요인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공 분야부터 살펴보면 학
습자 텍스트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인문·사회 계열로 선정하되 세부적인 전공 분야
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
자 집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모어 화자 집단은 전문 필자로서, 그들의 텍스
트는 그 전공 분야의 규약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학술 집단의 동의를 얻어 출판된 
학술논문이므로 그들의 텍스트에는 매우 뚜렷한 전공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다. 따라서 그 자체 분석 결과의 의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텍스트 변인을 
통제하여 텍스트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특정 전공에서의 설명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를 보면 이러한 세부적 
요소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학술 텍스트의 성격은 큰 차이
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연구방법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방법은 학술 텍스트에서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논문의 거시적 연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방
법이 다른 경우 논문 구성이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논문 구성
만을 살펴보더라도 경험적 연구를 취한 연구들은 대부분 ‘서론-이론적 배경-연구방
법- 연구 결과-결론’의 구성을 취하는데 이는 보편적인 연구 논문의 구성인 IMRD
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헌 연구의 방법을 취하는 논문은 전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경험적 연구 논문의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즉 본론을 연구 내용별로 구분하기는 하나 그 안에서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연구 
결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구성상 연속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논증 및 설명의 내용 및 목적이 달라지므로 사용하는 필자 태도 표현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학문에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국어교육학 논문에는 
여러 개념에 대해 탐구하는 이론적 연구,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 학습자들을 관찰한 
결과를 보고하는 질적 연구 등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은 최근 들어 다양해진 융합 전공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집단의 텍스트에서는 같은 세부 전공과 또한 같은 연구방법을 취하는 
논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어국문학 전공에는 여러 세부 전공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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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국어국문학 전공에서 대표적인 학회인 ‘국어국문학회’의 <국어국문학> 
학술지를 보면 ‘국어학’, ‘국문학’, ‘(한)국어교육’ 전공 논문을 포함하고 있다. 선행 
연구는 이러한 세부 전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국어국문학’ 논문으로서 분석하고 
있으나 실상 국어학과 국문학, (한)국어교육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갖는다. 아프로스와 
쉬라이어(Afros & Schryer, 2009)에서는 경제학과 경영학이 매우 다른 양식을 보이
는 것과 같이, 영어학과 영문학도 같은 학부의 지붕을 덮고 있지만 실상 다른 학문 
분야임을 지적한다. 개별성을 추구한다면 이들 논문이 같은 학회지에 포함되어 있다
고 하여 하나의 연구 분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수집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문학에 있어서는 선행 연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의 진학 가
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국문학’ 분야의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표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최근 수행된 학술 텍스트 말뭉치 분석 연구인 최준 외(2010), 
남길임·이수진(2012), 안소진(2012), 남길임·최준(2014)에서 <국어국문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 있기에 이들 논의와 엮어 더 풍성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다
만, 앞서 밝힌 대로 균질성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중에서 ‘국문학’에 한정하여 분석

[표 I-6]  한국어 텍스트의 전공 분야-연구방법 분포 

전공 
국문학 

(4) 

이론사회학 

(4) 

사회복지학 

(4) 

학술지 
국문학 

(국어국문학회) 

사회와 이론 

(한국이론 

사회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회) 

말뭉치에 

포함된 

권호 수 

166호-168호 
22집- 

22집 

66권 1호-66권 3

호 

연구 

방법 

이론적 연구 

(8) 

경험적 연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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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이른바 문학 비평(literary critics)으로서 예술적 비평에 속한다. 이는 이
론적 연구의 성격을 띠어 사회과학에서 자주 나타나는 정형적인 실험 연구보다 사
회과학과 대비되는 인문학 고유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드러낼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 작품에 대한 비평의 성격상 필자 태도 표현의 다소 주관적인 성격까지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28) 

다음으로 사회 전공 텍스트에서는 연구방법에 따라 두 전공을 선정하였다. ‘사회
학’에 해당하는 ‘사회와 이론’ 학술지의 논문들은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론 연구
를 추구하고 있어 사회학 이론에 대한 논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사회학’은 모두 
경험적 연구로 통계 결과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사회와 이론’지에서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특정 자료를 가지고 양적 연구를 한 부분이 포함되는 논문은 
배제하였다. 또한 ‘인류사회학’지는 모두 통계적 연구를 취한 연구 논문만이 포함되
어 있었다. 최종 선정된 논문은 자료 수집 당시(2014년 11월) 최근호 중 분량이 크
게 길거나 짧지 않은 논문들로 선정하여 각 그룹이 텍스트에서 비슷한 비율을 차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어 화자 학술 논문은 학습자 작성 학술 텍스트보다 텍
스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모어 화자 텍스트와 학습자 말뭉치 규모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텍스트 수를 정하여 전체 12편을 수집하였다. 선정된 논문의 서지사항은 참
고 문헌에 수록하였다.  

 

                                                 
28 ) 실제로 예비 조사의 결과 경험적 연구에 속하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정형적인 구조와 필

자 태도 표현을 드러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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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 전공의 학술 텍스트 12편으로 구성된 총 51,572어절의 텍스트이다. 앞
서 제시한 학습자 텍스트가 20편, 모어 화자 텍스트 12편은 소수의 텍스트지만, 학
술논문 1편당 텍스트 길이가 긴 편이기 때문에 각각 5만 2천여 어절에 이르게 된다. 
이는 양적 계량과 질적 분석이 모두 가능한 크기로서 담화의미론적 층위의 개념을 
살피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베드나렉(Bednarek, 2009)29)에서는 세 층위의 

                                                 
29) 세 층위는 다음과 같다.  

－ Macro-대규모 양적 분석, 큰 규모의 전산화된 말뭉치 분석으로 어휘문법적 자원 검토
에 용이  

－ Meso - 소규모 양적 분석, 반자동화된 소규모의 말뭉치로 담화의미론적 층위의 개념

[표 I-7]  분석 대상 한국어 텍스트 정보 

약호 글자 수 어절 수 
전공   

분야 

연구   

방식 

어절 수 

계 

국어국문학_가 17493 3986   

16570 국어국문학_나 17713 4319 인문 이론 

국어국문학_다 15724 3785   

국어국문학_라 18955 4480   ` 

이론사회학_가 20963 4740 

사회 이론 17614 이론사회학_나 15411 3720 

이론사회학_다 17321 3752 

이론사회학_라 23693 5402    

사회복지학_가 16664 4001   

17388 사회복지학_나 22859 4784 사회 경험 

사회복지학_다 17850 3883   

사회복지학_라 20700 4720    

계 5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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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뭉치 연구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중 ‘소규모 양적 분석’이 담화의미론적 어휘·
문법 자원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대규모 양적 분석의 경우 질적 
연구가 어렵고, 사례 분석의 경우 언어 사용의 경향성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필자 태도’의 의미를 드러내는 전
형적 사례를 통해서 하위 요소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한편 학습자 텍스트와
의 대비를 통하여 빈도 수와 연어 관계 등의 말뭉치 검토 역시 수행하였다30). 

본고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 텍스트의 대비를 중심으로 수집하였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와 학습자 텍스트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어 각 텍스트에서 대표성을 가지며, 두 집단 간 대비가 가능하도록 텍스트
를 수집한 것이다. 그렇기에 텍스트 내적으로 변인별 분포는 텍스트별 대표성을 위
하여 조정된 것일 뿐 내적으로 변인별 대조는 본고의 주된 분석 대상이 아님을 밝
혀둔다. 예를 들면 모어 화자 텍스트에서 전공별 비교나 학습자 텍스트에서 학업 단
계별 비교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나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여기서는 대표성을 
갖는 전체 말뭉치로서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대비에만 집중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에 용이 

－ Micro- 소규모 질적 분석, 텍스트에 대해 직접 질적으로 살피는 데 용이 
30) 본고에서 검토한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는 말뭉치 중심 연구를 추구하는 연구에서 수집

한 말뭉치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것임에 틀림없다. 매우 큰 규모의 학술 텍스트를 대
상으로 하는 말뭉치 연구는 최근 활발한 연구 성과가 누적되고 있으므로(앞서 1장의 선행연
구(11쪽)에서 '통계적 분석'에서 살핀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양적 양상에 대해서는 이
들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소 적은 양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전형
적 사례를 수집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량의 텍스트 안에서의 대표성을 갖는 결론
을 추구하는 이러한 연구와 보완적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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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어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분석의 전제 

1.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의 중요성 

필자 태도 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전제로서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
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학술 텍스트의 범위부터 살펴보면, 
학술 텍스트는 ‘학계의 구성원이 학문적 소통을 위해 작성한 학문적 주제에 대한 논
증적 텍스트31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위 논
문과 학술지에 게재하여 발표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이 포함된다. 유사한 장르로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 중에 수강 수업에 제출하는 기말 보고서도 약식의 학술논문
으로서 이를 통해 논문의 작성 방법과 표현, 연구방법을 익힌 뒤 학위 논문을 쓰게 
되는 예비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장르에서 필자의 태도 드러내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나, 특히 학술 
텍스트에 있어서 필자 태도를 적절히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학술 텍스
트의 의사소통적 목적과 학술 텍스트의 의사소통적 맥락을 고찰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 표현이 점하는 위치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1.1. 상호작용의 맥락과 필자 태도 

먼저 학술 텍스트의 의사소통 맥락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각 장르는 특정 담
화공동체 내에서 소통되는데, 학술 텍스트는 비교적 명확한 담화공동체가 존재하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의 담화공동체는 학교, 학회 등의 단위에 따라 진
입하게 되는 학계의 전공자 집단이 되며, 이들 간의 담화공동체에서 한 논문이 소통

                                                 
31 ) 전성기(2006:395)에서 ‘학문적 혹은 학술적 주제를 담은 논증적 담론’이라고 정의한 것을 

‘장르’의 개념을 강조하여 변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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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기까지 일정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 장르 적격성을 심사하는 공식적인 절차
가 ‘논문 심사’, ‘심사위원’과 같은 이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확한 담화공동체의 존재에 따라, 담화공동체의 용인을 받기 위하여 장
르 규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32 ) 이들이 발달시켜 놓은 복잡한 
규약에 맞추어 적절한 텍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담론에 참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학술 논문이든 학위 논문이든 절차에 맞는 심사를 통해서 그 해당 공동체
의 언어와 맥락에 맞출 것을 요구받게 된다. 즉 신참 필자는 담화공동체의 용인을 
받기 위해 엄격한 규약을 익혀 텍스트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논증의 목적은 바꿔 
말하면 결국 담화공동체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학술 텍스트의 필자가 고려하게 될 예상 독자는 누구인가? 학술 텍스트
의 예상 독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 주제에 관심있는 담화공동체 내의 불특정 다
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먼저 학술 텍스트를 읽게 되는 
독자는 담화공동체 내에서의 용인성을 판정하는 심사자가 된다. 또한 학생이 학술 
텍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지도교수, 동료 등의 지도자나 상담자도 예상 독자로 존재
할 수 있다. 브룩스와 그런디(Brookes & Grundy, 1990: Hood 2004에서 재인용)에서
는 학술 텍스트의 예상 독자로서 제1독자(primary readership)와 제2독자
(secondary readership)를 상정하였다. 제1독자는 심사자들이며, 제2독자는 학생의 
지도 교수 또는 학생이 상담 받는 지도 및 감독자이다. 최종 판단은 제1독자가 내리
게 되며, 제2독자는 필자가 연구와 쓰기 과정을 잘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이 독자와의 상호작용이라면, 학술 텍스트는 텍스트 내적으로 기존 
텍스트와의 상호작용도 매우 활발한 특성을 갖는다. 바흐친에서는 모든 텍스트는 기
존 텍스트에 대한 응답이고 또 독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대화적 속성을 띤다고 하

                                                 
32) 헌스턴(Hunston, 1993)에서는 과학적 실험 보고서의 목적은 학문 공동체가 자신의 새로운 

지식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Pursuade the academic 
community to accept new knowledge claims”, Coffin 20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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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Bakhtin, 1981) 특히 학술 텍스트는 기존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
하고 또한 필수적인 장르이다. 이는 여러 사람의 논의가 겹겹이 쌓여 누적되면서 형
성되는 지식의 성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현재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선 연구의 성과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지
식의 형성이 출발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학술 텍스트에서는 선행 연구의 논의는 선
택적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것이다.33)  

즉 이렇게 다양한 층위의 참여자들이 학술 텍스트 쓰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
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
야 하는 어려움을 갖게 된다. 자신의 심사자, 지도 교수를 우선적 독자로서 고려해
야 하며, 또한 기존 연구의 필자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필자가 신
참 필자로서 담화공동체에서의 경험이 많지 않다면 더더욱 직접적으로 태도를 드러
내는 데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34 ) 이러한 양상은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가 복합적인 요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잡성을 띰을 보여 준다.  

1.2. 상호작용의 목적과 필자 태도  

이러한 학술 텍스트 장르의 의사소통적 목적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학술 텍스
트는 ‘논문’이라는 이름이 함의하듯 ‘주장하고 논설’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으로 
인식된다. 백설자(1995)에서는 학술 논증에서 조건 구문이 논증을 위한 장치로 사용
됨을 지적하였다. 조건 구문을 통해 문어 텍스트에 인위적으로 청자와의 대화 구조

                                                 
33) 이러한 의사소통적 특성에 따라 학술 텍스트에서 지켜야 할 규약 중 하나는 연구 윤리에 

대한 것이다. 특히 연구가 연구자의 독창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의 것을 표절하거나, 거짓으
로 꾸며낸 것이 아니며, 기존에 발표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연구자는 서약하여야 한
다. 논문 내에서도 보게 되는 규약의 형식은 다른 논문을 인용하는 형식이다. 신선경(2008)
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새로운 사실에 대한 출간 년도, 권리 등을 밝혀야 할 필요
에 따라 이러한 엄격한 인용 형식이 발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른 논문을 인용할 경
우에 어떤 정보까지 밝혀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고 인용을 하였는데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표절로 판정되어 연구 윤리에 어긋나고 논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34) 이정복(1999, 2012)에서는 학술논문 속의 선행 연구 저자나 연구자에 대한 경어법 사용 양
상, 또 학술논문 심사서에서 심사자와 제출자 간의 경어법 사용 양상을 사회언어학적 관점
에서 살펴 학문 논문의 담화공동체에 대한 흥미로운 현상을 조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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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의사소통적 목적이 ‘정보 
전달’이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 신지연(2013)에서는 학술 텍스트의 기능은 ‘정보 
전달’이며 ‘설득’ 기능도 함께 가진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프라그학파에 따르면 학
술 텍스트는 “어떤 주제에 대해 기술하거나 설명하고 사실적 정보를 주는 설명적
(expository)” 기능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설명의 요소는 논증을 위한 완곡적 실현 방법
으로 본다. 과학적, 객관적 연구방법을 추구함에 따라서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설명적 기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본래의 논증
적 목적이 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보 전달 및 설명의 내용들은 결국 
필자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들로, 필자는 결국 특정 관점을 가지고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게 위해 논지를 전개한다. 따라서 학술 텍스트의 의사소통적 목적은 
‘논증’이며, 이를 위하여 설명의 방식을 다수 포함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을 통한 객관적 성격은 ‘논증’의 특성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박성철(2011)
에서는 학술 텍스트의 문체 요건 중 하나로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최적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설득적이거나 조작적이지 않고 가능한 한 ‘논증적”이어야 함’
을 들고 있다. 즉 논증이란 신의 관점을 내세우되, 이를 감정적으로 설득하거나 듣
기 좋은 말로 꾸며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 증거 가운데서 독자가 
가능한 한 ‘능동적’으로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
증은 ‘주장’이나 ‘설득’과는 달리, 더욱 객관적이고 증명적인 성격을 띠며 학술 텍스
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설명적 논조는 이러한 논증의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신선경(2008)에서는 이러한 논문의 양식과 규칙이 과학 분야 연구의 발달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학술 연구라는 행위 자체는 과학적인 이성과 논
리를 추구하는 관점을 전제로 하여 발달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술 논문과 
같은 지식의 유통 방식 역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성격은 학술 텍스트의 언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
의 문체 역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박성철(2011:76)
에서는 학술 텍스트의 문체는 우아함과 아름다운 형식이 아닌 ‘정확성’과 ‘엄밀성’을 
갖는 형식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즉 문학과 같이 아름답고 에세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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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전달하는 요소보다도, 정확성, 명확성, 중립성의 요소가 중요한 것이다.35 ) 이
러한 객관성은 필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데서도 나타난다. 즉 ‘나’를 드러
내는 것을 ‘회피’하거나 ‘우리’ 안에 은폐, ‘필자’ 등을 통한 객관화, ‘이 글’, ‘본고’를 
통한 제유적 대치의 방식으로 자신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박성철, 2013). 여기에는 
주관적 필자의 존재를 숨기고 명제 내용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특
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학술 텍스트의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필자 태도의 위상을 고찰해 보면, 
학술 텍스트는 논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
한 장르이다. 자신의 관점, 입장이 드러나지 않는 글은 독자를 설득할 주제 명제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학술 텍스트의 목적인 ‘논증’을 달성하는 데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헌스턴과 톰슨(Hunston & Thompson, 2000)에서는 필자 태도의 표현이 주
관적인 텍스트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텍스트에서 더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텍스트보다 사회적인 화행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설득이나 논증에서 주된 논
의 대상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 동의나 비동의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학술 텍스트에서의 필자 태도는 앞에서 살폈던 대로 객관성을 견지하며 
독자에 대해 ‘논증’하는 과제를 이러한 학술 공동체의 다층적 독자를 고려하여야 하
는 다소 역설적 조건을 요구한다. 이렇기에 학습자나 초보 필자는 학술 텍스트의 필
자 태도 표현을 적절히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마련인 것이다.  

                                                 
35 ) 객관성 추구의 방식은 학문의 영역에 따라서 계량적이거나 풍부한 이론적 논의에 따르거

나, 사태에 대한 상세한 기술에 근거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은 필자의 관점을 독자가 받아들이도록 논증하는 방식이 연구하는 대상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 주나 결국 이러한 서술의 목적은 자신 개인의 주관적 생각이라기보다
는 ‘객관적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학이나 문예 비평 
등의 학문이나, 방법론에 따라서 내러티브나 기술을 중시하는 연구에서는 정확성, 객관성보
다 상황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기술하는 관점을 띠면서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이 더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박성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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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학술 텍스트 작성에 있어서 필자 태도를 드러내며, 또한 학술 텍
스트를 교수하는 데 있어 필자 태도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평가 표현을 잘 사용한 글은 더 높은 
성적을 받고 있었으며 로서리와 스털린(Rothery & Stenglin, 2000:515-516)에서도 
문예 비평 분야에서 성공적인 에세이는 명시적인 평가적 태도 체계를 사용하고 있
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에게 학술 텍스트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태
도를 표현하는 방법을 교수하는 것은 학술 텍스트의 본질과 가까운 중요한 영역으
로서 교육 내용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개념적 논의  

2.1. 기존 개념에 대한 검토  

‘필자 태도’ 개념의 정립에 앞서, 문법 연구에서 기존 유사한 대상을 다루는 개념
인 ‘양태(modality)’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기존 필자 태도의 논의는 문법 
연구에서는 양태 범주 아래 논의되어 왔다. 양태(modality)는 ‘사실성과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된 문법 범주’(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2014:695)라고 정
의되며 언어에서 필자의 심리적 태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점
점 언어에서 화자 또는 필자의 태도에 대한 연구가 확장됨에 따라 전통적인 양태 
개념을 현재의 언어 교육 논의에서 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혼란과 어려움이 나타난
다. 이는 크게 문법 범주상의 범위와, 양태 의미의 범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다음의 사례를 보자.  

(1)   
ㄱ. 철수는 집에 갈 것 같다.  
ㄴ. 나는 내일 고향집에 가려고 한다. 
ㄷ. 내일은 꼭 빌려간 돈 갚아야 된다, 알았지? 
ㄹ. 철수는 집에 가려고 한다.  
ㅁ. 11 시에 도착하려면 지금 출발해야 한다.  
ㅂ. 시계를 보니 철수가 곧 도착할 것 같아 영희는 계단을 급히 올라갔다.  

여기서 어떤 표현을 양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라는 기존의 양태 정의에 따라 본다면 여기서 (ㄱ)-(ㄷ)은 부합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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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ㄹ)-(ㅂ)은 주어가 부여받은 양태적 제약에 대한 기술에 지나지 않아 화자의 
심리적 태도라고 할 만한 것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나 정의
에 걸맞지 않는 문법 요소들이 존재함에 따라, 양태 분류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아니
라 주어의 조건을 서술하는 주어 지향적 양태의36 ) 개념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박재연(2009)에서는 양태의 기존 범주를 혼란시키므로 주어 지향적 양태는 문법화
의 진전이 덜 된 요소로 보되 진정한 양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시한다. 즉 의미 범주와 문법 범주를 일치시켜 보는 관점에서, ‘화자의 심리적 태
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더라도 문법 범주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한다면 ‘양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주어 지향적 양태’의 경우 화자가 주어의 명제에 
대한 태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적 조건을 서술하는 
것이라 기존의 양태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엄격한 의미에서 양태 표현이 아니게 된
다. 즉 위 예문에서 사용된 '-아/어야 하-', '-려고 하-'와 같은 경우에는 명제의 '가
능성'과 '실현성'에 대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법적 양태의 범주에는 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들 주어지향적 양태는 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문법적으로 
양태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범주상의 혼란에 대한 해법은 여러 관점으로 나타나는데, 공통적인 경향
은 양태의 상위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고영근(1986)에서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
내는 거시적 범주로서 ‘서법’을 제안하였고, 이선웅(2012)에서는 ‘양상’의 개념을 제
안한 바 있다. 다카치 토모나리(2014)에서도 넓은 의미의 양태 범주를 제안하고 있
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자의 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양태’
를 설정하며, 그 안에 좁은 범위의 양태와 우언적 구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다.37 ) 

                                                 
36) 바이비와 플레쉬먼(Bybee & Fleischman, 1995)에서는 주어지향적 양태와 화/청자 지향적 

양태를 상정하고 있는데 주어 지향적 양태란 ‘-아/어야 하-’, ‘-려고 하-’, ‘-고 싶-’와 같은 사
례를 말하는데 이는 필자가 주어에 부과하는 태도가 아니며, 주어 자체의 내재된 조건을 말
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기존의 양태 정의에 부합하는 ‘화자가’ 주어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
는 양태는 ‘화/청자 지향적 양태’가 된다. 

37 ) 여기서는 문법적 범주의 양태를 양태1로 지칭하고 이와 구별하여 의미 개념상으로서의 양
태를 넓은 개념인 양태2로 설정하였다. 우언적 구성은 좁은 의미의 ‘양태1’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개념 범주상으로는 양태에 포함되어 ‘양태2’의 범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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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시적인 ‘필자의 태도’ 범주 아래, 문법적 양태, 준-양태, 문장 종결법, 서법 등
의 문법적 요소가 모두 포괄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화자의 태도를 포괄하는 의미 
영역 모두에서, 여러 유형의 언어적 수단으로 실현되는 화자의 태도를 모두 양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시도를 보았을 때 현재 문법적 범주로서의 양태의 범
위는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는 문법 요소들을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문법적 범주상의 문제 외에도 ‘양태에 필자의 어떠한 태도가 포함되고 있
는지’, 즉 양태에 어떤 의미를 포함시키는지와의 문제도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명
제의 사실성과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된 범주(임동훈, 2008)”라고 정의
되고 있는 것처럼 양태는 ‘사실성’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와 ‘실현성’을 드러내는 행
위 양태38 )로 구성된다. 여기서 인식 양태는 명제의 확실성이나 명제에 대한 태도의 

                                                 
38 ) 이는 임동훈(2008) 외 여러 논의에서 ‘의무 양태’, 문병열(2007)에서는 ‘사건 양태’, 엄녀

(2009)에서는 ‘비인식 양태’로 보고 있는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박재연(2004)을 따라 ‘행위 
양태’로 보고자 한다. 이는 ‘의무’의 범위가 ‘허가’, ‘의도’ 등 다양한 행위 양태의 외연을 포
괄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명제 내용의 ‘정보’에 대한 ‘인식 양태’와 ‘명제 내용을 ‘행
위’로서 보는 ‘행위 양태’로의 개념 설정이 더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박재연 2004:44 
참조)  

[도표 II-1] 양태 의미 실현 모습(다카치 토모나리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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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며, 행위 양태는 화자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와 관련되어 허락, 의무, 가능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 두 범주가 포괄하지 못하는 양태적 의미도 존재한다. 화자의 ‘정서’, 
대상에 대한 ‘평가’ 등도 모두 넓게 보아 ‘화자의 심리적 태도’ 안에 포함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한 심리적 태도 요소를 모두 양태에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선웅(2001)에서는 양태에 정서에 해당하는 ‘정감 양태’를 
포함시켰으며, 심지어 높임법 및 보조사 등 ‘태도’와 관련된 것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문병열(2007)에서도 정보의 출처에 대한 범주인 ‘증거 양태'를 포함시켰
고 또 ‘평가 양태’를 포함시켜 필자의 명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모
두 포괄하고 있다. 박진호(2011)에서도 감정 양태의 범주를 설정하고 ‘놀라움, 유감’ 
등의 태도를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양태의 외연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넓
어지기도 하는 양상은 실상 양태 범주와 관련되는 언어 기능이 매우 방대함을 보여 
준다. 정리하면 양태 범주가 담당해야 할 의미 영역이 매우 넓은데 반해 기존의 문
법 범주로서의 양태 개념이 이를 포괄하기 어려운 양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이론
적으로 여러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태 개념의 확장의 필요성은 한국어교육에서 더욱 절실하다. 한국어교육
의 논의인 이효정(2004)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교육되고 있는 표현들에 근거하여 
양태 유형 및 분류를 도출하였는데, 의무 양태, 인식 양태에 더하여 ‘평가 양태’의 
범주를 설정하고 있으며, 제시하는 양태 표현의 분류는 ‘책임, 의지, 허용, 희망1, 
의도, 희망2, 후회, 근접, 반대, 선호, 비선호, 사실 인지, 능력 인지, 강한 긍정, 한
정, 부정적 단정, 당연, 추측, 개연성’으로 모두 19개에 달한다. 즉 한국어교육에서 
실질적 의사소통적 필요에 따라 선정된 교육 내용 중 ‘양태’와 관련있는 표현이 매
우 다양한 것이다.  

하지만 앞선 논의에서 보았듯 기존 양태 개념에서 이들 표현들을 포괄하는 데에
는 정의와 범주 층위에서 문제가 있다. 이는 기존 문법 범주와 현재 제기되기 시작
하는 언어 현상 간의 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태 개념의 한계는, 매
체 및 언어 사용 맥락이 연구에 포함되면서 실제 언어 사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양태적 의미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다양한 매체 및 맥
락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관심은 언어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에서 매
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어 문법 연구나 한국어교육의 맥락에서 새로운 기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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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문장 층위에서 제기되었던 양태 개념으로 이를 포괄하
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을 이론적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과 이론적 틀
로서 기존의 필자의 태도 관련 현상을 조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2. 필자 태도 표현의 이론적 전제 

필자 태도 표현은 문법적 접근에서 양태의 범주로서 논의되어 왔으나 양태의 개
념은 현재 담화적 접근과 혼재되며 여러 개념상의 혼란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
으로 담화적 관점으로 사용하기에는 근본적 괴리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담화적 관점에서 필자의 심리적 태도에 대해 어떤 개념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화이트(White, 2003)에서는 양태가 아닌 ‘태도(stance)’ 개념을 제
안하며, 이는 기존의 문법 범주 중 “상호 주관적 위치, 양태, 극성, 증거성, 완화, 양
보(concession), 강조, 책임 회피(attribution)와 인과성(consequentiality)에 대한 
언어적 표현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이라고 하고 있다. 즉 새로운 태도 관련 개념
은 문법 범주에 국한된 양태 범주와 달리, 의미를 중심으로 여러 문법 범주의 표현
들을 한 개념 아래 논의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여 본고에서는 ‘필자 태도’의 개념을 제안하는데 여기서는 
이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출발하여, 용어와 구성 요소 등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필자의 심리적 태도를 보다 넓은 담화적 맥락 가운데 놓고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맥락은 필자의 존재와 상황맥락, 또 수용자로서 독
자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사소통 맥락의 고려는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맥락 안에서 사용된 언어를 연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이다. 이를 통
해 실제적이고 의사소통적 언어 사용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39)  

이러한 상황맥락을 고려한 언어에 대한 탐구는 할리데이를 위시한 체계기능언어
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자 태도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체
계기능언어학(Systematic-functional Linguistics) 이론에 기대는 것이 유용하다고 

                                                 
39) 이는 주세형(2014)에서 언어를 보는 ‘관점으로서 담화’ 개념을 제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언어 연구의 층위로서 담화(discourse)가 아니라, 언어를 보는 관점으로서 담화 개념
을 받아들어야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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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이렇게 명확한 기반 이론을 설정하는 것은 논의를 보다 체계화하는 데 필수적
이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보았듯이 필자의 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태도(stance), 평
가(evaluation), 메타 담화(metadiscouse) 등 다양한 개념으로, 여러 방향에서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일성 있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이론적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거시적인 언어 이론으로부터 개념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거시적 이론 안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개념의 범위를 표상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을 갖는다.  

1) 의사소통 맥락으로서의 장르 

의사소통의 상황에는 단순히 화자, 청자, 장소 및 시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특정 사회적 배경과 특정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이렇게 상황맥락을 사회문화
적 맥락으로 확장시킨 개념이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장르는 ‘단계화된, 목적 기반
적 사회적 과정(마틴 1999a)’이라고 정의되는데, 장르 맥락의 언어 활동은 다른 사
람과 함께 참여하므로 사회적이며,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목적 중
심적이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몇 단계로 나뉘기 때문에 단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장르는 체계기능언어학의 가장 거시적인 맥락 층위로 할리데이 이론에
서 언어 사용 맥락으로 제시되었던 레지스터(register)를 사회문화적 맥락 가운데 
위치시킨다.40 )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고려는 언어 사용의 맥락을 더욱 실제적이
고 구체적으로 한정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실제적 분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맥
락과 언어를 통합시키는 효과적인 이론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필자 태도를 논의할 
때 상호작용의 맥락인 장르의 사회문화적인 성격에 초점을 둔다. 장르란 막연한 맥
락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는 체계기능언어학에

                                                 
40) 레지스터는 특정 집단과 활동과 결부된 특정 언어변이를 말한다. 마틴(Martin 1992:499-

501)에서 지적하듯이 할리데이는 그의 의미 형성의 모델에서 장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맥락이 다양해지면서 레지스터의 개념보
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더한 추상적인 단계가 필요해졌는데 이를 장르라고 할 수 있다(마틴 
19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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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시하는 언어사용역보다 상위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 존재하여 언어를 실제
적 사용 맥락 가운데 위치시키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렇게 장르라는 맥락 가운데   
담화의미의 개념 역시 설정되며 이는 어휘·문법으로 연결된다.   

2) 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 

체계기능언어학은 언어에서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을 취한다. 언어에서 형식이 아
닌 의미를 중시하였고, 맥락 안에서의 의미를 기능으로서 파악한 것이다(주세형, 
2009).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89)에서는 어떻게 언어가 사용되는지
를 설명하여야 하므로, 언어란 곧 기능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상황맥락에서의 기능
은 맥락의 요소에 따라서 세 가지로 파악하였다. 맥락의 요소는 장(field), 주체
(tenor), 양식(mode)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되는 메타 기능은 관념적 기능
(ideatoinal function)과 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41 ), 텍스트적 기능
(textual function) 42 )으로 나눈다. 각 기능의 개념을 주세형(2005)과 번즈(Byrnes, 
Maxim & Norris, 2010)를 참고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이는 관계적 의미, 대인적 의미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42) 이는 문맥적 의미 등으로도 번역된다. 

[도표 II-2] 장르와 언어의 메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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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담화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세

계의 경험을 의미로 구성 

• 상호작용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청자(독자)에 대한 태도로, 사

회적 역할과 관계를 의미로서 구현 

•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의 기능으로서, 

구어와 문어에서 의미 형성 

여기서 관념적 기능이란 내용과 관련된 경험적 기능을 말한다. 이는 또한 절 간
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논리적 의미도 포함한다. 상호작용적 기능은 독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떤 정서, 판단, 관점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것이다. 또한 텍스트적 기능은 정보가 어떻게 의미되고 연결되며 기호화되는지
에 대한 부분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관념적 기능은 텍스트에서 나타내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다. 필자의 태도란 어떤 대상을 전제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독자나 텍스트에서 
담고 있는 내용 안의 개체 또는 인물이 될 수 있다. 즉 필자 태도의 대상으로서 이
는 필자 태도와 긴밀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가 대상에 대해서 갖는 태도
를 드러내는 것 자체는 곧 텍스트에서 필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의 논증 내용은 필자의 태도를 강하게 함의하는 것
으로, 이는 텍스트가 전달하는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다. 

또한 텍스트적 기능은 텍스트가 의미를 드러낼 수 있게끔 구성하는 기능으로, 텍
스트의 응집성, 정보 구조, 조응과 지시 등의 텍스트적 장치를 가리킨다(Byrnes et 
al., 2010). 필자 태도의 내용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텍스
트를 구성하는 규칙 가운데서 운용된다.  

상호작용적 기능은 청자와 필자 즉 의사소통 주체와 관련된 영역으로 화자가 필
자와 의사소통하는 영역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적 기능은 해당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필자와 독자가 누구이며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모든 언어의 사용에는 구체적인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존재하며 
필자나 화자는 맥락 가운데 요구되는 기대에 따라 텍스트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
들 모두가 화자와 필자는 사회적 위치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즉 필자는 텍스트 안에서 필자/화자와 실제 또는 가상의 응답자 간의 일치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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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문체적으로 형성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괄하는 영역이 상호작용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적 기능의 실현 측면은 실제 의사소통을 고려하면서 언어 연구와 언어 
교육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장면, 즉 필자/화자와 독자/
청자를 고려하고 그들 간의 의사소통의 목적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언어가 수행하는 
상호작용적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하이
랜드(Hyland, 2005:174)에서는 쓰기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체계기능언
어학과 사회구성주의의 틀의 중심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즉 담화 내의 의사
소통으로 언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가장 두드러지며 주목받게 되는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쓰기에서 상호작용적 측면은 주목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구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쉽게 인지되었지만 문어에서 상호작용
적 기능은 응집성 등을 통해 논의되는 텍스트적 기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명되
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필자 태도는 언어의 메타 기능 중 상호작용적 기능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필자 태도 개념을 통하여 상호작용적 측면에 구체적으로 접
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세 메타 기능은 언어의 다층적인 의미와 맥락에서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포착
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들의 역할을 고려하여 논의함으로써 텍스트 내에서 
언어 사용의 양상을 입체적이며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상호
작용적 기능에 해당하는 필자 태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메타 기능의 역할

[도표 II-1] 메타 기능 간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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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본 연구의 주된 탐구 대상은 상호작용적 기
능이나, 이는 관념적 기능, 텍스트적 기능과 긴밀하게 연합하여 텍스트의 맥락에서
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즉 이들 관념적 기능과 텍스트적 기능과의 연계 
가운데서 상호작용적 기능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보다 실제적
인 언어 기술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3) 어휘문법 자원으로서의 층위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층위를 나누어 파악하였는데 이 층위들은 상위 단
계는 하위 단계에 대한 맥락이며,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통해 실현되는 상호 관
계를 맺는다. 언어의 실현 기능에서 가장 구체적인 단계는 음운론과 철자(정서법 등)
이며, 어휘와 문법은 이들을 통해 실현된다. 또한 더 상위 개념인 담화적 의미론은 
문법과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더 상위 단계인 텍스트는 상황맥락과 문화적 맥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담화 의미를 통해 실현된다(Halliday & Matthiessen, 2014). 언어의 
메타 기능은 사용역(register)을 전제하며, 이러한 사용역은 사회문화적 맥락인 장르 
안에 다시 위치지어지는 것이다. 

즉 담화 의미론 층위는 어휘문법이 위치하는 맥락을 제공하며 어휘문법적 층위의 
언어 자원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우리는 담화 내에서 문법 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거시적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담화 요소를 누락시키지 않을 수 있
고 또 담화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도표 II-3] 실현의 연속체(Halliday & Matthiessen, 1999) 



 

- 62 - 

텍스트에 대한 연구와 달리 전체 맥락과 언어적 요소를 포괄하여 살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Hasan, 1996).  

이러한 언어의 층위에 필자 태도 개념을 위치시킨다면, 필자 태도는 체계기능언
어학의 층위로는 ‘담화 의미’ 층위에 위치하는 개념이다. 즉 필자 태도는 담화의미
론 층위에 위치하며 필자 태도 표현은 이를 실현하는 어휘문법적 층위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층위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들을 긴밀하게 연관시킴으
로써 맥락 가운데서 언어의 기능과 그 형식을 연결하여 살피게 해 준다. 본고의 논
의는 ‘필자 태도 표현’에 초점을 맞추나, 이는 필자 태도의 담화의미적 범주를 전제
하며, 이러한 담화의미는 장르 내 언어의 기능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의 가치에 대해서는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2.3. 필자 태도 표현의 개념 정립 

앞선 논의에서 본고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에 기반하여 필자 태도 표현의 
세 가지 전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필자 태도는 상황맥락을 고려하며 
나아가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 장르를 상정하며, 언어의 메타 기능 중 상
호작용적 기능과 관련되며, 담화의미 층위에 위치하는 개념이며 어휘·문법 층위인 
필자 태도 표현으로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필자 태도’가 가리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양태의 정의를 
참고하면 이는 ‘필자의 심리’와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선 논의에서 ‘장르’, 
‘상호작용’, ‘담화의미’, ‘어휘·문법’의 개념을 참고하면 필자 태도의 정의는 장르적 맥
락에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필자가 드러내는 심리라고 할 수 있으며 필자 
태도 표현은 이를 드러내는 어휘·문법 등의 언어를 말한다.  

이들은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언어의 각기 다른 층위에 위치한다. 즉 필자 태도 
표현은 피자 태도의 의미를 실현하는 어휘·문법 자원인 것이다. 정리하면 필자 태도
와 필자 태도 표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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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태도: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필자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드러내는 필자의 심리 

- 필자 태도 표현: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필자가 독자와의 상호

작용을 위해 드러내는 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언어 

사실 언어 생산자로서 필자의 존재를 전제한다면 모든 언어 표현에 필자의 심리
적 측면이 관여된다고 할 수 있기에, 필자 태도에 관여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
현을 구분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범주로 정립시키
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심리적 
양상의 내용은 본 장 마지막 절에서 하위 요소를 규명하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의를 대표하는 개념의 용어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핀 바와 같이 여러 학술 텍스트 의사소통적 의미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각기 개념들은 유사한 대상을 지
시하지만 각각 초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먼저 ‘evaluation’의 개념은 필
자의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 평가 초점을 둔다는 점에 특징이 있
었다. 또한 ‘metadiscourse’는 보다 의사소통적인 관점에서 필자의 적극적인 개입
이 어휘문법 요소보다는 정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담화 표지 층위의 논의
를 도입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다양한 초점을 종합하여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 적합한 체계를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stance’는 양태의 담

[도표 II-4] 필자 태도와 필자 태도 표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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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층위에서 필자의 주관적 인식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보다 넓은 의
미로 여러 관련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의
미로서 ‘stance’를 대표 용어로 삼고자 한다.  

한국어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간 연구에서 ‘stance’에 대한 번역어로는 ‘태
도’, ‘견지(이은주, 2010)’ 등이 있다. 하지만 ‘견지’는 한국어 화자가 직관적으로 의미
를 떠올리기 힘든 용어이다. 또한 필자의 ‘관점’은 지나치게 관념적 의미가 크게 포
함된 용어라고 여겨지며, ‘평가’ 역시 문장 층위에서 대상에 대한 평가, 명제에 대한 
평가 영역에는 적절하나 더 큰 영역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태도’라는 
개념은 기존 양태 범주와의 개념상의 연결고리를 드러낸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양
태 범주는 ‘필자/화자의 명제의 가능성과 청자 행위의 실현성에 대한 태도’로 정의
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념을 사용할 때의 문제는, 이미 기존에 언어교육
에서 ‘attitude’의 번역어로서 사용되던 ‘태도’와의 혼동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태도
(attitude)’ 개념은 특히 모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나 언어 사용자가 대상에 대해서 품
는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교육 내용의 한 범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김은
성, 2006:25). 따라서 본고에서는 쓰기 맥락을 강조하여 ‘태도’에 ‘필자’를 덧붙여 
‘필자 태도’를 ‘stance’의 한국어 용어로 설정한다. 

2.4. 필자 태도 표현의 언어적 범위 

필자 태도를 담지하고 있는 언어 표현은 특정 문법 범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적 층위에 걸쳐져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필자 태도의 탐구는 다양한 언어 범주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본격적
인 분석에 앞서 본고에서 필자 태도 표현의 분석의 언어적 범위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1) 어휘 

가장 대표적인 필자 태도 표현 방식은 필자의 평가를 내포하는 명사나 형용사 등
의 어휘로 드러내는 것일 것이다. 모어 화자 작성 학술 텍스트의 사례에서 이를 살
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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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에 의하면 발전이라는 개념이 지금과 같은, 즉 특정한 방향으로의 누적적 
변화라는 의미를 갖게 된 데에는 제 2 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트루먼의 취임 
연설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등장한 발전 프로젝트의 내용은 
남반구를 ‘저발전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미국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오면 미국과 같은 ‘산업화된 낙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언은 한편으로 제 2 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지구상의 또 하나의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소련의 세력 강화를 
의식한 것이었다. 비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산업화한 최초의 국가인 소련의 
점증하는 영향력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요소였으며, 
이를 의식한 트루먼은 미국이 최상위에 위치하는 세계 질서라는, 세계에 대한 
편안한 관점을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론사회학_라] 

위 사례를 보면 여러 어휘 요소들이 필자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데 사
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장 성분으로 본다면, 서술어로서 ‘도달하다’가 있고, 
부사어로서 ‘흥미롭게, 충분히, 새롭게, 다층적으로’ 등이 나타나며 관형어로서 ‘중
요한, 결정적인, 최초의, 편안한’이 나타난다. 이들은 품사로서는 형용사, 동사, 부사
에 해당되는 것으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는 평가적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주로 필자의 직접적인 평가를 드러내는 어휘 요소는 명사를 수식
하는 관형어나 서술어로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영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역시 나타났는데, 여러 연구에서 관형어와 서술어(premodifying 
nouns and attributive adjectives)를 통해 특히 명사를 수식하면서 나타남을 지적하
고 있다(Biber, Gray & Staples, 2014).43) 특히 관형어를 통한 명사구 수식은 구어에
서 보다 문어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점에서 문어 텍스트의 특징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학술적 필자가 보다 복잡한 관계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여러 층위
의 절로서 제시하는 것보다 다소 간단하게 제시하는 데 기여하며, 또한 그들의 평가
를 다소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Biber, 2006b; Charles, 2007). 서

                                                 
43) 이러한 장치가 발달한 까닭에 남길임(2006)에서 보여 주듯, 학술 텍스트의 문장은 구어보

다 길고 복잡한 구조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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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로서 제기하는 것보다 관형어를 통해 수식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중심적 요소
가 아닌, 다소 간접적인 위치에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문장 종결부의 복합 구성 

한국어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 항목들은 형태소 차원뿐만 아니라 표현 문형으
로 불리우는 여러 어휘·문법소들의 덩어리 표현44)에 걸쳐 있다. 이는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언어 단위의 표현들이 한국어 사용에서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도 문법적 차원의 검토는 단순 형태소에서부터 덩어리 표현
까지 아우르게 될 것이다. 특히 본고의 필자 태도 표현 논의는 다음 문장 종결부에 
나타나는 복합 구성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어에서 문장 종결부는 문장의 유형, 상대 높임법, 시제, 상, 양태를 담당하는 
부분으로 “통사적 연쇄, 명사형 및 명사 종결 부분”(장경현 2006:6)이 포함되어 문
장의 종결 기능을 하는 부분을 통칭한다. 이는 여러 선어말어미, 보조 용언, 복합 형
태들의 필자 태도에 기여하는 요소가 응집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는 격식적 문어로서 종결어미가 ‘-ㄴ/ㄴ다’로 통일되고 다른 종
결형에 비해서는 선택적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는다(장경현 2006:54). 예를 
들면 의사소통 구어 상황과 달리 상황맥락 및 상대에 따른 높임법은 나타나지 않는
다. 그렇기에 기존 양태의 주된 연구 대상이었던 구어의 종결어미, ‘-네’, ‘-지’(박재
연 2004)와 달리, 문어에서는 ‘보문 구성’(문병열 2006), ‘문법적 연어’(다카치 토모
나리 2014)‘로 규정되는 ‘-(으)ㄹ 것이-’, ‘-아/어야 하-’ 등 복합 형태들이 필자 태
도의 주된 언어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학술 텍스트는 문어체를 사용함에 

                                                 
44) 한국어에서 의미를 형성하는 문법 요소들은 어휘나 형태소 단위를 넘어 덩어리 표현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를 ‘표현 문형’으로 설정하여 논의 및 교수의 
단위로 삼고 있다. 이러한 표현 문형으로서의 접근은 한국어교육 전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
며,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종장지(2015)에서는 이를 ‘문장
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 형태로 표현 문법 형태(表現 文法 形態, expression grammatical 
form)의 줄임말’로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교육 항목으로서 표현 문형 선정까지 논의하지는 
않는다. 표현 문형 설정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실제적 논의는 종장지(2015)를 참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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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대높임법이나 문장종결법이 고정되어 구어만큼 다양한 종결어미가 사용되지 
않으며 선어말어미, 보조 용언, ‘-(으)ㄹ 것이다’, ‘-아/어야 하다’와 같은 문법적 연
어들이 모두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문장 종결부에 사용된 문법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문장 종결부는 필자의 
수행적 의도, 즉 서법이 실현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의미는 절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나나 문장은 명제의 단위일뿐만 아니라 필자 또는 화자의 언어 수행의 단위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적 태도를 포함한다는 것은 독자에 대한 상호작용적 의
미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태를 실현하는 요소
들은 문장 종결부나 문장 중간 등 다양한 위치에 나타나나, 화자의 의도와 결부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문장 종결부에 나타났을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효정
(2004)에서도 양태가 문장 종결부와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을 들어 ‘-다’와 결합한 
형태로 교수할 것을 제시하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즉 학술논문에서 필자의 ‘의도’
는 문장의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보조용언 등 문장 종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드러
난다고 할 수 있다. 즉 화자의 의도 실현은 문장 종결부에 응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르와 텍스트 전반을 대상으로 논의할 때 문장 종결부의 단위는 중요
성을 갖는다. 장경현(2006)에서는 문체를 연구하면서 문장 종결부를 그 대상으로 삼
아 연구한 바 있으며 신현단(2008)에서도 화자의 선택이 관여하는 문장 종결부의 문
체적 효과에 주목하였다. 김자영(2014)에서는 국어교육의 논의로서 종결어미를 “종
결어미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가 결합하여 종결의 기능을 하는 모든 부분”이라고 정
의하며, 종결어미에 선어말어미, 동명사 어미, 의존명사 등이 결합된 형태까지도 포
함한 범주로 보고 있다. 이는 문장 차원의 형태 중심의 논의가 아니라, 텍스트 구성
상에 있어 필자의 표현 의도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필자 태도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도 표면적으로 강조하지 않았더라
도 실상 분석 대상은 문장 종결부에 한정한 것들이 많았다. 윤현애·강현화(2010)에
서도 ‘보이다’, ‘보여지다’ 구문을 말뭉치를 통해 살피면서 문장 단위로 계량하고 있
는데 이 역시 문장 종결부를 중시한 관점이라고 하겠다. 남길임(2003)에서도 양태 
구문으로서 ‘-(으)ㄴ/는 모양이다’, ‘-(으)ㄴ/는 셈이다’, ‘는 것이다’, ‘법이다’와 분
열문 구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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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경현(2006)의 정의를 따라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보조용
언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의사소통적 맥락과 선후 문맥 안에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문장 종결 부분을 문장 종결부로 정의한다. 필자의 상호작용적 의미의 실
현에 있어서 문장 종결부의 언어는 선어말어미, 보조 용언, 종결어미 등을 통해 필
자의 심리적 태도를 응집적으로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이것이 본고에서 다른 문법 요소보다 문장 종결부에 위치한 문법 요소에 특별히 주
안점을 두어 살피는 이유이다.  

3) 담화 표지 

그간 논의에서 필자 태도 표현은 담화 표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담
화 표지란 담화적 층위에서 기능하는 특정 언어적 요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담화 표지는 장르나 담화 유형을 도입한 논의에서 기능적 언어 요소를 
분석해 내면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마찬가지였다.  

담화 표지 개념은 담화 유형을 전제하는 표지인데, 그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담
화 구조에 대한 논의에 치중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 국어교육 연구
인 조진수 외(2015)는 담화 표지와 유사한 텍스트 표지의 개념을 제시하며, 텍스트 
내적 응집성을 넘어서서 상호작용적 기능을 하는 표지에 대해 주목해야 함을 제기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담화 표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 요소를 지칭하는 것인가? 이해영
(2005)에서의 담화 표지 연구를 보면 ‘감탄사, 문장부사, 접속부사’의 범위에 한정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정민·강현화(2010)를 보면, ‘-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를 짐작할 수 있다, -면 다음과 같다, -적 측면에서’와 같은 요소를 담화 표지로
서 제시하고 있다. 즉 담화 표지의 범위가 사뭇 넓어져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연쇄된 
표현들을 담화 표지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남길임(2013) 등에서 논의
하는 정형화된 표현의 개념과 맞닿는다고 할 수 있다. 정형화된 표현은 빈도, 장르, 
정형성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장르와 같은 특정 맥락에서 특정한 의미로서 나타나는 
어휘들을 말한다. 이는 표현 문형이 교육 항목으로서의 맥락을 갖는 것과 달리 말뭉
치 언어학을 통한 빈도 조사의 맥락을 갖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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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을 통합하면 담화 표지는 상호작용 맥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요
소로, 텍스트, 내용, 상호작용 등의 담화적 기능으로 활용되는 언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휘·문법, 문장 종결부의 복합 구성과 함께 필자 태도 표현의 주된 실현 
요소로서 본고에서는 이중 상호작용적 기능에 해당하는 담화 표지를 살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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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탐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필자 태도 표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의 양상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2
장에서 살폈듯 학술 텍스트는 객관적 논증을 추구함에 따라 필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일상어나 다른 장르와는 다른 제약을 받게 된다(Hyland, 
2005:175).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은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 마련
을 위해 필요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학습자 텍스트 분석의 준거가 되기 때문에 필
수적인 부분이다. 이미혜(2012)에서도 현재 한국어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을 위한 시
급한 과제로 한국어 텍스트의 장르 분석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직
까지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전반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장의 논의는 한국어 학술논문 12편을 분석하면서 보다 상세한 하위 유형을 규
명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먼저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 표현의 양상을 살
피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포괄하기 위한 하위 범주의 설정이 필요하므로 지금
까지 필자 태도에 관련된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면서 필자 태도의 영역을 아우르기 
위해 세 가지 하위 범주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는 
필자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 세 범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
다.  

1. 필자 태도 표현의 하위 범주 

1.1. 필자 태도 표현 하위 범주의 설정 

지금까지 필자 태도에 대한 논의의 궤적을 살펴보면, 점점 그 외연을 넓히며 상
호작용적 특성이 강조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Lancaster, 2012). 먼저 필자 태도 관
련 초기 논의인 바이버(Biber, 2006a)에서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여러 유형의 
개인적 감정과 평가, 특정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지, 어떻게 그 정보를 얻었
는지, 그들은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를 파악하는 것(many different kinds of 
personal feelings and assessments, including attitudes that a speaker ha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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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information, how certain they are about its veracity, how they obtained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what perspective they are taking, Biber, 2006, 98-
9).’이라고 하였다. 이는 기존의 양태 범주에서 특히 인식 양태와 증거성에 바탕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법적 양태에서 출발한 의미 외에, 어휘가 드러내는 대상에 대한 
필자의 ‘정서’나 ‘평가(evaluation)’도 필자 태도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즉 대
상에 대한 평가와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필자 태도의 주요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에서는 평가 이론 이전의, 태도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대상(enttity)에 대한 태도와 명제(proposition)에 대한 태
도에 주목한 바 있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III-8]  평가에 대한 접근의 유형(Martin & White 2005:39) 

 대상에 초점을 둔 개념 명제에 초점을 둔 개념 

Chafe & Nichois 

1986 
 증거성 evidentiality 

Ochs & Schieffien 

1989 

정서 구분자 

affect specifiers 

정서 강화자 

affect intensifiers 

Biber & Finnegan 

1989 
정서affect 증거성 evidentiality 

Wierzbicha 1990 정서emotion  

Bybee & Fleischman 

1995 
평가evaluation 양태 modality 

Niemeier & Dirven 

1997 
정서emotion  

Conrad & Biber 2000 
태도적 필자 태도

attitudinal stance 

인식적 필자 태도 

epistemic stance 

Hunston & Thomson 

2000 

대상에 대한 의견 

opinion about entities 

명제에 대한 의견 

opinions about 

pro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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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여러 연구들은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각기 ‘대상’에 대
한 태도와 명제에 대한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상에 대한 평가는 ‘정서’, ‘평
가(evaluation)’, ‘태도(attitude)’의 개념이 강조되고, 명제에 대한 평가는 문법적 범
주로서 ‘증거성’, ‘양태’, ‘인식’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위 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페어클라우(Fairclough, 2003)에서도 바이비와 플레쉬먼(Bybee & 
Fleischman, 1995)과 같이 ‘평가’와 ‘양태’의 개념을 분리하고, 이 두 가지 축을 통
해 필자는 자신의 ‘정체성의 질감(texturing of identities, Fairclough, 2003)’을 표현
한다고 하였다. 즉 이 두 요소는 필자로서의 자신의 태도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도구
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상에 대한 평가이든 명제에 대한 태도이든 모두 화
자 또는 필자의 표현 의도에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 상호작용적 의미
는 강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가 필자와 독자의,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독자 관여(engagement)45)’의 측면이 제시되었
다. 하이랜드(Hyland, 2005)에서는 기존의 태도(stance)에 대응하는 독자 중심적 개
념으로 독자 관여(engagement)를 추가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태도(stance)는 기존 
바이버(Biber, 2006a)의 정의와 유사하게 필자의 명제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를 포함
하는 것으로, 완화 표현(hedges), 강화 표현(boosters), 태도 표현(attitude markers, 
e.g. important, surprisingly), 자기 지시(self-mentions eg. I, my views)를 포함한
다. 반면 독자 관여는 독자 지시어(we, our), 명령문, 의문문, 공유된 지식 이동마디
(shared-knowledge moves), 개인적인 삽입(personal asides, incidentally)을 들고 
있다. 즉 여기서 태도(stance)가 기존의 필자의 인식 양태 중심의 개념이라면 독자 

                                                 
45) 이에 대한 번역어로는 ‘관여’(박미준, 2015), ‘독자 관여’(진해연, 2015)가 있다. 여기서는 보

다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독자 관여’의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한편 관련
되어 ‘관여(involvement)’의 논의도 존재한다(이원표, 2007; 이정란, 2014). 여기서의 ‘관여
(involvement)’ 개념은 주로 구어에서 청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관련성을 드
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정란(2014)에서는 이원표(2007)에 기대어 발표에서의 관여
(involvement)를 ‘발표 담화에서의 관여란 발표자가 청중과의 상호작용, 청중의 배경 지식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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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는 독자를 텍스트에 관여시키는 적극적인 표현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두 구분은 텍스트에서 상호작용의 측면을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있는 분류
이다.  

이에 따라 필자 태도의 개념 역시 확장되었는데, 독자 관여적 측면을 강조하는 
랭카스터(Lancaster, 2012:9)에서는 ‘화자/필자가 텍스트에서 필자의 위치를 형성하
고, 담화의 다른 관점과 목소리들과 관여하고, 공동체의 지식과 가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어휘, 문법, 텍스트적 도구(lexical, grammatical, and textual resources 
that speakers/writers use to construct an authorial presence in their texts, 
engage with other views and voices in the discourse, and signal community-
recognized knowledge and values)’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stance’의 외연은 애
초 인식 양태를 주로 하였던 것에 비하여 보다 상호작용적 의미에 가깝게 확장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을 볼 때, 필자 태도의 하위 범주는 개체에 대한 평가와 명제
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상호작용적 측면을 모두 아울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세 범주는 기존 한국어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체계로서 정립되어 있
는가? 최근 국내에서 한국어에 적용된 연구를 중심으로 살피면 우선 하이랜드(2005)
의 분류를 적용한 연구가 많다. 국내 논의에서도 필자 태도에 관한 영어교육의 관점
에서 수행된 연구인 임재현(2013), 진해연(2015) 등에서 사용되었다.  

하이랜드의 틀은 필자의 태도(stance)와 독자 관여(engagement)를 분리하여 제
시함으로써 명제에 대한 태도와 독자를 고려한 표현을 포괄하였다. 이를 한국어에 
적용한 연구 중 최지현(2013)에서 한국어 학술논문의 상호작용 표현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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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하이랜드의 ‘stance’를 ‘저자 중심 상호작용’으로, ‘engagement’를 ‘독
자 중심 상호작용’으로 재명명하였는데, 이는 개념의 특성을 살려 보다 이해되기 쉬
운 한국어 학술 개념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하이랜드(Hyland, 
2005)식의 분류는 하이랜드(2005)에서도 스스로 지적하듯 필자 중심적 개념인 ‘태도’
와 독자 중심적 개념인 ‘독자 관여’를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하이랜드(Hyland, 2005)에서 든 사례를 보면 ‘완화 표현(hedges)’의 경우, 필
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태도(stance)’에 포함시켰지만 사실 완화 표현의 사
용은 독자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독자 관여’에 
포함시킬 수도 있게 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engagement’는 독자를 고려한 성격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나, ‘stance’에 나머지 여러 가지 명제와 대상에 대한 필자의 상호
작용적 태도 실현을 모두 포함시킨 데에 기인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의 관점으로 텍스트적 메타 담화를 포
함시킨 논의가 있다. 국내 논의에서 김현아(2012), 엄철주 외(2009)에서는 영어 텍스
트에 대해 크리스모어 외(1993)의 메타 담화 틀을 사용하였고 한국어에 대해서는 정

저자 중심 상호작용 

판단 전달 
완화 

강화 

대상 평가 
긍정 

부정 

저자 표현 
직접 

간접 

독자 중심 상호작용 

독자 표현 
한정 

포괄 

행위 지시 
물리 

사고 

논의 공유 
기존 

저자 

내용 추가 
정보 

소감 

[도표 III-1] 최지현(2013)의 상호작용 분류인식 양태 표현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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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승(2012)에서 이러한 메타 담화(이 논문에서의 용어로는 ‘상위 담화’)의 관점을 일
부 포함시켰다. 다음은 크리스모어 외(1993)의 분류이다(번역어는 연구자). 

텍스트적 

메타 담화 

textual 

metadiscourse 

텍스트 표지 

논리적 접속어 

logical connectives 

순서어 sequencers 

안내어 reminders 

주제 부각어 topicalizers 

해석적 표지 

해설 code gloss 

화행 표지 illocution markers 

안내 announcement 

대인적 메타 담화 

interpersonal 

metadiscourse 

완화 표현 hedges 

확실성 표지 certainty markers 

인용 표지 attributors 

태도 표지 attitude markers 

부연 commentary 

[도표 III-1] 크리스모어 외(1993:47)의 메타 담화 분류 

이러한 크리스모어 외(1993)의 메타 담화의 분류는, 텍스트적 표지와 대인적(상호
작용적) 표지를 포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이랜드(2005)에서 상호작용에만 집
중했다면, 크리스모어 외(1993)의 메타 담화 논의에서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상위 담
화도 상호작용적으로 독자를 고려하여 부호화하는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를 구성하는 표지와 독자를 고려한 표지는 넓게 보아 모두 독자를 
고려하여 텍스트를 구성하여 삽입하는 표현을 망라하였다고 할 만하며, 특히 텍스트
적 기능과의 관련성을 포착한 분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적인 것은, 
앞서 하이랜드(2005)와 유사하게 텍스트적 메타 담화와 대인적 메타 담화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인적 메타 담화에 포함된 인용 표지나 부연은 실상 텍스트적 
메타 담화 내의 해설과 동류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혜승(2012)에서 크리스모어 외(1993)과 하이랜드(2005)를 통합
하여 상세화한 분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음 정혜승(2012:470)의 분류는 메
타 담화에 대한 크리스모어 외(1993)의 논의에서 ‘텍스트적 상위 담화’와 ‘대인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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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담화’의 구분을 받아들이고, 텍스트적 상위 담화에 대해서는 크리스모어 외(1993)
의 하위 범주를, 대인적 상위 담화에서는 하이랜드(Hyland, 2005)의 하위 범주를 가
져온 것이다.  

이 분류는 상당히 세밀한 양상을 포괄하고 있으나,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각 요소
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자세(하이랜드에서 ‘stnace)’
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태도 및 평가를 드러내는 데에 대한 부분이고, ‘참여
(하이랜드에서 ‘engagement’)’는 적극적으로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삽입하는 부
분에 해당하여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참여’는 오히려 ‘텍스트적 메타 
담화’에 포함되고 있는 순서어나 화제 제시어 등 결국 독자의 텍스트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과의 유사성이 더욱 강해 보이며, ‘자세’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함
의하는 매우 폭넓은 부분으로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하이랜드(2005)에서 ‘stance’로 다루었던 필자의 완화, 강화 표현 및 평가 표
현은 텍스트적·메타 담화적 표현과는 다른 범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필자 태도에 
대해 밝혀진 여러 요소를 고루, 통합적으로 제시한 선행연구로, 태도 이론
(appraisal theory)에서는 이렇게 대상에 대한 태도를 분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태도 이론은 범위상으로 필자 태도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체계를 구축한 이론이
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attitude’와 ‘engagement’는 앞서 하이랜드(2005)와 크리
스모어 외(1993)에서는 간과되었던 대상에 대한 어휘적인 평가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전통적인 평가의 두 영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해서 어휘적으로 평
가하는 부분을 ‘attitude’로 살피고, 독자를 고려하여 명제를 조절하는 부분은 
‘engagement’에서 다룬다. 한편 여기서 ‘graduation’은 ‘attitude’, ‘engagement’
와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정도성으로 파악되는 개념으로 평가를 드러내는 방식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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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적 상

위 담화 

텍스트적 

표지 

논리적 

연결어 

개념 간 연결을 보여줌  

그러므로, 그리고 

순서어 논리적 순서와 자료 순서를 나타냄 

처음, 마지막으로 

이정표 텍스트의 다른 부분을 지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화제 제

시어 

다룰 화제와 목표를 지시 

앞으로 우리는 -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해석적 표

지 

주석 텍스트 자료를 부연 설명 

즉, 예컨대 

화행 표

지 

수행된 행위를 명명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증거 다른 텍스트로부터 가져온 정보를 지시 

-에 따르면  

대인적 상위 

담화 

자세 유보 명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표현 

아마도, -일 수 있다 

확신 명제에 대한 확실한 동의를 표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태도 표

지 

필자의 감정적 태도를 보여줌 

중요한, 불행히도 

자기 언

급 

필자의 자기 표현 

나, 우리, 본인, 필자, 연구자 

참여 독자 언

급 

독자를 지칭 

너, 당신, 여러분, 우리 

지시 독자에게 행위를 명령함 

고려하라, 생각하라 

질문 독자에게 질문함 

당신은 -인가? 

독자 이

해 

독자에 대한 앎이나 공유된 지식을 표현함 

우리는 -을 알고 있다 

방백 혼잣말처럼 덧붙이는 말 

느림의 미학-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에 주목~의 삽입구 

[도표 III-2] 정혜승(2012:470)의 상위 담화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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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appraisal theory’ 세 분류의 특이성은 대상에 대한 평가와 명제에 대한 평가
를 모두 망라하면서도 ‘graduation’ 범주를 두어 보다 다양한 방식을 탐구하였고, 
각 범주 안에서도 기존 연구보다 세분화된 체계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서는 기존의 명제에 대한 평가를 독자 관여의 측면과 통합하여 ‘engagement’
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틀은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필자 태도를 논의한 것으로, 본고에서는 이
를 가장 참조할 만한 이론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서 체계적인 분류를 위하여 재고해
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 것은 먼저 ‘graduation’의 성격이다. 이는 ‘정도성’ 정도를 
의미하는데, ‘attitude’에 있어서의 정도성, ‘engagement’에 있어서의 정도성이 따로 
논의되고 있을 만큼46) 독립된 범주로서의 성격이 떨어진다.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 
찾아 볼 수 없으나 평가 이론에서 설정한 독창적인 범주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46) 예를 들면 후드(Hood, 2004)에서의 기술이 그러하다.  

[도표 III-3]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의 요소(Martin and Whit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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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정도성을 조절하는 여러 방식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논의되는 방식에서도 보여 주듯이, ‘attitude’와 ‘engagement’와 같은 다
른 범주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47) 세 층위로 설정하기란 무리가 있다. 정도성은 
각 범주 내에서 정도성이 조절되는 방식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식으로 살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또한, ‘engagement’는 독자를 고려한 필자의 목소리를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데 그러면서 앞서 하이랜드(2005)와 같이 명제에 대한 평가와 독자 관여의 측면은 
한 범주 안에서 논의하고 있다. 물론 이 이론에서는 독자에 따른 필자의 목소리와 
명제의 영역 조절로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논리를 제시하며, 명제에 대한 평
가와 독자 관여의 측면이 상보적으로 연관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도 
하다. 앞서 하이랜드(2005)에 대해 지적한 바에서도 제기하였듯이, 통상 명제에 대
한 평가에 포함시켰던 완화 표현(hedge)도 궁극적으로는 독자를 고려한 행위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양태 표현으로 대표되었던 명제의 
신뢰성과 확실성 등에 대해 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부분은 여전히 고유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3)  유치진이 극예술연구회와 극연좌로 이어지는 극예술연구회의 
핵심인물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극예술연구회의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해외문학파에 대한 논의 역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어국문학_가] 

이 사례들은 본고의 분류에 따르면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부분
에 속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들은 독자보다도 명제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드러내
는 데 초점을 맞추는 표현으로, 독자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확장 및 축소하고, 안
내 및 설명하는 표현을 다루는 ‘engagement’에 포함시킬 수 없는 요소들이라고 본
다. 즉 필자를 고려하여 완화 표현, 강화 표현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명제에 대해서 확실성 등의 판단을 드러내는 기능은 존재하는 것으로 별도로 다루
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47) 이 두 요소의 독립적 범주로서의 위치는 기존 필자 태도 관련 연구에서 주된 연구 대상이 

‘대상’과 ‘명제’였던 점에서도 드러난다(2장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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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두 영역은 실제로 언어 분석에서 담당하는 표현의 범주에 있어서도 차이
를 보인다.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는 한국어에서 문장 종결부를 통해 주로 실현되
나 상호작용적 태도는 담화 표지 등 비교적 다양한 언어 요소로 나타난다. 언어 요
소들의 문법적 성격은 특정 의미 기능을 갖는 것을 담보하기 마련이다. 48 ) 문법적 
성격과 언어의 기능은 연결이 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명제
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태도에 대한 부분과 독자를 고려하는 부분은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는 측면과 필자의 명
제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측면, 독자를 고려하여 표현을 삽입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필자 태도를 세 차원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렇게 세 차원
으로서 필자 태도를 살피는 관점은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 방식과 유사한 처
리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도표에서 보듯이 ‘attitude’는 
독립된 범주로 존재하고, ‘graduation’은 각 범주 안에서 살펴보게 되며, 

                                                 
48 ) 예를 들면 품사 분류의 기준 중 하나는 ‘의미’인데,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

타내고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단어이다.  

[도표 III-4] 기존 평가 이론과 본고의 필자 태도의 하위 범주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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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는 앞서 논의한 대로 명제에 대한 평가 측면과 독자를 고려한 측면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정리하면, 기존 필자 태도에 대한 연구는 각각 한 가지, 즉 어휘를 통한 평가나 
명제에 대한 태도, 독자를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기도 하고, 이들을 통합하
여 논의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최근 언어 교
육에 적용한 연구에서는 하이랜드의 ‘태도(stance)와 독자 관여(engagement)’의 틀
을 사용하는 연구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Candarli, Bayyurt & Martı, 2015; 임재현, 
2013; 최지현, 2013). 이는 정혜승(2012)과 최지현(2013)에서 한국어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의 접근은 텍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대표하기에는 근
본적인 한계가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상위 담화 혹은 메타 담화로서의 접근은 
근본적으로 텍스트의 내용 자체와는 유리된 상위 담화의 범주를 전제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텍스트의 주된 내용과 이에 대한 메타적 담화를 설정하고 있
다. 즉 텍스트의 주된 담화가 있고 이에 대한 메타 담화가 추가되는 것으로 전제한
다. 이에 따라 메타 담화는 텍스트의 내용과 구분된 존재로서 텍스트 내용과의 관련
성을 함께 논의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실제 텍스트의 구성을 고려해 보면, 필자는 
담화와 이에 대한 메타 담화를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는다. 초고 단계에서는 설사 그
렇다고 할지라도,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하나의 텍스트로서 내용을 조정
하는 단계로서 이 두 개념은 구분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이러한 메타 담화의 개념
은 물론 텍스트 내에서 독자를 고려한 상호작용적 표지들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지만, 보다 더 나아가 필자와 독자와의 상호작용의 언어를 통합적으로 기술
하기 위한 관점으로서는 부족함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다음 세 하위 범주를 제안한다.  

- 평가적 태도: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 

- 인식적 태도: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인식  

- 상호작용적 태도: 독자에 대한 필자의 상호작용적 고려 

각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평가적 태도’는 어휘로 주로 실현되며 지금까지는 상
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으나 평가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헌스턴과 톰슨
(Hunston & Thompson, 2000)에서는 평가가 의견을 표현하고 가치관을 반영하는 
기능을 하며, 상호작용적 기능을 하여 독자나 청자를 설득하거나 완화 표현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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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마지막으로 담화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단서를 제시하므로 중요한 가
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대상(object)’의 용어를 사용하여 ‘평가적 태도’의 범
주로 명명하도록 하겠다.  

인식적 태도는 전통적으로 문법 범주인 양태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으로 명제에 대
한 필자의 확신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commitment)을 포함한다. 이 부분은 한국어
에서 문장종결부가 주로 담당하는 영역으로 다른 문법 요소와는 구별되는 고유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장종결부에서 특히 양태 표현과, 투영 구조가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덧붙이는 방식
으로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명제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강
조한다는 점에서 ‘인식적 태도’로 명명한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태도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하거나 추가 설명
을 덧붙이거나, 독자를 고려하여 명제의 내용을 조정하는 양상을 말한다. 이는 전반
적으로 독자를 고려한 양상이라는 점에서 ‘engagement’의 번역어로 사용되었던 
‘상호작용적 태도’의 차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뉜다. 또
한 이러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부호화하는 측면은 ‘메타 담화’로도 논의된다. 메타 
담화(metadiscourse)는 담화에 대한 필자의 부연 설명으로서 독자를 고려하는 상호
작용적 기능을 드러낸다(Thompson, 2001; 김철규, 2009:69).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상호작용적 기능이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드러내거나 명제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거나, 독
자를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또는 텍스트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러한 세 하위 요소의 설정에 따라서, 앞서 우리가 설정한 필자 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상세화될 수 있다. 

1.2. 필자 태도 표현 하위 범주의 성격  

• 필자 태도(stance)의 상세화된 개념 

특정 사회문화적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필자가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드

러내는 필자의 심리적인 태도로서, 대상에 대한 좋고 나쁨의 평가를 드러내

거나, 명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거나 독자를 고려하여 대화적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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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세 범주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게 될까? 세 영역은 서
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은 필자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코핀(Coffin, 2002)은 대
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는 단순히 필자의 평가를 드러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
자와 독자 간의 ‘연대성’(Solidarity)을 다룬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또한 필자가 명제에 대한 관점이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독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연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어떤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맥락에 따라 필자를 고려한 효과
적인 논증을 위해서일 때도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제시하였다시피 인식적 태도의 
영역은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판단을 부호화시켜 나타나는 영역으로 여기에는 
명제에 대한 인식적 태도나, 독자에 대한 행위적 태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며, 텍스트에서도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텍스트 
전반의 필자 태도를 실현한다. 또한 다음 도표에서 보듯이 이러한 하위 요소는 관념
적 기능과 텍스트적 기능과 관련을 맺으며 기능한다. 위 도표에서는 이를 각 개념 
영역이 중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냈다. 위 도표는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로는 매우 역동적인 양상인 것이다.  

[도표 III-5] 필자 태도의 하위 요소 간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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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텍스트에서 이들 하위 요소들은 어떻게 분석되는지 살펴보도록 하
자. 다음은 한 학술 텍스트의 서론 부분인데 세 범주에 의거한 분석의 실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실제 분석은 ‘atlas ti.’소프트웨어를 통해 세부 범주별로 수행하였으
나, 여기서는 편의상 줄글로서 분석 사례를 보이기 위하여 평가적 태도는 돋움체로, 
인식적 태도는 밑줄로, 상호작용적 태도는 굵게 표시하였다. 이러한 텍스트 표기 방
식은 여러 평가 이론 관련 연구에서 분석 실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4)  정념(passion) 혹은 감정은 한 시인이 세계를 지각하고 겪어내면서 갖게 되는 
특수한 내면적·정신적 사태이다. 그것은 신체(감각)와 의식 모두에 관여하는 
존재의 세계감(世界感)이라 할 수 있다. 정념은 주체의 세계에 대한 쾌와 불쾌를 
산출하면서 동시에 한 존재의 취향과 지향, 세계의 의미화와 가치화를 
맥락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출몰하는 정념은 그 가변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내면적·정신적 지향을 종합할 수 있는 중요한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정념에 관한 분석이 서정성을 미감의 
주요 요인으로 삼는 시 연구에 필수적인 까닭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적 틀이 요청된다. 서정성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서술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작품에 드러난 특정 정념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상은 무엇인지, 정념에 수반되는 여건들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물음의 유기적 답변에 의해 해당 정념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박목월의 생활시편에 담긴 정념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시적 자아가 생활세계에 대응하며 그것을 어떻게 
서정화하였는가 하는 과정을 정밀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첫번째 단락을 보면 주된 연구 대상인 ‘정념’에 대한 필자의 평가가 드러나고 있
다. 이는 ‘특수하며, 가변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며 ‘필수적’인 요인임을 드러낸
다. 연구 대상에 대한 평가에 이어 요구되는 연구의 성격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데 
‘정교하고 분석적인 틀’이 요구된다고 보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서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연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
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의 주관적 위치를 나
타내는 표지는 ‘-다/라 할 수 있다’의 다성적 환언을 통해 주관적 위치가 나타나며, 
‘요청된다’, ‘물어야 할 것이다’, ‘-라 생각한다’에서 더욱 적극적인 필자의 판단이 드
러나고 있다. 독자 관여의 양상은 독자와 필자를 아우르는 ‘우리’를 통해서 독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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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정념’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반박하며 독
자를 고려하여 논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보듯이 이들 각 범주는 주된 형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평가적 태
도는 각 대상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인식적 
태도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서 문장종결부에서 주로 드러난다. 상호작용적 태도는 
가장 거시적으로 문장과 문장 이상의 단위에 작용하는 담화 표지나 내용적 요소를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이들 범주는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위 사례에서 ‘요청된
다’는 필자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는 표지로 인식적 태도로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
서 ‘요청’은 평가 대상인 ‘보다 정교한 분석적인 틀’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기도 한다
는 점에서 ‘평가적 태도’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세 범주는 명확히 서로 구
분되는 되지 않으며 즉 이 세 요소는 전체 텍스트의 필자 태도를 살피는 각기 다른 
색깔의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세 가지 ‘차원’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평가적 태도’는 대상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를 초점적으로 필자 태도를 검토
하며, ‘인식적 태도’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표명함을 통해 필자의 명제에 대
한 위치 짓기를 중심으로 살핀다. ‘상호작용적 태도’는 필자가 명시적으로 독자를 고
려하기 위해 부호화한 표지들과 논증적 장치들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다. 이 세 가
지 차원은 텍스트에서 실현되는 필자 태도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의 유형 

2.1. 평가적 태도 

1) 직접적 방식의 평가적 태도 

(가) 평가 어휘를 통한 평가적 태도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 중 가장 빈번한 방식은 평
가적 내용을 담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앞서 언어 범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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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평가 어휘는 문장의 수식어와 서술어로 사용되는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에 해당된다.  

학술 텍스트에서 평가적 태도가 어떤 의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필자의 평가적 태도란 필자가 텍스트 
전체에서 드러내는 모든 내용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평가적 태도를 
표현하면서 필자의 논리를 형성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고유의 
논증을 완성해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학술 텍스트에서 평가적 태도의 실현 양상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먼
저 다음 사례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5)  19 세기는 공간에 대한 시간의 우위 시대였다. 역사적 맥락의 과잉 발전과 
공간적 상상력의 과소 발전은 의식을 탈공간화한다. 니체와 하이데거의 
계보학적 접근과 헤겔과 맑스의 진화적 접근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사상적 
프레임이 19 세기 이후 지성사에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역사주의적 렌즈가 
세상을 지배한 것이다. 계보학적 접근이 장기지속의 시간을 통해 권력의 속성을 
드러내려 공간을 그 배후의 배경 정도로 삼았다면, 진화적 접근은 시간을 
단선화시키면서 공간을 주변화, 사물화시켰다. 진화주의자들에게 발전은 
단계이며 이 단계를 거쳐 역사는 유토피아로 진보할 뿐, 공간적 의미는 
사라졌다. 그것은 지식의 존재 구속성을 전제로 했을 때 당연한 귀결이기도 
했다. [이론사회학_가] 

위 글은 학술 텍스트 서론 초반 부분에서 발췌한 것이며 밑줄은 연구자가 필자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언어 자원에 표시한 것이다. 먼저 파악할 수 있는 특
징은 이 텍스트가 나타내는 필자의 태도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부분은 극히 적다는 점이다. 앞서 살폈듯 기존의 평가적 태도 유사 개념, 
예를 들면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에서 ‘attitude’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판단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위 텍스트에서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매우 적다. 여기서 필자가 
평가를 드러내는 주된 대상이 되는 것은 ‘공간, 시간’이 될 것인데, 여기서 필자는 
전체적으로 19세기에 시간에 대해 강조하는 사상적 경향이 팽배한 나머지 공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주지하나, 이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대상에 대한 명시적 평
가로 나타나지 않는다. ‘우위’와 같은 표현은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어, 어떠한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거대하다, 압도적, 당연하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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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시간에 대한 관심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면서 어떤 명시적인 부정적 의미보
다도 사태의 양상이나 자연스러운 귀결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텍스트에서 필자의 대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암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자가 
밑줄로 표시한 어휘 자원마저 상대적으로 필자의 태도를 함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가치 판단을 드러내는 어휘들은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이 정서적이거나 선악의 판단과는 
다른 사물의 가치에 대한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이론에서의 필자 태도의 의미 분류를 보면, 평가적 태도의 영역을 ‘정서
(affect)’, ‘판단(judgement)’, ‘감평(appreciation)’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화이트(White, 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서 평가와 행위 판단의 사례를 참
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ㄱ. 정서(affect): I am disappointed [affect] and ashamed [affect] that two of 

our most admired and respected [affect] sportsmen could behave in such 
a manner. To play for your country is an honour and a privilege, not a 
right.  

ㄴ. 판단(judgement): Those who are chosen to represent Australia should not 
only be talented [JUDGEMENT] but they should be above reproach 
[JUDGEMENT]. Sport is supposed to teach honour, fair play, teamwork, 
leadership and social skills [JUDGEMENT]. It is not supposed to "create" or 
support greed and egos [JUDGEMENT]. Gambling is not what we want our 
children to be learning from their heroes [JUDGEMENT] and mentors. 
[The West Australian - 11/12/98: 12, letter to the editor, Jennifer Black, 
Riverdale] 

위 사례는 영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되어 있어 뉘앙스의 이해에 있어서 비모어 화
자가 파악할 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표현을 중심으로 보자
면, ‘실망스럽다, 부끄럽다, 존경하다’와 같은 어휘들은 명시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와 같은 당위적 표현은 ‘판단’에 해당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세 번째 유형은 ‘감평(appreciation)’을 들 수 있는데 사물의 
가치나, 구성, 환기하는 정서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후드(Hood, 2005)에 따르면 
학술 텍스트에서는 주로 감평(appreciation)에 해당하는 의미가 주로 나타난다. 즉 
학술 텍스트에서는 필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표현이나 행위의 도덕적 당위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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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다는 대상의 가치나 구성, 환기하는 정서에 대한 평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다. 이들 분류는 평가 내용의 거시적인 의미 범주의 틀을 제공해 주며, 학술 텍스트
에서 나타나는 필자 태도 의미의 성격을 드러내 준다고 본다.49)  

그러나 학술 텍스트의 평가적 태도가 모두 비정서적인 성격을 갖는 것만은 아니
다. 앞서 본 텍스트에서 ‘당연하다’가 드러내듯이, 일부 대상이 환기하는 정서를 나
타내는 양상도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흥미롭다’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었다.  

(7)  자연주의적 비전을 무대 위에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근대극의 외형적 
형식, 공연의 방식을 옮겨오는 것에 불과했던 오사나이 가오루의 공연 방식이 
유럽의 희곡을 원작에 가까운 형태로 상연하면서, 유럽적인 연극의 보편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한 것이었다면, 실험무대의 공연은 자유극장을 
필두로 한 근대극운동 이후 시도되었던 국민극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국어국문학_가] 

(8)  우울증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2,395 명의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연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밝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흥미로운 결과는 남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과 여성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복지학_가] 

이는 대상의 연구 주제로서의 가치를 제시하는 기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다소 정서적인 표현이 용납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평가 이론에
서 감평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The book was absorbing, The book was boring’
과 같이 사물에 대한 긍정/부정적 반응을 표현하는 반응(reaction), ‘The essay was 
well-organized. The essay was incomplete.’과 같이 사물의 비율이나 상세함 등 구
조와 구성에 대한 평가를 표현하는 구성(composition), 그리고 ‘The analysis was 

                                                 
49 ) 이 틀의 한계는 그 명확한 구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감평

(appreciation)’은 ‘어떤 대상’에 대한 것이고, ‘판단(judgement)’은 ‘사람이나 사람의 행위’
에 대한 평가라고 규정되나 사람의 행위가 어떤 개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경우에 근본적인 
평가는 ‘행위’에 대한 것인지, ‘개체’에 대한 것인지 모호해지게 된다(Martin & White, 
2005). 화이트(White, 2012)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며 나름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개별 어휘의 의미적 특수성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분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게다가 어휘의 의미는 언어별로 명백히 대응되기 어렵기에, 
영어권의 선행 연구를 한국어에 적용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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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ing. The analysis was shallow.’와 같이 사물의 가치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가치(valuation)가 그것이다(Martin & Rose 2005:63-64). 이에 기
반하면 ‘흥미롭다’는 여기서 ‘감평(appreciation)’ 중에서도 ‘정서(affect)’와 가까운 
부분인 ‘반응(reac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상에 대한 평가의 
여러 층위 중 다소 정서적이기는 하지만 대상의 가치에 대한 반응으로서 ‘흥미롭다’
는 용인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어휘를 통하여 필자의 평가적 태도를 드러내는 방식은 텍스트 전반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어휘들의 평가적 의미는 자체의 어휘 내적 의미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그 맥락에서 전후 요소의 결합을 통해 부여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9)  베버가 유교가 아시아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제시한 
이래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체로 아시아의 발전에서 유교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해왔다. 그러나 베버의 동양사회론은 최근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학문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베버는 
중국인의 적응 능력이 모방의 귀재로 알려진 일본인들보다 오히려 높다고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국인의 태도를 유교의 현세지향적 태도와 
연관시켜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유교라는 특수한 문화적 규정성 속의 
행위자가 현세에 적응할 수 있는 수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유교의 현세 지향적 태도란 개념은 
20 세기 후반 동아사아의 자본주의 발전을 설명하려는 제도론적 관점, 즉 유교와 
자본주의 제도의 결합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설명하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틀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론사회학_나] 

위 사례를 보면, 주된 평가 대상인 유교에 대해서, 첫 문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
를 제시하고 그러나 이후부터는 이에 반하는 견해, 즉 유교가 아시아 경제 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 후반부의 어휘 자원들은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내포하지 않고 있지만, 유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는 외부적 맥락에 따라서 긍정적인 태도로 사용되었다고 독자는 이해하게 된다.50)  

                                                 
50) 심지어 여기서 ‘확대 해석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실제보다 

과장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주변 맥락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긍정적 의미로도 해석될 가능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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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가 전후 맥락 가운데서 누적적으로 형성되는 현
상에 대해 체계기능언어학의 평가 이론에서는 필자 태도는 ‘prosody’의 성격을 갖
는다고 보았다. ‘운율’과 같이 누적적이고 흘러가는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렘케
(Lemke, 1998:47)에서는 ‘운율(prosody)’를 ‘절이나 절과 문장을 넘어서서 분포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라고 정의했다. 필자 태도는 어떤 한 요소의 출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장 단위, 절 단위를 넘어서서 형성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후
드(Hood 2004)에서 말하듯 이러한 개념들이 단순히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의 기
준이 아니라 배열과 연속의 방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이랜드(Hyland, 
1998b:438)에서도 태도 표현의 개념이 특정한 표면적 형태와 그에 따른 기능 분석
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어휘문법적 요소들만 강조되었을 
때는 텍스트에서 의사소통적 의미의 흐름(waves)이 갖는 의미가 간과되기 마련인 
것이다.  

정리하면 어휘를 통한 평가는 다양한 어휘 자원을 통해 가장 활발하고 전체적으
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학술 텍스트에서는 다른 장르와 달리 정서적이거나 판정적인 
어휘의 사용보다 대상의 가치에 대한 기술에 대한 평가가 주로 드러남을 볼 수 있
었다. 또한 어휘의 평가적 의미는 어휘 자체의 내재된 의미보다는 주변의 여러 자원
들과의 결합을 통해 맥락 안에서 획득됨을 볼 수 있었다.  

(가) 인용 동사를 통한 평가적 태도 

어휘적 요소 외에 평가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법적 구조도 나타나는데 특히 다른 
연구에 대한 필자의 평가가 드러나는 인용절과 인용 동사가 그것이다. 학술 텍스트
에서는 다른 연구의 저자, 연구 참여자 등 다른 출처의 내용이 인용되는데 이에 대
해서 필자는 인용 동사를 통해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게 된다. 이때 어떤 인용 동
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필자의 평가가 드러난다.  

인용 동사로는 어떤 서술어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본고에서 살핀 바 발화 동사는 
상대적으로 발화의 의미가 드러나는 ‘말하다, 하다, 제시하다, 진술하다, 주장하다, 
설명하다, 비판하다, 지적하다’ 등이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발화 행위에 대한 수행
적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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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에 대해 김지현 외(2009)는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문화충격의 영향과 
더불어 양육상의 문제를 낳고, 결국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사회복지학_나] 

(11)  결혼 생활의 만족도와 더불어 친구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한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사회복지학_가] 

(12)  특히 ‘민중불교운동 세력이 개혁 종단의 등장과 함께 제도권으로 
진입해버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사회 혁신과 불교 개혁을 추구하려는 집합적 
노력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민중불교운동의 역사적 단절을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론사회학_다] 

여기서 인용 동사는 ‘말하다, 제기하다, 지적하다’로서 발화 행위에 대한 기술이
지만 개재된 주관성의 정도가 다름을 인식할 수 있다. ‘-고 말하다, 하다’의 동사는 
중립적으로 발화 자체에 대해서만 제시한다면, ‘제기하다’, ‘지적하다’는 어느 정도 
필자의 주관적 입장을 포함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용 동사는 가치 판단 없이 중립적이거나 어떤 판단을 함의하는 것으
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톰슨(Thompson, 1996)에서는 영어의 보고 동사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객관적 전달동사(NV)’와 평가의 의미를 지닌 ‘주관
적 전달동사(EV)’로 나누었다.51 ) 하이랜드(Hyland, 1999)에서는 인용 내용에 동의하
지 않으며 비판적인 경우 비사실 동사, 동의하는 경우 사실적 동사로 나누었는데 인
용 동사가 필자의 적극적인 동의/비동의 여부까지 드러내는 기능을 함을 보여 준다. 

본고에서 분석한 텍스트에서는 중립적 발화 인용 동사로서 ‘말하다, 하다, 제시하
다’ 등의 동사가 나타난다. 한편 평가적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주관적 발화 인용 동
사 중에서 긍정적 태도를 함의하는 ‘판단하다, 보다, 추측하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등과 다소 비판적 관점을 함의하는 ‘지적하다, 비판하다, 주장하다’ 등이 나타났다.  

                                                 
51) 더 나아가 하이랜드(Hyland, 2002b)에서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누었다.  

－ 사실적(factive): acknowledge, identify, prove  
－ 반사실적(counter-factive): confuse, disregard  
－ 비사실적(non-factive): claim, pro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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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술 텍스트에서는 ‘보다, 인식하다, 생각하다, 판단하다’와 같은 동사도 인
용 동사로서 활용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13)  짐멜은 상호작용의 형식이나 패턴을 찾는 것을 사회학의 고유한 과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사회학을 형식사회학이라 부른다. [이론사회학_가]  

(14)  극예술연구회는 “토월회 창시 전·후를 제 1 기 신극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자신들은 이러한 1 기 신극운동의 문제를 극복한 2 기적인 
연극운동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국어국문학_가] 

이러한 동사는 발화 행위보다도 사고·심리 절차를 기술하는 동사이므로 ‘사고 심
리 인용 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고 심리의 의미를 갖는 인용 동사는 피인
용자, 즉 실제 발화자의 심리사고에 대한 기술로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발화 행위에 대한 기술을 심리사고 상태에 대한 기술로 치환함으로써 인
용자가 피인용자의 사고·심리 상태에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기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인용 동사는 필자의 인용 내용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동사로, 발화 
행위 중심의 발화 동사와 사고·심리 절차를 중심으로 인용하는 사고·심리 동사로 나
눌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다소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동사와 주관성을 드러내는 
동사가 나타나고 있다.  

(나) 논리·해석 동사를 통한 평가적 태도 

인용 동사 외에도 논리적이거나 해석적 의미를 드러내는 동사를 통해 대상에 대
한 필자의 평가를 매우 객관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었다.  

(15)  이는 단순히 ‘어울리기(fitting)’의 실패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속하기(belonging)’의 차이에 따른 문제임을 보여 준다. 강화로 대표되는 가족 
공동체에 머무름으로 인해 이전에 알고 있던 이들, 혹은 청화현의 주인과 
인격적 관계를 만드는 데 실패하게 되고, 이는 강화에서의 자족적 삶과는 
확연히 다른 이질적인 경험을 가져다 준다. 

이같은 이방성의 경험은 가족 중심의 공동 사회에서 벗어나 이해관계가 
강조되는 이익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시련과 그에 따른 사회적 긴장을 
보여 준다. <…> [국어국문학_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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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조용언 ‘아/어 주다’는 굵은 글씨로 표시한 주어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
해 사용되고 있다. 즉 대상의 함의를 드러내 주며 개념 간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주어가 되는 대상에 대해서 필자의 해석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사는 명제 간의 논리적 관계나 의미에 대한 동사로 이른바 ‘논리·해석 동사’
라고 할 수 있다. 힌컬(Hinkel, 2004)에서는 학술적 동사를 분류하면서 ‘대조하다 
(contrast), 따르다(follow), 야기하다(cause), 실증하다(illustrate) 등의 동사를 논리
-의미적 관계 동사(logico-semantic relationship verbs)’로 보고 있다.52) 이러한 서
술어는 그 자체가 필자의 평가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논리
·해석적 입장은 필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학술 텍스트에서 대상
의 가치나 구성에 대한 평가적 태도가 주를 이루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학술 텍스
트에서는 대상의 논리적 관계가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해석적 동사
는 대상에 대한 필자의 해석적 평가를 연결해 주는 문법적 장치로서 이러한 성격의 
필자 태도 형성에 관여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논리·해석 동사’로 보고 ‘논리’와 ‘해석’에 관여하는 동사로 나
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논리에 관한 동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 기술하는 동사이다. 
먼저 원인에는 ‘때문이다, 기인하다, 유발하다, 비롯되다’ 등이 포함된다. 결과를 제
시하는 동사는 ‘낳다, 시키다, -게 하다’ 등이 포함된다.  

(16)  극예술연구회가 서구의 국민극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문제는 
좌파계열 연극인들의 지적처럼 일제강점기 조선이라는 동시대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극과 민중극의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극예술연구회 
회원들이 가진 인식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_가] 

(17)  ‘해곡으로 깊이 들어 암혈에 감춘’ 탓에 강화의 삶은 타 공간과의 단절로 
나타난다. ‘원유’와 ‘절사길’마저 허용치 않는 이동성의 절대적, 자율적 포기는 
가족의 범위에만 머무르게 만드는데, 이는 물리적 차원을 넘어 주체의 현실 인식 
범위를 제한하고 규정짓는 결과를 낳는다. [국어국문학_라] 

                                                 
52 ) 이수진(2012)에서도 역시 ‘논리-의미적 관계 동사’를 설정하였는데 여기에 ‘설정하다, 설

정되다, 살피다, 연결되다’ 등을 포함시킨다. 이 연구는 학술 텍스트가 일반적 텍스트에 비
해 두드러지게 사용한 핵심어를 살핀 연구이기에 본 연구와 도출된 어휘 목록 및 관점이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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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첫째, 사회의 질 논의가 시작된 주된 동기는 사회경제정책에 있어서의 기존 
사고와 실천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사회의 질’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조건의 존재와 같은 긍정적 상황으로 규정되는데, 이는 개념의 해방적인 
차원을 손상시킨다. [이론사회학_라] 

이러한 동사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지으며 필자의 논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들은 굵은 표시한 원인 또는 결과와 주어를 연결짓는 역할로서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낸다. 이러한 필자의 평가는 필자의 논리를 형성하여 전체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낳
다’의 경우는 일상적인 용법보다 추상화된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사태가 유
발하는 결과를 강렬하게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해석과 관련된 동사는 앞서 살핀 ‘보여 주다’와 같은 부류로서, 대상의 가치
에 대한 환언적 해석을 드러내는 동사이다.  

(19)  여기서 그들은 돌봄이 돌봄 제공자의 경제활동 참여에 다음과 같은 3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노동시간 조정’의 
형태로, 돌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돌봄에 대한 책임감의 증가로 
인해 점차적으로 근로에 투입하는 시간은 줄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여나가는 형태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는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개인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식으로 근로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학_라] 

(20)  양천사에 찾아들어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전망하는 행위는 그동안 노친과 
함께 하는 강화에서의 자족적인 은거와는 다른 정서와 태도를 드러낸다. 
옛벗들이 벼슬길로 나아가 관직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자신은 유배객이 되어 
버린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국문학_라] 

여기서 ‘나타내다/나타나다’는 대상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필자가 인식
함을 제시하는 표현으로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동사로 ‘드러내다/드러나다’의 쌍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타동사로서의 ‘드러내다/나타내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밝힘으
로써 평가 대상을 능동적으로 보아 강조하며, 자동사로서 ‘드러나다, 나타나다’는 평
가 대상을 강조하지 않고 평가 내용만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리키다, 의미하다, 함의하다, 시사하다, 관련되다, 제공하다, 증명하다, 반증하다’ 
등이 대상에 대한 환언이나 의의에 대한 필자의 해석을 드러내는 동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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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해석 동사는 개념과 다른 개념, 가치, 명제 등을 관련지으면서 필자
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객관적인 태도로 드러내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대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보다 매우 객관
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며, 또한 내용에 있어서 매우 복합적인 개념 및 논리 구조를 
갖는 장르적 특성이 있기에 이러한 구조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핀 직접적 방식의 평가적 태도를 정리하면, 한국어 모어 화자 학술 
텍스트에서 대상에 대한 평가적 태도는 문장 구조에서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나 
주체에 대한 서술어 부분에서 평가적 의미를 담은 어휘로 주로 나타난다. 문법 요소
로는 인용 동사, 논리관계 동사가 있는데 인용 동사는 중립적 인용 동사와 평가적 
인용 동사로 나눌 수 있다. 중립적 동사는 명제에 대해서 필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평가적 동사는 내용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드러나는 
동사이다. 논리·해석 동사는 대상과 개념을 연관짓는 문법적 장치로서 ‘보여 주다’, 
‘드러나다’와 같이 가치에 대해서 환언하고 해석하는 동사와 ‘기인하다, 유발하다’와 
같이 인과 관계에 대한 동사가 있었다.  

2) 간접적 방식의 평가적 태도 

필자 태도는 직접적인 방식 외에 다소 간접적인 언어화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나
기도 한다. 앞서 평가 어휘 사용의 양상에서도 보았듯이 필자 태도는 명시적으로 평
가적 의미를 가진 어휘들만으로는 파악되기 어려우며(Coffin, 2002:5; Hunston, 
1993). 따라서 맥락 가운데서 필자의 평가적 태도를 형성하는 여러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드(Hood, 2004)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필자 태도 방식이 ‘명시적(inscribed)’ 방
식과 ‘암시적(invoked)’ 방식으로 나뉜다고 제시하였다. 명시적 방식은 다소 명확한 
어휘 자원으로 평가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며, 암시적 방식은 다소 간접적으로, 세기
의 정도를 조절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평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암시적 
방식은 객관적 기술을 선호하는 학술 텍스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필자 태도보다는, 다른 척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
분이 바로 평가 이론(appraisal theory)에서 제기한 ‘정도성 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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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들 평가 이론의 체계를 토대로 하되 한국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방
식을 중심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53)  

(가) 정도 조절을 통한 평가적 태도 

학술 텍스트에서는 평가적 태도를 드러낼 때 다양한 부사어가 부가되어 의미를 
명확하게 만드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남길임(2006)은 다양한 부사어와 부사구의 사
용으로 학술 텍스트의 문장이 상대적으로 김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학술 텍스트의 
경우 담지하는 내용이 복합적이기에 명제의 형성에 필요한 요소들이 많아 긴 구절
의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부사나 부사구 등과의 결합을 통해
서 의미를 섬세하게 드러내어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논증력을 잃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양상이나 강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사어의 사용을 
‘정도 조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폈던 직접적 방식으로 드러난 평가적 태도의 
정도를 조절하는 표현인 것이다.  

(21)  사람은 물질이라는 건축의 콘크리트들이 만들어준 빈 공간에서 활동하고 
거주한다. 물리적 공간은 분명 인간에게 어떤 제약을 주지만, 물리적 공간 그 
자체의 제약보다는 물리적 공간이 만든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삶이 더욱 
중요하다. 인간은 사회적 공간에 훨씬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 [이론사회학_가] 

위 사례는 강약의 정도를 조절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도 부사를 통해서 
주로 나타난다. 이는 태도의 강약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강약 조절(Intensification)
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필자 태도의 정도성을 드러내기 위해 적극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매우, 잘, 좀 더, 더욱, 충분히, 부족’과 같은 표현이 사
용되고 있다.  

(22)  신자유주의적 전 지구화는 반드시 각국의 사회제도들을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수렴화의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역사적 근거를 갖는 각국의 사회제도의 차이에 따라 전 지구화의 영향도 다르게 

                                                 
53 ) 평가 이론에서 제기하는 정도성 조절의 체계에 대해서는 마틴과 화이트(2005)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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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 지구화 시대의 발전은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불평등을 증대시켰다. [이론사회학_라] 

(23)  당쟁에서 밀려나 폐가한 가문의 고단하고 암울한 상황을 절절하게 묘사하여 
조선 후기 당쟁하의 생활과 그로 인해 몰락한 양반가의 실상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연구 성과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 
[국어국문학_라] 

이와 같은 부사어는 양상 부사를 통하여 사태의 양상을 조절하는 것으로 양상 조
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평가 어휘가 드러내는 필자 태도의 양상을 세밀하게 드
러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양상 부사에 있어서는 위 ‘전반적으로’와 같이, ‘적’ 관련 파생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24)  실험무대의 창립은 극예술연구회가 진행했던 연극운동의 구도 속에서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극예술연구회 성립 초기 
연극영화전람회, 극예술 강좌, 극단 실험무대의 창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세계의 극예술과 극문화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조선의 신극운동이 
기획되는 과정과 이들의 연극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국어국문학_다]  

위 글에서 ‘실험무대 창립’에 대한 필자의 평가는 ‘계획적이다, 체계적이다’ 의 ‘-
적’ 파생 형용사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이러한 방식은 학술 텍스트 전반에 걸쳐 자
주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로는 ‘긍정적, 부정적, 일차적, 구체적, 직접적, 일반적, 필
연적, 결과적, 객관적, 주관적, 논리적, 절대적, 궁극적, 체계적’ 등이 있었다.  

이는 남길임(2009)에서 학술적 문어와 구어에서 ‘-적’ 접미사를 사용한 파생어의 
사용이 많음을 지적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적’의 사용은 학술 텍스트에서 
추상적인 개념을 담지하는 한자어들과 결합하는 활발한 조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남길임(2009)에서는 ‘-적’은 학술 텍스트에서 특히 외국어의 개념을 받
아들이면서 번역을 위하여 사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 
학술적 개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술적 기술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식어로서 필
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 가운데서도 ‘적’ 관련 어휘가 매
우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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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정도 조절은 강약을 드러내는 경우와 양상을 보완하여 서술하는 양상으
로 나타나며, 학술 텍스트에서 의미를 섬세하게 드러냄으로써 한편으로는 객관적으
로, 또 한편으로는 보다 논증적인 필자 태도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수량 조절을 통한 평가적 태도 

다음으로 학술 텍스트에서 수량 표현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수량 표현
은 간접적으로 평가적 태도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 수량 표현은 단
순히 숫자로 나타난 부분뿐만 아니라 ‘양’으로 드러나는 여러 범주들을 포괄한다. 
예를 들면 시간의 길이, 공간의 범위 역시 숫자는 아니어도 양으로서 드러날 수 있
는 것이다. 

(25)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며, 우리나라 중고령층 
성인들 중 147,721 명이 겪는 것으로 추산되는 무시할 수 없는 질병이다. 이에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했는데, 연령,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에서부터, 소득, 주관적 경제수준과 같은 경제적 요인, 
사회활동,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 질병 개수와 같은 건강 관련 요인에 
이르는 다양한 변인이 우울증과 관련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지만 문화와 연령간의 차이를 넘어 
꾸준하게 보고되어 온 연구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 취약한 이유에 관한 설명과 경험 
연구들이 다수보고되어 왔으나, 남녀간 우울증 격차에 어떤 특정 요인이 더 
비중있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사회복지학_가] 

여기서 주된 화제인 우울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수량적 표현이 나타난다. 우울증 
환자의 수, 우울증에 미치는 변인의 수, 남녀간 우울증 취약도의 차이 등이 수량으
로 나타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수량 표현은 단순히 사실을 제시한 것이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수량의 제시를 통해서 필자는 우울증의 심각성과 변인
의 다양성, 남녀간 우울증의 차이성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통계적 연구방법을 취한 학술 텍스트에서 통계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두드러진다. 

(26)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분석한 신현구에 따르면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는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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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 및 자영업주가 28.2%로 전체의 6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의 52.0%가 임금근로자인 것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나 고용자 및 
자영업주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 대에 
비해 50 대와 60 대로 넘어갈수록 점차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어 70 대에 
이르러서는 70% 가까이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고용자 및 자영업주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연결시켜 보면, 중·고령층 여성의 경우 
취업시 임금노동자나 정규직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부담이 부여될 때 Arber and Ginn 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노동보다는 
무급노동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식으로 근로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복지학_라] 

위 사례에서는 수량을 제시하면서 필자의 태도를 포함시켜 ‘-에 이르러, -을/를 
차지하다, -이/가 높다’와 같은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 직접적
인 태도 표현보다 이렇게 수량 제시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필자 태도를 드러내
는 방식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대상의 크기, 숫자와 같은 수량, 시간이나 공간적 범위나 거리 등으로 평
가의 정도를 표현하는 방식은 평가 이론에서 제기한 수량 조절(Quantification)에 
속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와 양에 대한 제시는 객관적 수치라는 점
에서 근거로서의 객관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기에 학술 텍스트에서 명시적인 태
도 표현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장에서 살폈듯 학술 텍스트는 
과학적 연구에서 출발하기에 객관적 수치에 대해 신뢰하는 장르적 맥락이 있는 것
이다. 학술 텍스트의 필자는 관련 근거를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제시하고, 이를 
독자가 스스로 평가하게끔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가능성이 크다, 여지가 높다’와 같은 연어 표현 역시 수량 조절의 일종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7)  유치진이 극예술연구회와 극연좌로 이어지는 극예술연구회의 
핵심인물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극예술연구회의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해외문학파에 대한 논의 역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어국문학_가] 

(28)  즉, 60 대에 비해 50 대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고학력에 비해 중학교나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저학력인 경우, 신체건강이 좋은 경우, 가계총소득이 높은 
경우 경제활동 참가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복지학_라] 



 

- 100 - 

이 사례에서 보듯이 ‘중요하다’보다는 ‘중요성이 크다’와 같은 표현이 선호되는데, 
이와 같이 학술 텍스트에서는 명시적으로 필자의 평가적 태도를 드러내는 단일 어
휘보다 수량 표현을 사용한 연어 표현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
현 방식은 보다 암시적인 방법으로 대상 평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수량 표현을 
통해서 더욱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사태를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량 조절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는 ‘가능성, 중요성, 필요성’ 등 외에 
‘의의, 측면, 경우, 비중’ 등 다양하다. 

(29)  남녀간 불평등의 분위기가 비교적 덜 한 미국 아미쉬 마을과 같은 
지역사회나 사회적 지위가 비교적 균등한 영국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증의 성별간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사회복지학_가] 

(30)  이 중 중요한 것이 극예술연구회의 변화와 유치진 작품세계의 변화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유치진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극예술연구회 2 기의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해외문학파가 중심이 
되었던 극예술연구회 1 기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킨 측면이 
크다. [국어국문학_가] 

위 사례는 다소 추상적인 ‘측면’, ‘바’와 같은 추상 명사, 의존 명사에 ‘크다’의 수
량 표현을 부가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측면’, ‘경우’는 실상 그 의미는 의존명사와 같
이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수식하는 절을 통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의 정도를 ‘크다, 있다’와 같은 존재의 크기로서 제시함으로써 표현을 객관화시
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학술 텍스트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수량적으로 표현하여 내
용의 객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연어로 나타나는 형용사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많다, 높다, 크다’가 자주 
사용되며 ‘적다, 낮다, 작다’ 등 부정적인 수량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부정 표현에 있어 간접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학술 텍스트의 특성에 따른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은 다음에서 제시할 ‘완화 표현’에서 이어 다루도록 하겠다.  

(다) 초점 조절을 통한 평가적 태도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발히 연구된 완화 표현(hedge) 역시 평가적 태도를 드러내
는 간접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완화 표현은 궁극적으로 어떤 개념이나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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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그 본질성에 초점을 맞추는지, 또는 그 경계를 흐리게 하거나 범위를 확장하
여 모호하게 만드는지 그 정도의 조절이므로 평가 이론에서는 이를 세기(power) 조
절과 구분하여 ‘초점(focus) 조절’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학술 텍스
트에서 초점 조절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31)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중·고령층의 경우 연금제도와 같은 공적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욕구 충족과 노부모 수발이라는 
부양책임이 충돌할 시, 여성은 노부모의 수발욕구의 정도에 따라 수발욕구가 
적을 시에는 노동시장 진입이 다소 용이하고 근로시간 조정이 보다 자유로운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의 취업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욕구 충족’을 선택하는 
반면, 수발욕구가 큰 경우에는 노부모의 수발을 위해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부양 책임 수행’을 선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학_라] 

(32)  해외문학파를 중심으로 한 극예술연구회 1 기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관념적 신극 수립론에 기반을 둔 번역극론이다. [국어국문학_가] 

이러한 표현은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지 않음을 통하여 명제를 완화시키고 나아
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선택이다. 이준호(2012:285)에서도 학술 텍스트에서 
이와 유사한 부류로서 ‘아마도, 대체로, 비교적, 꽤, 대략적으로, 잠정적으로, 다소, 
일차적으로는, 상당 부분은, 일종의, ~ 중의 하나’ 등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형 부정의 방식 역시 초점 조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3)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위상은 바뀌지 
않는다. 물리적 공간이 사회적 공간의 거리와 일치하는 것은 찾기 어렵다. 
[이론사회학_가] 

의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사와 공기한 ‘-지 않
다’, ‘-지 못하다’ 등의 긴 부정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 않다, -지 
못하다’뿐만 아니라 ‘-기 어렵다’도 포함시킬 수 있다. ‘-기 어렵다’는 남길임(2014)
에서 어휘 부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정 방식인 ‘-지 않다, -지 못하다’
와 함께 학술 텍스트에서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정의 표현이다. 의미상 능력 부
정와 유사한 의미로, 주체 능력의 부족이나 여건의 부족 모두를 의미할 수 있는 완
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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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형 부정 표현은 완화의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평가를 완화시키는 양
상을 보여 준다. 그저 ‘적은 변화가 있었다’ 또는 ‘변화가 없었다’고 기술할 수도 있
지만 부정의 폭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나타낼 수 있
는 의미 범주의 폭을 다양하게 하는 효과를 낳아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있
기는 하지만 크지 않았다’ 정도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게 되어 의미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소진, 2012). 이러한 장형 부정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
용됨에 따라 단형 부정은 전체 학술 말뭉치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반대로 구어 
텍스트에서는 단형 부정이 더 자주 사용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간접적 방식의 평가적 태도는 ‘정도 조절, 수량 조절, 초점 조절’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었다.  

 

2.2. 인식적 태도 

앞서 살핀 평가적 태도가 대상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부정적 가치판단의 명제를 
형성한다면, 이 해당 명제에 대한 필자의 평가는 해당 명제에 대해서 필자의 주관성
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범주이다. 이는 담화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첨언
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담화에 대한 담화’, 즉 메타 담화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인식적 태도 표현은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의 척도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국 여러 표현들은 모두 객관성과 주관성을 모두 추구하는 
맥락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의 주관적 위치는 
앞서 2장에서 학술 텍스트의 특징에서 살핀 것과 같이 객관적이면서도 논증적이어
야 할 필요를 갖기에, 이에 따라서 학술 텍스트 필자의 인식적 태도는 객관성을 추

• 정도 조절: 평가적 태도의 강약이나 양상에 대한 부사어를 부가함  

• 수량 조절: 수와 양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평가적 태도를 

드러냄 

• 초점 조절: 대상을 명확하지 않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평가적 태도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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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면서 어느 정도의 주관성을 추구하는 맥락 가운데 위치한다. 이에 따라 본 분석
에서는 객관성 중심의 표현과 주관성 중심의 표현을 나누었지만, 객관성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은 역설적으로 주관성 가운데서 객관성을 강화하며, 주관성을 중심으로 하
는 표현은 객관적 기술 가운데 주관성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 자기 투영을 통한 인식적 태도 

(가) 자기 투영 구조의 다성성과 투영 동사의 사용  

투영 구조는 학술 텍스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법 구조라고할 수 
있다.  

(34)  장기제는 ‘그레고리 부인의 <옥문>에 대해 작가의 본령이 민속적 전설극의 
세계에 있으며, 영웅적 정신으로써 고대의 전설 혹은 근대의 역사적 사실을 
묘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작품은 민속극을 활용한 국민극의 
범주에서 <검찰관>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 
[국어국문학_가] 

(35)  공간의 이러한 사회적, 인식적 성격에 주목한다면, <북찬가>는 공간에 따른 
주체의 인식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이끄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 07] 

첫번째 사례에서 나타나듯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는 ‘-다/
라고’ 인용절의 사용 역시 투영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명제를 필자가 
인용 동사로서 투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두번째 사례에서 나타나듯 또한 
학술 텍스트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필자 자신의 명제를 인용
절을 통해 드러내는 표현들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들 표현의 구조를 보면, 필자 의견을 드러내는 명제에 ‘알다’, ‘평가하다’, ‘하다’
와 같은 서술어 표현이 덧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어는 필자의 심리나 사고
를 드러낸다는 특징을 갖는다. ‘알다’, ‘하다’, ‘보다’ 등의 동사는 추상화되어 필자의 
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다’와 ‘보다’는 사실 ‘말하다’와 ‘사고하다’
와 같은 본래적 의미를 가지나 이들은 추상화되어 필자의 인지를 나타내는 사고·심
리 동사로 기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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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표현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할리데이의 ‘투영’에 대한 기술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구문은 이른바 ‘투영(projection)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는데, 투영을 통해서 내용이 되는 명제는 뒤에 붙은 절의 ‘내용’(content)
의 표현으로서 정립되며 후행하는 술어에 따라서 정신적 사고의 내용이나 동사적 
과정의 내용이 결정된다(Halliday & Matthiessen, 2014:440). 즉 후행하는 술어의 의
미가 선행하는 명제에 ‘투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문법 범주에서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 안긴 문장의 형식과 유사하
여 보문 구성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장종결부에서 앞선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후행 술어가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은 기존의 양태 논의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 문병열(2007)에서는 양태를 실현하는 문법적 연어들도 보문구성으로 보
고 있다. 주세형(2010b:278)에서도 이러한 문장 구조에 주목하여 교육 문법에 반영
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54) 

(36)   
ㄱ. 본부의 대안은 여전히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본다.  
ㄴ. 내일 다섯 시에 만나기로 정해졌다. 

위 예문에서 표시한 문장종결부의 요소들은, 마치 인용절과 같이 내용절의 내용
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덧붙인다. 여기서 문장의 의미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덧입어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용절 여부를 떠나서, 이러한 투영 표현은 명제
의 성격을 보다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 이러한 성격을 갖는 표현은 ‘-다/라고 본다, -으로 평가된다, -
임을 알 수 있다, -(으)로 생각된다,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으)로 기대된다, -다/라
고 할 수 있다’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심리 동사를 통해 자신의 발화를 투영하는 ‘자기 투영’의 표현은 어떤 필
자 태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투영 구조는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제기하는 다

                                                 
54) 주세형(2010b:278)에서는 기존의 인용절과 다음 문장들의 공통성을 지적하고 있다. (강조

는 연구자) 
ㄱ. 우리는 그가 정당했음을 깨달았다. (교과서에서는 ‘명사절’의 예문으로 다루어짐)  
ㄴ.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 (교과서에서는 ‘관형절’의 예문으로 다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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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본질을 드러내는 언어 장치라고 본다. 투영은 다른 화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
성성을 드러낸다. 즉 일반적으로 투영되는 내용은 필자가 아닌 다른 주체의 명제이
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인용·투영하여 드러낸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투영하는 필자와 투영
되는 필자의 출처를 분리하게 되는데, 텍스트 내에서 명시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
지 층위의 필자의 목소리가 나타난다고 본다면, 투영하는 필자(writer, 지금 쓰는 사
람)와 투영되는 정보의 원천인 저자(author, 인용되고 참조된 다른 목소리)가 구별
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이 구별된 목소리를 통해서 저자의 주장을 다시
금 인용하는 입장에 서면서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즉 필자 자신의 명제를 타자인 것처럼 인용하는 ‘자기 투영’ 표현은 다성적 필자를 
상정함으로서 인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면 이때 드러나는 필자 자신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결합하는 서술어에 따라
서 ‘자기 투영’을 통해 드러나는 필자의 주관성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알다, 
보다, 하다’ 등과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 특히 이 경우 ‘-(음)ㅁ을 알 수 있
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으)ㄹ 수 있다’와 결합하여 필자의 판단을 투영하는 경우
가 빈번하다.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표현은 ‘-다/라고 할/볼 수 있다’와 ‘-(음)
ㅁ을 알/할/볼 수 있다’이다. 

 

[도표 III-6] 투영 구조의 다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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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가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긍지의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홉 켤레의 신발’과 ‘아홉 마리의 강아지’로 표현된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긍지를 산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성질은 보호와 양육 나아가서는 희생의 필요이며 그러한 성질의 
주체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자식이다. [국어국문학_다] 

(38)  전 지구화에 관한 논의가 금융 분야의 전 지구화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사회학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도 이러한 경향을 가져온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이론사회학_라] 

이 표현은 학술 텍스트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학술 텍스
트와 일반 말뭉치를 비교하여 추출한 핵심 구문 연구인 남길임·최준(2014)에서 ‘-(으)
ㄹ 수 있다’가 포함된 정형화된 표현이 3, 5, 6, 9, 10위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제
시한다 즉 ‘-다/라고 할/볼 수 있다’는 다른 장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술 텍스
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라고 할 수 있다’의 의미는 ‘-다/라고 하다’의 간접 인용과 ‘-(으)ㄹ 
수 있다’의 의미를 두루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다/라고 하다’는 간접 인
용의 표현으로, 여기서 ‘하다’는 ‘말하다’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필자 자
신의 명제임에도 인용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명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효
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으)ㄹ 수 있다’의 양태 표현은 ‘보다’, ‘하다’의 수
행 동사와 결합하여 수행이 가능함, 즉 주체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사태가 일어
날 가능성보다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다 객관
적으로 기술하는 효과를 더한다(자세한 ‘-(으)ㄹ 수 있다’에 대한 논의는 다음 항목 
참조). 

한편 ‘-다/라고 보다’는 ‘보다’ 동사를 사용하여 ‘-다/라고 하다’에 비교하면 보
다 필자의 주관적 인지의 위치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다’라는 수행적 동사
가 사용됨으로써 ‘-다/라고 볼 수 있다’에서도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로서 
보다 적극적인 인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다고 하다’라는 본래의 인용
의 표현에서 ‘하다’ 동사가 ‘보다’로 변용됨으로써 사태에 대한 환언보다는 인지나 
해석을 의미하게 됨에 따른 것이다.  

‘보다’ 외에도 여러 가지 심리사고 동사를 통한 투영이 나타난다.  

(39)  조희순은 <독일 자유극장 이후>라는 연제로 강연을 했는데, 독일 연극계에 
대한 초점을 자유극장 이후에 둠으로써 오토 브람의 자유무대(Freie Buh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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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 이후 진행되었던 독일 연극의 전개과정을 설명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오토 브람 이후 독일 연극은 브루노 빌레의 자유민중무대(Freie 
Volksbuhne, 1890), 신자유민중무대(Neuer Freie Volksbuhne, 1892), 막스 
라인하르트의 민중축제극으로 이어진다. [국어국문학_가] 

(40)  수량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지표들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측정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사회의 질 관점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중대한 결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라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전 
내용의 구체적인 역사적 특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은 
새로운 사회 모델의 추구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론사회학_라] 

이들 동사는 명시적인 필자의 주관성을 나타내는 심리사고 동사와 결합함으로써 
필자의 주관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의 주체는 필자이며, 
여기에 ‘-(으)ㄹ 수 있다’를 결합함으로써 주체가 추측하는 것이 가능함, 즉 능력의 
의미를 갖는다. 안소진(2012)에서는 이러한 ‘심리동사 인용문’이 다른 생각을 인용하
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어, ‘생각의 전달’로서 ‘간
접적’으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이라고 제시한다. 이는 인용 본연의 개념에
서 출발하여 필자가 ‘완화 표현’의 전략으로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심리사고 동사가 피동 파생접미사 ‘-되-’와 결합하여 피동사로 나타나
는 경우도 나타난다. 

(41)  80 년대 이후 대처리즘과 레이거 노믹스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적 전 지구화는, 각 국가별 발전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차이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일국 내에서 
정책을 도구로 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일국적 발전 
모델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론사회학_라] 

(42)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극과 민중극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이냐 민중이냐가 아닌, 이들의 “통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 국민과 민중은 일반 대중으로 소급되고 국민극과 민중극은 동일한 
연극적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국어국문학_가] 

이러한 표현은 사태를 내용절로 두고 사고의 주체인 필자를 숨겨 판단의 객관성
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안소진 2012). 신선경(2008:82)에서는 과학 글쓰기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는 연구자인 반면 문장의 표면적 주어는 물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표면적 주어가 나타내는 서술의 대상은 현상 자체
이며 현상을 유도하는 행위의 주체는 과학적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되는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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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격 구문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제민경(2015)에서도 뉴스기사보다 학술 텍스
트에서 피동이 더 선호되는 데에는 ‘주장하는 해석자’로서 텍스트 내에서의 역할이 
관여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학술 텍스트의 필자는 내용 명제 뒤에 숨겨져 내용
의 객관적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 ‘판단하다’와 ‘판단되다’의 사용에서도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43)  농문화적응에서 농문화 소속감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6 으로 원척도와 
비교하여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것 또한 원척도가 개발된 미국과 국내 
농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_다] 

(44)  한국 사회변혁 운동이나 불교사회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한국 
사회운동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1987 년이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운동의 질적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이기도 하였지만 이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론사회학_다] 

여기서 ‘판단하다’보다 ‘판단된다’를 사용한 경우 사고 과정을 드러내면서도 그 
주체가 숨겨져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자기 주장이 가능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동 표현으로는 ‘-되다’ 파생 피동사 외에도 피동접사 ‘-이-‘, ‘-아/어지다’를 통한 
표현도 나타나고 있다.  

(45)  예를 들면, 미국의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들 교육에서 
사용하는 “Simulation Room”을 통한 실천적기술향상에 초점을 둔 교육방식 
등은 우리에게 많은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적 능력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이들을 서 비스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적 
민감성이 확보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회복지학_나] 

(46)  그런 의미에서 그는 타인이 존경하거나 부러워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그의 내면에는 긍지보다는 소심의 정념이 지배적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매우 도식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앞 장에서 살펴본 시 <층층계>의 아버지처럼 글을 쓰는 
시인이며 어려운 형편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지만 궁핍한 현실에 대해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가 딛고 있는 현실의 토대는 
“눈과 얼음의 길”이며 “屈辱과 굶주림과 추운 길”이다. [국어국문학_다] 

학술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겠-’의 용례는 주로 필자의 행위 의지에 대한 용례
가 있고 인식적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는 ‘-다고 하겠다’의 용례 정도만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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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원작에 없는 ‘소설’ 표기 하에 표제의 변경과 ‘실지묘사’의 창작 방법을 
명확히 한 장르표지는 작가의 의의를 이야기의 ‘재료’라는 원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실재성을 구현하는 변형의 방식에 구하여 사실성과 ‘묘사’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소설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의식했다고 하겠다. 
이것은 ‘신구소설’이 그 제재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얻거나 동양윤리적인 
연애담을 소재로 한 출판물이 성행해왔던 개작의 행위가 창작으로 간주된 
시대의 연속선상에서 “소설 제재가 대부분 불교나 중국문학에서 취”해졌던 
양건식 문학 평가와도 공유되는 맥락이다. [국어국문학 2] 

‘-다고 하겠다’에서의 ‘-겠-’의 의미는 의지나 추측보다는 공손과 완화의 ‘-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진(2015)에서도 학술 텍스트의 ‘-겠-‘이 다른 장르에서의 
기능과는 달리 인지적 완화 표현으로 사용됨을 지적한 바 있다. 역시 학술 텍스트에
서 문법 기능의 주된 기능이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와 관련되어 실현됨이 나타나
는 부분이다.  

정리하면, 이렇게 필자 자신의 명제를 투영하는 ‘자기 투영’ 표현은 해당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위치를 표상하는데, 저자와 필자의 분리를 통한 다성성을 통해 
객관적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주로 심리사고 및 발화와 관련된 동사와 결합하
여 나타나고 있는데 능동 심리사고 동사는 판단 주체로서 가장 두드러지는 필자의 
위치를 보여 주며, 피동 심리사고 동사는 필자가 대상에 다소 가려져 필자 판단을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나) 동적 양태로서 ‘-(으)ㄹ 수 있다’의 사용 

‘-(으)ㄹ 수 있다’는 투영 구조에 높은 빈도로 덧붙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개별 
요소로만 보아도 학술 텍스트에서 빈도가 대단히 높은 언어 요소이다. 최준·송현주·
남길임(2010)에서 학술 텍스트의 정형화된 표현을 형태소 연속을 검색한 결과 ‘-(으)
ㄹ 수 있다’를 포함한 다수의 표현이 높은 빈도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으)ㄹ 수 
있다’ 자체의 사용도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학술 텍스트에서 자주 출현하는 ‘-(으)ㄹ 수 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염
재상(1999)에서는 ‘-(으)ㄹ 수 있다’의 의미를 ‘가능, 능력, 허가’의 근원 의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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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식, 산발, 양보’ 등의 파생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중 주요한 두 
의미를 염재상(1999)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5)  

(48)  ‘-(으)ㄹ 수 있다’의 의미 기능 
ㄱ. 근원적 의미  

－ 가능성: 새로운 항로의 개통으로 프랑스까지 10 시간이면 갈 수 있다.  
－ 능력: 한국은 월드컵 16 강에 진출할 수 있다.  
－ 허가: 그 군인은 밤 10 시에도 외출할 수 있다.  

ㄴ. 인식적 의미 
－ 적군들이 공격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 철수는 차를 놓쳤을 수 있다. 우리 먼저 떠나자.  

즉 ‘-(으)ㄹ 수 있다’의 근원적 의미는, 특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할 
능력이 있거나 허가를 받았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근원적 의미에서는 인식적 
의미가 파생되는데, 이는 ‘화자가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추측하거나 판단하는’ 의미
를 의미한다. 즉 ‘-(으)ㄹ 수 있다’가 근원적 의미인 가능, 능력, 허가 외에 갖는 인
식적 의미는 상태에 대한 가능성을 화자가 인식함을 드러내는 기능이다. 여기서 보
듯이 ‘-(으)ㄹ 수 있다’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개
념을 받아들이되 변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ㄱ)를 ‘수행적 가능성’으로, (ㄴ)를 ‘인식
적 가능성’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수행적 가능성은 어떤 행위에 대한 가능, 능력, 
허가인 반면, 인식적 의미는 사태나 사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근
원적 가능성은 부정이 가능하나 인식적 가능성은 부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의 
변별적 차이가 있다(자세한 논의는 염재상 1999를 참조).  

학술 텍스트에서 ‘-(으)ㄹ 수 있다’의 용법은 전체적으로 수행적 가능성과 인식적 
가능성 모두에서 나타난다. 여기서는 먼저 투영 구조에 덧붙는 ‘-(으)ㄹ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수행적 가능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피겠다. 한편 이러한 인식

                                                 
55) 이외에도 염재상(1999)에서 제시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산발의 가능성: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원숭이도 때때로 나무에서 떨어진
다)  

-양보의 가능성: 당신 말이 옳을 수 있어, 그래도 그것이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설
령 당신 말이 옳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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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능성 외에, ‘수행적 가능성’의 기능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사실 학술 텍스트에
서 ‘-(으)ㄹ 수 있다’는 위와 같이 인식적 가능성으로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 ‘-(으)
ㅁ을 알/볼 수 있다’, ‘-다/라고 할 수 있다’와 같은 투영 구조의 덩어리로 더욱 빈
번하게 사용된다. 이들 인식이나 발화 동사로서 투영에 ‘-(으)ㄹ 수 있다’를 결합한 
표현인데, 이들이 학술 텍스트에서 이토록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
저 ‘-다/라고 할 수 있다’의 양상을 보자.  

(49)  더욱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양육태도의 혼란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부모의 스트레스가 신체학대의 유발과 처벌적 
훈육행동 및 자녀의 공격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를 보살피는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_나] 

위 사례에서 ‘-다/라고 할 수 있다’에서 ‘하다’의 의미는 ‘말하다’로서 발화 동사
로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형의 기능은 이와 같이 명제 내용을 환언
하여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여기서 ‘-(으)ㄹ 수 있다’는 해당 명제가 
사실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환언하여 말하는 것이 가능한다는 수행적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말)하다’보다 더욱 수행성을 갖는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50)  이제 국민 경제 전략의 시대는 갔으며 개별 국가의 정부―특히 발전이론이 
관심을 두었던 저개발 소국들의―는 더 이상 국내 경제를 운영하고 산업화를 
이루거나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1950～60 년대는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인 규모로의 확장의 역사에 
있어서 특이한 틈새였음을 이제 알 수 있다. [이론사회학_라] 

(51)  물리적 공간으로서 유배지의 험난한 생활 환경에 대한 구체적 묘사는 후기 
유배가사 작품군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특질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천상계, 지상계와 같은 허구적 설정으로 구성되는 전기 유배가사의 공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유배가사군의 작품 세계를 변별짓는 하나의 지점이 될 수 있다. 
[국어국문학_라] 

첫번째 사례와 같이 ‘-을/를 알/볼 수 있다’의 사례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남길임·최준(2014)의 말뭉치 분석에서 6 형태소 연속 중 2, 11위에 나타난 만
큼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여기서 ‘-을/를 보다, 알다’는 구체적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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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행위로서 어떤 사실을 ‘목도’하거나 ‘인지’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체적 행위
에는 암시적 주체가 필요해지는데 여기서의 숨겨진 주체는 필자이기도 하지만 한편
으로는 독자를 포함하게 된다. 즉 여기서 ‘절실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주체는 필
자 또는 독자를 포함한 우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체적인 필자 또는 독자를 포함한 
우리가 이를 인지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낸다. 두번째 사례도 ‘지적하다’와 결합한 
경우로서 ‘알다, 보다’보다도 더 수행적인 동사와 결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사례 모두에서 ‘-(으)ㄹ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태가 가능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음
을 나타내므로 수행적 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사례의 수행적 가능성은 주체의 ‘능력’을 기술하는 기능으로서 양태의 분류 
중에서 동적 양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양태의 구분에서 인식 양태와 달리 동
적 양태는 사태의 속성을 기술하는 기능을 한다. 즉 ‘-(으)ㄹ 수 있다’의 ‘능력’이라
는 동적 양태적 기능은 인식 양태의 ‘가능’의 의미에서 출발하나, 보다 객관적인 주
어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주어의 능력 상태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행적 가능의 기능은, 앞서 살핀 인식적 가능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인식적 가능성은 반배제성을 통한 완화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가졌다면, 수행
적 가능은 오히려 필자와 독자의 인식이 가능하거나 인식할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 
조건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사태를 보다 객관적 사실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
는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보다 객관적이고 고정적인 사실로서 제시하는 장치로서 
논증을 강화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주관성 및 객관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
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적 가능의 ‘-(으)ㄹ 수 있다’는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의 인식적 태도
를 드러내는 데 대단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 사례를 보자.  

(52)  ‘펄럭펄럭’이라는 의성·의태어는 문의 재료를 나무나 철에서 천 조각 혹은 
헝겊의 층위로 전이시킨다. 이처럼 가볍게 펄럭이는 문의 외관은 다시 “찢어진 
봉창문 같은 나의 生活”과 유비관계를 형성한다. 봉해진 창문에 겨우 구멍을 낸 
작고 궁색한 생활의 형편이 ‘펄럭펄럭’ 불안정하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 세심하게 문맥을 따져보면 천 조각으로 된 문이 열릴 때는 
‘펄럭펄럭’ 가벼운 형태를 지니지만 닫힐 때는 ‘꽝하고’ 무거운 소리를 냄을 알 수 
있다. 시적 자아에게 이 닫힘의 소리는 가슴 철렁한 불안의 원인을 상징한다. 
‘불안’의 원인을 다시 따져보면 ‘나(가장)’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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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는 점, 자식들이 어리다는 점, 모든 문이 언제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 모두의 원인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지시한다. 따라서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성질은 불확실함이며 그 주체는 
미래라는 시간성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_다] 

위 사례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주된 명제는 굵은 표시의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에 
필자는 ‘-(으)ㄹ 수 있다’ 표현을 부가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말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필자의 인식 또는 환언으로 투영함으로써 필자의 주관적 인
식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으)ㄹ 수 있다’를 사용하여 객관적 기술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례에서 발화 동사로 투영된 경우와 인식 동사로 투영된 경우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사태에 대한 필자의 해석에 대해서는 ‘-을/를 알 수 있다’를 사
용하고, 이에 후행하는 필자의 주체적인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라(고) 할 수 있다’
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사태에서 추출된 해석은 고정적이고 객관적 사실로서 제
시고 있으며, 보다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필자의 추론은 발화 동사를 사용하여 
자기 발화를 인용하는 형태로서 덜 고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리하면 학술 텍스트에서 ‘-(으)ㄹ 수 있다’는 이렇게 크게 1) 완화 표현으로서
사태의 가능성 기술과, 2) 주체의 인식 능력에 대한 객관적 기술의 두 의미로 사용된
다. 다만 여기서 첨언할 것은 이러한 두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는 어렵다는 점이
다. ‘-(으)ㄹ 수 있다’ 표현의 이중성에 대해서 염재상(1999)에서는 ‘-(으)ㄹ 수 있다’
의 의미가 서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의미는 이들 사이에 걸쳐져 있어 중의
적 양상을 보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 텍스트에서의 기능 역시 결합하는 동사
나 덩어리 표현, 선행 명제와 맥락의 성격에 따라 명확한 구별이 어려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다소간의 중의성은 주관성과 객관성을 모두 추구하는 
학술 텍스트 맥락에서 더욱 유용한 모호함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완화 표현
으로서의 기능이나,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기능 모두 학술 텍스트에서 추구하는 주관
성의 표현 방향에 같은 측면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2) 인식 양태를 통한 인식적 태도 

전통적으로 양태 범주에서 필자 또는 화자의 명제에 대한 인식은 인식 양태 표현
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인식 양태는 명제에 대한 필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표
현들로서, 심리적 태도의 주체는 필자가 됨으로서 필자의 주관적 위치를 드러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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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먼저 인식 양태로서 강한 확신을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의 경우에서 
인식 양태 표현의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53)  유럽의 국민극은 그 관객 대상이 민족이든, 국민이든 혹은 대중이든, 하나의 
이데올로기 아래 대상 관객을 통합해낸 연극이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극은 일제강점기 연극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신극의 모델로 인지되었을 
것이다. [국어국문학_가] 

(54)  개발된 한국판 농인 문화적응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사한 
구성개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만일 개발된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높다면 이미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집단 
자아존중감 척도와의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사회복지학_다] 

위 사례에서 ‘-(으)ㄹ 것이다’의 인식 양태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명제에 대한 심
리적 판단이 드러나고 이에 따라 그러한 판단의 주체로서 필자가 암시적으로 드러
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으)ㄹ 것이다’는 어떤한 필자의 인식을 드러내는가? 인식 양태 중에
서 ‘-(으)ㄹ 것이다’는 ‘확실성 판단’(문병열, 2007:69)에 해당한다. 인식 양태의 의미 
요소에 대해서는 정보의 확실성, 획득 방법, 내면화 정도(박재연 2006, 임동훈 2008, 
엄녀 2010)로 분석할 수 있다. 정보의 확실성은 정도에 따라 ‘확실성’, ‘개연성’, ‘가
능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확실성 판단’은 화자가 명제에 대해서 완전한 확신을 가
지는 것이며 ‘개연성 판단’은 오십 퍼센트 이상의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가능성 
판단’은 오십 퍼센트 미만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이중 ‘-(으)ㄹ 것이다’는 실상 추측 
표현 중 가장 강한 확실성으로 기술된다(엄녀, 2009; 이필영, 2012). 다음으로 정보의 
출처에 있어서도 ‘-(으)ㄹ 것이다’는 객관적 ‘추론’에 의한 정보로 보고 있으며(전나
영, 1999) 또한 ‘-(으)ㄹ 것이다’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내면화된 지식이나 타인의 지
식에 바탕을 둔 정보로 ‘이미 앎’에 해당한다. 즉 필자의 내면화된 지식에 따라 객관
적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필자는 이에 대해 강한 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식 양태로서 ‘-(으)ㄹ 수 있다’의 사용을 살펴보자. 학술 텍스트에서 
‘인식적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55)  대상에 대한 부르디외(Bourdieu)에 따르면, 한 행위자에 의해 점거된 장소와 
획득된 물리적 공간 속에서의 주체의 자리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회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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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살핀다면, 유배가사의 공간은 그곳을 점유하는 인간의 가치와 의미가 
형성, 변화되고 한편으로 발견되는 지점을 제공해주는데, 유배가사 자체의 
가치와 의의도 여기서 마련될 수 있다. [국어국문학_라] 

(56)  그러나 합심이 곧 마음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마음조차도 관계의 산물이고 그러한 점에서 무상한 그 무엇이라면 합심은 항상 
변심 가능성을 전제한다. 변절에 대한 경계나 변절자에 대한 배제가 
강화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바뀌면 합심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 합심은 안정적인 지속을 추구하지만, 그 자체로는 상황적인 노력이며, 
일시적 결과일 수 있다. [이론사회학_나] 

인식 양태로서 ‘-(으)ㄹ 수 있다’는 앞서 자기 투영에 덧붙어 나타나는 동적 양태
로서의 쓰임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높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 앞서 제시한 동적 양태
로서의 쓰임과는 달리 인식적 가능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 사례를 보면, 여기
서 ‘-(으)ㄹ 수 있다’는 투영된 명제의 관점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으)ㄹ 지도 모른다’의 의미를 가져 사태가 실현 가능성이 
있음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인식을 보여 준다.  

안소진(2012)은 학술 텍스트의 이러한 ‘-(을) 수 있다’의 기능에 대하여 ‘반배제성’
을 통해 명제의 사실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즉 ‘사실일 수도, 혹은 아
닐 수도 있는 불확실성’을 통해서 명제의 최종적인 용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완화 표현(hedge)의 일종으로 학술 텍스트에서 객관적 논증을 
가능하게 하는 특기할 만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의 의미는 전술하였
듯이 '가능성이 크다, 여지가 높다, 여지가 있다'와 같이 양-크기 조절의 자원을 통
해서도 나타난다. 

‘-(으)ㄹ 것이다, -(으)ㄹ 수 있다’ 외에도 빈도는 낮으나 ‘-(으)ㄴ/는 셈이다’, ‘-것
이다’와 같은 양태 구문도 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나타낸다.  

(57)  이런 점에서 살핀다면, 번화지와의 단절은 정치적 몰락에 따른 사회적 진출, 
즉 치인(治人)의 포기를 내포한다. 따라서 ‘지원(至願)’과 ‘복지(福地)’는 그 
표면적 의미와 달리, 출사가 좌절된 상황으로 말미암아 정치성과 사회성이 
거세된 채 가족과 가문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서 비롯된 대타적 공간인 
셈이다. [국어국문학_라] 

(58)  반면 이들 고부가가치 창출 집단은―리처드 플로리다에 의하면 ‘창조계급’ 
집단으로도 지칭할 수 있는데―탈숙련 저임금 지역주민과 연결되지 않는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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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면서도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민자, 빈곤층 지역과 단절되는 
것이다. [이론사회학_가] 

‘-(으)ㄴ/는 셈이다’ 구문 역시 화자의 판단과 상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양태적 구
문이라고 할 수 있다(남길임, 2003:177). 여기서 ‘것이다’ 구문은 텍스트 내에서 응집
적 역할을 하는 기능 역시 수행하지만, 선행절의 내용을 ‘것’이라는 대상으로서 대
치시키면서 내용을 대상화하여 보다 강조하면서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강조뿐만 아니라 텍스트적 응집성과 관련된, 텍스트적 기능을 수행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또한 고형진(2005)에서는 ‘-는 것이다’가 안긴 절의 내용을 ‘대상
화’시킨다고 본 바 있는데 이 역시 후행 양태 요소가 선행 명제를 품어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이다’는 인용의 ‘-다/라는’과 결합하여 ‘-다/라는 것이다’로서 사용되
는 양상도 나타난다.  

(59)  결혼을 위해 이주한 여성들은 언어, 가치관, 가족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화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 
선행연구들은 다문화가정 및 이민가정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아동학대 
발생위험성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1 차적으로 부모가 됨으로써 겪게 되는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한국생활의 적응 및 
양육과 정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경험함으로써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는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학_나] 

(60)  종교사회운동 중에서도 불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불교사회운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박수호는 불교사회운동을 ‘불교의 이상과 가치체계를 
내면화하고, 이를 불교적 방법에 의해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실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출발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는 포괄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의 
사회운동이며, 이는 곧 불교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모순의 해결을 통해 중생의 고통을 현실에서 제거하고 모든 중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동이불교사회운동이며, 이러한 행동의 본질이 곧 불교 그 
자체로 재해석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사회학_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서 제시된 명제를 다시 환언하며 대상화시켜 강조할 때 
사용되고 있다. ‘-는 것이다’에 인용의 ‘-다/라고’가 결합되어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사용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또한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도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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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여기서 소월은 시혼이 직접 사물에 이식(투영)됨으로써 작품(음영)을 
창조한다는 김억의 주장을 단호하게 부정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혼의 영원불멸성, 
즉 자재변환(이식으로서의 상징적 작용)의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월이 주장하는 영원불멸성은 시혼의 절대적 초월성을 의미한다기보다 미적 
독창성(자율성)을 창출하기 위해 시적 대상을 장악·소유·변형하는 데카당스적 
시작 과정과 창조력을 거부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보아야 한다. 음영은 바로 이 
자아의 신적 권한을 내려놓은 영혼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다. [국어국문학_나] 

(62)  이러한 최근의 논의는 전 지구화를 제도적 수렴의 압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회의 질 논의가 경계해야 할 위험의 존재를 일깨워준다 할 수 있다. ‘사회성을 
장착한 유럽이라는 전망’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전 지구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이 사회에 따라 다르듯이 ‘사회성’의 내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론사회학_라] 

특히 ‘-아/어야 하다’는 ‘-(으)ㄹ 것이다’와 결합하여 ‘-아/어야 할 것이다’의 복
합 형태로도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대로 ‘필요가 있다’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러한 수량을 통한 표현이 ‘-아/어야 하다’와 같은 인
식 양태보다 주관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3)  시에 드러난 정념의 원인을 제대로 추적하기 위해 맥락과 상황이 시적 
자아의 정신에 어떻게 굴절되는가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목월의 
생활시편에 드러난 긍지와 소심의 정념 분석 과정 또한 이 같은 세심한 판단을 
요구한다. [국어국문학_다] 

정리하면 이러한 인식 양태 표현들은 명제에 대한 필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
는 표현들로서, 주관적 판단의 주체인 필자를 전제함으로써 필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양태 논의에서 인식 양태의 범주에서 논의 되었던 ‘-(으)
ㄹ 것이다, -(으)ㄹ 수 있다, -는 것이다, -(으)ㄴ/는 셈이다, -아/어야 하다’ 등이 포
함된다. 이러한 인식 양태의 사용은 명제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텍스트에 실현함으
로써 필자 태도가 잘 구현된 텍스트 형성에 기여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시상을 통한 인식적 태도 

문장 종결부에 나타나는 문법 요소 중 동작상이나 시제의 표현은 본래 시간에서
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작상 표현 역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박재연(2007)은 문법 요소가 중심 의미와 주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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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는데, 시상 표현은 주변적 의미로서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민경(2013)에서는 시제 표현에 필자/화자의 사태에 대한 
인식이 반영될 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 텍스트의 주제가 갖는 ‘상황적 
시간성’이 반영되게 된다고 하였다. 즉 텍스트의 시간 표현에는 필자의 관점과 텍스
트 내에서의 ‘시간’의 개념도 관여하게 된다. 김민영(2012)에서는 실제 시간 표현이 
장르마다 다른 기능을 드러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학술 텍스트 장르에서 필자 태도와 관련한 시상의 역할이란 어떤 것일
까? 다음 부분에서 과거와 현재의 사용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64)  한국연극사에서 극예술연구회는 신극의 계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헌구가 조선연극사에서 극예술연구회의 지위를 문수성과 
유일단, 토월회의 뒤를 잇는 신극단체로 정리한 이래, 극예술연구회는 이두현, 
유민영 등에 의해 신극의 전통으로 그 지위를 자리매김했으며, 이러한 평가는 
큰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다. 

극예술연구회에 부여된 연극사적 중요성은 무엇보다 한국연극사에서 
유치진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은 유치진에 대한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극예술연구회를 시작으로 한국연극계의 권위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온 유치진의 지위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 중 중요한 것이 
극예술연구회의 변화와 유치진 작품세계의 변화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유치진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극예술연구회 
2 기의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해외문학파가 중심이 되었던 극예술연구회 
1 기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상대적으로 축소시킨 측면이 크다. 유치진이 
극예술연구회와 극연좌로 이어지는 극예술연구회의 핵심인물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극예술연구회의 성립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해외문학파에 대한 논의 역시 좀 더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극예술연구회가 설립되던 당시 구성원은 윤백남, 홍해성, 
유치진을 제외하면, 모두 해외문학, 시문학, 문예월간 등에 참가 했던 소위 
해외문학파로 통칭되던 인물들이었다. 김진섭, 이헌구, 서항석, 이하윤, 장기제, 
정인섭, 조희순, 최정우, 함대훈 등 해외문학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설립 
당시의 극예술연구회는 이들 해외문학파의 동인적이고 연구적인 성격, 현장 
연극의 경험이 없다는 비전문성으로 인해 연극사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특히 해외문학파가 활동했던 극예술연구회 1 기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극 우선론’은 우리의 전통극적 유산 및 근대극 
운동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문학파와 홍해성, 유치진 간의 연극론에서 드러나는 
이질성이 주목되었다. 양승국은 홍해성과 유치진이 해외문학파 중심의 번역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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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통한 극문화의 수립에 일방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음을 밝혔으며, 
김재석은 번역극 우선론을 중심으로 한 극예술연구회 1 기의 공연 활동을 일본 
츠키지소극장의 추체험의 결과로 정리함으로써, 극예술연구회가 가진 연극사적 
지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극예술연구회가 1 기에서 2 기로 전환하게 된 변화의 동인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특히 김재석의 연구는 그간 추측에 
불과했던 츠키지소극장과 극예술연구회의 연관성을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그 구체적 실체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극예술연구회에 부여된 과도한 가치평가를 어느 정도 
걷어내었으며, 극예술연구회 내에서 구성원들의 분리, 공연 활동에 나타난 
현상적 변화원인을 설명해주었다고 할지라도, “왜 이들이 하나의 단체 아래로 
모일 수 있었는가”라는 결집의 이유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이승희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획득하려 했던 해외문학파의 욕망이 미디어 
정치와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극예술연구회의 성립이라는 문제를 해명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해외문학파와 홍해성, 유치진의 결합 및 윤백남의 가담이라는 
문제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극예술연구회 1 기 구성원들의 논의, 특히 그들의 
연극담론을 중심으로 해외문학파와 홍해성, 유치진, 그리고 윤백남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었던 연결의 고리, 즉 이들이 함께할 수 있었던 내적 동인을 
“그들이 지향했던 연극이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국문학_가] 

위 텍스트의 문장 종결부에서 현재는 밑줄, 과거는 굵게 표시하였다. 이 사례에
서 보면 기본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실은 과거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는 실제로 물리적 시간으로서 과거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에 이에 대한 필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현재 필자의 판단이나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로 전이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
며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집필 중인 본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
하고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 이러한 현재와 과거의 기능에 대한 논의는 이슬비(2015)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는 학술 텍스트의 거시구조별 시상 표현의 분포를 분석하
였는데 연구 결과의 보고, 논의, 결론에 따라 시상 표현의 분포가 뚜렷이 차이를 보
인다. 특히 이미 수행한 연구방법과 결과를 보고하는 부분에서는 ‘-았/었-’을 선호
하나, 필자의 분석이나 비판, 판단과 같은 주된 논리는 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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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준다. 영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베드나렉(Bednarek, M., 2008:109) 역시 시
제와 양태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을 제시해 준다. 정서를 제시할 때 필자와 관련
된 직접적인 정서 표현(authorial affect(I/we))은 주로 현재 시제와 결합하고, 필자
가 아닌 대상의 정서를 나타낼 때는 과거의 시제와 더 자주 결합한다는 것이다. 이
는 정서에 대한 연구이고 또 다른 장르에 대한 연구이지만 시제가 갖는 양태성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술 텍스트에서 심리적 태도를 시간 표현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을것이
다. 이는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의 심리적 태도 측면이 매우 중요시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민경(2015:182)에서는 여러 장르 간 특성을 분별하기 위한 장르 문법
의 중핵적 교육 내용으로서 ‘관계성’, ‘객관성’, ‘시간성’을 들고 있다. 장르마다 중점
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서사 장르의 경우 시간성, 안내문과 같
은 경우 양태성이 중시된다는 것이다. 그중 학술 텍스트의 경우는 물리적 시간 진행
보다도 명제에 대한 필자의 인지적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
간 표현은 장르적 맥락에 따라서, 해당 사태가 걸쳐 있는 인지적 범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학술 텍스트에서는 시제의 물리적 시간 지시 기능보다도 다소 
추상적인 의미인 해당 명제에 대한 필자의 심리적 태도가 시간 표현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술 텍스트에서 과거 시제와 관련하여 ‘-(으)ㄴ 바 있다’의 사용도 주목할 
만하다.  

(65)  소월이 <시혼>을 개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시단의 일년>(개벽 42,1923. 
12)이라는 김억의 시평이다. 여기서 김억은 소월 시를 아래 인용문의 ㉠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국어국문학_나] 

(66)  본 척도는 외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김오남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6 문항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이미 사용한 바 있다. [사회복지학_나] 

제민경(2013)에서는 신문기사에서의 ‘-(으)ㄴ 바 있다’ 구문에 주목하였는데, 대
과거 시제의 완료와 단속(斷續)의 의미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태의 의미’로서 
‘-(으)ㄴ 바 있다’를 선호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여기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
은 ‘있다’로, 발화시 ‘현재’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학술 텍스트에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위 텍스트에서 ‘–(으)ㄴ 바 있다’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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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지 않고 필자의 논조를 견지하면서 과거의 사실을 조회하는 기능으로 사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필자의 논지는 현재 시제로서 
이루어지고 필자의 주장과 심리적 거리가 먼 내용은 과거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음
은 여기서도 적용된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였을 때 현재 시제와의 ‘연결이 끊어지’
는 반면 ‘-(으)ㄴ 바 있다’는 현재 필자의 목소리를 잃지 않게 해 주므로 과거 시제
로 이동하지 않는 것은 필자의 논조를 유지하게 해 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동작상의 사용을 살펴보자. 동작상이란 사건이 시간상에서 어떤 양상으
로 위치 지어졌는지 나타내는 범주이다. 학술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
고 있다’의 사용을 살펴보자. 

(67)  사실 <북찬가>는 유배지 갑산으로의 긴 거리에 비해 그 여정이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른 유배가사, 기행가사들이 여정의 체험을 
확장시켜 서술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국어국문학_라] 

(68)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 주요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성 차별적 요인들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중고령층 여성들의 취업, 사회활동 참여 등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중고령층 여성의 우울 예방이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_가] 

위 사례에서 ‘-고 있다’는 역동적인 진행상을 보여준다. ‘-고 있다’의 담화적 기능
은 문숙영(2008)에서도 제시했듯이 기본적으로 ‘진행상’의 의미를 갖기에 현재성이
나 진행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러한 ‘-고 있다’의 표현은 현장감과 생생함뿐만 아니라 인식 양태적인 기
능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9)  비록 강화에서의 삶과는 다른 사회 현실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정치성, 사회성 회복의 노정을 보여왔지만, 유배지에서의 절대적 폐쇄성과 
고립성은 다시금 정치성, 사회성의 급격한 후퇴를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어국문학_라] 

위 사례를 보면 필자는 명제를 단순 현재나 과거로 대치하여 나타낼 수도 있지만 
‘-고 있다’의 표현을 통해서 명제의 확실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
다. 이는 ‘-고 있다’가 갖는 ‘완료 상태 지속’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 ‘-고 있다’는 
현재 동작하는 진행상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부 동사와 결합했을 때는 완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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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을 드러내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한동완, 1999). 동작의 진행과 완
료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는 ‘-고 있다’의 본질적 의미는 본질적으로 ‘-고 있다’는 사
태를 내부에서 바라보는 내망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신언호, 2004). 즉 ‘-고 있다’는 
사태를 내부에서 바라봄에 따라 갖는 ‘부분성’에 따라, 이미 완결된 것으로 보는 외
망상의 과거 시제가 갖는 고정성보다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는 양
태적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슬비 2015).  

 
또한 ‘-아/어 오다’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 사건에 대하여 학술 

텍스트에서 사용되고 있다.  

(70)  특히 해외문학파가 활동했던 극예술연구회 1 기의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번역극 우선론’은 우리의 전통극적 유산 및 근대극 운동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국어국문학_가] 

(71)  이와 같은 가설들은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져 왔다. 예를 들면, 
Carmichael 과 Charles 는 부모와 같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부양 책임감으로 
인한 부양의 제공이 부양 제공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근로시간의 감소를 
유발하는 효과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부모 부양에 할애하는 시간은 증가하는 
반면 근로시간은 감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복지학_라] 

특히 ‘-아/어 오다’는 서론이나 선행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다. 

‘-게 되다’ 역시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다.  

(72)  시혼이 본질이며, 음영은 한낱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김억의 생각에 더 가까운 해석이다. 시 작품을 시혼의 부산물로 파악할 
경우 시대·사회·정경과의 관계에 ‘의해’ 음영이 현현한다는 사실이 은연중에 
은폐되어 버리며, 작품뿐만 아니라 시적 대상인 사물마저 개성을 창출하기 위한 
익명의 원료, 시인의 사적인 소유물로 전락하게 된다. [국어국문학_나]  

(73)  종전 후 미국과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케인즈 주의 복지국가의계급 
간 대타협과 포드주의 축적 체제를 기반으로 1960 년대 후반까지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의 성장기를 경험하게 된다. 서구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선 시기 
이후에도 지속된 일본의 고속 성장과 이후 남한 과 대만 등 동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의 급속한 경제적 성과는 이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설명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IMF 와 World Bank 의 입장으로 대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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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경제학적 설명과, 이를 반박하며 등장한 개발국가론의 대립적인 관점이 
논쟁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된다. [이론사회학_라] 

‘-게 되다’의 의미는 ‘피동’(고영근·구본관 2008:102), ‘변화’(김정남, 2009), ‘공손
성’(김서형, 2014) 등이 제기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면 ‘-게 되다’는 사건의 전환
에 따른 결과를 제시할 때 사용된다. 이는 위에서 보듯이 연구 경향에서, 문학 작품 
내의 줄거리에서, 필자의 논의에서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변화된 결과를 드러
내면서 그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동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피동이 갖는 간접성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아/어 있다’의 사용도 특기할 만하다.  

(74)  바로 여기에 극예술연구회의 연극적 이상과 그 실천적 행위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다. 극예술연구회가 추구했던 유럽의 국민극은 국가 
주도의 사업이었기에 가능했던 대극장(대야외) 연극이었던 반면, 앙투완의 
자유극장으로 대표할 수 있는 소극장운동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던 
소극장 연극이었다.[국어국문학_가] 

(75)  이렇듯 화엄사상에서는 인간과 사회든 집단과 개인이든 혹은 그 밖의 
사회적관계이든 양자 사이의 관계가 세 가지 차원의 여섯 가지 상의 분기로 할 
수 있지만 그 세 가지 차원의 관통하는 것은 결국 상즉상입의 원리임이 
전제되어 있다. 바로 분별을 떠난 초탈의 관점이 결합되면 이는 불성 즉 
일심으로 원융되는 바, 이를 화쟁 사상, 일심사상, 회통사상으로 체계화한 
학자가 바로 원효다. [이론사회학_나] 

‘-아/어 있다’는 자동사와 결합하여 완료상을 담당하는 문법 요소이다. 위 사례에
서 보면 ‘-되다’ 파생 동사로서 자동사들과 결합하여 특정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용
되고 있다. 여기서 ‘여기’가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필자의 논리에
서 어떤 부분을 장소로 은유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소로서의 은유는, 
필자의 대상에 대한 해석을 대상적으로 파악하는 기능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 역시 
단순 현재나 과거를 사용하지 않아 상적 의미를 통해 완료 상태이지만 비고정적 의
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적 표현들은 사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문법적으로 부호화하여 
필자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단순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상적 표현
을 부가함으로써 필자의 역동적인 사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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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사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드러냄으로써 필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2.3. 상호작용적 태도 

상호작용적 태도는 필자의 독자에 대한 상호작용적 배려를 말한다. 필자는 텍스
트가 독자와의 상호작용 매체임을 고려하여 독자를 배려하는 언어들을 삽입하기 마
련인데, 이러한 측면 역시 필자 태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자에 대한 필자의 배려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기존에 논의되
었던 상호작용적 태도의 양상을 보면 하이랜드(Hyland, 2002c)에서는 명령문에 초
점을 맞추는 등 부분적으로 다양한 요소들에 주목하고 있었다. 여러 요소들을 통합
하여 하이랜드(Hyland, 2005)에서는 필자 중심의 ‘stance’와 독자 중심의 
‘engagement’를 중심으로 하는 틀을 제안하였으며 최지현(2013)에서는 이를 국어
국문학 학술 논문에서 분석하여 독자 중심 상호작용의 사례로 ‘독자 표현, 행위 지
시, 논의 공유, 내용 추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독자 표현이란 독자를 지칭하는 
‘우리’와 같은 대명사를 말하고, 행위 지시란 명령문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논의 
공유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이’류의 표현이며 내용 추가는 내용 이해와 관련한 필자
의 첨언을 가리킨다. 이들 요소는 학술 텍스트의 여러 부분을 포괄하고 있기는 하지
만 인상적인 요소들에 부분적으로 주목하였을 뿐 어떠한 일관된 이론된 체계를 형
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가 이론의 ‘engagement’는 독자(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자나 화
자가 그들의 발화에 관점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또는 그 다양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
의 입장을 조정하는 양상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예상 독자가 가질 수 있는 대안적, 
대립적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의 명제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데(White 2003, 
Martin & White, 2005: 102, Chang, P. & Schleppegrell, M. 2011) 확장은 필자가 청
자를 고려하여 자신의 관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입장, 즉 예상 독자의 
견해를 고려하여 인식양태적인 완화를 드러내고, 또 가능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가능성도 있음을 보인다. 담화적 축소(dialogic contraction)는 반대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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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으로 담화의 폭을 좁히면서 다른 대안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만 반박하면서 자
신의 주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Lancaster, 2012:49).56)  

이러한 논증적 부분은 보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독자를 고려하여 텍스트의 내
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관념적 기능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 부분
으로 상호작용적 기능과 관념적 기능이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부분은 상호작용적 기능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다른 기능과 인접한 부
분까지 포함시켜 논하는 것은 체계기능언어학의 메타 기능 체계의 장점을 살려 각 
기능의 내용을 풍성하게 파악하게 해 준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적 태도의 양상을 두 차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하나는 텍스트 구조 차원에서 독자의 읽기를 돕기 위해 삽입하는 
표현들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이며, 다음은 명제 구성과 
관련하여 독자를 고려하여 필자 주장의 용인성을 높이는 ‘논증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이다. 

1) 텍스트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 

                                                 
56 ) 사실 이 부분의 체계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양하다. 화이트(White 2003) 등에

서는 ‘담화의 확장과 축소’로 일관되게 다루고 있으나 마틴과 로즈(Martin and Rose 2003)
에서는 그 요인으로 확실성에 대한 양태성, 실현성, 용인(전언/투영), 주장(proclaim), 기대
(expectation), 반(反)기대(counter-expectation) 등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보면 청
자를 고려하여 명제에 대해 태도를 드러내는 장치의 외연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 텍스트적 상호작용: 독자의 텍스트 이해를 돕고 텍스트에 대한 몰입을 유지

하도록 텍스트 담화 표지를 삽입한다.  

- 논증적 상호작용: 효과적인 논증을 위하여 독자의 대안적 관점을 고려하여 

필자의 담화적 영역을 확장하고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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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장에서 살폈듯이 하이랜드(Hyland 1988b, 2005), 톰슨(Thompson 2001) 
등 ‘메타 담화’의 연구 경향에서는 ‘텍스트적 메타 담화’를 설정하여, 필자가 독자의 
텍스트 이해를 통해 부가하는 여러 가지 표지들을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는 톰슨
(Thomson 2001)의 구분57)에 근거해 ‘독자 지원’ 상호작용과 ‘독자 유도’ 상호작용
으로 나누어 살피겠다. ‘독자 지원’ 표지는 독자 이해를 돕는 표지를 말하고 ‘독자 
유도’는 텍스트 내용에 독자를 초청하여 관여시킴으로써 몰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
하는 표지이다. 

(가) 독자 지원을 위한 상호작용적 태도  

독자 지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된 여러 가지 담화 표지들을 포괄한다. 
대표적으로 서론에 삽입되는 학술 텍스트의 구조를 예고하는 표현은 독자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 명시적으로 삽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76)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요인들이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써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중고령층 남녀간 
우울증 격차는 결혼 생활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상태인 응답자 표본을 대상으로도 남녀간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각 요인들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녀간 우울증 격차 연구에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사회복지학_가] 

이러한 표현은 서론의 서두부터 천명되기도 하고, 또는 서론의 마지막에서 안내
하고자 삽입되기도 한다. 박나리(2012)에서는 이러한 담화를 ‘텍스트 생산 목적 진
술 담화’라고 명명한 바 있다. 이는 하이랜드(Hyland, 1998b)에서 제기한 체계에서 
‘틀 표지어(frame marker)’와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와 같이 전형적인 

                                                 
57) 독자 이해 지원(interactive)은 독자를 텍스트 내에서 안내하는 역할이며 독자 관여 유도

(interpersonal)는 독자를 텍스트 안의 논쟁에 개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표지들이다.  

- 독자 지원: 독자를 텍스트 내에서 안내하는 역할 

- 독자 유도: 독자를 텍스트 안의 논의에 몰입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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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진 텍스트에서는 거시 구조의 이동에 따라서 구조의 이동을 안내하는 표
현이 나타난다.  

이렇게 연구 목적과 과정을 안내할 경우에는 필자의 명제에 대한 주관성 중에서 
필자의 수행 의지를 나타내는 '-고자',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이는 
향후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 예고하고, 지금까지 한 논의를 정리하거나, 인접한 논
의를 연결하는, 방송에서의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으로 자주 사용
되는 ‘-으(ㄹ) 것이다’는 여기서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하는’‘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지는 독자가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이해에 도움을 준다. 또한 다음과 같이 텍스트의 전후 위치를 안내하는 표현도 나타
난다.  

(77)  특히 극예술연구회 성립 초기 연극영화전람회, 극예술 강좌, 극단 실험무대의 
창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세계의 극예술과 극문화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조선의 신극운동이 기획되는 과정과 이들의 연극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극예술연구회의 결성을 
가능하게 한 공통적인 동인은 이들이 서구의 “국민극”을 연극운동의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국어국문학_가] 

이와 같이 전후의 텍스트 위치를 지시하여 안내하는 표현은 이는 하이랜드
(Hyland, 1998b)에서 내적 조응 표지어(endophoric marker)에 해당된다. 이는 텍스
트 언어학의 전통에서 직시(deixis) 중 선행 조응(anaphora) 현상의 일종으로 제시
된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김봉순(1996)에서는 텍스트 의미 구조 표지 분석에서 
관계 대상 지정 표지 중 하나로 ‘지시형’을 제시하였다. 이는 텍스트 내에서 해당 명
제의 위치, 방향, 순서를 지시하며 명제 간 관계를 지정한다. 또 텍스트의 내의 관계
를 표시함으로써 텍스트의 내적 응집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내적 응집성을 높이는 접속 표현이 존재한다.  

(78)  둘째, 배우자와의 만족도는 중고령층 남녀간 우울증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실시하는 
상담, 사례관리 등은 이와 같은 위험요인들을 감지하는 데 있어 좋은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_가] 

(79)  한국은 객관적인 지표에 의거해 볼 때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 발전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에 대해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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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좋은 사회’, ‘만족스러운 사회’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이론사회학_라] 

접속은 하이랜드(Hyland 1998)의 틀에서 ‘전이(transition)’ 표현에 해당한다. 텍
스트의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58) 특히 지시어를 통
한 접속도 활발한데 주로 사용되는 지시어는 ‘이’ 계열이다. 박나리(2009b)에서는 
학술 논문에서 이러한 지시어 ‘이’의 사용이 ‘근거리성’의 의미가 ‘깊은 심리적 관련
성’을 함의하게 되면서 문맥을 ‘전경화’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어 텍스트 내에서도 수용자의 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현장성’을 환기한다는 
것이다.  

(나) 독자 유도를 위한 상호작용적 태도 

‘독자 유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독자의 독자의 관여(engagement)를 유지시키고 
독자를 논의로 초청하는 표현을 말한다. 먼저 독자와의 공유 지식(shared 
knowledge)를 확인함으로써 독자 관여(engagement)를 유지시킬 수 있다.  

(80)  주지하듯이 집단주의에서 ‘집단’이란 개념은 서구 근대성의 핵심 키워드인 
‘개인’과 배대 개념으로 설정되었고, 그러한 점에서 서구근대사회와 대비되는 
동양 사회 혹은 한국 사회를 특징짓는 개념으로서의 역능을 가지고 있다. 
[이론사회학_나] 

위 사례에서는 필자와 독자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표지는 하이랜드(2005)에서는 ‘공유된 지식(shared 
knowledge)’으로 분류된 바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독자와 같은 전제 가운데서 출
발하고 있음을 담보하며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와 같이 독자
와 청자 간의 공유된 지식임을 재확인하는 것은 독자를 필자의 전제 가운데 끌어들
여, 필자의 논의에 보다 저항감 없이 쉽게 동조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된다.  

                                                 
58 ) 마틴과 로즈(Martin & Rose, 2003)에서는 접속 표현을 ‘추가(addition)’, ‘대조/비교

(comparison)’, ‘결과(consequence)’ 등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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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독자 관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자는 텍스트에 개입하여 해설하는 목
소리를 내기도 한다.  

(81)  구체적으로 말해 그 원인은 가난과 연동된 비인간화(소심)나 가치 있는 
희생에 따른 정신적 보상(긍지)이다. 결국 박목월이 생활의 국면 가운데 
고뇌했던 것은 가난이라는 현실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 혹은 자부심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_다] 

(82)  종합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중고령층 우울증의 성별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도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학_가] 

이러한 표현을 통해 독자는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면서 텍스트를 쫓아 읽을 수 있
게 된다. 이는 독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대화적 텍스트를 만드는 적극적인 장치라
고 할 수 있다. 하이랜드(Hyland, 1998b)의 틀에서는 ‘용어 해설(code glosses)’에 
해당하며, 김현아(2012), 최지현(2013)에서는 이를 ‘추가정보 제시어’라고 번역하여 
분류하였다. 이는 경우에 따라 구조를 안내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필자의 개입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통해 독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걸고 관여를 
유지하기도 한다.  

(83)  가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긍지의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홉 켤레의 신발’과 ‘아홉 마리의 강아지’로 표현된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_다] 

(84)  심지어 눈앞의 사적이익을 포기하는 자야말로 바보 취급을 받거나 혹은 다른 
반사이익을 고려한 계산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오늘날 한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자본주의 제도 속에서 이익추구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합심이 생성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론사회학_나] 

2) 논증적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 

필자가 명제 내용에 있어서도 독자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양상은 ‘논증적’ 상호작
용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의 존재를 고려하여 필자가 명제 내용을 설득
적으로 구성하는 부분과 관련된다. 이는 쓰기에서 ‘논증 구조’와도 관련된다. 민병곤
(2004)에서는 ‘논증 도식(argumentation scheme)’을 ‘논증을 일련의 전제로부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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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볼 때, 전제 즉 논거로서 진술된 것과 결론 즉 주장으
로서 진술된 것 간의 관계를 표상하는 관습적인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필자가 효과적인 논증을 위하여 취하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은 독자의 존재를 고려
하여 구성되기 마련이다. 본고에서의 논증적 상호작용적 태도는 이와 같이 텍스트의 
내용과 논증 방식과 관련되는 필자 태도적 측면으로서, 텍스트에서 논증을 위한 독
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이다.  

논증적 상호작용적 태도는 로즈(2003)의 논의에 따라 독자의 대립적 관점을 고려
한 담화의 확장과 축소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살피도록 하겠다. 물론 평가 이론
의 일부에서는 마틴과 화이트(Martin and Rose 2003)에서는 하이랜드(Hyland, 2005)
와 같이 ‘engagement’에 확실성에 대한 양태성, 실현성, 용인(전언/투영), 주장
(proclaim), 기대(expectation), 반기대(counter-expectation)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명제에 대한 양태성과 실현성과 같은 부분은 ‘인식적 
태도’로 별도의 범주로 보므로 이들은 상호작용적 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가) 논증적 범위 확장을 위한 상호작용적 태도 

먼저 확장은 필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먼
저 인정은 대안적인 관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85)  ㉠의 인용문에서 소월은 자신의 사유를 개진하기 위해 ‘적막/환희, 
고독/동정, 슬픔/선행, 죽음/생, 어둠/밝음’ 등의 비유체계를 활용한다. 언뜻 이 
비유들은 ‘낮/밤’의 대립적 모티브가 확장된 형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대립·갈등의 불연속성이 아니라 이면의 
연속성이다. [국어국문학_나] 

(86)  일부에서는 불교의 사회운동을 논하면서, 만해 한용운과 그 계열에 의해 
형성되었던 불교 참여 사상이 해방 공간에서 소멸해버렸고, ‘1980 년대의 
민중불교운동은 기존의 참여 전통이 사라진 가운데 갑자기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불교 사상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의 민족해방을 위한 노력과 1980 년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청년 
학생들에게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주요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론사회학_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인정을 통한 확장은 으레 필자 주장으로의 축소와 함께 나타
난다(Martin & White, 2005). 즉 필자는 대안적 관점을 인정함으로써 담화적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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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지만 보통은 근거를 들어 필자의 주장으로 다시금 축소시킴으로써 필자의 주
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필자의 주장의 확신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대안적 관점을 인정하는 양상도 나
타난다. 예상되는 필자의 의심이나 반박을 위하여 자신의 명제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87)  이런 점을 전제로 한다면, 공간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자, 인간 실존의 근원적 중심으로 자리잡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어국문학_라] 

이러한 표현은 명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일정 조건 가운데서 필자의 주장을 제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장의 객관성과 용인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학술 
논문의 완화 표현을 분석한 이준호(2012)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완화 표현에 포함
시켜 제시하고 있다. 59 ) 독자를 고려하여 필자의 관점을 완화시켜 제시한다는 점에
서 완화 표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나) 논증적 범위 축소를 위한 상호작용적 태도 

논의를 축소하는 표현은 먼저 앞서 본 ‘인정’에 후행하는 ‘반박’을 들 수 있다. 반
박 또는 양보(concession)는 필자 명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대립적 관점을 인정하면
서도 이에 대해 자신의 명제를 역설하는 것이다(Martin & White, 2005). 

(88)  비록 문학 감상의 본질이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의 아우라를 
체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간의 체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59) 이준호(2012)에서 제시한 완화 표현 중에서 다음 표현들도 이 기능에 해당한다.  

－ 이 ~ 실험의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자면,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볼 때, 분석 자료는 ~라고 말해 준다,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탐사의 결과만으로 해석
하자면, ~의 문제에 국한하는 경우, 

－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이유를 배제할 수 없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정 하에서는, 차이가 
없을 수 없겠지만, 오해를 줄 여지가 있겠지만, 그 차지이가 미비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등  



 

- 132 -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이는 유배가사의 공간 이해의 가치와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_라] 

(89)  양주에서는 예전에 이미 알던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청화에서는 유배객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외면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유배객으로서 초라한 행색과 지위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곤욕을 
가져오는데, 이를 두고서 기존 연구에서는 세태의 무상함이나 신세의 
곤액(困厄)함을 한탄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찍이 강화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사건과 경험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어국문학_라] 

(90)  이에 반해 취약한 불교계 내의 대중적 지지 기반, 계급 투쟁적 성격및 
폭력적 방법에 대한 거부감, 민중불교운동을 전체 사회변혁 운동의 부분 
운동으로 제한함으로써 불교운동의 정체성 미확보와 같은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계적 해석으로 인한 불교 왜곡’, ‘민중불교를 
주도한 사람들의 우월의식과 엘리트 의식’ 그리고 ‘운동 세력 내의 조직 
이기주의와 파벌주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 년대의 
민중불교운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순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의 등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시대적 상황에서의 청년불교운동의 방향과 
나아갈 바를 제시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이다. [이론사회학_나] 

위 사례에서 필자는 모두 ‘-기도 하다, 비록’과 같은 표현으로 대립적 관점을 인
정하면서도 이후 ‘그러나, -더라도’의 표현을 통해 필자의 표현을 더욱 강변하는 양
상을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필자가 대립적 관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제시함
으로써 먼저 논증적 공간을 확장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시 필자 주장을 재강화함으
로써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필자는 자신의 명제로 축소시키기 위하여 다른 대상과의 비교 및 대조를 통
해 변별적으로 설명한다.  

(91)  본래 공간(raum)이라는 말의 뜻은 “자리를 만들어내다, 비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다, 떠나다, 치우다”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의미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간은 인간과 관계를 맺는 곳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생겨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주어져서 존재하는 자연적 공간과는 달리, 인간에 의한 ‘구성적인’ 공간의 
의미가 이미 개념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국문학_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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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교하여 배제하는 표현은 ‘주어져서 존재하는 자연적 공간'과의 변별성
을 강조하면서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을 배제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논리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차이를 드러내거나 또는 더욱 적극적으로 부정하기도 한다.  

(92)  도시 거주자는 더 이상 그들 중 어느 누구를 특정한 개인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화폐가치를 가진, 그러므로 어떤 교환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수행되는 그들의 객관적 서비스에 의지한다. 돈으로 인해 
메트로폴리스의 문화는 ‘인격적 간섭’에서 ‘시민적 무관심’으로, 그리고 ‘시민적 
무관심’에서 ‘예의바른 무관심’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이론사회학_가] 

(93)  매저키스트의 쾌락은 매맞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에게 가해진 
처벌이나 고통 이후에 ‘가능해진 어떤 것’에 커다란 보상이 있다고 믿는다. 
[국어국문학_다] 

이러한 부정은 다른 가능한 목소리를 차단시켜 담화적 공간을 축소시키는 표현이
다. 필자가 변별하고자 하는 대립적, 또는 유사한 가치들 중에서 다른 가능한 의견
을 부정하며 청자를 필자의 주장으로 이끈다. 이는 대안적 관점을 반대하기 위해서
도 사용되지만, 위 텍스트에서 보듯이 보다 청자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필자가 의
도하는 바를 보다 변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위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특히’와 같은 표현도 필자가 의도하는 명제로 축소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담화적으로 앞서 나온 내용보다 이후에 내올 내용이 더 
중요함을 알림으로써 청자의 관심을 이끌어간다.  

필자의 예상과 다름을 드러내는 ‘반기대(counter-expectancy)’ 자원도 담화적 
축소의 자원이다. 

(94)  그러나 소월은 영혼을 어둠의 거울로 상상함으로써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그의 영혼은 자기를 투영하여 사물에 비친 상을 보는 대신 오히려 
자신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린다. 사물에 대한 자아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기 안으로 비쳐 들어오는 사물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은 세계와의 
조화로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끈다. [국어국문학_나] 

(95)  그러나 합심이 곧 마음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마음조차도 관계의 산물이고 그러한 점에서 무상한 그 무엇이라면 합심은 항상 
변심 가능성을 전제한다. 변절에 대한 경계나 변절자에 대한 배제가 
강화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바뀌면 합심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 [이론사회학_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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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대는 텍스트나 담화 안에서 생성된 기대를 인지하고 그 기대에 반하는 입장
을 인지하게 하여 기대에 어긋나는 입장을 강조한다(Hood, 2012). 반기대의 자원은 
학술적 텍스트에서 필자가 명제에 대해서 독자를 조정하면서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자원의 사용은 앞서 살핀 ‘부정’과 마찬가지로, 필자가 자신의 판단과 다른 대립적 
위치의 의견을 인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필자가 전형적으로 따르게 될 논
리의 방향을 제시하지만 이내 반대되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청자가 예상하는 결과
나 따르고자 하는 논리와의 다성적 효과를 유발한다. 여기에는 양보의 접속사인 ‘그
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이나 양보의 의미를 갖는 ‘여전히, 이미, 오히려, 실제로
는’과 같은 표현들이 포함된다.  

어휘 목록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자원은 고빈도 부사로서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
들은 특히 서론에서 현실의 어떠한 대책이 기대되는 효과에 미치지 못함을 제시하
면서 자주 나타났다. 이는 필자가 자신의 관점에 대해 예상되는 반대 견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독자를 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화는 반기대와 유사하게 독자의 기대를 넘어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96)  장기제는 ‘그레고리 부인의 <옥문>에 대해 작가의 본령이 민속적 전설극의 
세계에 있으며, 영웅적 정신으로써 고대의 전설 혹은 근대의 역사적 사실을 
묘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작품은 민속극을 활용한 국민극의 
범주에서 <검찰관>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종교적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진 어빈의 낭만주의 작품 <관대한 애인>이나, 
전쟁과 국가, 권력에 대한 비판을 담은 표현주의 연극 <해전>을 모두 국민극의 
모델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옥문>이 
자연주의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작품이 국민극의 모델로 
선택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국어국문학_가] 

(97)  기존 공간의 한계들을 규범에 따라 재배치할 때 등장하는 통치 비용의 과잉 
지출을 막으며, 각 경제 주체들은 ‘알아서’ 기존 환경에 따라 경제 행위를 
발전시킨다. 이때 통치성은 발전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다리를 놓고 도로를 
놓는 것 등에 개입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개입은 개별자들의 욕망을 추동하는 
형태로 진전된다. [이론사회학_가] 

사례를 보면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차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
에 더하여 독자의 예상을 넘는 이차적 근거로 논증을 심화시킨다. 즉 먼저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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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명제를 심화, 확장시켜 필자의 논의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는 예상되
는 독자의 인지를 고려하여 필자의 논증을 강력하게 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전제를 부가하면서 자신의 
명제를 내세운다.  

(98)  물리적 공간이 인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경험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세계로서 인간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환경으로 기능한다고 할 때, <북찬가>에서 
이같은 공간의 설정은 유배 생활의 고난함과 해배의 간절한 희구를 절실하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어국문학_라] 

(99)  그러나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 내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종교적 위상과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연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론사회학_다] 

위 사례에서 보면, ‘-(으)면/다/라면’, ‘-(으)ㄹ 때’의 표현으로 명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조건을 부가한다는 점에서 앞서 ‘확장’으로서의 한정
과 유사하지만, ‘전제’는 필자 주장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 상호작용적 태도의 측면을 살피었는데, 여기서 이들 요소가 다른 메타 기능, 
즉 텍스트적 기능과 관념적 기능과의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텍스트적 상
호작용적 태도는 텍스트의 응집성과 관계를 맺음에 따라서 세 가지 메타 기능 중 
텍스트적 기능과 긴밀하다. 또한 논증적 상호작용적 태도는 독자를 고려하여 담화의 
내용을 조정하는 데에 대해 논의함에 따라 관념적 기능, 즉 텍스트가 담지하는 내용
과 관련을 맺는다. 물론 앞서 살핀 평가적 태도나 인식적 태도 요소도 텍스트적 기
능 및 관념적 기능과 함께 논의할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상호작용적 태도의 범주
는 명제 형성과 명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위치 점하기를 넘어서, 거시적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작용하는 범주라는 점에서 이렇게 다른 메타 기능과의 혼효(混淆)가 
더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범주 간의 넘나듦은 개념의 혼란이라고 보기보다 상황맥락 전체를 고려한 
체계기능언어학적 접근을 취하는 데 따르는 장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적 기능과 관념적 기능과의 접점은 상황맥락을 이해하는 틀이 효과적으로 작
용하여 그간 누락되었던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촘촘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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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사용 양상 

본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 표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절에서는 필자 태도 표현의 사용 양상은 살피는데 앞서 규명된 모어 화자 텍
스트에서의 특성들 중 어떤 양상들이 나타났는지 학습자들이 사용한 필자 태도 표
현을 살핀다. 여기서는 모어 화자 텍스트의 빈도 결과와 대조하여 제시하도록 하겠
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 텍스트의 빈도를 대조하여 제시할 때는 실제 말뭉치
에 나타난 빈도와, 이를 비교를 위하여 백만 어절 비율로 환산한 빈도, 또 각 빈도
를 토대로 산출한 핵심도를 제시한다. 이 핵심도는 모어 화자가 학습자에 비해 많이 
사용하였을 경우 ‘음(-)’으로 나타나고, 학습자가 모어 화자보다 과잉 사용하였을 경
우 ‘양(+)’으로 나타난다. 또한 핵심도의 수치는 산출 통계식의 특성상 차이가 클수
록 숫자가 제곱으로 크게 나타나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절에서는 학습자 언어가 아직 완전한 습득에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중
간언어적 양상을 살폈다. 중간언어란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과도기
적인 언어 사용 체계(지현숙·오승영, 2012)로서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을 모어 화
자의 체계로 전이되는 단계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학습자 언어 판단 준거로서 정확
성은 문법적으로 적확하게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피며 적절성은 맥락상 적절한 
사용임을 살핀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문장 단위에서 학습자 오류 분석의 준거로 사
용되는 것이다(이정희, 2002). 학습자 언어에서 이러한 정확성이나 적절성에 따른 현
상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장르라는 상황맥락 가운데서의 언어 사
용에 초점을 두지만 담화적 차원에서의 언어를 분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형태적 
오류 양상은 담화적 차원의 양상과 함께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법 교
수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장에서 학습자 필자 태도 표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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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자 태도 표현의 사용 양상 

1.1. 평가적 태도 표현  

1) 직접적 방식의 평가적 태도 표현  

먼저 수식어를 통한 평가에서 정서적 평가가 드러난 부분을 살펴보겠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대부분 정서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때
때로 정서를 환기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어 학습자 텍스트에서도 이
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모어 화자들이 자주 사용한 ‘새롭다’, ‘흥미롭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적으
로 빈도가 낮았다. 반면 ‘독특하다’는 자주 사용하고 있다.  

• 사용 표현 

-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 텍스트의 빈도 비교 

- 학습자 텍스트에서 장르에 용인되지 않는 사용 

• 중간언어적 양상 

- 정확성에 어긋나는 사용 

- 적절성에 어긋나는 사용 

[표 IV-9]  정서적 평가 표현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핵심도 

(카이스퀘

어 값) 

새롭다 109 2113.55 42 793.05 -106.88 

자연스럽다 10 193.90 4 75.53 -9.00 

흥미롭다 6 116.34 1 18.88 -25.00 

낯설다 6 116.34 0 0.00 값 없음 

독특하다 6 116.34 16 302.11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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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한국어는 한민족의 독특한 언어이고 높임말은 한국어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높임말은 한민족의 풍부한 문화를 보여주고 한민족의 유구한 
문명역사를 시사하고 한민족의 우수한 품성을 반영하고 있다. [대학졸업_다] 

그런데 모어 화자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정서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  

(101)   
ㄱ. 하지만 처음에는 인터넷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구조나 문법이 엄격한 표준어와 

헷갈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후략> [대학재학_나] 
ㄴ. 그런데 이 구간에 들어간 콘크리트 침목 15 만 개 모두가 불량품이라는 

기막힌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졸업_나] 
ㄷ. 널리 알고 있는 대형 서점 교보문고는 퍼플이라는 디저털 셀프 출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 국내 최초 운영하게 되는 인터넷 쇼핑물인 
인터파크도 북씨라는 셀프 출판 서비스가 계발된 가운데 1 인출판은 꿈이 
아니다. [대학졸업_마] 

이들은 학술 텍스트 장르에 어울리지 않는 비격식적이거나 지나치게 정서적인 어
휘라고 할 수 있다. ‘헷갈리다’는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학
술 텍스트 맥락에 적합하지 않다. ‘혼동될 가능성이 낮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
합하다. ‘기막히다’ 역시 지나치게 정서적인 표현이며, ‘꿈이 아니다’는 비유적인 표
현이라 학술 텍스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술 텍스트에서 정서나 윤
리적 판단보다 대상의 가치나 구성에 대한 분석적 평가 내용을 중시함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구어의 일상 대화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인데 이를 학술 텍스트에 전이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
레로서 다음과 같은 ‘당연히’, ‘당연하다’의 사례도 학술 텍스트에 부적절하다.  

(102)   
ㄱ. 의료민영화하면 의료비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며 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내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학원재학_라] 

ㄴ. 그러므로 전통거리라 하면 현재의 사회, 문화적 요소들과 함께 과거의 
전통요소들이 자연적으로 유지되어졌거나, 흑은 그 가치를 존중받아 인위적 
조치 등을 통해 유지, 보존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대학원재학_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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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는 어떠한 근거 없이 해당 명제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나 이
는 지나치게 단언적이고 근거가 불필요함을 함의하여 학술적 맥락에 어색하다. 한국
어 모어 화자의 학술 텍스트에서는 ‘당연하다’는 연구 참여자의 태도를 기술하는 맥
락에서 주로 사용되거나 ‘거의’와 같은 완화 표지와 함께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평가적 태도 중 비격식적인 표현으로 학술적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은 
서술어 부분에서도 다수 나타난다.  

(103)   
ㄱ. 중국은 현재 여전히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대학졸업_나] 
ㄴ. 조선 영조정조 전후에 창작된 후에 오랫동안 한국인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유명하다. 
[대학재학_라] 

ㄷ. 특히 21 세기가 도래한 이래 한국영화계에서는 콘텐츠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관객의 눈길을 끌어 높은 수준이라고 인정을 받는 영화도 부지기수다. 
[대학입학_가] 

ㄹ. 따라서 한자권에서의 한자 사용하기는 불가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졸업_가] 

이러한 표현은 일상어에는 적합하나 학술 텍스트 맥락에는 용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특정 표현은 선행 교육과정의 영향으
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가 부지기수다’는 학습자 텍스트에서 ‘빈도의 
정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학술 말뭉치 검색 결과 
빈도가 1회도 나타나지 않아 학술 텍스트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급 한국어교육과정에서 교수되는 문법으로 선행 교육과정의 영향으로 나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언이 아니다’ 역시 고급 수준의 문법 항목으로 학습한 
것으로서 격식적 말하기나, 논평적 쓰기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학술 말뭉치에의 출
현은 드물다. 본고의 학술 말뭉치에서 ‘과언이 아니다’는 단 3회만이 출현하였는데 
여기서도 주로 ‘-(으)ㄹ 것이다’와 함께 결합하여 완화하여 사용하고 있고 논문의 서
두나 끝에서 필자의 주관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
은 표현의 과잉 사용은 학습자들이 정규 과정에서 6급을 수료하면서, 특히 한국어능
력시험(TOPIK) 고급 단계 응시를 위하여 공부한 고급 수준 문법 중 구어적 표현을 
과잉 적용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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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인용 동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겠다. 다른 연구나 연구 참여자의 목소
리를 인용하는 표현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설명하다, 하다, 말하다, 보다, 제시
하다’ 등과 같은 인용 동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학습자들은 ‘하다, 말하다, 
보다, 제시하다’를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하다’를 선호하는 현상은 자기 투영 표현 중 ‘-다/라고 하다’를 높은 빈도
로 사용하는 데 따른 것이다.  

(104)   
ㄱ. 토모에다 류타로(1969:38)에서는 이발·미발이라는 표현은 심의의 ‘발동’ 

‘미발동’을 의미한다고 한다. [대학원재학_가] 
ㄴ. 또 한국 정부는 대학 교육에서 투입이 많아 유학생에 대한 정책도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학재학_가] 

[표 IV-10]  인용 동사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핵심도 

(카이스퀘

어 값) 

설명하다 93 1803.3 26 490.94 -172.65 

하다 46 892 194 3663.14 112.91 

말하다 45 872.6 85 1604.98 18.82 

보다 44 853.2 81 1529.46 16.9 

제시하다 39 756.2 46 868.58 1.07 

주장하다 24 465.4 17 321 -2.88 

지적하다 24 465.4 3 56.65 -147 

인식하다 22 426.6 7 132.18 -32.14 

생각하다 16 310.2 66 1246.22 37.88 

판단하다 13 252.1 6 113.29 -8.17 

인식되다 6 116.3 8 151.06 0.5 

비판하다 5 97 2 37.7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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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텍스트에서는 이렇게 ‘-다/라고 하다'를 통해서 개념을 소개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다/라고 하다’는 모어 화자 텍스트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인용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나 낮은 빈도로 사용되고, 사용할 때에라도 이에 대한 필자의 태도 
표현을 덧붙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학습자의 경우 여러 목소리에 대해서 명시적 
평가 없이 ‘-다/라고 하다’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표현의 사용은 아직 
인용 내용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태도 없는 인용의 양상을 보여 준다.  

특히 선행연구에 대해서 ‘주장하다, 지적하다’와 같이 비판적인 목소리로 해석하
는 인용 동사의 사용은 극히 소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선행 연구나 
자신의 연구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연구 영역의 평가, 즉 선행 연구나 자신의 연
구에 대한 평가적 기술 자체가 매우 적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연구자
로서 보다 주체적인 연구 영역에 대한 평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논리·해석 동사의 부분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논리와 가치 및 관계, 
의미를 나타내는 해석 동사로 구분하여 살폈다.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논리를 나타내
는 동사 중에서는 ‘때문’을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외 ‘기인하
다, 비롯하다’와 같은 동사는 빈도가 없거나 낮았다. 특히 해석 동사에 있어서는 대
상의 가치에 대해 상술하는 ‘보여 주다, 드러내다, 드러나다, 의미하다, 나타나다, 제
공하다, 나타내다, 시사하다, 증명하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다. 

반면 학습자들이 사용한 해석 관련 동사는 ‘가리키다’ 정도였다. 이러한 논리·해
석 동사를 통한 대상 중심 기술은 대상의 속성을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며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는 점은 대상에 대한 풍부한 필자 
주관적 서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충분한 상술이 부족함에 따라서 논리 구조의 비약이 생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텍
스트 전반에서 추구하는 필자의 관점을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실패하
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논리·해석 동사의 사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5)  다음에 인용할 주자의 제자인 양도부(楊道夫)의 발언은 그 취지를 나타낸다. 
[대학원재학_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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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적 방식의 평가적 태도 표현 

간접적 방식 중 먼저 강약 조절의 방식을 살펴보자. 강약 조절에서는 모어 화자
에 비해서 ‘가장, 잘, 매우, 많이’ 등이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표 IV-11]  논리·인과 동사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핵심도 

(카이스퀘

어 값) 

논

리

(인

과) 

시키다 171 3315.8 103 1944 -44.89 

기 때문이

다/때문에 
127 2462.6 182 3436 16.62 

게 하다 43 833.8 51 962 1.25 

비롯되다 37 717.4 2 37 -612.5 

낳다 10 193.9 0 0 값 없음 

기인하다 6 116.3 1 18 -25 

생기다 5 97 30 566 20.83 

해

석 

나타나다 233 4518 103 1944 -164.08 

관련되다/

관련하다 
117 2268.7 49 925 -94.37 

보여준다 51 988.9 20 377 -48.05 

제공하다 49 950.1 16 302 -68.06 

드러내다 40 775.6 14 264 -48.29 

의미하다 27 523.5 10 188 -28.9 

드러나다 25 484.8 8 151 -36.13 

나타내다 24 465.4 8 151 -32 

시사하다 13 252.1 2 37 -60.5 

증명하다 4 77.6 4 75 0 

가리키다 2 38.8 18 33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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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많이’와 같은 표현은 한국인 텍스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 
텍스트에서는 ‘더욱’, ‘좀 더’와 같이 비교하는 표현으로 세기를 조절하는 방식이 더 
선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도 부사의 영역은 장르 맥락, 특히 문어 구어 맥락
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학습자들은 ‘많이’와 같이 문어 텍스트에 부
적절한 텍스트를 학술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잘’ 역시 마찬가지로 구어 맥락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학술 텍스트에서도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106)   
ㄱ. 중국어는 물론이거니와 동양권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에서도 모두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학졸업_가] 
ㄴ. 상하이에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선례가 되고 있는 리엔쯔팡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학원재학_나] 
ㄷ. 7 명 중국인 유학생 인터뷰 참여자는 다 13 년이나 14 년에 입학한 

대학생(대학원생)이라서 그들에게 조사한 결과가 요새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현황을 잘 반영한다. [대학입학_나] 

ㄹ. 화랑도는 신라시대의 청소년 수련단체, 혹은 단체정신이 매우 강한 청소년 
집단으로서 교육적, 군사적, 사교단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 
[대학재학_마] 

 

한국어 

빈도

(51,572 어

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

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핵심도 

(카이스퀘

어 값) 

가장 55 1066.5 74 1397.28 4.88 

매우 53 1027.7 29 547.58 -19.86 

더욱 25 484.8 22 415.41 -0.41 

잘 22 426.6 67 1265.11 30.22 

많이 9 174.5 119 2246.98 101.68 

좀 더 6 116.3 1 18.88 -25 

[표 IV-12]  세기 조절 표현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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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가 특별히 높은 빈도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가 많다’와 
같은 구체적인 수량 표현은 학술 텍스트에서 선호되나 부사 ‘많이’만을 사용하는 것
은 막연한 의미가 되어 학술 텍스트에서 모어 화자들은 사용하지 않거나 부연 표현
을 덧붙여 사용하는 표현이다. 모어 화자 텍스트에서는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등
의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맥락에서 학습자들은 ‘잘’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학술 텍스트에 적절하지 않은 정도 부사의 사례가 나타났다.  

(107)   
ㄱ.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화의 현상을 대충 설명하였으며, 한국상업영화의 

다양성 및 예술영화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대학입학_가] 

ㄴ. 따라서 한국은 성역할 의식에 관한 고정관념이 중국보다 더 세게 표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재학_다] 

ㄷ. 그러나 위의 도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질의 성은 동인지 아니면 
정(?)인지에 관하여 본론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못하였다. [대학원재학_가] 

ㄹ. 청나라 말기에 중국은 전체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었다. 김은희(2013:138)에 
따르면 19 세기 중엽 이후 중국에서 외국인 선교 활동에 수반하여 여학교의 
설립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신식 교육을 받은 일부 여성들이 
자기 남성의 종속물로서 굉장히 억압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여성의 
자유와 평들을 위하여 점점 전통 여성의 이미지를 벗어나게 되었다. 
[대학원재학_라] 

이들 표현은 학술 텍스트에 사용하기에는 직접적인 정서를 전달하여 어색하다. 
이들 모두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크게’와 같은 수량 조절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세기 조절의 사례에서도 부적절한 일상적 표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
은, 어휘적 자원이기 때문에 다른 맥락에서의 전이가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도 부사의 사용은 사용 맥락에 따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도 영향
을 미쳤다고 본다. 부사는 구어에서도 세대나 격식성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다.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친근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정도 부사와 학술 텍스트의 
격식적인 맥락에서 사용하는 정도 부사는 큰 차이를 받는다. 즉 부사의 사용은 맥락
의 관여를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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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세기 조절에서 부사의 사용에서 정서적 표현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학술 텍스트에서 대상의 가치를 수식하며 자주 사용되는 ‘-적’ 파생 
형용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용을 보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적’ 파생 형용사를 활용하는 반
면,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형용사의 사용 빈도가 모두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살폈듯 이러한 파생 형용사는 학술 텍스트에서 중시되는 평가적 의미들
을 포함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학술 텍스트에서 중시되는 가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며, 이러한 가치를 나타내는 언어에 대해서도 익숙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13]  ‘-적’ 파생어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핵심도 

(카이스퀘

어 값) 

구체적 33 639.88 24 453.17 3.38 

일반적 29 562.32 24 453.17 1.04 

부정적 26 504.15 4 75.53 121.00 

긍정적 24 465.37 6 113.29 54.00 

상대적 22 426.59 13 245.47 6.23 

직접적 17 329.64 5 94.41 28.80 

절대적 13 252.07 4 75.53 20.25 

궁극적 11 213.29 1 18.88 100.00 

결정적 11 213.29 3 56.65 21.33 

결과적 8 155.12 2 37.76 18.00 

논리적 7 135.73 0 0.00 값 없음 

비교적 7 135.73 5 94.41 0.80 

일차적 6 116.34 0 0.00 값 없음 

객관적 6 116.34 7 132.18 0.14 

체계적 6 116.34 2 37.76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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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조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최근’을 비롯하여 수의 
많고 적음을 드러내는 어휘의 사용이 나타났다. 빈도에 대한 표현은 ‘보통’의 표현
이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주로, 대부분’도 자주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수량을 애매모호하게 제시하고 있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내용의 신뢰성과 설득
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108)   
ㄱ. 최근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이용한 마케팅이 비즈니스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대학입학_마] 
ㄴ. 교원의 학력 학위 상황 <표 5>와 <표 6>에 따르면 사립대에 학사 학위 

소지자인 교원만이 있는 대학은 4 개 있고 국립·사립을 막론하고 학사 학위 
소지자가 50% 넘는 대학은 무려 6 개가 있다. [대학원재학_마] 

ㄷ. 보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집권 2 년 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보는데 
만족한다는 대답은 여자 7.41%에 불과했고 그냥 그렇다라는 대답은 여자 
85.2%에 달했으며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은 여자 7.41%, 남자 66.7%를 
차지했으며 큰 불만이 있다고 대답은 남자 33.3%를 달했다. [대학입학_다] 

ㄹ.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매년 시험날짜를 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보통 
11 월에 치른다. [대학졸업_나]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다, 실현성이 높다’와 같은 수량 표현 연어 구성을 살펴보
자. 앞 장에서 살핀 바대로 수량 표현을 포함한 연어 구성은 정도성의 수치를 객관
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에서는 연어 구성이 자주 
나타나나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쓰임이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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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경우가 있다’류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가능성이 있다’ 류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측면이 있다’와 같이 다소 추상적인 방식의 연어
는 학습자 텍스트에서 드문 편이었다. 이러한 연어 표현을 보다 명시적으로 교수하
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초점 조절은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N 중 하나, 일종의, 다소’ 등이 사용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보다 빈도가 낮다.  

(109)   
ㄱ. 이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대학교의 브랜드가 가장 봐야 한 

유학 선택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대학입학_나] 
ㄴ. 한(恨)’ 문화는 한국에 대표적인 민족문화 중 하나다. [대학재학_라] 
ㄷ. 그래서 값과 달리 학생들이 스벅벅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스타벅스에 

브랜드이미지와 다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입학_마] 

[표 IV-14]  수량 조절을 통한 연어 구성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퀘

어 값) 

가능성이 크

다/높다/빈번

하다 

42 814.4 6 113.29 -216.00 

필요가 있다/

없다/많다 
33 639.9 32 604.23 -0.03 

경우가 많다/

빈번하다/있

다 

11 213.3 26 490.94 8.65 

측면이 있다 6 116.3 0 0 값 없음 

비중이 높다 4 77.6 3 56.65 -0.33 

의의가 있다 2 38.8 3 56.65 0.33 

필요가 많다/ 

있다/없다 
34 659.3 38 717.5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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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위에 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은 주로 친구를 통해서 인터넷용어를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밝혔다. [대학재학_가] 

특히 긴 부정 표현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모어 화자 텍스
트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초점 조절 표현인 ‘긴 부정’이 아니라 ‘짧은 부정’으로 사용
하여 장르에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짧은 부정은 모어 화자보다 많이 사용되었고, 긴 부정은 덜 사용되었
음을 볼 수 있다.  

사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10)   
ㄱ. 반면에 이형 동의어 중 한자로 뜻이 이해가 안 되는 한자어들은 한자 표기를 

제시해도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도움이 안 돼서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 
[대학재학_나] 

ㄴ.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가 저 출산이 심각해지고 
있어 사회 복지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회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는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함으로써 부담이 증가한다. 국민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며 노인을 봉양하는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야 한다. 노인은 일직 
퇴직해 경제능력이 많이 떨어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정신건강도 안 
좋을 수 있고 사회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없다. 또 노동력 부족, 복지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학원재학_라] 

[표 IV-15]  부정 표현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핵심도 

(카이스퀘

어 값) 

지 않다 155 3005.5 209 3946.37 -13.95 

지 못하다 64 1241.0 58 1095.17 -0.62 

기 어렵다 18 349.0 12 226.59 -3.00 

못 1 19.4 11 207.70 9.09 

안 1 19.4 22 415.41 20.05 

 



 

- 149 - 

짧은 부정은 학술 말뭉치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짧
은 부정 표현은 구어의 일상 대화에서 주로 사용되며 학술적 맥락과 같은 공식적이
고 격식적인 담화에서는 문어나 구어를 막론하고 선호되지 않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1.2. 인식적 태도 표현 

1) 자기 투영을 통한 인식적 태도 

인식적 태도의 사용에서는 먼저 투영 구조에서 어떤 투영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지 살펴보도록 하자. 투영 서술어로서는 ‘보다’, ‘보인다’, ‘생각하다’, ‘생각되다’가 대
표적으로 사용된다.  

 

[표 IV-16]  투영 동사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보인다 39 756 43 812 0.37 

파악하다 29 562 10 189 -36.10 

보다 58 1125 175 3304 78.22 

해석하다 19 368 5 94 -39.20 

생각하다 16 310 67 1265 38.82 

생각되다 15 291 22 415 2.23 

판단하다 13 252 6 113 -8.17 

예측하다 12 175 2 38 -24.50 

짐작하다 6 116 3 57 -3.00 

파악되다 3 58 15 283 9.60 

추측하다 2 39 8 151 4.50 

짐작되다 1 19 1 1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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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에 비하여 ‘생각하다’가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편
이다. ‘생각하다’는 주관적인 표현으로서 한국어 모어 화자 학술 텍스트에서는 상대
적으로 덜 사용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필자가 아닌 다른 주체의 인식
을 기술할 때 사용되고 있었기에 학습자들의 ‘생각하다’ 사용은 과잉 사용이라고 판
단된다. ‘생각하다’보다 이를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심리동사로의 투영이 더 적절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보인다’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
다’는 학습자들이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형태에 익숙한 동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위 표에 나타난 ‘생각되다, 파악되다’ 이외에 ‘되다’로 파생된 피동 심
리 사고 동사의 빈도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핵심어에서도 ‘되다’는 
-143.97의 핵심도로 부정적 핵심어로 나타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
된다’를 통한 피동 심리동사를 통한 투영 구조는 판단 주체를 표면화하지 않아 사태
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술 텍스트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객관화 방식이나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형에 익숙하지 않고, 그 기능을 제
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투영 동사들이 사용된 문장 종결부의 복합 구성 빈도를 살펴보자. 한국어 학습자
들은 자기 투영 복합 구성을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자기 투영 표현 사
용은 ‘-다/라고 할 수 있다, -을/를 알 수 있다, -(으)로 볼 수 있다, -다/라고 본다’
의 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여기서 한국어 학습자는  ‘(으)로, ‘-(으)ㅁ’으로 투영되어 명사화가 필요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고 있다. 즉 용언으로 투영되는 ‘-다/라고’의 표현은 
자주 사용하나 명사화를 통한 문장 구조가 매우 적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핵심어 분석에서 ‘의’가 핵심도 -481.19로서 가장 부정적인 핵심어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명사화 부재의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으)로’의 낮은 사용은 앞서 살폈던 투영 동사에서 피동이나 ‘나타나다’ 등 표현
의 부재와도 관련된다. 학습자와 모어 화자 텍스트에서 ‘-(으)로’ 뒤에 공기하는 동
사는 ‘보이다, 나타나다, 나누다, 이루어지다, 보다, 살펴보다’ 등 한정적이지만 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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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텍스트에서는 ‘-로 나타났다’는 30회뿐이고 그 외에 더욱 다양한 표현으로 나
타나고 있었던 것이다.60) 

2) 인식 양태를 통한 인식적 태도 

다음으로 인식 양태를 통한 인식적 태도 표현의 양상을 살펴보자. 먼저 인식 양
태 표현에서는 가능을 나타내는 ‘-(으)ㄹ 수 있다’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나 여기서 
‘-(으)ㄹ 수 있다’의 빈도는 ‘-다고 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다’와 같은 투영 구
조에 결합한 표현은 배제한 것이다. 또한 ‘-(으)ㄹ 것이다’ 역시 활발하게 사용된다.  

                                                 
60) 다음과 같은 동사가 ‘(으)로’ 뒤에 후행하고 있었다.  

간주되다, 간주하다, 구분하다, 구성되다, 규정하다, 규정되다, 보이다, 분류하다, 분
리하다, 분석하다, 분포하다, 사용하다, 사용되다, 생각되다, 설정하다, 알다, 알려지다, 
여기다, 연결되다, 이루어지다, 인식하다, 인식되다, 작동하다, 작용하다, 존재하다, 취급
되다, 평가하다, 평가되다, 해석되다, 해석하다, 확인되다, 확인하다, 활용하다, 활용되다 

[표 IV-17]  자기 투영 복합 구성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으)ㄹ 수 있을 것이

다 

19 368 35 661 7.31 

을/를 알 수 있다 13 252 67 1265 43.52 

다/라고 볼 수 있다 13 252 29 548 8.83 

(으)로 볼 수 있다 10 194 5 94 -5.00 

다/라고 할 수 있다 9 175 45 850 28.80 

다/라고 본다 4 78 31 585 23.52 

다/라고 하겠다 2 39 2 3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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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학술 텍스트의 말뭉치 빈도나, 일반 말뭉치 대비 학
술 텍스트의 핵심어를 살핀 남길임·최준(2014)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
구에서 핵심 구문으로 제시된 요소들이 주로 이 인식 양태 표현에 해당되는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인식 양태 표현은 학술 텍스트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표현인데 이
러한 양상이 학습자 텍스트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인 국문학 텍스트에서
는 여러 인식 양태적 표현을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아/어야 할 것이다’와 같은 결합 표현은 학습자 사용 빈도가 낮다. 학습자 
텍스트에서 양태 표현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필자의 주관적 인식을 텍스트에 
풍부하게 부호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인식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장종결부의 표현 중에서도 장르에 걸맞지 않는 
표현들이 다수 나타났다.  

[표 IV-18]  인식 양태 표현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으)ㄹ 수 있다 176 3413 119 2247 -27.30 

-(으)ㄹ 수도 있다 7 136 11 208 1.45 

는 것이다 148 2870 167 3153 2.16 

-(으)ㄹ 수 없다 17 330 9 170 -7.11 

다/라는 것이다 37 717 24 453 -7.04 

을 것이다 47 911 106 2002 32.84 

-(으)ㄹ 수밖에 없다 13 252 2 38 -60.50 

-아/어야 할 것이다 8 155 2 38 -18.00 

데 있다 6 116 1 19 -25.00 

-(으)ㄴ/는 셈이다 2 39 0 0 값 없음 

마련이다 1 19 2 38 0.50 

듯하다 5 97 3 57 -1.33 

만하다 2 39 4 7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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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ㄱ. 응답자 37 명 가운데 데님을 선택한 사람이 2 명에 불과하고 피혁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 골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할 성싶다. 
[대학입학_라] 

ㄴ. 유연 씨는 중국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중국의 한 중점대학교를 
합격했다. 왜 중국의 대학교를 포기하고 한국의 Y 대학교를 지원했느냐고 
물었을 때 유연 씨가 그랬다. [대학입학_나] 

이러한 표현은 학술 텍스트에 적절하지 않은 구어적이며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는 구어에서 간접 인용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도 없다’도 
구어 일상 담화에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된다. 지금까지 구어 일상 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학습한 까닭으로 이러한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싶다’는 고급 수준 문법이지만 주관적 추측을 드러내 학술 텍스트에 적절하지 않
다. 이렇게 필자 인식에 대한 표현 중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나타났다.  

(112)   
ㄱ. 그러므로 기질의 성에는 능동성이 있다고 보고 싶다. [대학원재학_가] 
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이라도 처음에 다 실수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때까지 임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 더 좋을지 않을까 싶다. 
[대학입학_다] 

ㄷ. 누구에게도 사랑하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이 시에 담고 있는 
여러 한(恨)의 정서 중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정서를 찾을까 싶다. 
[대학재학_라] 

ㄹ.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국민들도 시간 좀 줘야 될 것 같다. 
[대학입학_다] 

‘-고 싶다’는 필자의 주관적 희망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인식적 내용에 ‘-고 싶다’
를 사용하여 정서적으로 편향됨을 드러내고 있어 학술 텍스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으)ㄹ까 싶다’와 ‘-(으)ㄹ 것 같다’ 역시 매우 주관적으로 근거에 기반
하지 않은 판단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들은 학습자들이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학
습하였고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들로 학술 텍스트에 부정적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측의 ‘-겠-’ 역시 부적절한 사용으로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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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ㄱ. 중국과 교섭한 다음에 한자가 서서히 유입됐다는 것 알겠지만 전래 시가가 

아직 추측한 단계이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대학재학_나] 
ㄴ. 의료민영화하면 의료비용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며 의료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의료비를 내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상황 
밑에 경제력이 약한 노인의 권익을 어떻게 보장해 주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대학원재학_라] 

이 사례들에서 ‘-겠-’은 의지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역시 판단 
근거가 부족한 추측으로서 학술 텍스트에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시상을 통한 인식적 태도 

시상 관련 표현의 빈도를 살펴 보자.  

상 표현 중 ‘-고 있다, -게 되다, -아/어 오다’는 그중 다수 사용한 편이지만, 그 
외에 ‘-아/어 있다, -기 시작한다’ 등의 다양한 사태 기술의 표현은 빈도가 낮았다. 
이러한 것들은 소극적 표현이나 사태에 대한 필자의 양상적 해석을 포함시키기에 

[표 IV-19]  시상 표현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도 

핵심도 

(카이스퀘

어 값) 

고 있다 449 8706 375 7081 -14.60 

았/었 230 4460 487 9196 135.62 

던 179 3471 92 1737 -82.27 

게 된다 137 2656 163 3078 4.15 

아/어 있다 68 1319 52 982 -4.92 

기 시작한다 25 485 15 283 -6.67 

아/어진다 24 465 30 566 1.20 

바 있다 8 155 4 76 -4.00 

아/어 오다 3 58 31 585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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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역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학생들에 따라 거의 나
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빈도를 보면 특히 한국인 텍스트에서는 ‘-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 텍스트에서 과거 사실에 대한 기술이 길고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았/었-’을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들
이 과거 사실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기술하고 현재 시제로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논
증 과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슬비(2015)에서 지적하였듯 학
술 텍스트에서 과거 시제는 선행 연구에 대한 기술이나 자료의 보고에서 사용되고, 
주된 논의는 현재 시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구의 현재적 논의가 부족
한 것은 역시 지금까지 다른 요소에 나타났듯이 대상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평가 
및 논증, 태도 실현이 부족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  

1) 텍스트적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 

상호작용적 태도는 어휘·문법 요소보다 삽입된 표지나 문장 단위로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에 빈도 분석으로는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여
기서는 보다 사례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텍스트적 상호작용에서 독자 안내 표현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서론의 마지막 부분과, 결론 부분에서는 ‘-고자 한다’, ‘-(으)ㄹ 것이다’
와 같은 전형적인 안내 표현이 나타난다. 필자의 목적 진술 담화로서 교재에서 명확
한 틀로서 제시되어 있었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론에서는 이러한 안내의 목
소리가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 대부분의 경우 각 장을 연결 고리 없이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형적인 표현 외에 본문에서 추가로 안내하는 문장을 
삽입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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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선후 안내 용례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도 역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114)   
ㄱ. 또는 앞서 제기했던 차중 글씨판 실험이 있다. [대학졸업_가] 
ㄴ. 위에 말씀한 대로 서울시 노인복지 정책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등 세 차원으로 노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나 서울시 노인 인구의 
현황을 고려하면 부족한 점도 있다. [대학원재학_라] 

이러한 선후 안내 표현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 안내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학습자 간의 개인차가 커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다.   
해설 표현은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었다.  

(115)   
ㄱ. 한국어에 한자와 한자어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한자어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전에 한자라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먼저 정의해야 한다. 
[대학재학_나] 

ㄴ.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한국인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런 한(恨)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恨)이 과거의 어떤 고난에 

[표 IV-20]  안내 표현의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안내 고자 한다 65 1260 42 793 -12.6 

다음과 같

이/같은/같

다 

37 717 36 680 0.0 

자면 2 39 14 264 10.3 

기로 한다 4 78 10 189 3.6 

을 것이다 1 19 10 189 8.1 

선후 

안내 

듯이 15 291 28 529 6.0 

바와 같이 6 116 17 32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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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현재 진행형임을 
나타나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통, 근심, 상처 등이 
단순히 눈에 보이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가슴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잘 보이지 않은 것이다. [대학재학_라] 

ㄷ.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신라 일대를 통해서 신라의 유교는 독립적인 
형태로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기보다는 다른 종교 사상과 혼합 융합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지훈, 2001) 라는 것이다. 
역사 문헌을 보면, 삼교합일(三敎合一)에 관한 기록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는 최치원의 <난랑비서(鸞郞碑序)>이었다. [대학재학_마] 

(ㄱ)에서는 내용을 안내하는 필자의 개입하는 목소리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ㄴ, 
ㄷ)와 같은 방식으로 분열문을 통해 필자의 개입하는 목소리를 살필 수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분열문은 단락의 응집성을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청자와 소통
하기 위한 필자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적 태도가 드러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서도 역시 개인 차가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접속 표현은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 중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 만큼 다
수의 사용이 나타났다. 표현으로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따라서, 즉, 
한편’ 등의 접속 부사가 사용되고 있었고, ‘그러한, 그에 따라, 이는, 이러한, 이로부
터, 이로서, 이를 통해, 이와 같이, 이처럼’ 등 ‘이’와 ‘그’ 지시어 관련 접속어도 적
극적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이’ 관련 표현 빈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학
술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이는, 이를, 이에, 이와 같은’과 같이 ‘이’ 관련 다양한 접
속 표현을 활용하는데 학습자들은 이러한 표현은 매우 적게 사용하며 접속 부사 중
심의 접속 표현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이’ 관련 표현이 어휘만으로 이루어진 
접속 표현보다 통사적인 활용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격식적 
문어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학습자들이 아직 입력과 출력 경험이 부족한 언어 요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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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독자 유도 표현을 살펴보자. 독자 유도 표현은 적극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우 효과적인 상호작용적 태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용한 학습자가 
많지 않아 개인차 및 학업 단계별 차이가 큰 편이다. 

 
 

[표 IV-21]  접속 표현의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이러한 208 4033 39 736 -732.3 

이는 118 2288 12 227 -936.3 

이를 99 1920 60 1133 -25.4 

그리고 97 1881 70 1322 -10.4 

그것 77 1493 27 510 -92.6 

즉 69 1338 67 1265 -0.1 

이에 62 1202 27 510 -45.4 

특히 49 950 45 850 -0.4 

이와 같은/

이와 같이 

39 756 1 19 -1444.0 

따라서  36 698 61 1152 10.2 

또 22 427 154 2908 113.1 

이들 20 388 11 208 -7.4 

그런데 18 349 27 510 3.0 

이처럼 16 310 7 132 -11.6 

이같은 12 233 0 0 값 없음 

이렇게  11 213 20 378 4.1 

그러므로 9 175 31 585 15.6 

그래서 9 175 37 699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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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에서도 의문문이나 청유문을 통한 독자의 유도는 빈번하게 나타나나 특정 학
습자 텍스트에서 한정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개인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어 모어 텍스트에서는 ‘여기서’로 시작하여 대상에 대해 상술하는 표현이 다수 나타
나는데,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적었고, ‘여기에서’로 이를 오용하
여 드러낸 경우가 일부 있었다. 텍스트에서 그 지점을 지칭할 때 ‘에서’가 아니라 
‘에’로서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학습자들이 ‘에’와 ‘에서’의 혼동으로 오용한 
것으로 보인다.  

2) 논리적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 

논리적 상호작용 표현은 텍스트 차원의 상호작용보다도 더 빈도가 낮았다. 여기
서는사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확장의 표현은 ‘기는 하다, 기도 하다’, ‘물론’ 등의 표현이 나타났으나 역시 빈도
가 매우 낮았다.  

(116)  ‘한(恨)’ 문화는 한국에 대표적인 민족문화 중 하나다. ‘한(恨)’은 한국인의 
가장 근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표제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에도 한에 대한 개념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증오와 원망’의 뜻으로 쓰는 
것이다. [대학재학_라] 

[표 IV-22]  독자 유도 표현의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의문/

청유 

가? 가.  21 407 22 415 0.0 

까? 까.  3 58 29 548 23.3 

자.  2 39 3 57 0.3 

해설 여기서 22 427 8 151 -24.5 

점이다 25 485 9 170 -28.4 

여기에서 7 136 4 7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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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는 확장보다는 다양한 범주가 나타나기에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먼저 양보 및 반박의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는 하지만, -더라도’ 등을 통
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필자의 명제를 주장하는 ‘전
제’의 기능도 활발하게 사용된다. ‘-다면, -을 때, -자면, -다는 점에서’ 등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표 IV-23]  확장 표현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확

장 

기도 하 47 911 29 548 11.2 

물론 14 271 20 378 1.8 

수도 있 13 252 19 359 1.9 

 

[표 IV-24]  반박·전제 표현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반

박 

더라도 14 271 23 434 3.5 

지라도 5 97 0 0 값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3 58 3 57 0.0 

기는 하

지만 

0 0 3 57 3.0 

전

제 

다면 23 446 32 604 2.5 

다는 점에

서 

52 1008 18 340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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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ㄱ. 또한 똑같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라 하더라도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다르게 이해한다면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하기가 어렵다. 
[대학재학_나] 

ㄴ. 다른 의견에서는 “성의가 없어 보인다”, “친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등 
대답이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인터넷용어를 쓴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재학_가] 

ㄷ. 교육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이전의 교육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태생적 신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당시의 교육은 국민 중 일부 
사회계층에 국한되어 그 기회가 주어졌으며<후략> [대학졸업_나] 

ㄹ. 한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 
[대학재학_라] 

ㅁ. 만일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자 할 
때에 그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대학재학_라] 

한편 전제의 방식 중에서는 학술 텍스트에 적절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양상도나
타났다.   

(118)   
ㄱ. 조선 世宗 25 年(1443 년) 훈민정음이 완성된 이후 한국말은 한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만 보급되지 못해 한자. 훈민정음과 국한문혼영으로 같이 썼다. 
[대학재학_나] 

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번역하면 정확하게 나오냐면 중국식으로 
고객명칭 전에 아가씨 아니면 총각같은 호칭을 붙이면 좋을 듯하다. 
[대학졸업_라] 

‘-다만’, ‘냐면’, ‘아니면’과 같은 표현은 모두 구어적 표현으로서 학술적 텍스트에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 및 변별 표현의 사용을 보자.  

(119)   
ㄱ. 한국에 온 중국인 유학생은 재벌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닌 대부분이 

중산계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국내 경쟁이 강화되는 풍조에서 한국 
명문대학을 추구한다. [대학입학_나] 

ㄴ. 그리고 그러한 고통, 근심, 상처 등이 단순히 눈에 보이거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가슴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잘 보이지 않은 것이다. 
[대학재학_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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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표현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른 가치와 변별
하며 주장을 강조하는 전략은 논증적 상호작용의 여러 전략 중 비교적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표현 중에서는 ‘보다, 달리, 반면’을 통한 표현이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에 
비해’의 표현은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기대 및 심화의 표현을 살펴보자.  

[표 IV-25]  부정·변별 표현의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부

정 

이/가 아

니라 

80 1551 106 2002 6.4 

변

별 

보다 34 659 75 1416 22.4 

그러나 96 1861 48 906 -48.0 

뿐 7 136 7 132 0.0 

달리 9 175 31 585 15.6 

비해(서) 77 1493 38 718 -40.0 

반면 4 78 42 793 34.4 

 

[표 IV-26]  반기대·심화 표현의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반

기

대 

아직 3 58 32 604 26.3 

여전히 12 233 6 113 -6.0 

오히려 25 485 11 208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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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대는 ‘그러나, 커녕, 여전히, 오히려, 하지만’ 등이 나타났다. 또한 장르에 부
적절한 표현들이 다수 나타났다. 반기대의 자원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부사 
‘벌써’인데 이는 학술 말뭉치에서 나타나지 않는, 학술 텍스트에 어울리지 않는 주
관적 표현이다.  

(120)   
ㄱ. 겐지(1967:80)에 의하면 이 개념은 결코 주자가 살고 있었던 남송(南宋)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대(漢代)의 도가(道家) 서적인 
『회남자(淮南子)』등 저작에는 벌써 그 학설에 대한 상당히 자세한 기술을 
보여 이후 그 학설은 상식으로서 중국의 지식인의 사이에서 전승되어 왔다.
 [대학원재학_가] 

ㄴ. 원래 화랑도를 지탱해 온 한민족의 고유 윤리 규범인 ‘세인륜’, ‘여덟 규범’과 
‘아홉 맹세’ 등 속에서 벌써 유교 사상을 포함했다. [대학재학_라] 

‘벌써’는 구어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나 학술 텍스트와 같이 격식적인 문어 
맥락에서는 ‘이미’의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보면 학습자들은 이른 시간을 의
미하는 부사어로 ‘벌써’의 자원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장르의 격식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어휘 자원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표 IV-27]  심화 표현 사용 빈도 

  한국어 

빈도

(51,572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학습자 

빈도

(52,960 

어절) 

100만 

어절 

환산 빈

도 

핵심도 

(카이스

퀘어 값) 

심

화 

나아가 7 136 7 132 0.0 

더구나 5 97 1 19 -16.0 

뿐만 아니

라 

18 349 61 1152 30.3 

넘어 6 116 1 19 -25.0 

거니와  1 19 4 76 2.3 

게다가 3 58 7 13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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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의 사례로는 ‘거니와, 나아가, -을/를 넘어, 데다(가), 더군다나, 뿐더러, 뿐만 
아니라’ 등이 있었다. 빈도를 보면 ‘뿐만 아니라’, ‘게다가’를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
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이 기존에 학습한 특정 표현에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추
측된다.  

(121)   
ㄱ. 그렇지만, 스타벅스에서는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수다를 떠는 모습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학생들, 조모임을 하는 학생들 등, 그 공간이 단순히 
이야기를 하기 위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대학입학_마] 

ㄴ. 책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식을 습득하기에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더러 
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개개인의 면에서 
보면 책의 역할이 다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졸업_마] 

심화에 있어서도 용인성에 어긋나는 표현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122)   
ㄱ. 이런 “초성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형성된 언어는 물론이려니와 

대화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통 암호로 쓰여 
있다는 특징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다. [대학재학_가] 

ㄴ. 영화인들은 독립영화를 찍음으로써 자기 독특한 시점으로 보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호하기 때문에 돈도 
문제려니와 무엇보다도 영화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든 사실은 큰 문제다. [ 

ㄷ. 박근혜 씨가 취임할 때 북한과 친하게 지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친해지기는커녕 사이가 얼음이 된 상태이다. [대학입학_다] 

ㄹ. 김은심·배행자(2000)에 따르면 내재화의 결과로 모든 사건이나 허물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책망하거나 비난하면서 자기를 
비하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옥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다. 모든 겪던 고통과 상처가 다 자기의 팔자라고 
생각한다. [대학재학_라] 

ㅁ. 오령(2008:42)에서는 그때 여자들이 너나없이 꽃무늬 천으로 만든 치마나 
치파오(旗袍)를 걷어치우고 남자와 같은 바지나 유니폼을 갈아입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입학_라] 

먼저 ‘-려니와’는 학술 말뭉치에 나타나지 않으며, ‘더군다나’도 학술 말뭉치에서 
빈도가 낮다(1회). ‘는 커녕’은 학술 말뭉치에서 사용되지만 주로 연구 대상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사용되고, 기술자, 묘사자의 관점에서 사용되지만 필자 자신의 발언으로
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술 텍스트에서 ‘-도 그렇다’는 나타나기는 하나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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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4회로 매우 낮았다. 이들은 모두 구어적인 자원으로 장르에 걸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적 태도의 사용은 전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매우 단조롭
거나 빈도가 낮았다. 텍스트적 차원의 표현은 의례적으로 사용될뿐 진정성 있게 독
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의도는 찾기 어려웠으며, 논증적 차원의 표현은 일부 표현이 
사용된 것 외에는 제대로 드러난 사례가 극히 적었다. 다만 여기서 드러난 것은 학
습자 수준별 차이가 매우 커, 고급 쓰기 수준을 가진 학습자 중 상호작용적 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학습자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차의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
를 벗어나므로 자세히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우수한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적 
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의 사용이 우수한 텍스트 작성에 매우 중요한 변별적 요인일 수도 있다는 점이
다.    

정리하면 본 검토에서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필자 태도 사용에서 큰 차이
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평가적 태도에서 특히 학술 장르에 적절하지 않는 표현
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 인식적 태도에서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자기 투영 동사나 
자기 투영 복합 구성을 사용하지 않고 문법적·의미적으로 단조로운 표현을 집중적으
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드러났다. 특히 피동 사고·심리 동사나 논리관계 동사, ‘(으)
로’ 구성의 부재 등은 대상에 대한 서술을 약화시키고 단조롭게 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작용적 태도에서도 역시 학술 텍스트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 ‘이’ 관련 접속 표현과 같이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표현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무엇보다 상호작용적 태도
에서는 학습자들의 개인차가 커, 독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배려가 없는 텍스트도 
다수 있었다.  

2. 필자 태도 표현의 중간언어적 양상 

2.1. 평가적 태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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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가적 태도는 어휘적 요소로 실현되는 부분이 많은 까닭에 정확성의 오류
는 적은 편이었다. 부적절한 사용은 평가적 어휘의 사용의 적절성에서 주로 나타났
다.  

(123)   
ㄱ. 한(恨)’의 정서가 한민족의 고유문화이며 몇 천 년 동안 한국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한국 현대사회의 구성요인 중 결정적인 하나다. 
‘한(恨)’은 한민족의 삶에 있어서 오래된 정서로서 사무친 아쉬움과 아픔의 
정감으로 한민족의 삶 속에 체화되었다. 이런 안타깝고 철저한 ‘한(恨)’의 
정서는 한민족의 독특한 특징인 동시에 성격이 미묘하고 섬세하다. 이에 따라 
‘한(恨)’의 정서가 문화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관련 
선행문헌의 내용에 의거하여 ‘한(恨)’의 의미 기원 및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대학재학_라] 

ㄴ.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왔던 인터뷰 참여자는 인수가 적고 남녀 인수가 
균형을 맞지 못하는 까닭에 통계 자료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또는 선정 문헌을 참고하지 못해 이론적으로 엄밀하지 않아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재한 유학생 인구수 상승함에 따라 유학생의 대한 연구가 
많아질 전망이다. [대학입학_나] 

(ㄱ) 사례에서는 ‘한’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가적 태도 표현을 사용
하고 있지만, ‘철저하다’의 어휘가 적절하지 않아서 필자의 평가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또 두번째 사례는 결론에서 필자 자신의 연구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인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정
도로 제시하여야 한다. ‘논란’은 ‘어떤 대상이나 소재에 대하여 이러니저러니 서로 
다르게 주장하며 다툼’의 의미로 개별 논문의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같은 사례에서 ‘전망이다’의 사용 역시 문제적인데 이는 인식적 
태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또한 시상·양태 표현 중 사동의 의미를 갖는 ‘-게 하다’ 표현과 관련한 문장 구조
의 오류가 나타났다.  

(124)   
ㄱ. 옛날에서 치파오와 하이힐은 여성들을 해방하는 상징이라고 있기 때문에 

갈채를 받게 한다. [대학입학_라] 
ㄴ. 인터넷이 보편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만의 문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통신언어를 발생시키게 하였다. [대학재학_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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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정식적인 출판사와 달리 독립출판 또는 1 인출판이 자유로운 표현 형식을 
살려 저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제한없이 마음껏 드러낼 수 있으므로 
독립출판을 선택했고 아울러 독립출판을 확보시키고 있다. [대학졸업_마] 

이들은 모두 ‘-게 하다’, ‘-시키다’를 통해서 사동의 의미를 통해 대상의 영향력, 
효과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첫번째, 두번째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
게 하다’의 문장 구조에서 어색함이 나타난다. 사동 표현을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드러내어야 하는데 이들 문장은 이러한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어색한 것이다. 모어 화자 학술 텍스트에서도 ‘게 하다’의 용례를 보면 이러한 점이 
드러난다.  

(125)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국적, 종교, 피부색, 경제력 
등으로 인해 차별과 불안정상태에 있고, 상이한 문화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상의 문제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사회복지학_나] 

여기서 ‘-은/는 –을/를 망각하게 한다’의 구조로 사동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게 하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무엇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 사례는 ‘시키다’를 통해서 대상의 영향력 및 결과를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이 역시,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장 구조를 갖추지 못하여 어색하며 다
음으로 ‘독립출판을 확보시키다’의 단어 확장 역시 어색하고 ‘확장시키다’가 더 적절
할 것이다. 즉 ‘이러한 특성에 따라 독립 출판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또는, ‘이러
한 특성은 독립출판을 보다 확장시키는 요인이다’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2. 인식적 태도 표현 

인식적 태도 범주에서 정확성 오류가 다수 나타났다. 먼저 시제·상·양태 표현 관
련 오류를 살펴보겠다.  

(126)   
ㄱ. 낭도의 경우는 신분이나 자격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도인 

경주에 사는 6 부민(六部民) 출신 자제들이라고 짐작된다. 화랑의 선발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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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제한이 없고 심지어 평민층도 자발적으로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재학_마] 

ㄴ. 이런 인터넷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요즘은 기존 
인터넷용어에서 더 나라가 외계어라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신형의 
인터넷용어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괴상한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그리스문자, 아랍문자, 컴퓨터 도형모음 등으로 글을 
써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글 내용을 알 수 없고 읽을 수 없는 문자를 만들어 
자기 구성원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나타나고 있다. [대학재학_가] 

이 사례는 시제와 관련하여 어색하다. (ㄱ)을 보면 맥락상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을 나타내는데 과거 시제가 드러나 있지 않다. 과거 사실과 추측의 의미를 모두 제
시하고자 한다면 ‘있었던 것이다/있었을 것이다/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등의 표
현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ㄴ)은 ‘-고 있다’ 앞에 ‘알다’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일반적이라는 의미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알고 있다’는 일상 
생활에서는 주체의 인지적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지만 학술 텍스트에서는 지
나치게 일시적인 인지 상태가 되어 잘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다수
의 인식 상태를 제시할 때는 주체를 숨겨 제시하는 피동 표현을 통한 ‘-이/가 알려
져 있다’ 표현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위 양태의 ‘-고자 한다’ 표현을 ‘-자고 한다’로 사용한 경우가 두 텍스트
에서 나타나 흥미롭다.  

(127)   
ㄱ. 본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유형을 예를 제시하고 분석하자고 한다.

 [대학재학_나] 
ㄴ. 2 년 전 한국 민중들이 박근혜 씨에게 투표할 때 가진 생각과 2 년 후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진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연구하자고 한다.
 [대학입학_다] 

위 사례는 모두 학술 텍스트의 목적을 ‘-고자 한다’를 통해 나타내는 부분인데 ‘-
자고 하다’로 사용하여 어색하다. 이러한 사용은 두 표현의 형태적 유사성에서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표현으로, 아직 형태가 낯선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 오류
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고자 하다’는 학습자들이 학술 텍스트와 같이 격식적인 
맥락 외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다소 낯선 표현에 해당한다. 일상적 맥락에서는 
‘-려고 하다’ 정도를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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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혼란은 학습자들이 인지적으로 청유문의 간접 인용 표현인 ‘-자고 
하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들은 중급에서 간접 인용 표현을 학습
할 때 평서문은 ‘-다/라고 하다’, 청유문은 ‘-자고 하다’로 인용됨을 반복적으로 학
습한다. 또한 ‘-다고 하다’가 학술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만큼, 청유의 의미
를 갖는 ‘-자고 하다’의 형태가 환기되어 수행적 의미를 갖는 ‘-고자 한다’를 대체하
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오류는 인접 문법 항목과의 혼효(blending) 
현상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빈번한 정확성의 오류로는 필자의 주관적 인식 표현을 중첩하거나 잘못 결
합하여 사용한 경우가 있다.  

(128)   
ㄱ. 따라서 본 지역의 합격선이 내릴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명문대가 많이 

집중되는 베이징에서 더욱 드러나 보인다. [대학졸업_나] 
ㄴ. 하지만 위에 제시된 예를 보면 두 나라의 한자어 의미가 같은 경우가 있기 

있지만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많은 변화도 겪었다. 그래서 단어의 뜻은 
학습자가 원래 알고 있던 뜻이 크게 다를 수도 있긴 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한국 국어 사전에서 다시 확인하면 더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재학_나] 

위 (ㄱ)에서 보면 ‘드러난다’만 사용하여도 의미가 가능한데 유사하게 ‘보인다’는 
표현도 같이 사용하여 어색하다. (ㄴ) 역시 중첩된 경우인데, 해당 표현은 ‘다를 수도 
있다’ 정도로 표현되어야 한다. 선행절에 필자의 관점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에 다시 ‘-다고 볼 수 있다’로 자기 투영을 제시하여 어색하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학습자들이 명제 뒤에 투영이나 양태 표현을 덧붙여 자기의 태도를 드러내는 구조
를 인식하여 나름대로의 필자 태도를 부호화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학습자 나름의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인식에 따른 중간언어적 양상인 것이다. 

인용의 ‘다/라는’ 표현의 사용에 관련해서도 이러한 형태상의 오류가 나타난다.  

(129)   
ㄱ.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는 반면에 중국어로 양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다. 
[대학졸업_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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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어휘 발전의 과정에서 단어 의미는 원래 포함돼 있는 뜻으로 펴져지거나 
어떤 의미가 없어지거나 다른 뜻으로 변화된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재학_나] 

(ㄱ)와 같이 ‘다라는’과 같이 오기한 부분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 작문에서
도 자주 나타나는 오류로 L1 사용자와 L2 사용자 중간언어의 유사성을 보여 준다. 
(ㄴ)를 보면 불필요하게 ‘다는’을 삽입하고 있다. 즉 ‘변화되는 것으로 보인다’로 충
분한데 ‘다는’을 삽입하여 필자의 의견이 아니라 인용한 내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인용하며 강조하는 ‘-다는 것이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양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영 구조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인 자기 인용 표현에서도 다음과 
같은 독특한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목소리를 인용하는 데 사용
되는 ‘-다고 하다’를, 자신의 의견을 투영하는 데 사용한 경우이다.  

(130)   
ㄱ.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한국 한자어 배울 때 대부분 동형어나 

이형어 고사하고 의미를 거의 다 유추할 수 있으니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국 한자어는 역시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유리하지만 이 언어를 배울 
때 더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다리이라서 더 좋은 학습방법을 바란다. [대학재학_나] 

ㄴ. 위에 조사결과로 인하면 “값이 비싸다”를 스타벅스에 이미지로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다음에는 “고급스럽다”, “맛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의 값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을 포함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이었고 조사대상 인수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진행했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 중에서도 값에 관계없이 말하면 스타벅스에 대한 
이미지는 고급스럽고 맛있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남성과 여성 차이 
비교하면서 남성는 복수 응답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정확하게 복수응답을 정하거나 했어야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스타벅스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학입학_마] 

(ㄱ, ㄴ)은 모두 텍스트의 결론 부분으로서 주관적 태도를 포함해 요약하는 가운
데서도 ‘-라고 한다’의 인용을 포함하였다. ‘-다고 하다’는 자기 인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학습자들은 다른 자기 투영 표현에서 영향을 받아 ‘-다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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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명제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인식적 태도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학술 텍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주관성 표현
인 ‘-다고 할 수 있다’에서 이러한 오해가 생겼을 수 있다. 즉 ‘-다/고 할 수 있다’
에서 ‘-(으)ㄹ 수 있다’가 갖는 주체의 능력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지 않으면 ‘-다/라
고 하다’의 단순 인용이 될 뿐인데,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형 전체의 기능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은 독특한 학습자의 중간 언어적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리사고 동사를 사용한 투영에서도 결합 관련 오류가 나타났다.  

(131)   
ㄱ.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어 높임말 사용 습관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들의 

겸허한 품질 특성을 보아낼 수 있다. [대학졸업_다] 
ㄴ. 반면 한국의 주요 신문 출판사 조선일보의 사이트에 들아가면 같은 날에 

표제는 『정수장학회 졸업생모임 ‘상청회’ 前 회장 김기춘 임명』이다.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에 비해 한자 표기한 문자는 하나밖에 없다는 
현황을 보일 수 있다. [대학졸업_가] 

위 (ㄱ)에서는 ‘-아/어 내다’의 표현으로 의미를 더하고자 하였는데, 동사의 의미
상 어떤 점을 ‘보아 내다’의 표현은 어색하고 ‘발견해 내다’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
이 자연스럽다. ‘-아/어 내다’의 의미를 포함시킴으로써 필자의 주관적 인식을 보여 
주려는 시도는 의의가 있으나 적절한 사용에 실패한 경우이다.  

(ㄴ)를 보면 조사 ‘을/를’을 사용하였는데 ‘보이다’ 동사를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피동사로서 ‘보이다’의 특성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
한 자동사/피동사 및 호응하는 조사는 투영 구조가 아니더라도 학습자들이 자주 범
하게 되는 문법적 호응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심리사고 동사에서 능동과 피동이 
사용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투영 명사 구조의 사용에서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문법상의 오류를 범
하고 있다. 먼저 ‘-(으)ㅁ’과 ‘-(으)로’를 혼동하여 ‘-(으)ㅁ을 알 수 있다’와 ‘-(으)로 
보인다’ 간의 혼란이 보이는 사례이다.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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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그런데 노인 인구의 현황은 수도권에 집중, 절대 숫자가 늘어남, 독거성, 또 
실업률이 높음으로 실천성이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알 수 있다. 
[대학원재학_라] 

ㄴ. 그 다음으로, 노인 가구 형태에서 보면 노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돌봐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대학원재학_라]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투영 표현인 ‘-(으)ㅁ’, ‘-(으)로’ 투영 구문의 사용과 관
련해 각 형태소의 의미가 보다 명확히 각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으)ㅁ을’은 
명사화를 통해 목적어로서 ‘알다’와 호응한다. 반면 ‘-(으)로’가 이끄는 절은 부사어
로서 판단의 내용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으)ㅁ을 알 수 있다’
와 ‘-(으)로 보인다’ 표현은 모두 학술 텍스트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필자의 
주관성 투영 구조지만 각 표현의 의미기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으)ㅁ을 알 수 있다’의 표현에 대해서도 ‘다고 알 수 있다’로 사용한 오류
가 5개의 텍스트에서 나타났다.  

(133)   
ㄱ. <…> 응답자가 게시판이나 생활속에서 인터넷용어를 가끔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인터넷용어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실생활속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알 수 있다. [대학재학_가] 

ㄴ. 본고에서 이형동의라는 한자어 분류는 대만중국어에 비해 말하는 것이다. 
사전에서 찾은 후 위에 예로 냈는데 거기서 보면 한국 한자어와 대만 한자의 
뜻은 똑같지만 표기된 한자가 다르다고 알 수 있다. [대학재학_나] 

ㄷ. 그러므로 삼륜과 인간의 세 가지의 관계가 서로 대응하고 있었다고 알 수 
있다. [대학재학_마] 

즉 학습자들은 ‘알 수 있다’의 자기 투영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명사화
를 통한 ‘-(으)ㅁ’이나 ‘-(으)로’의 표현은 잘 사용하지 못하고 ‘-다고’로 대치하여 사
용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폈다시피 학습자 학술 텍스트에서 ‘-(으)ㅁ’ 및 ‘-(으)로’
의 사용이 매우 낮고 ‘-다고’의 사용은 높은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으)ㅁ’
과 ‘-(으)로’를 통한 구조 사용을 위하여 명사화의 활용에 보다 숙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필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양상은, 학습자들이 결합 표현의 구성 요소
와 기능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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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맥락상 적절하지 못한 사례를 살펴보겠다. 시상·양태 표현에서는 먼저 
‘-게 되다’ 대신 ‘-기 마련이다’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134)   
ㄱ.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가족 형태가 점점 다르게 보였다. 특히,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 변천으로 인해 사회 이동성이 강해지면서 
3 대 이상 대가족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부장 제도가 붕괴되거나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관념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생각보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문화] 

ㄴ. 한편으로는 여성이 ‘하늘의 반쪽(半邊天)’으로 여겨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수직 
상승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남성화’되어 여성으로서 정체성이 
상실되기 마련이다. 1978 년부터 개혁 개방을 실행함으로써 성역할 의식이 또 
다시 변화되었다. 주로 여성의 정체성으로 복귀하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중국-문화(22) 

위 사례들에서는 ‘-게 될 수밖에 없었다’, ‘-게 되었다’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기 마련이다’를 사용하고 있다. 명제의 일반성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 마련이다’
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기 마련이다’는 후행하는 명제의 ‘전제’로서의 의미를 갖
는다. 이는 한국어 텍스트에서 ‘-기/게 마련이다’의 용례를 보면 잘 드러난다.  

(135)  공간의 체계는 주거지를 중심점으로 분류되기 마련이고, 새로운 주거지는 
주변 경관을 비롯한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하게 된다. [국어국문학 7] 

여기서 ‘-기 마련이다’는 일반적인 전제를 제시하여 이후 다음 제시 내용의 배경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기 마련이다’의 사용에 있어서는 텍스트 전후 맥락에서의 
의미가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학습자 텍스트 사례를 보면, (ㄱ)에서는 어
느 정도 전제로 삼고 이를 부정하는 기능이 드러나 있어 ‘-기 마련이다’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전제’로서의 성격 없이 사용한 (ㄴ)에서는 ‘-게 된
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기 마련이다’의 담화 맥락에서의 기능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유사하게 맥락적인 기능의 오용이 ‘-(으)ㄴ 것이다’와 관련한 사용에서도 드러나
고 있다.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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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이 이야기에 담은 단순한 처절함과 억울함이 바로 한(恨)이다. 삶의 고난 
때문에 절망에 빠져도 결국 복수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학재학_라] 

ㄴ. <문단 시작>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에서 보면 유학생들 학습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주요 언어 수준으로 인한 문제 및 자각성이 
높지 않은 것이다. [대학입학_나] 

위 사례를 보면, 앞선 내용과 조응되는 환언이 아니라 처음 나타난 명제에 대해
서 ‘-는 것이다’를 사용해서 어색하다. 이러한 오류는 ‘-는 것이다’가 단순히 강조라
고 제시되고 앞선 명제와의 관계에 따른 ‘환언’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명확히 제시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는 것이다’를 강조를 위해서 맥락에 
맞지 않게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역시 문법 요소의 담화
적 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낳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투영 동사의 선택에 있어서는 사고 심리 동사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137)   
ㄱ.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영화계도 할리우드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의 영화 제작 

패턴을 목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질 예정이다. [대학입학_가] 
ㄴ. 하지만 이처럼 기업형 커피전문점들이 악화되고 있는 한 스타벅스의 경우 

순이익은 그리 많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증가한 것을 확정할 수 있다. 
[대학입학_마] 

먼저 (ㄱ)을 보면 필자의 예측을 제시하면서 ‘예정이다’라고 하여 어색하다. 이는 
필자의 추측이므로 것으로 ‘예측된다, 예상된다’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
다. 역시 (ㄴ)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필자의 판단이 드러나는 동사를 사용하
여야 한다.  

이러한 투영 동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전망이다’의 사용도 주목할 만하다. 

(138)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높음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들은 옛날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으며 
노인인구도 점점 증가되고 있다.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장은 12 년 뒤인 
2026 년에는 한국 인구 중 노인인구가 21%를 차지할 거라고 추측했다. 서울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1%로 이미 2005 년도에 고령화 사회의 기준 7%을 
넘어섰다며 2020 년 후반에는 20%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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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50 년에 노인인구가 4.5 억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대학원재학_라] 

‘전망이다’는 특히 신문기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으로 제민경(2011)에서는 ‘사
실을 필자의 의견으로서 제시하는 독특한 의미기능을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는 
객관적 사실과 필자의 의견을 넘나들어 필자의 관점을 제시하는 표현임에 분명하나 
학술 텍스트의 맥락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
핀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에서 ‘전망이다’는 한 용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전망
이다’는 신문기사에는 적합하지만 학술 텍스트에서는 선호되지 않는 표현인 것이다. 
이는 ‘전망이다’가 주는 강한 필자 의견의 속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망이
다’를 통해 보도 텍스트에서 필자의 강한 예측 의견이 드러내지만, 학술 텍스트에서 
‘전망’이라는 어휘가 함의하는 예측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는 이보다는 ‘-(으)ㄹ 가능성이 있다’, ‘-(으)ㄹ 것으로 예측된다’ 정
도의 표현이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자들은 고급 수준 텍스트인 신문기사
에서 ‘전망이다’ 표현에 대한 입력을 받고, 그 장르적 성격을 오해하여 학술 텍스트
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용에는 신문 기사 학습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고급 
수업에서부터 읽기 활동으로서 신문 기사 텍스트를 읽어 왔다. 때로는 이와 같이 보
도하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활동도 간혹 있지만 한국의 시사 문제에 대해 이해와 함
께 어휘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읽기 자료로 자주 활용된다. 현재 수업에서
도 쓰기 수업과 별도로 신문 읽기 수업이 있는바 학습자에게 입력(input)으로서 신
문 기사 텍스트의 위치가 상당히 공고하였다. 또한 학술 텍스트의 격식적이며 전문
적인 문어 텍스트라는 성격이 신문 기사 텍스트와 일견 유사하게 여겨질 수 있어 
이러한 표현의 전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습자는 필자의 관점을 나타내기 위해 ‘보다’ 동사를 매우 자주 사용하는
데, ‘보다’의 피동 심리사고 동사인 ‘-(으)로 보인다’는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게 사용
한 사례들이 있었다.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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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연구자는 한국어를 배운지 거의 5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배운 단어 중에 
한자음은 많이 알게 된다.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한자와 중국어권에서 쓰는 
한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인다. [대학재학_나] 

ㄴ. (장절 시작)중국은 땅이 커서 지역 차이가 놀라우리만큼 보인다. 전통적으로 
북쪽 남자는 가부장적 의식이 강해서 집안일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반편에 
남쪽에 평등하게 가사 분담하는 남자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학원재학_다] 

ㄷ. 기가 있는 곳에는 꼭 이가 있다. 『주자어류』에는 “이 세계에 이가 없는 기가 
없고 기가 없는 이도 없다.” 는 문장을 보인다. [대학원재학_가] 

‘-(으)로 보인다’는 자료에 대해서 필자의 주관적 해석을 드러내면서 사용하는 표
현이다. (ㄱ) 사례에서는 대상에 해석 없이 필자의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의 
표현이 어색하다. (ㄴ)에서도 역시 앞서 제시된 사실에 대한 해석의 경우가 아니고 
새로운 명제 제시의 경우라서 어색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ㄷ)은 사동의 ‘보이다’
가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학술 텍스트에서는 어색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는 주자가 어떤 문구를 보여 준다는 지나치게 물리적인 의미로 제시되어 있는
데 학술 텍스트에서는 저자가 보여 준다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텍스트 전체를 제유
적으로 사용하여 ‘-에서는 –을/를 제시한다’, ‘-에서는 –을/를 기술한다’와 같은 표
현이 더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이다’ 관련 양상은 학술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으)로 보인다’ 표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측된
다.  

유사하게 피동 의미를 갖는 ‘-다/라고/-(으)로 여겨지다’ 표현에서도 부적절한 양
상이 드러난다.  

(140)   
ㄱ. 이런 것을 통해 독립출판이건 진이건 지속성은 문제라고 여길 수 있다. 

[대학졸업_마] 
ㄴ. 번역하는 것이 언어만 아는 것이 부족하므로 중국에 문화나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번역할 자료에 속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도 배워야 된다고 여긴다. [대학졸업_라] 

여기서 필자의 인지적 판단을 드러내면서 ‘여기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기능으로 필자의 판단을 제시할 때는 ‘여겨지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으로 보인다. 학술 텍스트에서의 ‘여기다/여겨지다’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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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ㄱ. 다른 질적 연구방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층면담과 마찬가지로 

초상화법에서도 연구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고 연구 참여자의 내부적 
관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ㄴ. 자연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고, 만들기를 좋아하고, 기발한 생각을 잘 해내는 
아이보다는 영어와 수학, 한글을 잘 아는 아이로 자녀를 키우고자 하며, 그런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ㄷ. 이승훈은 그의 시는 물론 산문 등을 통해서 볼 때 누구보다 제 7 식을 
중심으로 한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 사례에서 보면 (ㄷ)에서 드러나듯 필자의 주체적인 판단에서는 ‘여겨진다’를 
사용하여 드러내고, (ㄱ, ㄴ)에서 보면 ‘여기다’는 대상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아닌 
일반적인 인식을 제시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을 보면, 정확성에 대한 양상으로는 먼저 필자의 해설이 나
타나는 부분에서 의도는 드러나지만 적절한 형식으로 부호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  

(142)  연남동에 위치하는 책방 피노키오는 유어마인드와 달리 그림책이 팔리는 
소규모서점이다. 원서 그림책이나 동화책과 한국 국내 저자의 작품까지 책방 
피노키오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동네 책방이다. 지금까지 반복 서술되는 
독립출판물의 범위가 아주 넓은데 도서, 사진집, 잡지가 있는 데다가 한국 국내 
출판되는 그림책도 포함되고 있다. 대형 서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림책이나 베스트셀러 또는 언어 습득을 위한 그림책보다 짧은 글에서 없었던 
생각을 만들게 되는 그림책을 판다는 것은 책방 피노키오의 운영 요지라고 여길 
수 있다. [대학졸업_마] 

이는 앞서 여러 번 제시했음을 나타내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와 같이 부사절로서 표현하지 못하여 관형어절로 나타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는 표현으로 부호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문장 구조에 있어서 표현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명제 축소와 관련된 여러 표현의 경우 문장 호응의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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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ㄱ. 다른 의견에서는 “성의가 없어 보인다”, “친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등 

대답이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 따라 
인터넷용어를 쓴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학재학_가] 

ㄴ. 유학하는 동기에서 중국 학생이 대학교 선택할 때 사회적인 영향을 받았으니 
브랜드만 중시하는 현상이다. [대학입학_나] 

ㄷ. 주목할 만한 것은 한(恨)이 과거의 어떤 고난에 대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현재 진행형임을 나타나는 단어이기도 하다. 
[대학재학_라] 

ㄹ. 위에 말씀한대로 노인 인구 특징은 소득을 보장할 수 없으며, 노인 수도권 
집중 지방 분산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아 취업난이다. [대학원재학_라] 

위 (ㄱ)를 보면 필자 명제의 전제를 제시하는 ‘점에서’를 사용하였으나, 일반적으
로 이는 필자의 능동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동사와의 호응이 필요하므로 ‘분석할 수 
있다’로 대체하여야 한다. 또한 (ㄴ)은 전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에서’만 사용하
였는데, 이를 ‘에서 보면’과 같이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또 불필요하게 명사문으로 
종결하여 어색하므로 ‘현상이 나타난다’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ㄷ)은 ‘다는 것이
다, 점이다’ 등 ‘이다’ 서술어로 호응되어야 하며, (ㄹ)은 ‘취업난이 나타난다’와 같이 
동사를 갖추어 써야 한다.  

이러한 호응의 문제 역시 학습자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이며, 특히 학술 
텍스트에서는 여러 명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복합문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에 이러한 문법적 호응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접속의 부분에서는 ‘이러니까’의 표현이 나타났다.  

(144)  그런데 유교의 창시자 공자는 고산과 강하가 인간의 성격을 만드는 작용도 
중시했는데 “인자요산(仁者樂山), 지자요수(智者樂水)”라는 이치도 제시했다. 
이러니까 ‘유오산수(遊娛山水)’란 수련방법에서 유교사상의 흔적도 찾을 수 있다. 
[대학원재학_가] 

이는 ‘이’ 지시어를 통해서 ‘순접’의 접속을 의도하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기에서’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적절성의 양상에 대해서는, 먼저 안내 표현에서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145)  노인은 사회에게 많은 기여를 함으로서 노후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인 인구의 현황은 수도권에 집중, 절대 숫자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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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성, 또 실업률이 높음으로 실천성이 있는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알 수 
있다. 복지 정책의 목적은 사회갈등을 해소해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노인들을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했다. 
[대학원재학_라] 

위 사례를 보면 2장의 마무리인데, 요약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지 안내
하는 문장을 쓰려고 했으나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아서 어색하다.  

축소의 여러 가지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난다.  

(146)   
ㄱ. 어릴 때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단어집이나 동화책 등을 읽어왔고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장르의 책을 통해 지식이 쌓여가는 것을 보니 책의 역할은 사회 
성장과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자기 개발에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대학졸업_마] 

ㄴ. “보통 상하이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며 집안을 잘 돌봐 주는 가정적인 극상품 
남자라고 하는데 사살일까?”라는 게시판 에서 지역 출신이 다른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실제로 상하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집안일을 잘 하는 남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하이 
남자가 다 가정적이라는 말도 아니라 일반적인 경향으로만 볼 수 있다. 
[대학원재학_다] 

ㄷ. 한국의 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뽑을 때 한국어 수준도 중요한 심사 
기준을 이루지만 전반적인 대학교는 한국어 수준에 대한 입학 표준이 낮은 
편이다. 한국어 성적이 없는 경우 영어 성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은 글로벌 학부가 아니라면 수업 거의 다 한국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입학한 후에 수업을 잘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대학입학_나] 

ㄹ. 석고문 재생사업은 중국내에서 관광객의 유치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모델이었는데, 한편 외국인을 위한 관광자원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대부분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개발시켜 과거 
일상 속 골목길 내 친숙한 생활공간이 갖는 질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대학원재학_나] 

위 (ㄱ) 사례에서는 ‘-를 보니’로 명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는 학술 텍스트에
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쌓는 점을 고려하면’과 같은 표현으로 대
체하여야 할 것이다. (ㄴ)를 보면 의미는 ‘다 가정적인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경향일 
뿐인 것으로 볼 수 있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내용의 부정과 제한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호화하지 못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ㄷ)은 반기대의 사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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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모델이었으
나 의도와는 달리’ 정도로 의미를 상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축소의 전략은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논증 전략상의 성격
을 띠는데, 학술 텍스트의 특성상 내용과 논리에 따라 문장 구조가 복잡해짐 따라서 
정확성에 따른 오류를 보이는 양상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문장 구조와 여러 가지 
표현의 용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필자 태도 표현 사용 양상에 대한 논의 

3.1. 다양성·정확성·적절성의 측면 

학습자의 필자 태도 표현 사용 양상을 검토한바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필자 태도 표
현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필자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에 부족하다는 점이다. 분
석 결과 필자 태도 전반에 걸쳐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용하였지만 학습자들이 사용
하지 않는 표현들이 다수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평가적 태도에서 모어 화자 텍스트에
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부사가 사용되는데 이는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나타나지 않
았다.  

(147)  마땅히, 월등히, 온전히, 기꺼이, 적어도, 활발히, 만연히, 현저히, 생생히, 
유난히, 여실히, 틀림없이, 강력하다  

다양한 언어 자원의 부재는 앞서 살폈듯이 맥락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갖는 어휘
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부적절한 의미 사용을 낳는다. 학습자들의 어휘 사용은 단
순화되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필자 태도 표현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양상은 학습자의 명사화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모어 화자 텍스트에서는 학술 텍스트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명사화가 
드물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복문도 전체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문장 수가 현저하게 많은 양상을 보인다. 전체 말뭉치 크기가 유사한데 문장 수가 
많다는 것은 문장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용의 부재뿐만 
아니라,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문형으로의 활용 능력이 부족한 양상도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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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은 ‘-고자 한다’의 표현을 매우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지
만, 이 정형적 표현 외에 ‘-고자’ 연결어미의 다양한 활용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습자 양상에서는 정확성 및 적절성의 준거에 따른 문제적 양상이 다
수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정확성의 오류는 특히 여러 어휘문법 요소가 결합된 덩
어리 표현, 즉 표현 문형의 사용에 대한 형식적 오류들이다. 학술 텍스트에서 이러
한 표현 문형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다/라고 할 수 있다, -(으)로 보인다, -(으)ㅁ을 
볼 수 있다’ 등인데, 본고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표현 문형을 사용할 때 정확
성의 오류가 매우 빈번하게 드러났다. 앞서 중간언어적 양상에서 표현들의 요소를 
누락, 대치, 과잉 결합하거나, 그 의미 기능을 오해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고자 한
다’를 ‘-자고 한다’로 사용하거나 ‘-있긴 하다고 볼 수 있다’와 같이 결합이 어려운 
요소를 첨가하는 경우나 적절성에 있어서도 태도 표현의 어휘의 긍정적/부정적 어
감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었으며, 표현 문형은 ‘-다고 한다’를 인용이 
아니라 필자 자신의 주관성 표지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법을 습득할 때 철자나 활용 등 형식적 오류를 초기에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르 특정적 문형들에 대한 습득 정도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다양성, 정확성 및 적절성의 사례는 학습자 양상을 검토한 
다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은실(2014)에서도 학문 목적 발표를 
분석하면서 학습자의 언어에서 다양성과 정확성, 적절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의 특성상 필연적인 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본고에서 드러난 필자 태도 표현 사용에 있어서 나타난 언어적 
어려움은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문법 교육이 견고하게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
여준다. 앞서 2장에서 살핀 것과 같이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은 물론이며 현재 학술 
텍스트에 대해서 문법 교육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다. 즉 어떤 요소들이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하며, 어떤 의미 기능을 익혀 써야 하는
지가 명확치 않아 적절한 교수적 처방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자가 필자 태도 표현의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문
제점은, 필자의 태도가 섬세하게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기술에 있어서 단조로워지고 
이에 따라 단정적이거나 비논리적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는 점이다. 즉 학술 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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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의사소통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다양한 필자 평가 
표현의 사용은 학술 텍스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선택적인 지식이 아니라 기본적
인 지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다양성 및 정확성, 적절성의 양상
을 보았을 때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다양한 언어 요소에 대한 문법 교육이 매우 긴
밀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 텍스트에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에 대한 교수 및 의식 
고양이 필요하다. 즉 일상 대화에서의 사용이 드물어 학습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문
법 및 어휘요소로 예를 들면 구성 요소 중 부사어를 이끄는 ‘-(으)로’와 ‘-(으)ㅁ’ 명
사화를 통한 대상화, 간접인용의 ‘-다/라고’, 필자의 사고·심리를 나타내는 동사, 대
상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동사 등은 학술 텍스트의 특징적 자원으로서 강조하여 
제시하고 교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표현에 대해서는 장르 내에서 어떤 맥락
에서 사용되며 어떻게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를 구성하는지 그 담화적 기능이 부각
되어 교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 문장 중심의 문법이나 다른 장르 중심
의 문법에서 학습한 의미기능과 변별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표현에 대해서 적절
한 활동 및 연습을 통해서 표현의 각 요소의 형태 및 기능에 보다 주목하게 한다면 
정확성의 측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2. 장르 용인성의 측면 

학습자 텍스트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장르에서 용인되지 않는 주관적 표현의 사
용과 주관적 필자의 목소리의 사용이 드러났다. 여러 층위에 걸쳐 맥락에 적절하지 
않는 표현들이 나타났는데 그들 중 다수는 고급 교육과정과 고급 수준의 한국어능
력시험에서 등장하는 표현(‘-기 십상이다, 과언이 아니다’ 등)이었다. 즉 학습자들은 
고급 단계에서 학습한 표현이 학술 텍스트에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지만 사실 이들은 학술 텍스트에 사용되기에는 상당히 주관성이 강한 경우가 많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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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르의 규약에 적절하게 필자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가에 대한 장르 용인성
(acceptablity)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 텍스트 분석의 선행연구에서
는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학술 텍스트 맥락에 적절하지 않
은 어휘의 사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수미(2012)에서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자유작
문을 검토한 결과, 구어성과 문어성을 혼동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 텍스트로 용인되
지 않는 텍스트를 작성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여기서 용인성은 텍스트언어학의 개념
으로 "지식을 습득하거나 계획에 협력하기 위해서 텍스트 수용자에게 유용하거나 적
합한 응결성과 응집성이 있는 텍스트를 기대하는 텍스트 수용자의 입장 또는 태도
와 관련된 텍스트성"이다. 즉 이는 텍스트의 수용자에게 이 텍스트가 얼마나 수용 
가능한가를 의미하는 청자 고려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장르 용인성에 어긋나는 양상에는 개인별 차이도 나타났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
용한 경우는 논문의 주제가 한류, 드라마, 인터넷 용어가 주제인 경우가 있었다. 즉 
연구 주제가 대중적일수록 표현에 있어서도 일상적이고 구어적인 표현이 더 자주 
나타나게 된다. 이들은 학술 텍스트의 맥락에서는 다소 직접적이거나 정서, 판단에 
관한 것으로 학술 텍스트에 어색한 것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나아가 주관적인 필자 태도 표현 방식으로 이어진다. 2장에서 논
의하였듯 학술 텍스트의 장르적 성격에는 객관적·과학적인 문체를 요구하고 이에 따
라 필자의 존재를 숨기는 방식으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학습자 텍

[표 IV-28]  한국어 텍스트에 나타난 장르 부적절 어휘 

동사 까먹다 

형용사 
재미있다, 고급스럽다, 독하다, 로맨틱하다, 맛있다, 귀엽다, 세련

되다 이쁘다, 기막히다, 애지중지하다,  

부사 당연히 굉장히, 자연히, 턱없이, 너나없이 

연결 어

미  
려니와, 은데다, 기는커녕, 을망정, -냐면, -려니와, -는데다가는 

복합 구

성  

-(으)ㄹ 성 싶다, 부지기수다, 생각이 들다, -도 그렇다, 과언이 

아니다 

담화 표

지 
더군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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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서는 명제를 제시할 때 형식에서나 내용에서 주관적 필자를 명확히 드러내기
도 하여 장르 규약을 어긴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필자의 위치를 표상하는 데 있어 담화적으로 실패하는 양상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이 지나치게 단언적 태도를 띠는 것이다.  

(148)   
ㄱ. 사회서비스차원에 보면 대상자에 범위를 더 늘어나야 된다. 지금 

실행하고 있는 각종 노인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는 주로 퇴직했던 
노인이다. 노인들의 정신적인 욕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면 단순히 돈을 주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거보다 40, 
50 대 중년층에게 취직 도움을 제공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근무능력이 
아직 있는 사감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 [대학원재학_라] 

ㄴ. 위에 그래프를 보면 대중들이 전부 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버지 박정희 덕분이라고 보고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믿는다. 
[대학입학_다] 

위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자기 투영이나 양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매우 
단언적인 필자 태도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스트의 설득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중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신영주(2011)에서는 중국어 모어 화자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
과 보다 직접적이고 단언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은 모국어 문법 구
조의 영향으로 완화하는 표현을 덧붙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중국어 문법이 한국어는 문법적 특성상 조사, 어미들을 ‘첨가’하는데 중국어 
문법의 유형론적으로 독립적으로 문장 요소들이 결합하는 양상을 띠므로 첨가하여 
덧붙는 어미의 표현의 사용에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사하게 인식적 태도를 드러내는 데 있어 장르에 어울리지 않는 개인적인 
목소리로 일관하는 양상도 문제적이다.  

(149)   
ㄱ. 한자(漢字)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자 중 하나이다. 

중국어권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에도 한자가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쓰는 한자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가 이닌 번체이다. 
연구자는 번체를 쓰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배운 5 년 동안 간체 사용자와 
비중국어권 사람들보다 단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배우면 



 

- 185 - 

배울수록 한국 한자와 대만 한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대 한자의 형태와 의미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대학재학_나] 

ㄴ. 연구자는 중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2 년 동안에 일했기 때문에 
한국회사의 업무에 대해 배운 것들이 많았다. 그 때 한국어를 잘 못 
했지만 일했던 동안에 각종 자료들이 한국이나 중국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할 때가 많았다. 한국에 와서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과외를 구했으며 과외를 받는 한국 분이 회사에 다니는데 중국에 출장하러 
가게 되어서 중국어 자료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 까닭에 그 분을 도와주기 
위해 번역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서 아무리 중국어가 
모국어라도 번역할 때 쉽지 않았다. 어떻게 번역하는지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학졸업_라] 

위 사례는 모두 서론에서 나타났는데, 학술 텍스트에서 용인되지 않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목소리를 취하고 있다. ‘연구자’를 드러내며, 개인의 경험을 연구의 필요성
과 연결시키고 있어 학술 텍스트의 맥락에 걸맞지 않으며 서론에서 요구되는 연구
의 필요성의 성격과도 괴리가 있다. 그리하여 연구의 필요성에 지나치게 솔직한 개
인적 맥락을 담고 있어 맥락상 어색하며 연구의 필요성이 설득되기가 어렵다. 초심
자 필자로서, 학술 텍스트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논증에서는 개인적 맥락을 넘어선 
일반화와 객관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장르에 어울리지 않는 개인적이며 주관적으로 필자를 드러내는 양상은 학
습자들이 그간 한국어로 작성해 온 글들이 대부분 필자 중심적 태도만으로도 용인
되는 텍스트였기 때문에 익숙한 한국어 쓰기 양식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텍스트는 자기 표현적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수미(2010)에서는 자기 
표현적 텍스트는 ‘사실적 표현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재구성한 글’이라
고 하였는데 예를 들면 ‘편지, 개인적 에세이, 일기’ 등이 해당된다. 필자가 익숙하
게 관점을 드러내어 쓸 수 있는 글이 필자 중심적 태도만으로도 용인되는 자기 표
현적 텍스트였기 때문에 익숙한 한국어 쓰기 양식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즉 학습자
들이 기존에 학습한 또는 경험한 장르의 양식을 다른 장르에 적용하는 것은 장르 
간 ‘전이’(transfer)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이는 학습자들은 그간 학습하
고 사용해 온 일상 구어 담화의 양식을 사용하는 데서도 나타나지만 신문 기사 텍
스트의 표현을 사용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신문 기사 텍스트는 학술 텍스트와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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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며 전문적이고 격식적인 맥락이라는 자질을 공유하기에 학습자는 신문 기사의 
표현을 학술 텍스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을 보았을 때 장르 중심적 문법 교육에서 특정 장르에 대한 맥락적 
문체적 인식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교수에서 문법 요소에 대한 
형태, 의미, 담화적 차원에 대해 교수하였지만 장르맥락에 대한 강조는 부족하였다
면, 새로운 자질로서 장르 맥락에 대한 지식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장
르에 대한 언어 교수를 통해서 학습자는 특정 의미에 대한 선택항뿐만 아니라, 장르 
맥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언어 자원의 선택항을 발달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학
습자 언어에서 용인성의 문제가 나타났던 부사어와 같은 경우 맥락에 따른 제약이 
큰 부분이다. 일상 구어에서는 ‘되게, 완전’과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용납되는 반
면, 문어에서는 ‘대단히, 상당히, 크게’와 같이 격식적이며 객관성을 추구하는 표현
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의미에 걸맞는 표현을 선택할뿐만 
아니라 맥락에 걸맞는 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르 변인에 따른 선택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3.3. 필자의 주관적 관점 형성 측면 

다음으로 필자 태도 의미 실현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자. 학술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필자는 자신의 태도를 적절히 부호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하여
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표현에서 보면 필자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
다. 먼저는 대상에 대한 필자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
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 제시하지만 자기 투영이나 양태 표현을 통해 제시해야 
할 이에 대한 필자의 해석이나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즉 사태에 대한 평가
에만 머무르고 이에 대한 필자의 목소리 내기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150)  위에 그래프를 보면 대중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제일 많이 적힌 이유는 안전 사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씨가 한강기적을 만들은 박정희 고 대통령의 딸로서 민중들이 기대가 크다가 
2 년간 큰 업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 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 여당와 
야당 사이가 항상 논쟁이 생기고 있다. 박근혜 씨가 취임할 때 북한과 친하지게 
지낼 것이다라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친해지기는커녕 사이가 얼음이 된 
상태이다.(본론 끝) [대학입학_다] 



 

- 187 - 

위 텍스트를 보면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필자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 드러나지 않
고 있다. 이렇듯 많은 경우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주체적 필자의 태도를 결론적으로 
심화시키지 못하고 있기에 필자의 평가적 태도가 강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현상의 기저 원인은 결국 관념적으로 
대상에 대한 필자의 태도가 뚜렷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초심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면 어떤 평가를 내리기
를 주저하게 되고, 이는 대상에 대한 평가 부재로 나타나 필자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형성하는 데 실패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보인다.  

쓰기에서 내용 지식은 ‘글에서 다룰 주제와 관련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지식이 전제되지 않은 학술 텍스트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
는 학술 텍스트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셈이 된다. 또한 무엇보다도 필자 태도
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학습자 양상에서 나타났듯이 내용 지식에 대한 충분한 탐구
와 숙고가 부족하였을 경우, 드러낼 필자의 태도가 결여되는 상황이 되어 진정한 학
술 텍스트 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최은지(2012)에서는 내용지식이 
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작용하는 중요한 지식이며, 평가에 있어서도 의미가 중요하
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이는 ‘내용 지식’은 학술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
분을 차지하여 학술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의 실제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내용 지식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내용 지식을 다
루는 과정에서 언어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언어 사용은 ‘의미 형성(meaning-
making)’이라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전제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다. 어떤 의미나 내
용을 다룰 때 이에 대한 명명에서부터 언어는 작용한다. 일반적인 지식 습득의 과정
을 보았을 때, 해당 개념에 대한 어휘를 모른다는 것은 해당 지식이 암묵적인 상태
이며 명시적으로 꺼내어 다룰 수 있을 만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그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와 긴밀히 연관된다. 체계
기능언어학에서 언어의 관념적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이 내용 지식을 다루는 언어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는 외국어로서 주제적 지식이 언어와 함께 새롭게 구축된다
고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들이 학술 텍스트를 쓸 때의 내용 지식 구축 과정을 생
각해 보자. 초급 한국어 학습 단계에서 여러 사물을 지칭하는 어휘를 배우듯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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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지식을 한국어로 다루기 위해 기본 개념에 대한 어휘를 익혀야 하게 된다. 이러
한 지식들은 이미 모국어로 구축된 상황이라고 해도 이를 통해 지식 체계를 재구성
해 나가야 하게 되며, 모국어로 구축된 배경 지식 없이 한국어로 새로이 지식을 습
득하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둘 중 어느 쪽이든지 쓰기 과정에서 주제 지식을 형성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
하고 인지적 부담이 큰 단계인데, 이때 이러한 내용지식을 대별하는 언어와, 이를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바로 언어 교육 본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 지식이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은 논리·해석 동사의 활용에서도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평가적 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현상은 논
증 단계의 부재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151)  영어 수준이 높은데 왜 영어권 나라를 선택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국 유학은 미국, 유렵 유학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속이 간편한 장점이 
있는데요. 또는 S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순위가 높은 대학교라 가고 싶었죠. 
게다가 난 중국 수능시험에서 잘 못 발휘했거든요.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하게 돼서 한국 유학은 자신에게 주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현우 씨 
반면에 주원 씨의 경우는 중국에서 좋은 대학교를 합격하지 않았음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기로 했다. [대학입학_나] 

위 사례를 보면, 대상 내용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해서 해석하는 목소리가 드러나
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해석하는 단계 없이 바로 필자 자신
의 판단으로 연결되어 태도가 자연스럽게 응집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논리의 흐름
이 연결되지 않고 비약으로 여겨지게 될 수 있다.  

대조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 텍스트를 보면, 대상의 속성으로부터 필자
의 주체적 해석으로의 연결이 일련의 단계를 보이고 있다. 문학 연구의 사례를 보면, 
먼저 해당 텍스트에 대해 필자가 묘사하는 부분으로 여기서 개념들의 관련을 통해
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식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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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주목할 것은 시적 자아가 위축된 심리상태에 의해 삶에 대한 
확고함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  

묘사 

  그는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며 망설인다. 소심해진 자아의 
삶의 방향성은 내면이 위축된 정도에 비례해서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이준복은 이 당시 박목월의 의식 상태를 ‘종점 의식’ 
혹은 ‘변두리 의식’이라 말하면서 “서울 도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중년 나이에 종점변두리를 서성이며 초조히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한다. 

  

  

해석 

  여기에는 꿈을 거뜬히 이끌어 갈 수 없는 무력감이 개입되어 
있다. 자신의 꿈을 거뜬히 이끌어 갈 수 없는 에너지의 고갈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힘겨움 또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 연민과 무력감이 연합된 소심의 정념 안에서 
이 시적 자아는 갈팡질팡 고통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국어국문학_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자의 주체적 해석을 제기하기 이전에 ‘문제적 현상’에 대
해 충분히 기술하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기술하는 
단계가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다. 학습자가 이러한 표현을 익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학술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논증의 방식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누락되는 결과를 낳
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내용 지식에 대한 풍부한 탐구 과정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필자 태도
를 명확히 확립하였을 때 질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우수한 학술 텍스트를 쓸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본다. 따라서 학술 텍스트 교육에서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전제
로서 이러한 내용 지식의 처리 단계가 교수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4. 독자와의 상호작용 측면 

필자 태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
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응집적 텍스트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텍스트적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의 사용과도 관련되지만 근본적으로 텍스트 구
성 능력이 부족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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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한국영화가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한국예술영화만 해도 유럽이나 
아시아와의 공동제작이라는 영화제작방식이 형성되었다. 예술영화의 공동제작은 
2000 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2003)>,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2004)> 등 한국 감독에 대한 한국과 유럽의 공동제작, <크라이 
우먼 (2002)>, <임소요 (2002)> 등 중국 감독 영화에 대한 한국, 아시아, 유럽 
공동제작 등의 사례가 있었다. 예술영화의 공동제작은 주로 감독의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영화 감독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공동제작 파트너들이 모이며, 주로 유럽의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지원금의 확보에 유럽의 공동제작자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주요 
세계영화제를 통해 영화를 알리며 세일즈사가 참여하여 전세계의 
예술영화마켓에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는 메커니즘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국제협력과 공동제작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예술영화는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입학_가] 

위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결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독자 이
해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보다 필자 주관적 주제가 강조되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학술 텍스트는 매우 복합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에 
따라 필자가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텍스트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텍스트가 응집적으로 형성되지 못한다면 필자의 주체적 관점
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독자가 텍스트를 해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의사소통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담화 단위의 응집성을 갖추는 것은 장르적 의사소통의 기본 요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 응집성은 장르를 전제하지 않은 단락 쓰기 능력과도 관계되지만, 효
과적인 교수를 위해서는 장르적 맥락과 구조 가운데서 독자를 고려한 텍스트 구성 
방식으로서 교수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를 위해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상호작용적 
태도’의 표현들을 활용하여 담화적 연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논증적 상호작용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논증을 위한 뒷받침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필자의 의견의 설득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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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ㄱ. 그렇다면 독자를 위해서는 한글전용보다 오히려 국한문혼용표기를 해주는 게 

시간절약이 된다. 신문기사의 제목이 한글로 적혀 있을 때 의미를 알 수 없어 
시간을 허비하면서 곤란을 겪었던 경험이 대개 있을 것이다. (항목 끝) 
[대학졸업_가] 

ㄴ. 석고문 재생사업은 중국내에서 관광객의 유치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모델이었는데, 한편 외국인을 위한 관광자원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대부분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개발시켜 과거 
일상 속 골목길 내 친숙한 생활공간이 갖는 질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항목 끝) [대학원재학_가] 

위 사례를 보면 (ㄱ)에서 필자는 ‘국한문혼용표기’의 장점을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는 매우 빈약하여 완성된 논증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조건을 부가하거나 대립적 관점을 인정하고 또는 반박하는 표현을 통해서 뒷받침 
근거들이 풍부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필자의 주장이 단순한 제시로 마
무리되고 마는 것이다. (ㄴ)의 사례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사태에 대한 기술 
후에 마침내 필자의 주관적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대안적 관점에 대한 고려 없
이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항목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독자를 고려한 담화 조절이 
나타나지 않는 텍스트는 단언적 목소리로 학술 텍스트로서의 객관적 논증에 실패하
였다고 할 수 있다.  

독자를 고려한 논증적 영역 조절은 학술 텍스트의 목적인 객관적 논증을 위한 핵
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텍스트의 내용 지식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언어와 
유리된 범위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내용 지식과 이를 언어화하는 것은 긴밀히 연관
되는 것으로서, 상호작용적 태도의 표현을 익히고 활용함을 통해서 내용 지식을 풍
부하게 하고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객관적 논증을 형성하는 텍스트의 내용 지식은 
텍스트의 평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학습자 텍스트에서 논증적 상호작용
적 태도의 측면에 보다 주목하여 학술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교수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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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방안 

앞서 4장에서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필자 태도 표현에 있어서 여
러 층위에 걸친 어려움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을 토대로 고려하
여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교육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의 현황을 살피고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이 어떤 이론적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할지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이론
적, 개념적 전제를 다시금 설정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3, 4, 5장에서는 이러한 관점
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와 교육 내용을 논하고, 교수의 원리를 살피도록 하겠다.  

1.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의 현황  

최은규(2008)에 따르면 최근 학문 목적 학습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국어교육 
기관에서도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거나 교재를 개발하는 등 학문 목적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에서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은 크게 두 차원의 교수 맥락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학 및 대학원의 유학생 대상 교육61)과, 언
어교육기관에서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학습자 대상 교육이다. 언어
교육기관에서 교재를 개발한 경우는 대부분 실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간된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는 이화여대(2008), 성균관대(2010), 서강대(2012), 연세대(2012) 등의 교재가 

                                                 
61 ) 대학에서 발간한 교재는 김경훤 외(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문화학당 

편(2011), 장향실 외(2010), 신윤경 외(2011), 박창원 외(2013), 경희대학교 후미니타스칼리
지 교재편찬위원회(2013), 김성수 외(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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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된 바 있다. 경희대에서도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
재 서울대에서도 학문 목적 한국어 수업 과정을 운영하며 교재 출간을 준비 중이다.  
교재는 “교육과정과 교수요목 하에서 실제 교육 내용을 담고 교사와 학습자 간의 
교육의 매개체이며 대상”(조항록 2003:257)이 되기에 교수 내용을 간접적으로 파악
하기에 용이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62) 따라서 최근 출간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
에서 학술 텍스트 쓰기 관련 교육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63) 검토한 교재는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출간된 학술 텍스트 
쓰기 교재이다. 이후 <대학명출간연도-권수>의 약호로 제시하는데 검토한 교재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국내에서 출간된 여러 교재들의 내용은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단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기초 글쓰기부터 ‘비교/대조’, 원인과 결과 쓰기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학술 텍스트 관련 내용은 많지 않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의 교재 
중 한국어교육 기관용 교재로 집필된 <연세2013>과 <서강2012, 2013> 시리즈에서
는 이들 교재는 전체 시리즈 중에서 학술 텍스트 쓰기에 대한 내용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많아, 고급 수준에서 교재 한 권(<연세2013_고>), 또는 
두 권(서강2013_3,4 교재)에 걸쳐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
듯이 학술 텍스트가 학습자에게 매우 실제적 과제로서 학습 요구가 크며, 난이도나 
복합성에 있어서 고급 수준의 한국어 쓰기 과제이기 때문일 것이다64). 또 교재 내적

                                                 
62) 물론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은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수행되기에(최은규 

2008) 교재 검토만으로 그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한계가 있다. 최근에 교재가 
활발하게 출간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교수-학습의 맥락에 따라 미출간 자체 제작 자료 및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출간된 교재는 비교적 합의된 교육과정 및 
교수 요목을 반영하고 있어 보다 대표적인 교수-학습의 실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63) 본고에서의 교재 검토는 교재에 제시된 사실을 검토로 기술하는 ‘교재 분석’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재 평가와 교재 분석에 대한 내용은 강남욱·김호정(2012)을 참고.  

64) 하지만 이는 애초에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장르’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재에서 ‘장르 중심적 접근’의 영향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는데 이 점에 대
해서는 5장 1절에서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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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전체 학습 권수가 많으며, 그렇기에 학술 텍스트 관련 교육 내용이 상당수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표 V-29]  검토 대상 한국어 쓰기 교재 목록 

이화2008_1,2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1-읽기·쓰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08),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2-읽기·쓰기,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양2009 
- 한양대(2009), 외국어를 위한 글쓰기, 한양대학교 출판

부. 

성균관2010 
- 김경훤 외(2010), 대학 한국어2- 쓰기와 읽기,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한국학2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문화학당 편

(2011),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한국학

중앙연구원출판부. 

고려2010 - 장향실 외(2010), 글쓰기의 기초, 고려대학교출판부. 

고려2011 - 신윤경 외(2011), 글쓰기의 실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연세2013_ 

중1/중2/고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2012), 대학 강의 수강을 위

한 한국어 쓰기 중급1, 2, 고급, 연세대학교 출판문화

원. 

서강2012_1,2 - 김성희 외(2012), 서강 한국어 쓰기1, 2, 하우. 

경희2012 
- 경희대학교 후미니타스 칼리지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교재편찬위원회(2012), 나를 위한 글쓰기, 에쎄. 

경희2013 

- 경희대학교 후미니타스 칼리지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교재편찬위원회(2013), 유학생을 위한 대학 글쓰기, 역

락. 

서강2013_3,4 - 김현정 외(2013), 서강 한국어 쓰기3, 4, 하우. 

연세2013 
- 김성수 외(2013),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대학 글쓰기, 

박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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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술논문의 개념과 쓰기의 방법,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식으
로 제시한 교재들이 있었다(<연세2013>, <연세2013>, <서강2013-4>, <고려2011>) 
또 학술논문에서 특징적인 형식인 ‘참고문헌’, ‘각주’, ‘인용’, 표지‘, ‘초록’, ‘윤리’ 등
에 대한 부분이 있다. 또한 학술 논문은 고도의 학문적 내용을 다루다 보니 준비 단
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자료 찾기’, ‘제목 붙이기’, ‘개요 쓰기’, ‘평가하기’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학술논문은 일반적인 글의 구조인 서론, 본론, 결론을 따르는데 
그 중 서론과 결론은 학술논문에 특화된 내용 구성 및 표현을 갖는다. 이러한 학술
논문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서론 쓰기’, ‘결론 쓰기’와 같은 부분이 공통적으로 많은 
교재들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연세2013_고> 교재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5)  <연세 2013-고>의 보고서 쓰기 관련 내용 요소  
ㄱ. 개요 작성하기(표지 쓰기, 보고서의 구성 및 절차, 윤리 규정) 
ㄴ. 서론 쓰기(주제문 쓰기, 개요 구성하기, 제목 붙이기) 
ㄷ. 논리 전개하기(주장, 근거 대기, 예시, 주장하기, 문제 해결하기) 
ㄹ. 비교하기(비교, 대조) 
ㅁ. 인용하기(직접 인용, 간접 인용) 
ㅂ. 조사하기(설문 문항 작성하기, 설문 결과 정리하기) 
ㅅ. 결론쓰기(본문 요약하기, 연구 성과 및 한계 제시하기, 후속 과제 및 전망 

제시하기) 
ㅇ. 각주 및 참고문헌 달기(각주 작성하기, 참고문헌 작성하기) 
ㅈ. 평가하기(수정, 첨삭, 평가하기) 

위를 보면, 제목 정하기, 개요 구성하기, 수정하기, 첨삭하기, 평가하기와 같이 논
문 쓰기의 단계적 과정과 함께 구성적 지식과 언어적 지식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학위 논문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론, 결론과 같은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들 주
된 구조에 대해서는 서론과 결론의 하위 구조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결론 쓰기’에 대해서는 ‘본론 요약-연구 성과 및 한계-후속 과제 및 전망’이라는 구
조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서강2013> 교재에서는 학술 텍스트에 대한 지식은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메타적 텍스트를 읽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의 대학 글쓰기 교육의 전통과 이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글쓰기 교재
들에서는 전범이 되거나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석학의 글쓰기에 대한 글을 읽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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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를 교육 내용으로 삼아 온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학술 논
문이나 보고서가 갖는 여러 장르적 특성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르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켜 주지 못한다. 즉 맥락적 이해를 통한 언어 
자원 선택 및 과제 수행이라는 과제 중심 교수의 과정을 살리지 못하고 일방향적 
제시와 수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메타 텍스트 제시에 이어, 이 교재에서는 다양한 표현과 구성을 다루고 
있다. 각 과의 <전략>, <연습> 등의 항목에서 다양한 언어적 지식과 구성적 지식이 
제시되고 있다.  

(156)  [서강 2013_3, 4 교재]의 <전략>, <연습> 내용  
ㄱ. <연습>: 대조, 정의, 요인/변수 나타내기, 부분 부정, 비유 표현, 문장 간 

관계 나타내기, 객관적으로 문장 쓰기, 발달/변화 나타내기, 앞의 내용 
지시하기 

ㄴ. <전략>: 서론-결론 쓰기, 알맞은 시제 쓰기, 통계 자료 설명하기, 과학 법칙 
설명하기, 주장과 견해 나타내기, 서론을 쓰는 방법, 문장을 쓸 때 주의할 점, 
결론을 쓰는 방법 

이는 구성적 지식과 언어적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보고서 쓰
기의 구성과 언어적 특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아도 개별적으로 유용
한 항목들이 포함되고 있다. 특히 ‘객관적으로 문장 쓰기’는 문체와 관련된 부분이
며 ‘알맞은 시제 쓰기’, ‘통계 자료 설명하기’, ‘과학 법칙 설명하기’ 등은 논문의 구
조에 따라 언어 형식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각 구조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와 같은 표현들이 문장으로 풍
부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문법 요소를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여러 선택항을 제
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목록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이들이 장르적 
특성 가운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교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먼저 학문 목적 쓰기 교재 내에서 학술 텍스
트 관련 교육 내용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해당 과업을 충분히 수
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 내용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보았듯 학술 텍스트 장르에 대한 이해는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제시되더라도 
설명문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서론 및 결론에 대한 부분은 다뤄지고 있지만 다른 
중요한 단계인 연구방법이나 결과, 논의, 이론적 논의에 대한 부분은 제시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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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러한 부분이 전체 학술 텍스트에서 본론에 해당하여 분량적으로나 중요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술 텍스트의 단계별 교수 내용이 서론
과 결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쉽다고 하겠다.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언어 지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은 
학술 텍스트 작성에 관여하는 부분적 지식 토막으로 제시되고 있어 서로 관련지어 
학술 텍스트 쓰기의 큰 과업을 소화하도록 돕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현황은 결국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지식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장르를 어떻게 교수해야 할지, 특히 맥락을 충분히 이해
하고 장르 규약에 맞는 형식과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는
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아직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반
영하는 것이다.  

2.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관점 

2.1. 학술 텍스트 쓰기를 위한 장르 중심 교수 

그렇다면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은 어떤 관점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
가? 현재 한국어 학문 목적 쓰기 교육에서는 여러 관점이 사용되고 있다. 앞서 필자 
태도 표현의 교육 내용 확인을 위하여 수행된 교재 검토를 확장시켜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 전반의 접근법을 확인해 보면 내용 중심 교수와 과정 중심 교수, 장르 중
심 교수의 관점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화2008> 교재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내용 중심 교수(Content-based instruction)의 접근을 취하였다고 할 수 있
다. 이 교재에서는 다양한 현대 사회, 교육, 대중 문화, 인류, 경제, 종교, 심리, 환
경, 건축,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여기서 각 기능은 서로 통합되거
나 포괄하면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여러 교재에서 과정 중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연세2013_고> 에서 제시된 학술 텍스트 관련 내용을 보면 제목 정하기, 개요 
구성하기, 수정하기, 첨삭하기, 평가하기와 같이 논문 쓰기의 단계적 과정이 상당수 
포함됨을 알 수 있다. 나은미(2011)에서도 제시하듯 학술적 글쓰기 교수가 과정 중
심 교수의 관점을 따르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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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언어 교육은 대상, 맥락, 내용의 다양성만큼이나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융
합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내용 중심 교수의 접근에서는 내용에 대한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두어 유창성을 기를 수 있으며, 과정 중심 교수는 작문 과정 본
연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쓰기 교수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들 접근은 언어 교육에서 
본질적인 언어 기능의 습득 및 향상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술 텍스트 쓰기에 있어서 장르 중심 교수가 적절한 이유는 장르 중심 
교수를 통해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 안에서 언어의 사용을 모두 추구하는 것이 용
이하기 때문이다. 장르 중심 교수는 장르 전통과 맥락 내에서의 규범을 강조하는데, 
그 안에서 양식적인 언어 사용도 강조함으로써 맥락과 함께 용인되는 언어 기능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학술 텍스트는 다른 어떤 대상보다 엄연한 사회문화적 맥락으
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다. 학술 텍스트는 전공 분야의 연구자 또는 학생들이라는 명
백한 담화공동체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적 연구의 전통에서 형식적, 내용적 규약을 
발전시켜 왔다. 이에 따라 참고문헌, 초록 등의 기생 텍스트를 갖고 또 인용과 각주 
등의 장치를 가지며 내용적으로도 객관성, 과학성을 추구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김
영미(2010)에서는 장르 중심 교수에서 대상 ‘장르’를 선정할 때에 장르의 본질적 특
성, 즉 사회문화적 맥락을 갖춘 ‘장르’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기하는데, 이러한 조건
에 비추어 본다면 학술 텍스트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장르 중심 접근’이 가능
하고 또 필요한 쓰기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문 목적이나 취업 목적 등 특수 목적 언어 교육에 매우 유용한 관점
이 된다. 장르 중심 교수는 특정 학습자가 수행할 것으로 요구되는 과업의 사회문화
적 맥락을 중심으로 교수하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언어 학습 목적 및 언어 사용 예
상 맥락이 명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르 분석을 수행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과정 중심이나 내용 중심도 나름의 의의를 가지나 특정한 
장르에 대해서 특수 목적 교육을 실시할 때 장르 중심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교
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2. 담화 의미 중심의 문법 교육 

장르 중심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에서 필자 태도 교육은 장르 중심 문법 교육의 
접근을 취한다. 그렇다면 장르 중심적인 문법 교육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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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중심 문법 교수 내용의 핵심은 장르에서의 언어 사용에 있다. 즉 장르의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을 포착하여 교수 내용으로 제시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현재 학술 텍스트 쓰기 교재에서 장르 맥락과 언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
면, 장르와 언어의 통합적 제시 내용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맥락에 
대한 내용은 매우 미약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부분의 장르에 대해서 개념적, 내용적 
요건에 대해서는 기술되고 있었지만 장르의 맥락 지식 부분은 매우 드물었다. 즉 갖
춰야 할 요건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형태, 배경 등의 의사소
통적 맥락의 기술은 없다. 한 예로 서평을 다룬 교재에서 장르의 맥락에 대한 설명
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7)   
ㄱ. 책을 읽고 난 다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 

－ 책의 주제를 잘 이해해야 함.  
－ 책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잘 나타나야 함.  

ㄴ. 서평이란 책의 내용을 전달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글이다. 서평은 책의 내용, 
의미, 논쟁점, 가치 등을 밝혀, 잠재적 독자들에게 책의 내용을 명확히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ㄱ)은 서평의 개념과 갖춰야 할 내용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고, (ㄴ)는 ‘잠
재적 독자’와 같은 수신자에 대한 기술이 추가 되어 있어 보다 의사소통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소 추상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기술의 추상성은 서평이라는 장르가 출판된 단행본에 붙어 나오는 것, 학술
지에서 학술 서적에 대한 평론을 기고하는 것,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업에서 과제물
로서 학술 서적을 읽고 쓰는 것 등 다양한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갖춰야 
할 장르적 요건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가운데 장르의 특
성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학술논문에 대해서도 의사소통적 맥락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적게 다루어졌다. 
즉 수신자와 발신자, 담화공동체의 특성, 다른 장르와의 관계 등에 대해 학습자들이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또한 이는 그 형식이나 언어 표현 부
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데서 맥락 파악에 대한 관심이 적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와 같이 맥락 지식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장르 중심 교수의 핵심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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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적 맥락에 대한 파악이 없이 그저 해당 장르에 대한 개념적, 단정적 지식만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르 중심 교수에서는 장르의 의사소통적 목적과 담화공
동체의 특성, 맥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장르의 구성, 단계,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르의 규약에 맞게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상 
현재 교재에서는 이러한 장르 중심 교수의 핵심적 요소인 장르의 맥락 파악에 대한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언어나 그 형식에 대해서는 맥락 지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내용이 제
시되고 있어 언어적 요소를 교수하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념적 
이해 다음에는 필요한 언어 자원들을 제시하는 식으로 설명 중간에 ‘tip’이나 ‘문법’ 
관련 작은 박스를 두어 역동적으로 언어 요소를 제시하고 있었다(<경희2013>, <연세
2013>). 예를 들면 서론 쓰기의 경우 ‘구성’에서 서론의 ‘현황 제시’, ‘문제 제기’, 
‘연구방법 및 목적’, ‘본문 내용 소개’로 구성을 제시하고 표현에서는 이러한 서론의 
각 이동마디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예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인용하기’
의 경우에도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사례를 보고 어떤 양식으로 구성하는지, 살핀 
뒤 인용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연세2012_고). 또한 최근에 출
간된 교재에서는 학술논문의 본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담화 유형 및 표현에 대한 부
분이 더 강화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논문의 집필에 필요한 부분적, 단계별 표현으
로서 ‘설문 문항 작성하기, 결과 정리하기’(연세2012_고), ‘요인/변수 나타내기, 알
맞은 시제 쓰기, 과학 법칙 설명하기’(서강2013_34)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
었다. 

한국어 교재라는 특성상 다양한 언어 요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필요에 부응하
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으나, 여기서 문제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언어적 
요소들이 목록으로 제시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표현이 맥락 안에서 어
떤 기능을 하는지는 배제되고 표현이 목록 나열형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표현
의 부분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상황맥락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이런 기능들이 추출되고 제시되는지 그 원리
가 명확히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지점은 궁극적으로 이는 맥락과 해당 언어 표현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함의한다. 해당 언어 표현의 맥락 내에서의 기능에 대한 충실



 

- 201 - 

한 분석이 부족하기에 이를 목록으로만 제시하게 되며, 장르 맥락 차원의 거시적인 
교육 내용 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에 체계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현재 장
르 중심 언어 교수 내용에서, 장르 맥락 내에서의 언어 교육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수 내용에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장
르 맥락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서 언어와의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
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맥락과 언어의 통합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언어 교수에 대한 체
계기능언어학적 접근은 이에 대한 유효한 틀을 제공해 준다. 체계기능언어학의 문식
성 교육 이론은 호주 내에서는 모어 교육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는 이론이다. 체계기능언어학은 교육에 기반한 이론으로서 교육에 대한 관점 없이 
구축된 언어 이론과는 달리, 언어교육에의 적용이 매우 적절하고 용이한 기반 이론
이라고 할 수 있다.65)  

최근 외국어교육의 관점에서도 논의가 활발한데 특히 고급 수준의 전문화된 외국
어교육, 즉 학문 목적이나 특수 목적 언어 교육에 적용한 논의가 많다(Byrnes, 
2009a). SFL이론을 외국어 교육에 적용하는 데에 따른 이점은 먼저 이는 언어와 의
미, 맥락을 통합하여 교수할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로서 언어의 기능에 초점을 두므로 의사소통 
맥락 가운데 언어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특수 목적 언어 교육과의 강력한 연결고리는, 맥락과 언어를 통합적으
로 제시한다는 점에 있다. 언어의 메타 기능의 세 가지로 제시된 텍스트적 기능, 관

                                                 
65 ) 이는 할리데이의 경력에서도 드러난다. 할리데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집중적인 중국어 

교육을 받았고 중국에서 영어교사로도 활동하였다. 또한 이후 교수로 근무하면서 여러 교사
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언어의 내용에 대해서 탐구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구축된 이론으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은 교육적 관점에서 언어에 대한 탐구에서 비롯
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Hallida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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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기능, 관념적 기능은 언어 내적뿐만 아니라 필자 독자 등의 참여자 맥락, 그리
고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지식의 측면까지 포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
다. 관념적 기능은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언어가 드러내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나
타낸다. 이를 번스(Byrnes, 2009b)에서는 ‘언어-지식 연속성’이라고 명명하였다.66 ) 
즉 이는 언어와 전문화된 의사소통 맥락뿐만 아니라, 내용지식과의 연결성도 제공하
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성과를 언어 교육에 적용시킨 논의로 주세형
(2010a)이 주목된다. 이 논의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세 기능에 따른 문법 교육 내
용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보인 바 있다. 이 체계에서는 세 메타 기능에 따라 문법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으며(세로축), 또 이는 문법의 층위별로(가로축) 체계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제시되었듯이, 특정 요소, 즉 본고의 논의 
대상인 필자 태도나 혹은 상호작용적 요소가 장르의 언어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학술 텍스트를 예로 들자면, 학술 장르는 복합적인 주장과 학술적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언어적 표상과 이들 간의 논리적 관계는 관념적 기능의 영역이라
고 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는 대상 개념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관념적 기능
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또한 문어 구성에서 중요한 영역인 응집적인 글을 
구성하는 측면은 텍스트적 기능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적 기능 외에도 
이러한 관념적 기능과 텍스트적 기능 역시 역시 언어 사용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
이다. 이러한 부분은 상호작용적 기능과 함께 교육 내용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교육 
내용화될 필요가 있다.67)   

                                                 
66) 이러한 관점은 외국어 교육에서 내용 중심 교수와도 유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내용 중심 교수는 SFL의 접근과는 달리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확장
하여 정립해 나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67 ) 관련된 국어교육의 논의를 살펴보면, 조진수(2013)에서는 문장의 구조에 대해 논하면서 
청자와의 관계, 그리고 문장 내부의 초점 요소가 관여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오현
아(2010)는 문장의 초점을 유지에 관해 다루는데 이는 텍스트적 기능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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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중심 교육 내용에서 언어적 지식은 담화의미적 층위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

다. 앞서 2장에서 필자 태도의 개념적 성격을 논하며 담화 의미적 층위에 존재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러한 담화의미적 층위는 분석의 층위로서뿐만 아니라, 교육 내
용 체계화의 층위로서도 의미가 있다.  

먼저 이러한 담화의미적 층위는 담화상에서 실현되는 기능 중심의 범주라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실제 의사소통은 의미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바, 언어 교수의 단
위는 형식뿐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어휘문법적 범

[표 V-30]  문장 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 내용 체계(주세형, 2010a) 

 문장의 구조적 

생성 국면 

문장의 확장적 생

성 국면 
맥락 정보 반영 국면 

관념적 기

능 (표현할 

내용 구성) 

① 명제 내용 생

성/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서

술어 자릿수/논

항구조/ 용언에 

따른 개념구조/ 

호응 관계/격조

사 

② 구절 구조 분석/

수식어와피수식어/

명제 내용에 적절한 

단위 설정/구, 절, 

문장단위 에 대한 

기능적 인식/ 시간 

표현 

③ 화제/주제 구조/문

장성분의 삽입/이동/ 

대치/ 생략/ 사동 표현

/ 피동 표현/부정 표현

/ 시간 표현/격조사와 

보조사 

 

상호작용적 

기능 

(독자에 대

해 고려할 

점 파악, 

언어화) 

 

④ 문장의종류및 

문장 종결법 1차

적 설정/종결어

미/구두법/명제 

내용에 대한 태

도 드러내는 어

휘문법적 장치알

기 

⑤ 문장의 종류 및 

문장종결법 재설정/

연결어미/화행/서법

과 양태/높임표현/

구두법 

 

⑥ 문장의 종류 및문

장 종결법 최종 확정/

높임표현/화행/양태적 

의미/수사적 목적에 따

른 문법 범주의 재선

택, 재배치/수사적 목

적에 따른 명제 내용 

재선택, 재배치 

텍스트적 

기능(글답

게 만들기 

위한 장치 

마련) 

⑦ 종결어미/구

두법/문장 유형 

⑧ 연결어/지시어/

종결어미와 연결어

미/구어체와문어체

에대한 지식 

⑨ 구어체와 문어체에 

대한 지식/사회적 목적

과 장르에 알맞은 언

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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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을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다음으로, 
담화 의미 층위는 이를 실현하는 어휘문법적 자원과 완성된 전체 글인 텍스트 단위
와의 연결 고리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서 문법 형태의 용법에 대한 기술도 풍부하게 
기술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 어휘문법적 자원이 담화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
으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담화 의미의 층위는 메타 기능 본고의 연구 대상인 평가(appraisal) 외에도 여러 
범주들이 존재한다. 마틴과 로즈(Martin & Rose, 2003)에서는 세 메타 기능에 각각 
세 가지씩의 담화 의미를 들고 있다.68 ) 그 중 상호작용적 기능에는 본고에서 논의한 
필자 태도에 해당하는 평가(appraisal)와 협상(negotiation), 개입(involvement)이 
공존한다.69) 이들 요소 역시 추후 논의를 통하여 한국어교육에서 장르 중심 문법 교
육 내용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본고에서는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 학술 텍스트를 위한 장르 중심 교수 
내용으로서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를 제안하며, 여기서 필자 태도 표현은 
담화의미론 층위의 개념으로서 맥락과 언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적 범주가 된다. 

                                                 
68) 각 담화의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의(identification): 텍스트에서 사람들, 장소, 물건들이 어떻게 제시되며 추적되는지  
연결(conjunction): 사건들과 사태들이 시간, 인과, 대조, 유사성과 관련해 어떻게 연결되

는지  
관념(idation): 참여자들이 어떻게 전체 중 일부와 상위 분류 중 하위 분류로 관련되는지  
협상(negotiation): 재화 서비스와 정보의 교환을 위해 말차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평가(appraisal): 평가가 어떻게 구축되고 확장되고, 초점화되며 흘러나가는지 
포용(involvement): 감탄사, 슬랭, 전문화된 단어, 사회적 방언의 표지 등 측정하기 어려

운 상호작용적 자원 
69) 상호작용적 기능의 담화의미론적 층위인 상호작용적 의미론(interpersonal semantics)에

는 협상(negotiation), 개입(involvement)이 평가(appraisal)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협상
(negotiation)은 담화의 화행 기능과 말차례 구조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 측면을 말하며, 
관여(involvement)는 화자 관계를 협상하는 데 관여하는 비정도적 자원들을 포괄하는데 예
를 들면 호칭, 끼어들기, 속어,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어휘나 방언 등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주체(tenor)와 관련되는 연대(solidarity)와 힘(power)과 관련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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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목표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 이전에, 먼저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의 목표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자.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은 학술적 문식성의 획득이 그 목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세형·김형석(2014)에서도 학술적 쓰기 교육의 목표로서 ‘학
문적 문식성(academy literacy)’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개념의 세부 내용을 “학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스스로 목표로 삼고 ‘지식을 소통’할 수 있는 역량”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술적 문식성이란 무엇일까? 체계기능언어학의 영향을 
받아 수립된 호주의 모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 두 가지로 살핀다. 
첫번째는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텍스트가 적절한지,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느냐이다. 즉 
첫번째 개념은 기존의 읽고 쓸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의 관점을 취한
다면, 두 번째 기준은 해당 장르 내에 용인되는 텍스트의 성격이나 언어의 사용에 
대한 안목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이 첫번째 읽고 쓰는 능력보다 심
화적인 능력으로 여겨지지만, 근본적으로 장르 내에서의 의사소통을 이해하고 사용
하기 위해서는 두번째 기준, 즉 장르 내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안목을 갖추지 않고서
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르 중심 교수 내에서 문법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목적은 
장르 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과 언어 사용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학술 
텍스트의 장르적 의사소통에서 용인되는 필자의 태도를 이해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해당 장르에서 어떠한 필자 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필자 
태도를 이해하고 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목표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적절히 이해하

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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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의 교육 내용 조직 

4.1.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의 내용 구성 요소 설정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요소 논의 역시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의 장르 중심 교육 
내용 내용의 요소의 바탕 아래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장르 중심 교육 내용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지금까지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의 내용은 크게 맥락, 
구성, 언어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하이랜드(Hyland 2012:153)
에서 장르에 대한 교육 요소들을 ‘목적(purpose)’, ‘구성(structure)’, ‘문법
(grammar)’의 세 차원으로 살핀 것과 일맥상통하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체계화한 
논의로는 나은미(2010), 이미혜(2010)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미혜(2010)에서도 텍스
트의 맥락적 요소, 언어적 요소를 고려하고 또한 텍스트의 층위(구성)을 교육 내용
으로 제시하고 있다. 70)  

                                                 
이미혜(2010)는 장르 중심 교육 내용의 체계를 다룬 연구로, 텍스트 범위에 따라서는 텍스트 

전반, 미시 구조, 거시 구조, 최상위 구조의 순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텍스트적 차원과 
언어적 차원의 내용을 두었다. 이미혜(2010:481)의 텍스트 구조 층위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텍스트 층위 텍스트 구조 관련 내용 언어 표현 
텍스트 전반 맥락, 장르 특성 어휘, 의미 구조 표지(담화 표지) 

기능 표현(어휘 구) 
수사학적인 특징 

미시 구조 문장 내 연결 
문장 내 지시, 호응, 생략 등 
문장 의미 구성 

어휘, 의미 구조 표지(담화 표지) 
기능 표현(어휘 구) 
수사학적인 특징 

거시 구조 단락의 내용 전개 
내용의 일관성 
문장 간의 연결 

어휘, 의미 구조 표지(담화 표지) 
기능 표현(어휘 구) 
수사학적인 특징 

최상위 구조 글의 전체 구성 
주제, 제목과 내용의 연결 
단락 간의 내용 전개 및 연결  

어휘, 의미 구조 표지(담화 표지) 
기능 표현(어휘 구) 
수사학적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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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앞선 논의에서 장르 중심 문법 교육을 위해 언어와 맥락의 요소가 중요함
을 제기한 바 있다. 여러 선행 연구(Hyland 2012, 이미혜 2010)에서 맥락, 언어와 
함께 구성적 지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고는 맥락 지식 안에 이
를 포함시키는 관점을 취한다. 물론 장르 전체 맥락 파악과, 장르가 어떻게 구성되
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분리될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언어의 맥락에 
해당한다.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중요한 
장르적 요인인 것이다. 장르 분석의 연구 경향에서 이동마디(move)로 대별되는 텍
스트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맥락, 언어와 함께 장르 중심 쓰기 교수에서 또한 중요한 요소로 내

용 지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71) 앞서 학습자 언어 분석에서 근본적인 문제로서 필자

                                                 
71) 이외에도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요소들이 있다. 김현진(2011)에서 제시하였듯이 

[도표 V-1] 장르 중심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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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 지식 탐구가 부족함에 따라 필자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이러한 내용 지식은 일견 한국어 교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으
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최은지(2012)에서는 내용 지식에 “필자가 글의 주제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머릿 속에서 꺼내 놓고, 구조화하고, 부족
한 지식을 수집하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결합하고 통합하는 방식에 관한 절차적 지
식’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내용 지식은 명제적 지식과 절차
적 지식으로 구성되는데, 명제적 지식은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쓰기를 
위하여 새로 수집한 ‘상호텍스트적인 지식’으로 나뉜다. 내용에 대한 절차적 지식은 
‘필자의 기존 지식과 상호텍스트적 지식을 이끌어내고, 선별하며, 논리적이고 체계
적으로 연계·통합하고, 배열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다. 이러한 절차는 쓰기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본질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한국어를 통한 내용 지식의 형성은 단순히 주요 개념의 어휘적 습득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추상적인 사고도구어를 부
려 쓸 수 있어야 하며, 개념들과 관련한 논리적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문법 요소의 
습득도 필요하다. 또 한국어 자원들을 통하여 긴밀한 논증을 구성하기 위한 텍스트 
차원의 습득도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습득은 모두 장르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내용 지식과 맥락 지식, 언어 지식이 모두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세 요소가 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장르 중심 교육 
내용이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들 요소는 앞서 논한 바와 같이 긴밀하게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언어에 대한 
지식은 맥락 내에서의 언어 사용을 탐구한다는 전제 아래 언어적 지식에는 의사소
통 맥락으로서의 상황맥락 요소 역시 언어적 요소와 관계를 맺으며 유기적으로 내
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지식은 맥락 지식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집필 전의 준비 단계에서 주제 선정, 목차 정하기 등, 집필 후에도 평가 및 퇴고 등의 단계
가 필요하며, 이준호(2010) 등에서도 학문 목적 쓰기 관련한 동기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
다. 절차 및 전략은 장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특히 학문 목적 텍스트에서 유용한 지식이
다. 이러한 ‘전략적 지식’이나 ‘절차적 지식’도 유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쓰기의 과정보다 쓰
기 맥락으로서 장르를 중시하는 관점을 취하는바 본 논의에 포함시키지는 않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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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식을 지칭하는 언어 지식과 긴밀히 연관된다. 장르 맥락에는 전체 장르 맥락 
지식과 장르 내 ‘서론,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 등과 같은 장르 구성 단계에 대한 지
식이 존재한다. 이는 논한 바와 같이 장르 중심 교육 내용의 세 요소에서 ‘구성적 
지식’을 대체하는 것이다. 내용 지식은 주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지식이 되는 명
제적 지식과, 명제적 지식을 이끌어내고 다루는 과정에 대한 절차적 지식으로 구성
된다. 언어 지식은 담화 의미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실제적 언어 자원으로서 
어휘·문법이 제시된다.  

다만 여기서 맥락 지식과 언어 지식을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은, 맥락 내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해 탐구하기 이전에 맥락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여 인식을 고양하는 
과정 역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맥락과 언어는 분
리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맥락에 집중하는 내용은, 학습자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제2언어로서의 학술 텍스트 의사소통 맥락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맥락에 적절한 언
어 요소(즉 필자 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바탕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
당 맥락에 몰입하게 해 주어 교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상적 의사소통 경험72)을 보
다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지적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  

4.2.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내용 선정 

앞서 도출된 교육 내용의 ‘맥락, 내용, 언어’ 세 요소에 따라 필자 태도 표현 교
육의 내용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이는 교육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보다는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업의 기술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 세 요소에 따른 교육은 전체
적으로 점점 언어 수용에서 생산으로 점진적으로 옮겨가도록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
이다. 즉 이해 및 파악, 인식 고양으로부터 점점 언어 생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실제 쓰기 과정을 모사하여 교육 내용화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개별 교육 내용이 각각 ‘내용, 맥락, 언어’에 적확하게 한정되는 것은 아
님을 부연할 필요가 있다. ‘내용’에서는 내용 지식을 탐구하면서 내용과 관련되는 언

                                                 
72) 이는 본고에서 필자 태도 표현 교육 원리 중 하나로 의사소통적 경험을 드는 데 따른 것

인데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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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요소를 함께 습득하게 되며, ‘맥락’에서도 맥락에 대한 파악과 함께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진다. ‘언어’에서는 맥락에 적절한 언어를 생산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며 여기서 역시 재료는 내용 지식이 된다. 즉 이들 각 내용 요
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여 필자 표현 관련 쓰기 내용을 구성한다.  

1) 평가적 태도의 교육 내용 

평가적 태도에 있어서는 내용지식으로서 먼저 명확한 필자로서의 관점 확립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 분석과 주제 영역에 대한 탐구를 통해 가능
할 것이다. 먼저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 주제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나타난 현
상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여야 하며, 선행 연구에서의 논의에 대해서, 개별 
연구의 성과 및 결론에 대한 필자의 주체적 관점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
자의 관점 수립 및 적절한 태도 표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습자는 
언어로 표현하기에 앞서 학술 텍스트의 필자로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독자를 고려하여 설득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다. 

맥락 탐구 및 의식 고양의 단계에서는 텍스트 읽기를 통해 텍스트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읽어내며, 특히 선행 연구의 성과에 대해서 담화공동체를 고려하여 논평하는 
학술 텍스트 특유의 방식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한다. 이때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
를 드러내는 언어 자원에 명시적으로 주목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할 필요
가 있다.  

(158)  직접적 방식의 평가적 태도 실현 
ㄱ. (부사어) 체계적으로, 직접적으로 
ㄴ. (관형어) 과학적인, 부적절한, 요구되는 
ㄷ. (서술어) 부족하다, 불만족하다, 중요하다, 간과하다 

• 내용 지식: 주제 관련 개념 또는 논리적 관계의 언어화  

• 맥락 지식: 전체 장르 또는 구성 단계의 의사소통적 맥락 파악 및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고양 

• 언어 지식: 장르 맥락에 적절한 언어 생산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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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명사) 달성, 발휘, 획득, 장점, 정교화, 기회, 성공, 문제점, 어려움, 편견, 
억압, 차별, 결핍, 미흡 

ㅁ. (인용 동사) 주장하다, 설명하다, 파악하다, 해석하다  
ㅂ. (논리관계 동사 복합 구성) –을/를 보여 주다, -을/를 드러내다, -이/가 

드러나다  

특히 평가를 드러내는 ‘필요성, 가능성, 여지, 의미, 의의, 차이, 측면, 문제’ 등 
어휘는 ‘있다’나 ‘-이/가 높다/낮다’를 통해서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해서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다소 간접적이고 객
관적 지표를 통한 평가 방식이 자주 쓰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언어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159)  간접적 방식의 평가적 태도 
ㄱ. 정도 조절:  

－ 세기 조절: 더욱, 많이, 충분히, 훨씬, 상당히, 반드시, 너무나 
－ 양상 조절: (‘-적’ 파생 형용사) 심층적, 체계적, 직접적, 일관적, 균혁적, 

복합적 
ㄴ. 수량 조절: 최근, 다수, 상당수 

－ 수량 조절 연어 구성: 가능성이 있다/크다/높다, 측면이 있다 
ㄷ. 초점 조절: 거의, 다소, 여러 가지의, 일종의, - 중의 한 명이다,  

－ (긴 부정): 쉽사리 -지 않다, 충분히 -지 않다 

이러한 정도성 조절의 표현은 구어와 큰 차이를 보이며 학술 텍스트 특징적 표현
이 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강조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상 조절
에서는 특히 학술 텍스트에서 자주 나타나는 평가의 의미 범주와 관련된 어휘에 주
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학술 텍스트의 장르 맥락적 특성으로서 학
술 텍스트에서 중시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반영한다. 또한 이 경우 전공 영역 분
야마다 중시되는 가치 판단에 따라서 어휘·문법 자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언어 자원에 대한 주목 이후에, 언어 수행의 차원으로서 대상에 대한 평
가를 드러내는 텍스트를 써 보도록 한다. 이때 언어 자원을 누적적으로 활용하여 담
화적으로 명확한 필자 태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연구 주
제에 대해서, 선행 연구 경향에 대해서, 특정 연구에 대해서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
하는 글을 써 보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평가적 태도 관련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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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식적 태도의 교육 내용 

내용 지식으로서 먼저 필자의 주관적 주장이나 관점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 영역에 대한 충분한 학습 독서나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의 경험이 적은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관점을 어려워하므로 사
소한 지점에 대해서라도 본인의 문제 의식을 구체화해 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맥락에 대한 탐구에서는 텍스트에서 필자의 중심 생각이 무엇인지 중심적으로 탐
구해 본다. 또한 어떤 표현들로 필자가 자신의 주장 및 명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
는지 파악하게 하는데, 개인적 목소리가 나타나지 않음에 주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술 텍스트의 맥락에서 필자의 견해는 매우 간접적이고 객관적으로 드러남을 언어 
형식에 주목하면서 제시하여 준다.  

맥락에서의 언어는 특히 문장 종결부에 주목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표현에 주
목하게 하고 명시적으로 교수할 필요가 있다.  

(160)  자기 투영을 통한 인식적 태도 
ㄱ. 자기 투영: 복합 구성: -다/라고 하다/보다 
ㄴ. 자기 투영 동사 

－ 심리사고동사-능동:  판단하다, 해석하다, 고려하다, –을/를 보다, 파악하다 
－ 심리사고동사-피동: (-다/라고) 여겨지다. 짐작되다, (-(으)로) 생각되다, 

여겨지다, 판단되다, 확인되다, 인식되다, 해석되다 

먼저 투영 구조는 ‘-(으)ㅁ’, ‘-(으)로’, ‘-다/라고’로 나타는 다양한 표현을 인지하
게 한다. 특히 ‘-(으)ㅁ’은 명사화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명사화의 연습
과 함께 제시한다. 또한 서술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제시하여 주관성의 정
도와 문형 구조를 파악하게 한다. 또한 자기 투영의 결합 요소인 ‘-(으)로 보인다’나 

• 평가적 태도 관련 교육 내용  

- (내용) 주제에 대한 조사 및 탐구를 통해 명확한 필자로서의 관점을 확립한

다.  

- (맥락) 장르 맥락에 적절한 평가적 태도 표현 방식을 파악한다. 

- (언어)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는 텍스트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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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ㅁ’, ‘것’ 명사화를 통한 표현은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문형이므로 별도로 제시
하고 정확성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상·양태 표현도 학술 텍스트 특화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재인식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161)  양태 표현을 통한 인식적 태도 
－ –(으)ㄹ 수 있다, -(으)ㄹ 것이다, -는 것이다, -아/어야 하다  

(162)  시상 표현을 통한 인식적 태도 
－ 현재, 과거, -고 있다, -게 되다, -아/어 오다, -아/어 있다 

학술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표현인 ‘-다/라고 할 수 있다’나 ‘-
(으)ㅁ을 알 수 있다’의 경우, 이들의 주관성의 정도의 의미를 제시하되 무엇보다 맥
락 가운데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단위의 쓰기 연습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대상에서 유도되는 
사실에 대한 기술로서 보다 객관성이 강조되는 기능에 대해서 맥락 안에서 파악하
게 하고 연습 역시 단락 이상의 단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를 작성한 후에는 학생들간, 교사와의 피드백을 통하여 필자의 주
관적 위치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필자 태도 표현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 인식적 태도 관련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상호작용적 태도의 교육 내용 

상호작용적 태도는 텍스트적 상호작용적 태도와 논증적 상호작용적 태도 두 하위 
범주 기저의 원리가 다른 까닭에 두 범주를 분리하여 제시한다. 또한 상호작용적 태
도는 앞선 두 범주와는 달리 내용 지식이 주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 읽기를 

• 인식적 태도 관련 교육 내용  

- (내용) 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필자의 주관적 주장이나 해석 내용을 도출

하고 이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 (맥락) 장르의 맥락에 적절한 인식적 태도 표현 방식을 파악한다. 

- (언어) 필자의 인식적 위치를 드러내는 텍스트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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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텍스트 구성을 살피는 내용이 선행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즉 학술 텍스트에서 
어떻게 독자를 고려하는 표현들을 삽입하고 논증을 전개하는지 관찰한 뒤, 이러한 
전략들을 활용하기 위한 학습자의 내용 지식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먼저 텍스트적 상호작용적 태도는 텍스트에서 어떻게 독자가 쉽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돕고 텍스트 읽기에 몰입하게 할 수 있는지 학술 텍스트에서 여러 방법
들을 파악한다. 이때 주목해야 할 표지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63)  텍스트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 
ㄱ. 독자 지원 

－ (안내)–고자 한다. 앞으로, 지금부터, 우선, -도록 하겠다. –(으)ㄹ 것이다.  
－ (선후 안내)-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 (접속) 이와 같이, 이처럼, 이렇게, 즉, 예컨대, 따라서 등 

ㄴ. 독자 유도 
－ (공유지식 확인): 앞서 살폈듯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 (해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주목할 것은 등  
－ (초청) 의문문, 청유문  

이들 표현에서 연결 표현은 한국어 텍스트 구성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의 경우 특
히 명시적으로 강조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하면, 응
집성 있는 텍스트 형성에 실패하여 전체적인 텍스트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학습자들에게 낯선 표현들은 ‘이’ 관련 접속 표현이나 공유지식 확인, 해설 등
의 표현이다. 필자의 개입을 드러내는 해설 표현은 분열문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는
데, 이러한 문형에 대한 선행 교수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학습자의 개별 수준에 
따라 이 부분은 매우 강조해야 할 요소가 될 수 있다. 

이후 자신의 텍스트를 독자의 입장에서 다시 읽으면서 지원이나 유도 표지를 삽
입한다. 이상 텍스트적 상호작용적 태도 관련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텍스트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 관련 교육 내용 

- (맥락) 학술 텍스트에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한다. 

- (내용) 텍스트의 구성과 내용에서 예상되는 독자의 반응을 예측한다.  

- (언어) 독자의 존재를 고려하여 상호작용하는 텍스트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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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상호작용적 태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증 전략을 먼저 텍스트 읽기를 
통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논증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
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학습자 텍스트에서 ‘때문이다’ 외에 어떤 근거, 반증, 반박 
등의 논증 절차는 찾기 어렵다. 텍스트에서 주목하고 교수하여야 할 표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64)  논증적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 
ㄱ. 논증적 상호작용적 태도-확장 

－ (인정) 물론, 도, -기도 하다, -(으)ㄹ 수도 있다.  
－ (제한) -라는 전제 하에, 적어도 

ㄴ. 논증적 상호작용적 태도-축소 
－ (반박) -더라도, -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하더라도 
－ (전제) – (으)면, -다/라면, -다/라는 점에서 
－ (변별) –보다,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 (부정) -가 아니라, -만이 아니라, -보다는 -는 아니다 
－ (반기대) 단지, 아직, 실제로는, 오히려, 여전히, 그대로  
－ (심화) 나아가, 뿐만 아니라, -을/를 넘어(서), 심지어 

이러한 논증 전략은 내용 지식이 풍부하여 주제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가 이루어
진 경우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특히 변별, 대조나 조건, 전제 등은 선행 연구에서 이
루어지는 논란, 다각적인 평가 등에 대한 내용 지식이 뒷받침될 경우 자연스럽게 사
용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
을 하나씩이라도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여 풍부한 
논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주제 영역의 다양한 대립
적 의견과 논란에 대해 심도 깊이 이해하는 내용 지식의 단계를 거쳐, 독자의 대립
적 관점을 고려한 효과적인 논증 텍스트를 써 보도록 한다.  

• 논증적 상호작용 관련 교육 내용  

- (맥락) 학술 텍스트에 효과적인 논증 방식에 대해서 이해한다. 

- (내용) 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필자의 주장에 대한 대립적 관점을 파악하

고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한다.  

- (언어) 대립적 관점을 고려하여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텍스트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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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필자 태도 표현의 교육 내용은 어떻게 위계화하여 제시할 것인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해당 필자 태도 표현의 학습적 난이도이다. 필자 태도 표현은 대부분이 기
학습 문법 요소이기에 기존 학습 내용과의 연계 또는 재구조화가 가능한 요소를 먼
저 학습하고 학술 텍스트에서 특수한 요소를 이후에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러한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 교수 원리 항목에서도 제시할 것이
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학술 텍스트 쓰기 교수 내용과의 연계성이다.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은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의 성격을 가지므
로,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 내용의 교과과정에 적절히 대응시켜 위계화하여야 할 것
이다.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맥락과 언어의 결합은 적절한 학술 텍스트 쓰기 과제
와 필자 태도 표현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서 교수적으로 표상화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태도 표현의

난이도

(기존 교육 내용

고려)

학술 텍스

트 쓰기 과

제

학습자의

내용 지식

[도표 V-1] 교육 내용 위계화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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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형성하는 내용 지식의 정도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은 학습자가 습득한 주제에 대한 내용 지식과 
긴밀히 연결되므로, 내용 지식 없이는 과제 수행 및 필자 태도 표현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선행 연구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독서가 없이는 인식적 태도
에서 제시되는 인용 동사를 학습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필자가 주제에 대한 주체적 
주장과,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 자료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필자 태도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논증하라는 과제는 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필자 태도 표현의 위계
화는 학습자가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 지식을 구축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 위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 배경 지식을 탐색하는 정도라면 사건을 필자 태도
를 드러내어 기술하는 과제 및 필자 태도 표현 교수가 가능할 것이며, 주제 내용에 
대한 풍부한 논리적 근거 및 태도확립을 마친 상태라면 논증적 상호작용의 표현을 
활용하여 필자의 논리를 독자를 고려하며 펼쳐내는 과제 및 필자 태도 표현 교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계화를 시도한다면 전체적으로는 평가적 태도와, 인식
적 태도, 상호작용적 태도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평가적 태도는 구체적인 대상
에 대한 필자 태도이며, 인식적 태도는 명제 수준에서 작용하며, 상호작용적 태도는 
텍스트 전반에서 작용하는 필자 태도이기 때문이다. 즉 학습하는 텍스트 범위의 확
장에 따라 평가적-인식적-상호작용적 태도의 학습으로 위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각 필자 태도 표현의 위계화를 시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31]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대응 과제 평가적 태도 인식적 태도 
상호작용적 태

도 

학술 텍스트의 문

체적 특징 

정도 조절 표현 

수량 조절 표현 

초점 조절 표현 

  

대상 및 사태 기술

하기 

평가적 어휘(형용

사, 관형사, ‘-적’ 

파생어 

시상 표현 

인식 양태 표현 
 

요약 및 비평하기 인용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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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가적 태도에서 ‘세기 표현, 수량 표현, 완화 표현’은 어휘나 연어 차원의 
내용이므로 학습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술 텍스트의 문체적 특징 전반을 
이해하면서 습득 및 연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형용사, 관형사와 같은 평가 
어휘나 ‘-적’ 파생어는 연구 주제의 배경이나 상황을 기술하면서 제시되기에 적절하
다. 이때 필자의 인식적 평가를 드러내는 시상 표현과 인식 양태 표현도 함께 활용
될 수 있다. 이들은 평가 어휘는 다소 추상적, 문어적 어휘이지만 고급 학습자에게
는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어휘이고, 시상 표현, 인식 양태 표현은 학습자
가 자주 사용하는 고빈도 문법 항목이므로 표현의 난이도는 높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나 연구 자료 등을 요약하고 비평하면서 인용 동사의 활용을 
교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역시 기존에 학습한 ‘-다고/라고’의 인용절 구조로 난
이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논리분석 동사는 학습자의 내용 지식이 고도로 요구되는  
부분이며 동사 자체도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에 평가적 태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 
위치할 수 있다. 

한편 필자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화하여 드러내는 표지인 투영 구조와 동적 양태 
표현은 필자의 주체적 주장 및 해석을 기술하는 과제와 결합될 수 있다. 이들 표현
의 각 요소들은 기학습 요소지만 학술 텍스트에서 표현 문형으로서 활용되어 다소 
특수성을 띠기에 형태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또한 이러한 필자의 주관적 인
식 표지는 텍스트 차원의 과제에서 활용된다고 할 수 있기에 다소 상위 학습 요소
에 위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태도에 속하는 요소들은 전체 텍스트의 차원에서, 내용 
지식이 충분히 구축된 상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텍스트적 상호작용은 학술 텍스트 
구조를 학습할 때 도입할 수 있으며, 텍스트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논증을 보다 

이론적 전제 쓰기 논리사고 동사   

주장 및 해석 쓰기  

자기 투영과 

‘-(으)ㄹ 수 있다’ 

복합 구성 

 

학술 텍스트의 구

조 
  

독자 지원 

독자 유도 

효과적인 논증   
논증적 확장 

논증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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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적으로 강화하는 단계에서 논증적 상호작용을 연습할 수 있다. 이들은 형태
상으로도 긴 정형적 표현으로 삽입되거나 긴 문장 구조 가운데 위치하므로 학습의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표현의 위계는 앞서 제시한 대로 쓰기 교수요목이
나 학습자의 내용 지식에 따라 적절히 수정하여 교수하여야 할 것이다.  

5.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의 교수 방법 

교육 문법은 문법 지식과 교수 방법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김호정, 2006). 여
기서는 필자 태도 표현의 교육 내용 요소에 이어, 이에 대한 교수 방법의 원리를 살
피겠다. 여기서도 논의에 앞서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의 현황을 
교재의 구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73)  

다양한 장르 지식들은 장르의 맥락을 통해 이해되기보다는 나열되는 여러 지식으
로서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양상이었다. 여러 교재에서 맥락 지식은 대부분 줄
글 설명으로서 중간에 예문, 학습활동을 병행한 줄글 설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줄
글 설명식은 입학 후 교육과정의 교재들에 많이 나타났다(<한양_2009>, <한국학
_2011>, <연세_2013>, <경희_2012>). 이는 학문 목적 쓰기 관련 지식 및 내용이 한
국어 고급을 넘어서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는 내용상의 요인과 학습자
의 한국어 수준이 모어 화자 대학생과 유사할 정도로의 고급일 것이라는 학습자 한
국어 수준의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입학 후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재가 실제 수업에서 교수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율적으로 학습해야 할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제형 교재보다 줄글형 교재가 더 용이할 수 있을 것이
다.  

최근 출간된 교재들은 줄글로 진행되는 교재가 아니고 의사소통 중심 교재로 이
른바 ‘과제형’의 모습을 취한다. 그럼에도 이들 교재도 일반 목적 한국어 교재보다
는 장르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줄글 설명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

                                                 
73) 여기서 검토한 교재 내 교육 내용 제시는, 장르 중심 쓰기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쓰기 교재에서는 전체 구성을 살피었으나 기능 통합 교재에서는 쓰기와 관련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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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장르 맥락 지식을 제시하기 위해 교재 내의 특정 단계에서 줄글 설명 부분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글쓰기 준비 단계(<이화2008>), 단원 뒤 부록인 “참고사항”
(<성균관2010>)에 설명을 제시하거나 단원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특정 담화유형에 
대하여 몇 쪽에 걸쳐서 설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교재는 
과제형이지만 쓰기 단독 교재가 아니라 읽기 등 다른 교재와 통합형으로서, 활동은 
대부분 읽기 본문에 대한 것이며 쓰기 내용에 대한 과제 및 활동은 미약하게 나타
나고 있었다. 탐구적 활동보다는 제시된 지식을 연습하는 과제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즉 교재들에서 장르 맥락과 언어에 대한 교육 내용은 줄글형으로 메타 설명되는 
식으로 제시되며, 언어 요소들은 목록으로 제시되고 이를 적용하는 연습 수준의 활
동이 제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가 상황맥락에 대해서나 언어의 맥락 내에서의 
기능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방향적인 지식의 
전달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특히나 상황맥락의 파악, 언어의 맥락 내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메타 설명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비효율
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맥락 지식과 언어 지식에 대해서 탐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어떤 방
식을 사용하여야 할까? 일반적으로 장르 중심 교수의 방법은 ‘모형화 하기
(modelling) - 같이 쓰기(joint negotiation) - 혼자 쓰기(independent construction)’
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Callaghan & Rothery, 1988:39, 주세형 외 역 2007:69에서 
재인용). 장르 중심 교수의 다른 논의인 Feez(1998:28, Hyland 2004:129에서 재인용)
의 모형도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이는 다섯 단계로 구성되는데 먼저 제1단계에서 목
표 장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으며 맥락과 텍스트를 이해하고 제2단계에서 목표 
장르의 텍스트 특성을 분석하고 모형화하며 제3단계에서 학습자와 교사가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새로운 텍스트를 같이 쓴다. 제4단계에서는 학습자가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새로운 텍스트를 독립적으로 쓰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준비하기, 초고 쓰기, 
초고를 가지고 교사와 상담하고 친구들과 의견 나누기, 초고를 다듬고 퇴고하고 결
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출판하기, 장르와 장르의 기능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라는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 제5단계에서는 목표 장르와 관련 글을 비교해 본다
(Hyland 2004:138-139, Li·김정남 2014:309). 박나리(2012)에서도 이 수업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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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되 보다 상세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 모형화 하기에서는 학술논문의 의
사소통상황과 장르 기반적 언어현상을 확인하고 학술논문의 텍스트의 내용 구조를 
조직한다. 2단계 같이 쓰기에서는 같이 준비하기, 같이 쓰기의 단계를 제시하고 3단

계 혼자 쓰기를 수행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수 원리를 설정하고
자 한다.74)  

탐구 단계에서는 해당 요소에 대해서 읽기 활동과의 통합을 통해서 인지하도록 
한다. 언어 초점 단계는 실제 평가 표현에 대해 해당 표현의 주된 태도 표현적 기능
은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지, 또한 어떤 정도성의 층위에 해당하는지
-강한 표현인가 약한 표현인가 등을 형태 초점적(Form on form)으로 교수한다. 과
제 수행 단계에서는 실제로 학술 텍스트 장르의 맥락에서의 텍스트 생산과 이해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제를 정해 학술 텍스트 작성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한다. 

각 단계는 각기 다른 활동을 통해 교육 내용을 실천한다. 이는 문법 지식을 어떻
게 구현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교육 내용의 다양한 제시 방식은‘문법 지식’
을 교육 내용으로 구현해 내는 ‘표상’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다(이관희 2015). 교육 

                                                 
74 ) 유사하게 제민경(2015)에서는 장르 중심 문법관에 따른 교육의 요소로서 ‘지식- 경험- 활

동’을 제기하고 있다.  

탐구 

→ 

언어 초점 

 

 

 

→ 

 

과제 수행 

장르 읽기를 통한 

내용·맥락·언어 자

원 탐구 

언어 자원의 의미

와 맥락에서의 사

용에 대한 초점적 

교수 

학습자 주도 

과제 수행 학술 텍

스트 쓰기 과제 수

행 및 장르적 소통 

경험 

[도표 V-1] 필자 태도 표현 교수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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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탐구는 텍스트 읽기 및 의식 고양, 언어 초점에서는 언어에 대한 다소 명시
적 교수, 수행은 의사소통적 과제 경험을 통해 표상된다.  

이 교수 단계에서, 앞서 제시한 교육 내용의 구성요소인 ‘맥락, 내용, 언어’ 지식
과의 대응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내용 지식’의 위치 때문인데, 개
별 학습자 자신의 맥락에서 학술 텍스트 쓰기 과업을 수행한다면, 내용 지식의 형성
은 교수에서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 개인적인 작업이 된다. 이에 
따라 그 위치는 마지막 단계인 과제 수행에 통합된다. 교수 원리에 대한 논의 교실
에서의 교수 진행 중심으로 구성하므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5.1. 학술 텍스트 읽기를 통한 내용·맥락·언어 탐구 

1) 장르 맥락 및 담화 의미 탐구 

기존 교재에서는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의 의사소통적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도, 
학술논문의 개념 및 작성 맥락,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등이 줄글형으로 제시되
고 있어 장르에 대한 인식 고양이나 의사소통 맥락에 대한 이해는 어려웠다. 다만 
한 교재에서는 모범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발견하도록 하는 모델링(modelling) 
과제를 제시하고 있었다. 줄글형으로 제시한 내용의 개요와 모델링 과제형으로 보인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165)   
ㄱ. (1-1) (줄글로) 논문의 개념-내용적 특성-형식적 특성-작성 방법 및 절차, 

구성- 쓰기 과제 
ㄴ. (1-2) 보고서의 각 형식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에서는 줄글로 해당 내용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반면, (1-2)에서는 같이 모
범문 분석을 통해 장르의 특성을 발견하는 과제식 제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르 지식에서 맥락적 지식에 대한 부분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
정하여 맥락을 파악하도록 돕되, 일방적인 제시가 아니라 학습자가 장르에 대한 인
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학술 텍스트의 맥
락적 요소, 문체적 특징을 직접 학습자가 탐구해 보고 이에 대해 교사와 함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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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할 수 있다. 줄글로 된 교재에서도 대부분 학습자와
의 의사소통을 가정한 ‘강의식’의 문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166)   
ㄱ. 그러면 위의 말을 어떻게 고쳐 쓰면 좋을까? 아래 수정 예시 글을 보자. 

<한국학 2011:221>  
ㄴ. 다음 사례를 보면서 이 문제를 다함께 생각해 보자. <한국학 2011:223> 

이러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제시 방식은 구체적인 장르의 실제 맥락을 
학습자 스스로 탐구하도록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질문에 대해
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장르 중심 교수의 ‘학습자 주도 인식 고양 활동’
의 측면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집중하여 탐구
할 수 있다.  

또한 장르 맥락에 대한 탐구는 읽기와의 통합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쓰기 활동은 지식의 습득이나 능력을 확인하고 평가
하는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읽기는 쓰기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모
델을 보여줌으로써 쓰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또한 실제로 교실 수
업은 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교사는 이러한 맥락 탐구를 유도할 때 살폈던 학습자 및 텍스트 요인를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학습자 요인에는 한국어 학습 목적, 학업 단게, 학술 텍스트 작성 경
험 등이 포함되며 텍스트 요인에는 주제 분야와 연구방법이 포함된다.  

전공별로 언어적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공별로 추구하는 지식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텍스트적 요인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텍스트 분석 
과제를 수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민경모(2010)에서는 학습자에 따라 대상 목적이 
되는 세부 장르가 다른 셈이므로 이에 대한 소규모 말뭉치를 구축하여 교육 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지는 않더라도 학습자가 자신의 전
공 및 연구방법에서 대상 텍스트의 전형이 될 수 있는 텍스트 2-3편을 선별하여 면
밀하게 텍스트의 맥락 및 구조, 언어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의식 고양을 위한 도입 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학술 텍스트의 맥락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수 있다. 맥락적 특징에는 필자와 독자, 담화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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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와 의사소통적 목적, 내용적/구성적 특성, 필자 태도의 특성 등이 포함될 것이
다.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장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다. 교사는 학습자가 생각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적 맥
락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 및 보완하여 설명한다. 특히 필자의 태도맥락을 
분석할 때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한다. 객관적인 논증을 위해서는 필
자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학생들의 경험이 다양하기에 학술 텍스트를 이미 경험한 학습자들도 존재할 
수 있으며, 적어도 중등 교육에서 유사한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입 활동
은 학습자의 경험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적인 활동이 되며, 학습자의 
현재 인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주의적 교수를 위한 밑바탕이 
된다.  

학술 텍스트의 거시적인 문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술 텍스트의 사례를 
제시하고 탐구해 보도록 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는 장르 중심 교수에서 ‘모델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언어적 특징에 초점을 두므로 특정 부분을 강조하여 표시
하는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를 통해 학습자가 이에 주목하여 탐구할 수 있
도록 한다. 여기서 주관적으로 관점을 드러낸다는 것이 꼭 강한 주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력을 담보하여 주장을 장르 맥락에 걸맞게 표현
해야 함을 제시한다. 

• 위 글들은 각각 누가, 무엇에 대하여, 어떤 목적에서 쓴 글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학술적인 글을 써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왜, 무엇
에 대해서 썼습니까? 

• 밑줄 친 ‘본 연구’, ‘연구자’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지 이야기해 봅시다.  

• 위 글의 문체는 말할 때 사용하는 한국어와 어떻게 다릅니까? 다음에 대
해서 각각 그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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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이 스스로 과제를 수행한 양상을 보고 이를 수정해 주면서 교사는 학술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구어적 표
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주관화된 내용보다는 객관화하여 제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심화 과제로서는, 장르적 맥락에 따라 객관적으로 바꿔 쓰기, 신문기사, 학술 텍
스트, 개인적인 글의 차이 비교해보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 언어 자원에 대한 의식 고양 및 탐구 

읽기를 통해서는 맥락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담화 의미를 실현하는 언어 자원
에 대한 의식 고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 요소들의 제시에 있어서는 문법 교육의 
여러 관점을 참고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학술 텍스트 교재에서 언어 요소를 제시하
는 방식을 보면, ‘목록 제시’의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언어에 대한 
탐구 없이 제시만 하는 것은 오히려 오류를 양산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학습자들이 교재에 제시되었던 표현을 의미와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과잉하여 사
용하는 양상에서도 드러난다.75 ) 물론 전형적인 구조에 따른 표현은 이렇게 요약적으
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3, 4장에서 탐구하였던 필자 
태도 표현의 내용은 필자의 평가, 주관성의 정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휘·문법의 의미적 속성에 대해서 교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목록의 제시, 해당 목록을 사용하기 이전에 해당 표현이 실제 텍스트에
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철저히 분석해야만 한다. 그러한 맥락 안에서 문법 요소의 기
능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을 위한 교수 원리로서 언어 자료를 통한 의식 
고양의 방법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법 교수의 내용은 고정적 지식으로 제시
하기보다 학습자가 탐구하여 인식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75 ) 물론 그러한 오류가 절대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학습자들은 오류를 생산해가

면서 해당 문법의 적절한 용례를 습득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표현 목록의 제시만으로는 적절한 사용 능력을 기를 수 없다는 점이다.  



 

- 226 - 

문법 자체에 대한 단언적 지식으로보다, 장르 맥락에서의 쓰기 활동을 위한 수행적 
지식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 고양의 방식은 장르 중심 교수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성과도 일
맥상통한다. 장르 중심 교수의 특징 중 하나는 과제 선정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에 
있어서도 학습자 중심성을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해당 장르의 전통과 용인되
는 형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한다. 즉 학습자들은 단순히 전범 텍스트를 모사하
여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함으로써 장르에 대한 인식을 고양한다. 어떠
한 의사소통적 맥락에서 어떠한 텍스트의 구성과 언어적 ‘선택’이 필요한지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의 발견적 학습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맡는
다.  

또한 의식 고양 과제는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한 탐구라는 점에서, 기존 탐구 학습, 
의식 고양 활동의 반영임과 동시에 말뭉치 기반 교수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뭉치 기반 교수에서는 실제 말뭉치 자료와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맥
락, 연어 등을 탐구하는 교수 방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본격적인 말뭉치 기반 
교수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존 말뭉치 기반 교수에 대한 경험적 연구
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제 말뭉치 용례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거나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귀납적 학습으로서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등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Sun, 2000; Thurston & Candlin, 1998). 다만 말뭉치 분석의 관점을 반영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평가적 태도의 긍정적/부정적 평가, 다양한 의미 범주의 평가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활동의 사례이다.  

• (가), (나)에서      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드러나 있는지 골라 봅시다.  

중요성       효과성       적절성       관련성       심각성 

• 각 평가를 뒷받침하는 형용사나 부사 등의 표현에 밑줄 쳐 봅시다.  
- 긍정적인 태도로 사용된 표현  
- 부정적인 태도로 사용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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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필자는 텍스트에서 필자의 주장을 논증하는 방법 외에도 
대상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필자의 관점을 실현할 수 있
음을 인식할 수 있고, 여기에 다양한 언어 요소들이 관여함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인식적 태도 요소에서는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
이다. 이를 위해 앞서 ‘평가적 태도 표현’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명확한 필자의 관
점을 수립하고 이를 드러내야 한다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가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명확
히 드러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설득력을 강화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단락에서 ‘중심 문장/뒷받침 
문장’ 찾기와 유사하지만 학술 텍스트의 맥락에서 이러한 구조가 표상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에서 먼저 청자를 고려하여 주장하는 명제를 확장하고 축소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학술 텍스트의 양상을 제시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 필자가 경어법 연구방법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무엇인지 정리해서 말해 봅시다.  
－ 이 단락에서 필자의 중심 생각이 드러난 문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들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 위 글에서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

는지 골라 봅시다.  

예시         근거         대조           가정  

• 본문에서 자가 자신의 견해를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다음 표현을 찾아봅시다.   
－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강조 
－ 예를 들기 위한 표현 
－ 대조하기 위한 표현 
－ 예상되는 견해를 부정하는 표현 
－ 효과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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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활동은 필자의 주장으로 축소시키는 사례이며, 두 번째는 다른 가능한 
양상을 제시하며 확장하는 부분을 삽입한 사례이다. 이러한 양상을 탐구하면서 독자
는 논증 전략으로서 독자를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 인지하게 되며 관련된 표현의 사
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5.2.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초점적 교수  

1) 선택항으로서의 의미 교수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은 쓰기를 위한 ‘문법 교육’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는 제2
언어 /외국어 교수라는 맥락을 갖기에 구체적인 어휘·문법적 언어 자원에 대해서 다
소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
은 실제로 학습자의 요구와도 맞닿는 부분으로, 전체 필자 태도 표현 교육에서 중심
적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식성에 대한 논의에서, 문식성은 언어 사용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감식안
까지 습득해야 함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렇게 언어의 의미에 대한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휘·문법에 대한 명시적인 교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어 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와 같이 직관적으로 개별 요소들의 객관성, 시간성 의미
를 파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언어에 대한 명시적 교수는, 형식에 중점을 두어 교수하는 것을 의
미하지는 않는다. 본고의 논의는 지금까지 언어 형식보다 의미, 나아가서 의사소통 
맥락 가운데서 발현하는 의미를 교수하는 관점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의사소통 언
어 교육에서 문법을 취급하는 형식 초점 교수(Focus on Form)에서 보듯이 의사소
통 과업을 수행하고 의미에 대한 초점을 견지하면서도 특정 단계에서 문법 요소 자
체에 집중하여 그 의미 기능을 교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언어 초점의 단계를 통

• 위 단락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 밑줄 친 부분을 삽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삽입함으로써 독자들

에게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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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르 내에서 출현하는 여러 언어 요소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적 교수 가운데서, 문법의 선택항으로서의 의미가 강조적으로 교수될 
필요가 있다. 장르 내 필자 태도의 언어 자원은 선택항 체계를 이룬다. 주세형
(2010a)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의미 중심의 문법은 체계(system) 가운데 어떤 선
택항(options)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구성됨에 주목한다. 이러한 의미
를 드러내기 위한 선택항으로서의 문법이 기술되고 교수됨으로써 이는 ‘의미하는 방
법(how to mean)’을 밝히고 교수할 수 있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개별 어휘·문법 요소의 선택항으로서 변별적 의미와 특성들이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휘·문법 요소의 변별적 의미와 특성은 실제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수 지식이다. 김인규 외(2014)에서 수행한 교사 설문
조사에 따르면 문법 교사들은 유사 및 관련 문법에 대한 변별적 기술이 교육용 문
법 해설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택항은 외국어 학습자들에
게 어떻게 부호화하는 것이 맥락에서 필자의 의도를 적절히 드러낼 수 있는 방향인
지 선택하는 데에 근거로 작용하여, 구체적인 언어 자원의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본격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선택항으로서의 의미에 대한 내용은 평가 이론의 ‘정도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정도 부사의 선택에서부터 다양한 정도성의 위계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먼저 인용 표현에서 인용 동사를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에서 필자의 위
치의 층위가 드러나게 된다.  

(167)  다음으로는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개인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식으로 근로 형태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회복지학_라] 

(168)  즉, 가족의 일을 도와 일정부분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노부모 
부양의 책임을 가족 내에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직종으로의 근로 형태의 변화 통해 부족한 가계소득을 보충하고 일정부분 
노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도 지는 방향으로 중·고령층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학_라] 

같은 텍스트에서 나타난 이 두 문장을 보면 ‘-(으)로’ 뒤에 어떤 인용 동사를 사
용하는가에 따라서 필자의 주관성이 드러나는 정도가 달라진다.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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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여기서 필자의 인지는 대상의 관찰자 및 보고자
로서 주관성은 다소 배제된다. 그러나 ‘-(으)로 해석된다’와 같이 사고 활동을 나타
내는 인용 동사가 후행하면, 선행절의 명제의 판단 주체로서 필자의 주관성이 보다 
드러나게 된다.  

또한 ‘해석되다’와 같은 피동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해석하다’의 자동 심리 동
사와 결합하면 더욱 능동적인 해석으로서 필자의 주관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게 된
다.   

(169)  그는 “그의 시에 나오는 생활은 대부분 도시 소시민으로서의 애환과 
사랑이다. 특히 가족 간의 사랑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40 대 생활인으로서의 
가장이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인식하고 드러내는 데서 그의 중기 서정시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의 중기 서정시의 근원은 확실히 혈연, 피붙이 
의식이다.”라고 요약하면서 이를 “가족 관계를 해체시켜버리는 근대사회에 대한 
저항의 한 방식”으로까지 해석한다. 이러한 생활시편에 대한 평가는 현실에 
대한 치열한 대결의식이라는 평가와 소시민적 자기 연민이라는 평가로 
엇갈리기도 한다. [국어국문학_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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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피동-능동 간의 객관성의 선택항으로서의 의미는 제민경(2015)에서도 지
적된 바 있다. 여기서는 객관성의 선택항으로서 인용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을 
들고 있어 서술어 표현이 필자의 주관성-객관성의 선택항으로서 기능함을 제시한다. 
이는 본고에서 인식적 태도의 범주로 논의한 바와 일맥상통한다.  

인식적 태도에서 선택항으로서의 의미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70)  그러나 이러한 공간 경험이 어디까지나 특정한 타자에게 주어졌던 특수하고 
제한된 공간에 대한 개별 체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할 수 있다. 비록 
문학 감상의 본질이 문학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의 아우라를 체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간의 체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며, 이는 유배가사의 공간 이해의 가치와 의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국문학_라] 

(171)  유배형은 경화를 ‘절대적 공간’에서 ‘체험된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경험을 
가져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볼노브에 따르면 체험된 공간이란 절대적 공간, 
수학적 공간과 구분되는 것으로, 주체를 기준으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유배 이전 경화는 주체와 상관없이 이미 주어진 곳, 미리 
전제되는 절대적인 곳으로서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독립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유배형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경화를 인식하게 되면서 경화를 

[도표 V-2] 인용 동사의 선택항으로서의 의미 



 

- 232 - 

자신과 연관된 공간으로 경험케 하는 특별한 사건으로 작용한다. 이로써 
주체에게 경화의 공간적 의미는 달라진다. [국어국문학_라] 

이는 한 텍스트에 출현한 사례인데, 이 두 표현은 구조상 유사하지만 ‘하다’ 동사
가 아니라 ‘보다’ 동사를 사용한 경우는 필자의 보다 적극적인 인지적 판단을 표출
하는 맥락임을 볼 수 있다. (ㄱ)을 보면 ‘-다/라고 할 수 있다’는 문단의 마지막에 필
자의 주관적 환언 또는 해석 정도의 의미를 제기하며 사용된다. 반면 (ㄴ)에서는 필
자의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으로 후행 문장들로 필자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에서 다른 의미와 기능을 전달하
는 선택항으로서 교수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통해 학습자는 학술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필자 태도 

표현으로서 이들간의 변별적 의미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술 텍
스트의 필자 태도에 대한 감식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르 특정적 의미를 통한 재구조화 

[도표 V-3] 투영 구조의 선택항으로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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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 요소들의 변별적 의미를 인식하게 된다면 형태적 오류중에 부적절한 
복합 형태를 사용한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 양상에서 드러났듯이 학습
자들은 ‘-다/라고’, ‘-고 있다’, ‘-(으)ㄹ 수 있다’ 등의 요소를 부적절하게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변별적 의미기능에 주목하게 된다면 학습자는 스스로 각 
형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불가능한 복합 표현 사용을 지양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살핀 ‘-다고 할 수 있다’ 류의 투영 구조는 학술 텍스트에서 두드러지게 자
주 출현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본고에서도 수행하였던 핵심어 분석에서 특정 장르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은 이른바 장르 특정적 언어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말뭉치 통계 연구인 손연정(2014), 남길임·최준(2014) 등에 따르면 특정 장르
에 두드러지게 출현하는 언어 요소가 존재한다. 이들은 학습자들은 기존에 명시적으
로 교수받은 경험이 없고 다른 장르에서도 자주 노출이 없었던 언어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 외에 학술 텍스트에 등장하는 언어 자원의 상당수는 학습자
들이 이미 일반적 의미 기능에 대해서 학습한 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
면 ‘-게 되다’와 같은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중급 수
준에서 학습한다. 이러한 표현은 학술 텍스트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표현과는 다르
게 학습자들이 다른 장르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고 명시적인 문법 교수가 이루어
졌던 항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법 요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서 기존에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이미 학습한 언어 요소
와, 학술 텍스트의 문형으로 처음 접하는 언어 요소를 구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 여겨진다. 

장르 중심 문법 교육은 일반적으로 최소 초급 단계 교육 이후에 수행되므로 대부
분의 문법 요소는 이미 학습한 문법 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 학습 문법 요소

• 장르 일반적 의미: 여러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법 요소의 핵심적 

의미 

• 장르 특정적 의미: 특정 장르에서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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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기존에 학습한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특정 장르에서의 기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에 학습한 문법 교육에 대한 ‘나선형 구조’로서의 재교육이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있다. 최은규(2013)에서는 문법 교수요목에서 계속 새로운 문법 요소를 교
수하는 ‘선형 구조’가 아니라 같은 문법 요소에 대해서 등급별로 지향점을 달리하면
서 확장·재교수하는‘나선형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기하고 있다. 즉 초급-중급-고급
에 이르면서 문법적 목표를 달리하여 문법을 반복하여 확장시켜나가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급 내용은 초·중급보다 담화 차원을 반영하여 실제성을 높일 수 있다. 방성원
(2003)에서는 고급은 개별 형태보다 의미 및 문법 범주, 담화 기능 중심으로 교수하
여야 한다고 본다. 즉 고급 수준에서 초급·중급보다 담화적 기능을 교수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관점으로서 최은규(2013)에서도 고급의 목표를 
종합 문법으로서, 문법 체계, 담화 기능 표현으로 두고 있다.76) 

이러한 문법 교육의 단계별 목표는 거시적인 문법 교수요목에 대한 논의이지만, 
이는 개별 문법 요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법 요소의 기초적인 
의미 기능을 초급에서 학습하고, 다양한 문법 기능을 중급에서 학습하였다면, 고급
에서 보다 담화적인 기능까지 교수하는 식의 각 문법 항목별 나선형 배열이 가능하
다. 즉 고급에서의 장르 중심 문법 교수는 기존 초·중급에서 학습한 맥락에서의 문
법에 대한 정보를 다시 구축하는 것으로 학습자 내적 문법 체계에서의 ‘재구조화’77)

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맥락 기반적 문법 지식을 형성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76 ) 등급별 지향점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고경태(2008)에서는 초급에서는 종합적 

관점, 고급에서는 분석적 관점을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 김재욱(2009)에서도 유사하게 고급 
단계에서 복합 구성 표현이나 유사 문법 표현 차이 등을 제시하자고 하였다. 이들 관점은 
고급으로 갈수록 각 문법의 분석적이고 변별적인 의미를 교수하고자 하는 심화 학습의 관
점을 띠고 있다.  

77) 재구조화(reconstructing)란 학습자의 언어 습득에서 목표어와 중간 언어 체계의 문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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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학습 문법 요소의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한 장르 일반적 의미를 새롭게 
접하는 장르에서의 장르 특정적 의미와 연관·확장 및 강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평가적 태도에서 ‘만’, ‘도’, ‘까지’ 등의 보조사는 기초적인 문법 
항목이지만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면서 ‘까지도’, ‘만으로도’, ‘도 역시’ 
등으로 활발하게 사용된다.  

또한 인식적 태도 표현에 나타나는 여러 문장종결부 표현은 한국어 언어 사용 전
반에서 빈번하게 출현한다. 이들 투영 구조, 양태 표현, 시간 표현 역시 양태성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다. 예를 들면 과거 시제는 앞서 3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필자의 명제에 대한 심리적 거리로서, 현재 텍스트에서의 논의는 현재로, 다른 선행 
연구나 비판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과거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
상, 양태의 표현은 상당 부분이 기존에 학습한 시제, 양태 표현에서 파생되어 특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작용적 태도에서 명제적 확장의 ‘-기도 하다’는 중급에서 빈도로서 교수되기
도 하는데, 학술 텍스트에서는 명제적 영역에서의 가능성 확장으로서의 의미로 주로 
사용됨을 제시할 수 있다. 명제적 축소의 경우 ‘다면, 점에서, -를 볼 때’ 등의 전제 
표현 역시 새로이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서 논의를 축소시키고 초점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 문법 요소들에서 공통점은 학술 텍스트에서는 사태의 확실성과 같은 
인식 양태적 기능으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3장에서 제
시했던 바와 같이, 학술 텍스트 장르가 ‘시간성’이나 ‘관계성’ 등 다른 가치보다 ‘양
태성’을 중심으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에 학습했던 여러 어휘·문법 자원이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를 
드러내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제시하여 해당 문법에 대한 재구조화가 

                                                 
칙을 수정·보완해 가는 단계로서 학습자의 문법 습득이 계속적으로 조정하고 재구성되면서 
구축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언어 습득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기
제로서 롱(M. Long)을 위시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언어 습득 연구 경향에서 주목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재구조화 현상은 학습자의 중간언어에서 내적 처리 단계로서 나타나기도 하
지만, 어휘·문법에 대한 교수 내용에 따라서도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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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교수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문법 요소로서 분석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이와 같은 인지적 확장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보다 쉽게 학술 텍스트에
서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르 텍스트 쓰기에서의 활용 연습   

필자 태도 표현 중 많은 요소들은 이미 정규과정에서 학습한 것들이다. 하지만 
기존에 학습했더라도 텍스트 차원에서의 용법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
라 앞서 학습자 양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담화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되어 필자 
태도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텍스트적 기능의 
비중이 큰 요소는 ‘-는 것이다’나 ‘-기 마련이다’가 있었고, 그 외의 여러 문법에 대
해서도 담화 차원의 부적절 오류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별 표현들이 문장 차원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어떤 용법을 가지는지 
교수·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메타 기능 중 텍스트적 기능과 관련이 있
는데, 응집적인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은 필자 태도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것과 긴
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자 태도 교육에서도 이러한 응집적 담화 구성을 위한 
교수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담화 차원의 연습은 전통적인 장르 중심 교수의 단계에서 ‘함께 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자원의 의미기능을 교수한 뒤에 담화 차원의 활동을 
통해, 각 언어 요소을 의사소통에 활용하기 전에 정확하고 적절한 사용을 연습할 수 
있다.  

먼저 평가적 태도에 대해서는, 기존 텍스트를 대상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 드러나
도록 고쳐 쓰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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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서론을 대상에 대한 필자의 관점이 보다 강하게 드러나도록 고쳐 봅시
다.  

• 위 글을 밑줄 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드러나도록 고쳐 봅시다.  

• 위 글에 필자의 관점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수식어구를 추가하여 

봅시다.  

또한 독자 안내 표현 등 텍스트 각 부분의 필자 태도 표현은 장르의 특정 단계에
서 전형적인 구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구조화된 쓰기(guided 
writing)을 통해 제시하는 것도 유용한 방식이다. 다음은 자료 기술과 해석에 대한 
도식 쓰기 연습의 사례이다. 오른편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기서 빈칸의 전후 언어 요소를 제한하여 특히 연습해야 할 문
법 요소, 즉 명사화나 ‘-(으)로’와 같은 표현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
은 문법 받아쓰기(Dictogloss)와 같이 실제적이면서도 문법성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해석하는 부분을 써 봅시다. 

이/가 나타난다          것으로 나타난다         -을/를 알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 관광객이 가장 많은 나라는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은                   
                              . 체류기간을 살펴보면            
                               . 소비금액은                    
                                   . 여행 만족도는            
                                            . 위 자료에 따르면 
                  것으로 나타난다.              을/를 살펴보면  
                       고 있다.  즉                          
                    인 것이다.  

 

이외에도 서론, 선행 연구 검토, 연구방법, 결론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
은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정형적인 도식에 필자가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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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하게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학습자 양상에도 
나타났듯이 정형적인 표현에만 의존하는 것은 특정 표현의 과잉 사용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필자의 태도를 부호화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이러한 도식
(Prompt)를 활용한 연습은 각 표현 기능에 대한 충분한 탐구와 인식 고양 이후에 
제한적으로 제시하되 가급적 개방적 쓰기 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어에 초점을 두고 연습할 수 있
다. 학습자에게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독자의 이해와 동의를 진작시키기 위한 표현
을 자유롭게 기술해 보는 것이다.  

또한 접속 표현에 초점을 두어, 특정 텍스트를 제시하고 연결하는 표현을 사용하
여 고쳐 쓰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5.3. 학습자 중심 과제 수행을 통한 장르적 의사소통 경험  

1) 학습자 주도적 학술 텍스트 작성 과제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의 자기화 및 습득 과정은 실제로 학습자들이 장르적 
의사소통을 경험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육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에서 현재 중시되는 의사소통 경험과도 궤를 
같이 한다. 언어 사용은 실제 수행 및 경험을 통해서 숙달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술 텍스트와 같이 장르적 특성이 분명하고 일상 생활과 괴리가 큰 장르일수록 교
실 내의 환경에서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은 학술 텍스트가 기존에 알
고 있던 다른 장르와 어떻게 다른지 명시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실제로 장르에 속하

•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빈칸에 안내하는 문장을 써 봅시다.  

•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빈칸에 해설하는 표현을 써 봅시다. 

• 다음 단락을 적절한 연결 표현을 사용하여 고쳐 봅시다.  

- 먼저 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연결해 봅시다. 

예) 이러한, 이에 따라, 즉,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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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해당 장르에 숙달될 수 있게 
된다. 

장르적 의사소통의 경험이란, 이를 생산하고 수용해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학
습자는 개인의 학술 텍스트를 생산해 보는 경험을 해야 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출판’하여 소통하는 경험을 하여야 한다. 실제 학술지나 인쇄로서의 출판 개
념이 아니라, 인쇄든, 인터넷 홈페이지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작성
한 학술 텍스트를 공유하는 것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학습자는 실제로 자신의 주제를 정해 학술 텍스트 작성 작업을 
수행한다. 텍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장르적 의사소통의 경험은 일차적으로 교
사와의 관계에서 실현된다. 특히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비계(scaffolding)로서의 과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검토 및 수정을 위
한 과제를 제공하여 학습자 텍스트의 향상과 학습자의 장르 중심 쓰기 능력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 학술 텍스트의 개요가 잡힌 후에는 교실 내 발표 경험을 하는 것도 유
용하다. 이러한 공개 발표의 양식은 ‘학술 대회’, 각 학과 내에서의 논문 발표회 등
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 양식으로 이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의사소통적 연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텍스트에 대해 동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필자의 관점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  

학술 텍스트의 초고를 완성한 후에는 이를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읽게 하여 반
응을 얻는 소통의 경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교실 내에서 수행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국인 친구나 전공 영역의 선배 등 보다 신뢰할 만한 면담자를 선정하여 수
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는 독자와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필자로서 학
습자는 독자들이 자신의 학술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통해서 자
신의 학술 텍스트 쓰기 능력을 보완하고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독자로서 어떤 궁
금증,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한 반응을 얻으면 이를 반영하여 보다 설득적인 학술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실제로 대학 및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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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언어 연습으로서 의미가 있
다.78) · 

2) 쓰기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적 비계 제공  

쓰기의 과정적 특성상 쓰기 지도에서 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피드백은 쓰기 교수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 교수에서 널리 활용되어 그 효과
가 보고되고 있다(박상태, 2012; 전지니, 2014; 조희정·이현주, 2009). 이러한 면담 방
식은 사실 학술 텍스트의 내용이나 연구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대학 교육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 학술적 텍스트의 구조에 대해서 2장에서 살폈듯이, 일반적으로 학술 
텍스트의 작성자는 지도 교수 등 조언자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학술지의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학술 텍스트를 고쳐 쓰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 학술 텍스트 작성 
맥락에서 이러한 지도 및 심사의 과정에는 학술적 내용의 깊이에 일차적 목적을 둔
다. 여러 조언자와 심사자의 의견을 통해 필자는 학술 텍스트의 내용과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을 위해서 유용하
다. 특히 여기서 교사의 역할이 문법적 오류를 바로잡는 피드백에 그치는 것이 아님
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학습자 양상에서 보았듯이 학습자가 대상에 대한 관점
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필자 태도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다. 즉 필자 태도 
표현의 상호작용적 기능 역시 주제 영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관념적 의
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주세형(2010a)에서는 교사가 ‘교정의 언어학’으로서가 
아니라 글 내용과 관련지어 ‘작문의 언어학’으로서 첨삭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 그 이론적 전제를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찾고 있다. 즉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적 
전제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특정 맥락에서 의미를 실현하는 표현은 내용적 측면
과 깊이 관련되며, 이러한 관점과 문법 기술의 바탕 가운데서 교사가 맥락과 내용을 
아우르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78) 필자 태도에 대한 ‘반응(reaction)’까지 추구하는 것이 본디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제시하였

던 ‘평가’ 체계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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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술 텍스트를 지도하는 언어 교사는 언어적 측면에 대해서도 지도하
지만 장르적 규약에 대해서 다루게 됨에 따라 언어 형식과 연구의 내용에 대해 모
두 지도하게 되는 이중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점은 교사에게 부담이며 한계로
서 작용하게 되기도 하지만, 내용과 형식의 긴밀한 관련을 고려해 보면 연구 수행에 
대한 면담 지도와 함께 언어 형식에 대한 면담 지도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
이고 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79 ) 적절하게 필자 태도를 수행하는 것과 
좋은 학술 텍스트로서의 내용적 요건을 갖추는 것은 학술 텍스트 쓰기에서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사와의 면담은 쓰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술 텍
스트는 단기적 쓰기 작업이 아니라 최소 한 학기 정도가 요구되는 장기 작업이다. 
학습자는 학술 텍스트 쓰기를 위하여 먼저 자료 수집부터 선행 연구의 검토, 주제의 
선정과 연구 수행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실제 집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는 것은 전체 작업 중 후반부의 일부 기간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필자의 연구 주제에 대한 지식이 정리되고 이에 따라 필자 
태도는 정련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필자 태도를 정련하
고 다듬어 쓰는 것은 필자의 관념적 의미, 즉 필자 입장을 확립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면담은 학습자와 면대면 상담의 형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습자가 어떤 텍스트를 쓰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교
사가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오류 수정에만 초점을 
둔다면 이러한 지도는 서면이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사는 보다 본질적
으로 학습자가 장르에 적절한 필자 태도의 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
자가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와 언어화된 의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고, 향

                                                 
79 ) 일반적으로 교사의 피드백은 문법적 측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쓰기의 내용적 

측면, 특히 태도 표현의 측면에 대해서 보완을 위해서는, 우선 내용적으로 장르에 적합한 
필자의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법적 측면은 최종적
으로 수정하도록 하거나 일부 반복되는 문법적 요소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방향이 가능하다.  



 

- 242 - 

후 학습자가 어떤 학습자가 필자 태도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
는 직접 학습자와 대면하여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별 면담의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필자 태도의 정련과 적절한 표현에 있
어서 학습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향상을 위한 적절한 과제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학습자들의 발전을 위한 비계(scaffolding)로서의 역할을 한다
(Cotterall & Cohen, 2003). 면담을 통한 비계 제공은 학습의 과정을 학습자 개인의 
수준과 상황에 맞춘다는 점에서 개인화, 맥락화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수행할 과제
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 피드백은 학습자의 텍스트 수정 및 검토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김혜연(2014)에서는 쓰기 과정
이 생성하기와 검토하기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기한다. 
쓰기 과정은 선형적인 집필이 아니고 집필한 내용을 다시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포
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인 것이다. 학습자들은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의 텍스트에 대한 
검토 수행을 요구받게 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촉진시키는 것은 텍스트의 완성도
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데,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더 촉진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피드백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급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 간의 피드백은 그 타당성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윤빈·정희모(2014)에서는 대학 글쓰기에서 동료 피드백의 양상을 고찰하고 
있는데, 수준에 따라서 피드백의 타당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

•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 

• 보다 장르에 걸맞는 방식으로 필자 태도를 표현 

• 학습자의 반복되는 필자 태도 표현상의 오류- 투영 구조 등을 수정  

• 필자 태도 표현에서 모국어의 영향으로 보이는 오류를 수정  

• 다양한 의미 범주를 포괄하여 평가 내용이 풍부해지도록 표현 

• 거시 구조에 따라서 주관성과 객관성의 정도를 조절 

• 거시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필자의 목소리를 실현 

• 독자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 토대를 보강 및 

연결 표현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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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느 정도의 학생 수준이 담보된다면 이러한 피드백 활동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
는 학생뿐만 아니라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생의 역시 필자 태도에 대한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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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술 텍스트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
고, 2장에서 필자의 태도 관련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필자 태도의 개념과 내용 체계
를 확립에 대해 논하고 3장에서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의 양상을 분석
하였으며 4장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학술 보고서의 필자 태도 표현 양상을 
분석하고 5장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필자 태도 표현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요구가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학술 텍스트 쓰기 교육은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쓰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
술 텍스트 쓰기에 있어서 장르에 적절한 방식으로 필자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세부적 표현에 대한 검토에만 그쳐 학술 텍스트 필
자 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간 
체계기능언어학, 말뭉치 언어학, 영어교육의 논의에서 제시되었던 ‘필자 태도
(stance)’ 개념을 장르 중심 교수를 위한 내용 범주로서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 화자/필자의 태도는 문법 범주에서 '양태(modality)'로 다루어졌지만 
문법적 범주에 국한되었기에 장르 중심적으로 실현되는 필자의 태도를 아우르지 못
하는 한계가 있다. 양태 범주는 엄격히 보았을 때 문법적 요소를 포함하는 범주로서 
여러 층위의 언어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필자 태도가 드러내는 
다양한 평가, 정서, 판단 등의 내용 역시 기존 양태의 개념에는 포함되기 어렵게 된
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문법적 요소의 분석을 넘어 장르 내에서 필자의 의사소통적 
태도를 포괄하고자 하여 검토하고자 할 때에는 보다 맥락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을 
위한 다양한 표현을 포괄하는 개념의 설정이 필요해진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적 바탕 가운데 ‘특정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필자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드러내는 필자의 심리’로서 ‘필자 태도’
의 개념을 설정한다. 이는 특정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맥락인 장르 가운데서 언어
의 메타 기능 중 상호작용적 기능(interpersonal meaning)에 해당하며 언어 층위로
는 담화의미론 층위의 개념이다. 또한 이러한 필자 태도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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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요소들을 ‘필자 태도 표현’으로 정의한다. 한국어에서 필자 태도 표현은 주로 
평가적 의미를 갖는 어휘와 문장 종결부의 복합 구성, 담화 표지를 통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자 태도 표현의 실제적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인문사회
전공의 한국어 학술 논문 12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필자 태도 표현의 하위 범주
는 크게 ‘평가적 태도’, ‘인식적 태도’, ‘상호작용적 태도’의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었
다. ‘평가적 태도’란 대상에 대한 필자의 평가이며, ‘인식적 태도’는 명제에 대한 필자
의 주관적 인식을 말한다. ‘상호작용적 태도’는 독자에 대한 필자의 상호작용적 고려
를 말한다.  

이 체계에 따라 한국어 텍스트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 
평가적 태도는 평가 어휘와 인용 동사, 논리·해석 동사를 통한 직접적인 방식과 정
도 조절, 수량 조절, 초점 조절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술 텍스
트에서는 정서적이거나 윤리적 판단에 대한 평가보다 대상에 대한 분석적 평가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또 직접적인 표현 외에 ‘필요성이 있다’와 같이 수량 
표현을 통한 연어, ‘-지 않다/못하다’와 같은 긴 부정, 논리·해석 동사를 통한 대상 
기술 등을 통해 객관적인 방식으로 필자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인식적 태도는 주
로 문장 종결부에서 투영 구조와 양태 표현, 시상 표현을 통하여 나타났다. ‘-다/라
고 볼 수 있다’와 같은 자기 투영 복합 구성은 인용하는 필자와 본래 발화자인 저자
를 분리시킴으로써 필자가 다성적인 방식으로 주관적 위치를 드러내게 해 준다. 또
한 필자는 양태 표현을 통해서 인식 주체로서, 시상 표현을 통해 사태에 대한 시점
으로서의 주관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학술 텍스트의 필자는 객관적 태
도를 유지하면서도 주관적 판단 주체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상호작용적 태
도는 독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필자가 텍스트에 개입하거나, 독자의 
예상되는 견해를 고려하여 용인되는 명제의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전
자는 텍스트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로 독자에게 텍스트 구조와 목적, 선후 관계를 
안내하고 내용 간의 접속을 나타내는 독자 지원과, 공유지식을 확인하고 필자의 해
설을 부가하며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독자 유도의 자원으로 나뉜다. 후자는 논증 
차원의 상호작용적 태도로 대립적 관점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필자의 주장을 
한정하는 확장과 대립적 관점에 대해 반박하거나 다른 관점과의 차이를 변별적으로 
나타내거나 독자의 예상되는 기대에 반하거나 심화시키는 축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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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어 텍스트에서 나타난 필자 태도의 유형과 대비하여, 고급 수준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 텍스트 20편에서 필자 태도 사용 양상을 살폈다. 학습자 텍스
트에서 나타난 양상을 종합해 보면, 학술 텍스트에 걸맞는 객관적·격식적 표현을 사
용하지 못하며, 다양한 필자 태도 표현을 통해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성하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내용 지식 탐구를 통한 필자의 태도가 확립되지 않음에 
따른 필자 태도의 부재 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독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일방적인 텍스트가 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어 텍스트와 학습자 텍스트의 양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학술 텍
스트 쓰기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으로서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을 제안하였다. 현재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장르적 의사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이 부족한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장르 중심 교수의 관점에서 맥락
과 언어를 통합하기 위해 담화 의미 중심의 문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필자 태도 표현 교육의 목표는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인식을 기르며 이를 적절히 이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설
정하였다.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내용의 구성 요소로서는 전체 장르나 구성 단계에 
대한 ‘맥락 지식’, 주제에 관한 ‘내용 지식’, 담화 의미의 실현을 위한 언어적 자원인 
‘언어 지식’을 선정하였다.  필자 태도 표현을 교수할 때에는 맥락과 내용, 언어에 
대해 탐구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재구조화와 선택항의 원리를 통한 언어 초점적
인 교수가 이루어지며, 다음으로 학습자 중심적 학술 텍스트 작성을 통한 장르적 의
사소통을 경험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술 논문의 장르적 특징에 대해 논하고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태
도 표현을 살핌으로써 학술논문의 장르적 특징에 따른 언어 형식적 특징을 추출하
였다. 본 연구는 그간 한국어에서 논의가 부족했던 필자 태도 표현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필자 태도 표현은 장르 내 상호작용에서 언어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상호작용적 기능에 관여하여 효과적인 텍스트 구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학술 텍스트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필요성을 갖는 장르로서, 필
자 태도 표현의 사용에서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학
문 목적 학습자들이 학술 장르에 대한 맥락적 특성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인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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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문법 항목으로서 이들의 요소의 의미와 기능을 습득하여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언어적 탐구는 장르 내의 상호작용을 위해 작용하는 언어 요소의
기능을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장르 중심 언어 연구의 사례로서 의의를 갖는다. 언어 
교육과 언어 연구에 있어서 장르의 개념은 구체적인 언어 사용 맥락으로서 실제적
인 언어 사용을 보여 주며, 이에 따라 보다 실제적이고 의사소통 맥락에 기반한 언
어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실상 맥락을 배제한 사용이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언어 
사용은 맥락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진정성 있고 효과적인 언어 교수
를 위해서는 장르 맥락 가운데서의 언어의 기능을 탐구하여 교수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언어 요소들, 예를 들면 시제, 상, 양태 표현 및 투영 
구조나 ‘-(으)ㄹ 수 있다’ 등이 구체적인 장르 맥락에서 전체 상호작용의 목적과 담
화 단위별 목적에 따른 필자의 태도 실현에 기여하는 양상을 자세히 포착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한 기술은 범장르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왔던 문법이 장르에 따라 어떤 체계적 특성을 보이는지 살핌으로써, 장르 중심 한국
어 문법 기술의 한 부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제약과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
분이 많다. 먼저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필자 태도 표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노력하
였지만 여전히 누락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법적, 장르적 측면
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술 
텍스트를 중심으로 구성하였기에 다른 장르에 적용하였을 때 새롭게 규명되는 차원
이나 세분화되어야 할 층위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대비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연
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 학술 텍스트와 학습자 텍스트 모두의
분석을 추구하였으나, 각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다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학술 텍스트에서는 전공별 분석이나 필자별 분석, 구성 단계별 분
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텍스트 변인이나 학습자 변인 각
각에 따른 자세한 조사 및 분석이 보다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기술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추후 연구들을 통해 보완되고 채워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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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Stance in Korean Academic Text 

 
Lee, Seul-bi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stablish an education program of stance 

expression in Korean academic text.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2 
summarizes the existing researches and defines our base theory about the stance, 
an analysis of current use of realization of stances in Korean teaching text is 
described in section 3, and in section 4, we discuss about the use of stance 
expression in Korean reports which is written by Korean learner, and finally, we 
suggest an education program of stance expression for Korean learners who is in 
academic field. 

In traditional researches, stance of speaker and writer is considered in modality 
category, however, those researches have problem to cover the stance of writer 
which is actually realized with tight dependency to its genre since the modality is in 
grammatical category. Technically, the modality category is included in 
grammatical category, therefore, several levels of language components cannot be 
covered by modality category. Furthermore, all of various evaluations, affects, and 
judgments which are reflected by stance of writer are not included in modality 
category. Based on these observation, we need complete concept to include diverse 
expressions for the context-based interaction when looking at the communicative 
stance of writer within the genre rather than grammatical component analysis. 

As a first step, we clarify the complete definition of stance of writer based on 
many prior researches. Stance is method of revealing the writer's intention for the 
purpose of interacting with readers in the context of specific genre. Stance 
expression is specific lexical grammar resources related with stance and it indicates 
procedure of verbalization of stance. This definition is corresponding to ‘stance’ in 
existing researches especially to associate with the meaning communicative 
attitude in genre-based context. The genre is assumed incommunicativ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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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ssociated with interactive function of language, and corresponds to disclosure 
level.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found that in research areas. Many of stances are 
expressed via adjusting amount and size, and controlling range of time and space. 
Stance of writer to proposition in interactive attitude is described through the 
projective structure especially in last part of sentence. Author reveals description 
of event, author’s subjectivity, and target-oriented awareness by using this stance 
to proposition. We also found the behavior stances related with performing acts 
between author and reader. About the context of citation, it reveals the author’s 
stance by using neutral and evaluative verb. The discursive space surrounded by 
propositions tends to be expanded or collapsed based on the consideration of 
readers. In terms of discursive perspective, we analyze those aspects whether it is 
reveled in aggregated manners and how they realize the author’s subjective point. 
And we also review them how the author’s various opinions are appeared in view of 
genre level. 

As a result of analysis about use-case of stances, we found that there are many 
strong subjective expressions using un-acceptable to its genre. Also author’s 
evaluations are not revealed since it is biased to simple expressions than Korean 
native speaker. Furthermore, it shows weakness in indirect revealing the stance 
such as adjusting the number and amount, and description of event. Analytical 
method and its resource is insufficient in propositional stance and evaluation of 
voice from another sources are also insufficient. In discursive perspective, explicit 
separation between positive and confrontational stance is not presented clearly in 
most cases. Also the author’s subjective point is not realized completely. There is 
also partial weak aspect in voice of interpreter and moderator. 

In section 5, we insist that the education of stance expression of academic text 
should be proposed in terms of refinement of genre-oriented contents of knowledge 
at first and language knowledge of academic literacy. We categorized the stance in 
academic text expression as four as follows: genre context recognition, experience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genre, formation and control of author’s subjective 
stance, and development of utilization ability of vocabulary grammar rel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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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e. We constructed the actual education strategy by the level of recognition 
through reading, exploration of language, experience of communication according 
to genre. 

 
Keywords: Teaching Korean for Academic Purposes, academic text, stance, 

interactional function, Appraisal Theory, meta-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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