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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의문문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청자
에게 질문하는 것이 문법화된 언어 형식이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문문은 순수 
질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추측, 의심, 확인, 요청, 명령, 반어, 강조, 감탄 등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순수 질문으로 해석
되지 않고 다른 함축적 의미 기능으로 해석될 경우를 의문문의 간접화행이라고 한
다. 본 연구는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대한 교육이 학습자의 화용 능력 신장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대한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본 후 의문문 간접화행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표를 두
었다.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화행은 화용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의문문은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문법 범주이다. 둘째, 
의문문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많은 언어 
기능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교육하면 한국어 기능 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간접화행을 드러내는 의문문은 문장 구조 자체가 복잡할 뿐
만 아니라 담화 맥락에서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그 의미 기능을 이해할 수 있으므
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학습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문문의 담화 기능에 대해 문장 차원으로 논의하는 것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담화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Ⅱ
장에서는 먼저 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간접 화행의 틀에서 논의하면서 이론적 기반
으로 간접화행의 개념, 간접화행에 적용되는 공손성 원리, 간접성 원리 및 적합성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요청·명령 및 진술 기
능으로 나누어 논의의 기본 틀로 삼았다. 이어서 각 화행 기능을 실현하는 맥락적 
요소, 즉 화자의 발화 의도, 대화 참여자의 사회 관계, 담화 장면, 담화 상황을 고
려하고 의문문의 형태·통사 및 화용적 실현 양상 유형을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한 후 미흡한 유형을 드라마 대본에서 추출된 자료를 통해 
추가·보완하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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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의문문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후 의문문 
간접화행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모어 화자가 일상 발화에서 발화 의도를 실현하고 발화 수반력을 효과적으
로 발휘하기 위해 다양하게 사용하는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학습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문문 간접화행의 교수·학습 내
용, 방법 및 실제를 마련하였다.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대한 교수·학습은 의문문의 
범주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방법적인 지식으로 전환하여 발화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의문문의 형태적 특징, 구체적인 표
현 항목의 담화 기능에 대한 지식이 우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의문문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문법 항목 교육 내용은 ‘-ㄹ까’, ‘-ㄹ
래’와 같은 종결 어미, ‘-겠-’과 같은 선어말 어미 또는 ‘-다고’와 같은 복합형 어
미로 구성된 종결 표현, ‘-ㄹ 수 있다’와 같은 복합 구성 또한 부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과 같은 문장형이 포함된다. 문법 항목의 속성에 따라 교육 과정에서의 입
력 내용과 교수 방법이 다르게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에 따라 상황을 
부각시키는 교수 방법, 발화 의도를 부각시키는 교수 방법, 관찰·탐구를 활용하는 
교수 방법을 고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적 요청 기능을 실현하는 의문문에 대해 
언어 인식 고양을 지향하는 과제 기반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 교수안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다루는 데에 문장 차원에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화행적 요소를 고려하여 담화 차원에서 의문문의 간접화행 기능을 살펴보고 한국
어 교육 관점에서 학습자의 이해 양상 및 학습자 담화 자료를 분석하며 분석 결과
를 기반으로 하여 교수·학습 방법과 모형을 제시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수업 자료 및 교수 방법이 개발되어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발전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핵심어: 의문문, 간접화행, 발화 수반 행위, 간접화행의 원리, 담화 기능, 이해 및 사용
의 실제,  언어 인식 고양, 과제 기반 교수 모형

* 학  번 : 2007-3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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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주어진 맥락에서 상대방의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발화 의
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화용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의사소통에 성공하려면 필요한 어휘를 선택하고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발
화하는 화용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
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일환으로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주목한다. 

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만큼, 모든 언어는 의사소통에
서 결여되는 정보를 메우기 위해 의문을 나타내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의
문문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청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문법화된 언어 형식이다. 

1) ㄱ. 김치를 먹습니까?
ㄴ. 그것은 무엇입니까?
ㄷ. 택시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위의 예문과 같이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자신이 모르거나 궁금하고 결여되는 정
보를 얻기 위해 청자에게 어떤 내용을 묻는 문법적 장치는 의문문이라고 한다. 한
국어 의문문의 형식적인 특징은 문장 끝에 의문 어미가 오고, 의문 부호가 붙으며, 
종류에 따라서는 의문사가 오거나 의문 억양이 수반된다. 의문문의 기본적 의미 
기능은 ‘질문’이나 ‘제보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1) 하지만 의문문은 단순히 질문
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을 보자.

1) 의문문의 기본적 의미 기능에 대해서 장석진(1984)은 ‘제보 요청’, 박종갑(1987:26)은 
‘질문’과 ‘의문 제기’라고 하였다. 또한 이창덕(1992:79)에서는 의문문의 1차적인 기능은 
‘질문’과 ‘대답 요구’라고 하였다. 자세한 논의는 2장 2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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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그 영화 정말 재미있지?
나: 응. 재미있어.

3) 가: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나: 미안해서 어떡해? 선약 있어서…….

4) 가: 그럼 내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만나서 같이 갈까요? 따로 가서 거기서 만날까
요? 

나: 만나서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5) 가: 술을 잘 드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나: 내가 술을 못 마시는 거니? 안 마시는 거지.
6) 가: 너 공부는 않고 왜 놀기만 하니?

나: 제가 언제 놀기만 했어요?
가: 너 그럼 지금 그게 공부하는 거니?
나: 엄마는 저만 보면 왜 그러세요?
가: 너 정말 공부할 거니, 안 할 거니?
나: 하면 될 거 아녀요?2)

위 예문은 문장 유형으로 보면 다 의문문이다. 2)번은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청
자에게 얘기하고 청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상대방의 동
의나 공감을 얻기 위한 심적 태도를 드러낼 수도 있다. 3)번은 화자가 청자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요청하는 담화로, 예비 요청으로 먼저 청자에게 시간이 있냐
고 물어본 후에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어미 ‘-ㄹ래’에 의한 의문문 형식으로 요
청 행위를 한 것이다. 청자는 화자의 요청에 거절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호하게 거
절하기보다는 관례적인 표현 “미안해서 어떡해요?”라고 못 가는 것을 표명하는 동
시에 이에 대한 자신의 미안함을 완곡하게 표출한 것이다. 4)번은 제안하는 상황
이다. 화자 ‘가’는 ‘-ㄹ까’라는 종결형으로 자신의 제안을 얘기하고 이에 대해 청
자 ‘나’는 ‘-지 않-’ 부정 의문문에다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ㄹ까’ 종결형으
로 ‘만나서 같이 가자’는 의견을 완곡하게 표시하였다. 화자와 청자 발화에서는 각
각 ‘-ㄹ까’를 사용하였지만 기능이 서로 다르다. 5)번은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상
대방에게 대답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술을 못 마시는 것이 아니

2) 예문6)은 류현미(1998:1)에서 인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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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 마신다’라는 뜻을 강조하여 표출한 것이다. 6)번은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아들과 이에 대해 화가 난 엄마와의 대화이다. 엄마는 아들에게 일련의 의문
문으로 못마땅함과 질책을 드러내는데 이와 반대로 아들은 엄마의 질책에 불만과 
반박을 드러내고 마지막으로 시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완전한 담화가 이루
어졌다. 상식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질문에 대답이 잇따라야 하고 질문-대답 
인접쌍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6)번은 특이하게 온통 의문문으로 하나의 
담화가 완성된 사례이다.

위 예문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쓰는 의문문이다. 의
문문은 단순히 순수 질문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맥락에서 요청, 명령, 제안 등 
지시 기능을 수행하거나 화자의 의심이나 추측, 강조, 질책, 반박, 못마땅함, 이의 
제기 등 심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모어 화자들이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발
화 의도에 따라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쓰는 의문문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하
는 학습자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가? 의문문과 그 화용적 
의미 기능 교육은 과연 필요한가? 의문문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용은 화용 능력 
내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의문문을 문장 
차원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그 의미 기능을 적극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본
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용 능력 향상을 지향하기 위해 의문문의 화용적 기능을 
간접화행 이론과 연결하여 논의하고 그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다.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간접화행은 화용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의문문은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언어적 장치다. 

대부분의 사회가 유사하나, 한국은 대인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로서 언어 교육
에서 적절성과 공손성을 비롯한 화용 능력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
접화행은 화용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흔히 적절성이나 공손성과 관련
지어 공손 표현이나 완곡 표현을 논할 때 많이 다루어진다.

한국어 간접화행은 요청 화행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다음 예문을 보자.

7) ㄱ. 창문을 닫으세요.
ㄴ. 창문을 닫아 주세요.



- 4 -

ㄷ. 창문을 좀 닫아 주시겠어요?
ㄹ. 창문을 좀 닫아 주실래요?
ㅁ. 창문을 좀 닫아 주실 수 있어요?
ㅂ. 창문을 좀 닫아 주실 수 없을까요?
ㅅ. 창문을 좀 닫는 게 어떨까요?
ㅇ. 창문을 좀 닫고 싶지 않으세요?

위 예문과 같이 하나의 요청 행위는 다양한 유형의 문장 유형으로 실현될 수 있
다. 그러나 각 표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공손한 태도와 청자가 느껴지는 강요의 
정도가 다르다. 한국인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한 실제 요청 화행 표현의 
빈도를 조사한 임마누엘(2005)에 의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가 청자에게 동호회 가
입을 요청하는 화행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 ‘-(으)지 않을래?’, ‘-(으)ㄹ
래?’, ‘-아/어 볼래?’의 순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은 ‘-아/어 
줘.’, ‘-V아/어.’, ‘-(으)세요.’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상위를 
차지한 3문형이 모두 의문문 유형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상대방에게 공손의 태도를 드러내고 요청의 강요성을 줄이기 위하여 의문문의 통
사적 완화 장치3)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명령문의 형식을 사용하며, 이것이 의사소통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실시한 예비 조사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문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님 연구실】당신은 아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다시 물어본다.
나: 선생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의 발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더 자세히 ____
   (말씀하다)
선생님: 어, 다음 주 발표?

위 문항은 교수님께 부탁을 하는 담화 상황이고 이중 응답을 요구하는 담화 완
3) 통사적 완화장치란 의문문, 가정법, 조건문, 상, 시제, 혹은 이들의 혼합을 통해 발화된 화

행에서 나타나는 강요성을 완화시키는 장치이다(Blum-Kulka & House, 1989: 281). 한
상미(2004:95)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통사적 완화장치는 주로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그리고 서술문과 같은 문장의 종결법이나 발화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 
주는 다양한 장치들, 가령 보조동사 구문이나 내포 구문, 연결구문 등을 통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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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테스트 과제 유형이다. 예비 조사에 참여한 중·고급 학습자(대학 5, 7학기)는 
1순위 응답으로 63.04%가 “말씀해 주세요.”를 응답하였고 13.04%가 “말씀하세
요.”라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는 교수님께 부탁하는 상황에서 직설적으로 명령형 문
장 유형으로 실현한 응답은 무려 76.08%를 차지하였다. “말씀해 주세요.”는 공손
을 드러내는 표현 ‘-아/어/여 주다’와 예사높임 화계를 선택하여 상대방에 대한 존
대를 충분히 나타내는 발화가 될 수 있지만 위 상황에서는 적절한 발화가 되지 못
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라면 이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를 많이 사용할 것이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대에게 부탁하
는 상황이므로 직설적인 명령문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선택의 여지를 주
는 것이 더 공손하고 적절한 발화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어 화자는 요청 상
황에서 의문문이라는 통사적 완화장치를 자연스럽게 선택·사용할 수 있으나 중국
인 학습자는 고급 수준이 되더라도 그 차이를 인지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둘째, 의문문은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많
은 언어 기능과 관련이 있다.4) 

‘질문-대답’ 인접쌍은 인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교환하는 기본
적이고 보편적인 담화 방식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초급에 요구되는 ‘질문-대답’ 
기능으로부터 중급의 제안, 함축적 의미 이해하기, 고급의 추론하기, 논증하기, 토
론하기, 함축적 의미 표현하기 등 여러 가지 기능 교육 항목에서 의문문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문문은 지시 화행에서 화자의 공손한 태도나 상대방에게 부
담을 완화시키는 통사적 완화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앞에서 논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문문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발화를 강조하거나 심적 태도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다. 이처럼 의문문은 상황에 따라 담화에서 완화장치나 강화
장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문법 형태 교육과 유기적
으로 결합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하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간접화행을 나타내는 의문문은 문장 구조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담

4)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2011:65)에서는 한국어 교
육에서의 기능을 총 90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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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맥락에서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그 의미 기능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학습에 있
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구성 요소는 주로 의문 종결어미와 의문사이다. 의문 종결
어미는 대우법이나 문체법 또는 양태와 관련되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화용적 기
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ㄹ까’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제안을 하는 기
능뿐만 아니라 추측이나 부담 완화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다고, -다면서, 
-다니, -다지’ 등 일부 의문문의 종결 표현은 그들의 문법적 속성은 아직까지 논
의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담화 기능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의문사
는 설명 의문문에서 질문 기능을 하지만 수사 의문문에서는 양태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 본연의 뜻과 용법이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이 밖에 형식상 부정 의문문
이지만 긍정 요청을 하거나 수사 의문문에서 명제 형식과 전달 의미 간에 불일치 
를 나타내는 등의 의문문의 문법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의문문은 같은 형태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또 하
나의 기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문문에 대해 문법 형태 
교육과 담화 기능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야 정확성을 위한 언어 자체의 문법 
지식 교육과 적절성을 위한 언어 기능 교육이 통합되는 효과적인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상술한 의문문의 교육적 의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간접화행을 나타내는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실현 양상 및 의미·화용적 실
현 양상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그 내용 체계를 재정립한다.

둘째,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해 의문문 간접화행에 대한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셋째, 학습자의 의문문 간접화행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 내용을 구안하고, 중·고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의문
문 간접화행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한다.

2. 연구사

의문문은 국어학에서 형태·통사적으로 서법이나 화용․의미론 분야에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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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연구가 전개되어 온 분야이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서정목(1990)에서 
1890년대 개화기부터 1980년대까지의 의문문 연구사를 각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그에 의하면 의문문 연구는 크게 1890년대 개화기에 출발하는 전통 문법적 연구, 
1950년대 말에 출발하는 구조 기술 언어학적 영향을 입은 연구, 1970년대에 
등장하는 화용론적 의미 기술 방법을 원용한 연구, 1970년대 이후의 변형 생성 
문법적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들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이후의 
의문문의 의미 기능 관련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할 것이다. 

장석진(1973)에서는 의문문을 형태·통사론적 연구에서 벗어나 의문문의 화용적 
요인을 고려한 화용적 연구로 옮겨지기 시작하였으며 그의 일련의 연구는 
의문문을 화용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화용론적 관점의 
연구는 전제와 초점에 따른 의문문 의미 해석의 문제 및 응답의 차이, 의문문의 
의미 유형 분류, 의문 문법 형태 차이에 따른 의미 차이, 각 유형의 의문문 의미 
기술 및 화용 양상 등이 주로 거론되었고 의문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수사 
의문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장석진(1973) 
이후의 연구 성과를 전반적인 의문문과 각 유형의 의문문의 특징 및 의미 기능, 
한국어 간접화행 및 의문문의 간접화행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의문문 교육 
연구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것이다.

2.1. 의문문 의미 기능 기술 및 분류에 관한 연구

의문문 의미 기능 유형 및 해석에 관한 종합 연구는 주로 서정목(1979), 
장석진(1984a), 박종갑(1987), 정주리(1989), 서정수(1990, 1994, 1996), 
박영순(1990, 1991, 2007), 이창덕(1992), 서순희(1992), 류현미(1998)등이 
있다. 이중에서 장석진(1984a)은 문답 형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화행 의미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구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이후 의문문에 관한 분류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5) 박영순(1990, 2007)에서는 인지문법의 관점에서 정도성의 
개념을 받아들여 의문문을 계층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고 의문문을 
순수의문문으로서 질문 의문문, 준의문문으로서 요청 의문문, 의사 의문문으로서 
수사 의문문, 세 부분으로 분류한 후 다시 세분화였다.6) 
5) 자세한 내용은 Ⅱ장 2.2.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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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 서정목(1979)은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의 전
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질문의 초점과 전제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성시형(1983)도 
역시 초점의 개념을 도입하여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고성환(1987)은 
의문문의 문답 관계에서, 정주리(1989), 이은경(1993), 김정선(1996)은 맥락의 
관점에서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논의하고 서순희(1992)에서는 계층적 의미 체계 
분류 기준을 설립하여 의문문의 기본적 의미, 파생적 의미, 상황적 의미를 세분화
하여 정리하였다. 정진원(1987), 정철호(1983), 류현미(1999, 2000, 2001, 
2002), 김해연(2006)은 대화함축과 대화분석을 통해서 의문문의 의미를 설명하였
다. 박종갑(1987), 이창덕(1992)에서는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를 간접화행의 틀에서 논의하였다.

2.2. 개별 의문문 유형에 관한 연구

개별 의문문에 관련하여 주된 관심 화제는 부가 의문문, 부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부가 의문문과 관련하여 주로 영어의 영향을 받아서 
형태·통사적 구조에 입각하여 한국어에서 부가 의문문의 존재 여부를 거론하였다. 
성광수(1980), 장석진(1984), 장경기(1985) 등이 그것이다.

부정 의문문 관련 선행 연구는 문법 구조 및 그에 따른 의미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 주로 간접화행 효과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누어질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장형 부정 ‘-지 않-’이나 그의 축약형 ‘-잖-’을 
둘러싸고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로 ‘-잖-’의 속성, ‘-지 않-’과 
‘-잖’을 포함한 문장이 어떤 문형 내지 문법 범주에 속하는지가 주된 화제가 
되었다. 관련 연구는 김동식(1981), 정원수(1988), 장경기(1986, 1989, 1993, 
2001), 장석진(1989), 구종남(1992), 손세모돌(1999), 이재현(1999), 
김종현(2000), 이영민(2001), 배주채(2002), 이현희(2004), 구현정(2008), 
강현화(2009) 등이 있다. 이중에서 ‘-지 않-’과 ‘-잖-’을 포함한 문장을 
문형으로 설정하려는 시도에서는, 김동식(1981), 이영민(2001)은 ‘확인문’으로, 
장경기(1999)는 ‘부정 의문문’로, 장석진(1989), 구조남(1992), 김종현(2000)은 
‘부가 의문문’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 ‘-잖-’이 ‘-지 않-’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6) 자세한 내용은 Ⅱ장 2.2.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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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화 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잖-’을 주로 선어말 어미로 파악하려는 
손세모돌(1999), 배주채(2002), 이현희(2004)등이 있다. 

부정 의문문의 화용적 의미 기능에 관련하여 장경희(1982)에서는 의문법에서의 
긍정과 부정을 선행 발화와 담화장의 상황, 그리고 응답과의 관계에서 살펴보았다.  
김미숙(1998)에서는 부정 의문문이 나타내는 간접적 발화 수반력과 이때 부정 
기능에 대해 통사론과 화용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구종남(2001)에서는 부정 
의문문과 긍정 의문문의 화행상의 기능과 이에 대한 응답 방식을 밝혔고 
김선겸·권순희(2005)에서는 드라마 대본을 통하여 부정 의문문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화자의 인지 상태와 알고자 하는 욕구, 전환 가능 서법, 화자의 태도 
4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정리하였다. 강현화(2009)에서는 코퍼스 자료를 활용하여 
부정소 ‘-잖-’의 화행적 특성을 포착하고 김미희(2010)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문법적 범주를 정립하여 이들의 확인 용법을 살펴보았다. 

수사 의문문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의 개념과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학계에서 통일된 결론이 없었다. 이에 대한 넓은 개념은 형태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확인, 요청, 진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고, 좁은 개념은 의문 기능을 수행하지 않은 특수 의문문 
중에서의 한 갈래로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수사 의문문에 관하여 주로 함축이론과 관련된 수사 의문문의 사용 동기 및 해석 
기제, 수사 의문문의 되풀이 현상(김영희, 2005; 김경호, 2010), 수사 의문문과 
부정법의 통합 실현 양상(안승희, 1985; 김미숙, 1998),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의 역할(이익환, 1980; 김광해, 1983, 1985; 서정목, 1987; 고성환, 1987a, 
1987b; 임홍빈, 1988; 김선호, 1997, 김선희, 2003), 또는 반어적 용법(박종갑, 
1982:59-61), 반어적 표현(김태엽, 1983:24-36), 반어법(한길, 1996, 2005ㄱ, 
2005ㄴ)에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 의문문에 대해 앞선 꾸준한 연구 덕분에 한국어 
의문문의 의미 기능 해석은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하지만 의문문의 분류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의문문을 실현하는 일부 어미의 문법 속성과 의미 해석, 수사 
의문문을 비롯한 일부 의문문의 개념 및 범주, 의문사가 특수 의문문에서의 실현 
양상 및 의미 기능 등 구체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남아 



- 10 -

있다. 

2.3. 한국어 간접화행 및 의문문의 간접화행 관련 연구

간접화행은 오스틴(Austin, 1962)의 화행 이론이 출범하면서 나온 개념이고 
한국에서 보다 일찍 화행 이론을 도입하고 간접화행을 논의한 것은 
장석진(1975)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에 대한 구분은 초기에 
김기찬(1987)과 김태자(1987)에서 찾을 수 있다.

김기찬(1987)에서는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을 구별하려고 시도하였고 그에 
의하면 직접화행은 최소치의 맥락 요인을 지닌 것으로 그라이스(Grice, 1975)의 
대화 격률에 유추한 적합성, 질, 양, 태도, 공손, 도덕성의 격률로 설명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직접화행을 문자적 의미의 추상적 실체로 규정하고 간접화행은 
최대치의 맥락 요인을 지닌 것으로 표층 형태와 수행되는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의 불일치성을 간접화행의 결정 요인으로 보았다. 

김태자(1987)는 직·간접화행의 관계, 간접화행 및 대화 함축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는 화행을 ‘직접화행’과 ‘간접화행(비 직접화행)’으로 구분하고 
간접화행을 다시 ‘좁은 의미의 간접화행(ISA)’과 ‘대화적 함축으로서의 
간접화행(CISA)’과 ‘은유’로 구분하였다. 좁은 의미의 간접화행과 대화적 
함축으로서의 간접화행은 그 발화 수반 행위가 발화 행위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굴절을 일으킨다는 점은 같으나, 전자의 간접화행은 직접적 화행의 명제 내용에 
의지함 없이, 곧 말해진 바가 아닌 그 너머로 재구조 되는 추리와 함께 의미 
굴절이 일어나는 점이 다르다고 보았다. 

그 밖에 간접화행과 함축의 관계, 간접화행의 범위를 논의한 연구는 
이종철(2004), 이필영(2003), 정종수․이필영(2005) 등이 있다.

한국어 간접화행의 구체적 실현 양상을 다룬 연구는 주로 어느 특정 화행에 
한정하여 진행되었고, 이중에서 ‘요청’ 화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간접화행을 특정 문장 유형이나 서법과 연결하여 논의한 연구가 있는데 
의문문은 그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는 박종갑(1987), 이창덕(1992), 
정재은(1994), 김미숙(1998), 이준희(2000), 이종철(2004), 이한민(20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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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재은(1994)에서는 간접화행을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화자의 의도 및 
태도, 상황, 배경, 관례적인 표현을 화용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의문문에 
관련하여 주로 ‘왜+부정 의문형’, ‘가능여부 의문형’, ‘허락(승낙)여부 의문형’, 
‘서술형 의문’, ‘의문형 명령’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준희(2000)는 화행 및 
간접화행의 개념을 정립하고 간접화행에 관련된 그라이스(Grice, 1967)의 특정 
대화함축 이론, 오스틴(Austin, 1962)과 썰(Searle, 1975)의 화행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추리 이론(Inference Theory), 고든과 레이코프(Gordon &  
Lakoff)의 대화 공준(Conversational Postulate), 클라크(Clark, 1977)의 다리놓기 
이론(Bridging Theory)과 리치(Leech, 1983)의 암시 책략(Hinting Strategy)과 
공손의 원리(politeness principle)를 정리한 다음에 한국어의 의문문, 명령문, 
진술문, 청유문에서 나타나는 간접화행의 모습 및 간접화행의 해석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종철(2004)에서는 의문문의 간접 지시화행을 논의하였다. 
이한민(2010)에서는 드라마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영어 및 한국어의 의문문을 
지시 화행, 진술 화행, 청유 화행을 나누어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다.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화행 이론과 연결하여 진행된 연구는 의문문을 담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같은 의문문 형식이 담화 상황에서의 
다양한 화행 기능을 밝히는 데에 유용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의문문의 
간접화행 실현 양상을 맥락과 결합하여 그 사용 동기 및 해석 기제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2.4. 한국어 교육에서의 의문문 관련 연구

국어학계의 연구에 비해 의문문에 관련된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는 그리 활발
하지 않았다. 의사소통 능력과 화용 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에 비로소 의문문
에 관련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측면에서 의문문을 다룬 연구는 
김상희(1997)를 들 수 있다. 김상희(1997)는 판정 의문문7)의 응답 방식을 연구

7) 이 연구에서 논의된  판정 의문문은 광의로서의 판정 의문문이고 단순 의문, 추측 의문, 
확인 의문, 요청 의문, 명령 의문, 반복 의문, 서술 의문, 감탄 의문 등 여덟 가지 의미 유
형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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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여 판정 의문문의 긍정 질문과 부정 질문 방식에 따른 응답 양상을 살
펴보고 판정 의문문과 이에 따른 응답 방식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
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은 한국어 교육에 유용한 방법론을 제
공하나 그 판정 의문문의 유형은 자연 발화에서의 의문문이 아닌 연구자가 나름대
로 ‘만들어진’ 문장이고 이에 따른 응답에 대한 조사도 3지 선택형이라는 통제적 
과제이어서 어느 정도 학습자의 습득 양상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한지현(2007)에서는 교재 텍스트를 바탕으로 수사 의문문이 가지는 형태·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담화 맥락에 따른 의미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수사 의문문은 한국어 교재 텍스트에서 추출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화맥의 요
소를 변화시키는 수업 예시안과 속담 관용어 구를 이용한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
다. 교재 본문 대화에서의 나타난 수사 의문문은 어느 정도 담화 맥락적인 요소가 
반영되므로 연구 가치가 있다. 하지만 실제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 대한 조
사가 이루어지기 않았기 때문에 교육적 처방의 맞춤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안윤미(2007)에서는 부정 의문문의 유형, 의미 및 이에 따른 응답 방식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모어 화자와 비교함으로써 외국인 학습
자의 부정 의문문 사용 양상을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설문 항
목은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다양한 발화와 응답 방식을 
전면적으로 포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준호(2008)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줄이기 위한 통사적 완화
장치로서의 의문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드라마나 영화를 활용한 화행 교육을 제시하였다.

허연경(2009)에서는 한국어 의향의문형 종결어미 ‘-ㄹ까’와 ‘-ㄹ래’의 담화 화
용적인 특징을 청자와 화자의 관계 또는 화자의 의도와 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으)ㄹ까’와 ‘-(으)ㄹ래’는 외국인 학습자가 헷갈리기 쉬운 종결 어미 
중의 한 쌍이므로 해당 연구에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교수 방안을 제시
하면 학습자의 의문사(疑問事)를 더 잘 풀어줄 것이라 여겨진다.

정해권(2010)에서는 중간언어 이론을 활용하여 실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어 학
습자의 의문문 습득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다. 실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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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문문 발달 양상에 대한 단계별 구조와 유형을 밝힌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의
의가 있다. 하지만 칠교 퍼즐과 스무고개라는 과제 유형의 한계성 때문에 특정한 
의문사와 의문문 유형만 노출되므로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과제 유형의 제약으로 인해 상황․맥락적 요소를 포함시키기에 한계
가 있으므로 수사 의문문을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외에 수사 의문문과 관련된 반어법 상관 연구는 조세영(2008), 이지혜
(2010), 오은하(2012)가 있다. 조세영(2008)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반어
법을 고찰하고 반어법의 목록 선정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길(2005ㄱ)의 반어법 범주를 그대로 원용하여 거기에다 비슷한 구
조를 몇 가지를 추가하여 학습자 수준별로 등급을 매겨 교육시킨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반어법 구조들이 교육 시 꼭 반어법 범주에 포함하여 교육시켜야 되
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고 학습자 습득 양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아 교육 현장에 적
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지혜(2010)도 역시 한길(2005ㄱ)의 반어법 체
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정리하고 듣기 설문지와 사후 인터뷰를 통해 일본인 학
습들의 반어적 의미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반어적 의미의 이
해 측면에만 머물렀고, 이에 따른 교육적 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은하(2012)
에서는 수사 의문문의 반어적 용법을 중심으로 TV드라마를 활용하여 표지에 의한 
수사 의문문 교육과 맥락에 의한 수사 의문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수사 의문문에 대해 반어적 용법에만 치우친 경향을 지적하면서 서희
정·홍윤기(2011)에서는 ‘무슨’ 수사 의문문을 중심으로 그의 의미 기능, 유형, 제
시형태, 담화기능, 예문 등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의문문 연구 중 대조·분석적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중에서 한·중 비교를 진행한 연구는 리
민덕(2002, 2003a, 2003b, 2005), 루군(2007, 2012), 김애화(2009), 왕예
(2010), 왕위령(2010), 최연(2010), 곽효동(2010), 장방(2011)등이 있고, 한국어 
와 영어의 의문문 간접화행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이한민(2010), 한국어와 일본어 
특수의문문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오히라 요시카즈(2002)가 있었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의문문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교육 분야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은 역시 학습자이다. 학습자들이 해당 교육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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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인식하고 학습하려는 욕구가 있는가?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의
문문 연구는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문문 간접화행에 대한 학습자의 
실제적인 이해 및 사용 양상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의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문문의 화용적 기능을 다루고 교육적 내용 및 접근법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모어 화자만큼 혹은 모어 화자와 비슷한 의사소통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모어 화자와 오해 없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는 목표어 문법의 정확성, 유창성뿐만 아니라 적절성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고급 
학습 단계에 갈수록 정확성, 유창성도 중요하지만 적절성을 비롯한 화용 능력 교
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문문 형태 구조의 복잡성과 화용
적 기능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환
으로 의문문의 간접화행 관련 교육 내용과 접근법을 다루고자 한다. 본 논문 구성
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간접화행의 개념 및 범위, 
간접화행의 원리 및 담화 기능을 살펴본다. 이어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의문문
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 다음에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초점을 맞춰 선행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의문문 간접화행에 관여하는 화용적 요소를 제시하고 의
문문 간접화행의 언어적 실현 양상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의문문 교육 내용 및 간접화행 실현 양상을 살펴
보고 그 제시 양상 및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학습자의 의문문 간접화행 
사용 실태를 조사한다. 학습자의 의문문 간접화행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먼
저 예비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구조 및 의미 기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의문문 학습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다. 다음에 의문문의 간접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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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서의 한국어 모어 화자 및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된 의문문의 간접화행 및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의문문 간접화행 사용 실태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문문 간접화행 교육에 필요한 교
수·학습 내용을 구안하고, 중·고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식 고양을 위한 의문
문 간접화행의 교육 방법 및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한다.

3.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실험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1) 모어 화자 집단(KN)
예비 조사에 참여한 모어 화자는 서울 SN 대학교 대학원생 22명, 한국어 강사 

2명, 총 24명이었다. 본실험에 참여한 모어 화자는 GZ 대학교 재학생 72명, QZ 
대학교 재학생 39명, SN 대학교 재학생 10명, 총 121명이었고 이 중에서 유효 답
안지 90부를 추출하였다. 예비 조사와 본실험에서 회수된 유효 응답자의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험자 성별 나이 합계남 여 10-19세 20-29세 30-39세
예비 조사 1 23 0 20 4 24

본실험 15 75 4 82 4 90
<표 Ⅰ-1> 모어 화자 피험자 정보

(2) 학습자 집단(CK)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피험자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학습자

로 한정하였다. 예비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는 중국 SS대학교 한국어과 재학 중인 
7학기 학습자 22명, 5학기 학습자 24명 총 46명이었다. 예비 조사에서 두 집단 
학습자 응답을 비교한 결과, 학습자의 의문문 의미 기능 이해 및 의문문 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실제 의문문 사용에는 
7학기 학습자가 5학기학습자보다 형태적 오류만 다소 낮게 나타났을 뿐 화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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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남자 여자 합계
남경대학교(NJ) 5 11 16
남경사범대학교(NS) 6 24 30
산동대학교(SD) 5 16 21
산동사범대학교(SS) 4 21 25
연변대학교(YB) 6 24 30
양주대학교(YZ) 3 13 16
제남대학교(JN) 6 33 39
합계 35 142 177

<표 Ⅰ-2> 본실험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 피험자 정보

사용에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고급 단계에 이르러도 의문문의 전
략적 사용에는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실험은 중·고급 
학습자를 대조 집단으로 설정하지 않고 하나의 실험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는 중국 NJ대학교, NS대학교, SD대학교, SS대학교, YB
대학교, YZ대학교, JN대학교 총 7개의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중·고급 학습자(대학 
6학기, 7학기) 177명이었다.8)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본실험 설문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 중에서 설문Ⅰ에 

참여한 학습자는 각각 NJ, YZ, JN대학교 학생 총 71명이었고 설문Ⅱ에 참여한 학
습자는 NS, SS, SD, YB대학교 학생 총 106명이었다. 이중에서 무응답이 많거나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답안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설문Ⅰ에서 유효 응답지 65
부를 추출하고 설문Ⅱ에서 유효 답안지 92부를 추출하였다. 

3.3. 연구 방법

실험은 예비 조사 및 본실험을 거쳐서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는 학습자가 의문
문에 대한 총괄적 인식, 의문문 간접화행의 인식 및 요구 조사를 하고 의문문의 

8) 본실험은 2012년 5월,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거쳐서 진행하였다. 5월 실험에 참여한 학
습자는 6학기 학습자였고 9월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는 7학기 학습자이며 총 참여자는 
177명이었다. 학습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학기 수만으로는 학습자의 등급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성적이나 자아 평가 성적에 근거하여 통계한 
결과 이중에서 중급에 해당하는 학생은 44명이고 고급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133명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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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양상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과제 유형 및 문항 내용을 시험적
으로 설계하였다. 본실험은 예비 조사 내용과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과제 유형을 선
정하고 문항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각각 한국어 모어 화자 및 중국인 중·고급 학
습자에게 실시하였다.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 모어 집단 간 의문문 간접화행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하여 학습자 집단이 상황맥락에 따른 의문문 간접화행의 전략적 
사용은 모국어 집단과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다른지를 질적 및 양
적 방법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예비 조사

예비 조사는 2012년 1월과 2012년 5월 두 체례로 진행하였고 각각 학습자와 
모어 화자에게 실시하였다. 조사는 먼저 2012년 1월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실시하
였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실시한 예비 조사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설문Ⅰ은 의
문문의 사용 양상을 시험적으로 조사한 것이고 설문Ⅱ는 의문문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설문이다. 학습자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한 후 2012년 5월에 과제 유형 
선정 및 설문 문항 개발을 준비하는 단계로 모어 화자에게 의문문 간접화행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담화 완성 테스트 설문지(Discourse Completion Tests, 
DCT)를 실시하였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에게 실시한 예비 조사 설문은 다음과 같
다.

구성 조사 내용 자료 도출 유형
설
문
Ⅰ

1 의문문 종결형의 사용 빈도 및 난이도 5점 자아 평가, 사고 구술
2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사용 양상 문법성 판단(10문항)
3 의문문의 사용 양상 DCT(6문항)
4 의문문의 사용 양상 DCT(10문항), 이중 응답
5 수사 의문문의 사용 양상 DCT(8문항)

설문Ⅱ 의문문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및 요구조사
<표 Ⅰ-3> 예비조사 구성 

Part1은 의문문 사용을 조사하는 기초 작업으로 먼저 의문문 종결 표현의 사용
빈도 및 학습자가 느껴지는 난이도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의문사는 수사 의문문을 실현하는 중요한 문법적 요소이고 수사의문문에서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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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게 되고 그 본래의 의미나 사용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문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Part2는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상황을 제시하고 주어진 의문사를 선택하게 하는 문법
성 판단 유형이다.

Part 3, 4, 5는 개방형 담화 완성 테스트(DCT) 유형으로 설계하였다. 
담화 완성 테스트(DCT)는 중간언어 사용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

회적 배경, 청화자의 신분, 나이, 성별 등을 제공하는 상황을 짧게 묘사한 서술형 
문항을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빈 공간을 채워 넣는 것이다(카스퍼와 달 Kasper & 
Dahl, 1991). DCT는 원하는 화행에 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수집할 수 있고, 발
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회 규범적 가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비베와 커밍스  
Beebe & Cummings, 1985). 구체적으로 폐쇄형(객관식)과 개방형(주관식)이 있
는데 폐쇄형(객관식) 담화 완성 테스트는 정답이 포함된 몇 개의 선택지를 주고 
학생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정답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발화할 때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연구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거나 선택지 내용에서 암시
를 받아 정확하게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수 있다. 주관식(개방형) 담화텍스트는 학습
자의 실제적인 사용 양상을 보다 진실하게 추적할 수 있지만 구어에서의 발화 내
용을 지면상에 적는 방법이므로 역시 진정한 발화 양상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
다. 그런 단점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상황을 정교하게 설명하고 상황 설명 중에
서 중요한 안내 내용에 힌트를 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Part3, 4는 연구자가 의문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설정하고 학습자들
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조사하고자 설계하였다. Part3의 상황에
서 학습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Part4에서는 
비슷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표현과 기타 사용 가능한 표현을 각 하나씩 작성하도
록 하여 이중 응답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이중 응답을 요구하는 
Part4부분은 무응답이 많아지고 오류율이 높아졌으므로 본실험에서 이중 응답 유형
을 요구하는 대신에 의문문 간접화행 상황을 더 정교하게 제시하여 단답형 과제 유
형만을 설정하였다. Part5는 수사 의문문의 사용 양상을 조사한 것이다. 앞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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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의 차이점은 Part5에서는 반드시 의문문으로 담화 완성하기를 요구하였다.
Part 2-5는 본실험의 실험 도구 선정 및 문항 개발을 위한 실험 단계이다. 회수

된 결과에 근거하여 의문문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워하는 점과 자주 범하는 오류를 
찾아내고 상황 설명에 적절하지 않거나 엄밀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정교
화 하는 작업을 하였다. 

설문Ⅱ는 학습자가 의문문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및 학습 요구를 조사하기 위
한 설문으로 설문Ⅰ을 진행한 뒤에 실시하였다. 

(2) 본실험

본실험은 2012년 5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실험은 의문문의 간접
화행에 초점을 맞추었고, 실험 도구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Grammatical 
Judgments Test, GJT), 담화 완성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s, DCT), 
사후 인터뷰(Follow-Up Interview)이다. 

문법성 판단(GJT) 및 담화완성테스트(DCT) 문항은 의문문 간접화행이 출현할 
수 있는 상황 및 화용적 요인을 고려하여 예비 조사를 토대로 검증·보완하여 각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실험 내용
은 같으나 중국인 학습자에게 실시한 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상황 설명을 중국어로 
제시하였다. GJT 및 DCT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 구성 조사 내용 및 문항 수 과제 유형 실험 대상
설문Ⅰ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사용(10문항) JGT CK

설문Ⅱ9) 의문문의 간접화행 사용 양상(21문항) DCT CK, KN
<표 Ⅰ-4> 본실험 설문지 구성

DCT 문항은 요청·명령 기능이 10문항이고 소극적·적극적 진술 기능이 11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우선 요청 기능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의도가 부탁인지 권유인지 
또는 제안인지, 담화 장면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중 힘
의 우위, 친소 관계, 부담 정도 등 변인을 고려하고, 발화자의 전제가 가정 중립인
지 아니면 가정 부정인지를 덧붙여 간접 요청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였
9) 모어 화자에게는 Ⅱ유형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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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상황 설명 담화
장면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화자 가정  힘 친소 부담
1 다시 전화하기를 부탁하기 공 소 크지 않다 긍정/중립
2 책 반납하기를 부탁하기 사 화<청 소 크다 긍정/중립
3 커피 마시자고 제안하기 사 화=청 친 크지 않다 긍정/중립
4 영화 보자고 제안하기 사 화=청 소 크다 부정
5 손님한테 커피 대접하기 공 화<청 소 크지 않다 긍정/중립
6 술 한잔하자고 제안하기 공 화<청 친 크지 않다 긍정/중립
7 추가 요금 인하를 부탁하기 공 소 크다 부정
8 책 빌려보기 사 화<청 친 크지 않다 긍정/중립
9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기 사 화>청 친 중립
10 빨리 일어나라고 명령하기 사 화>청 친 중립

<표 Ⅰ-5> 의문문 요청·명령 기능 설문 문항 구성 

문
항 상황 설명 발화 의도 적/소극적 질술
11 축제 계획안 상의하기 의심을 표시하기 소극적 진술
12 과일 이름 이야기하기 기억을 환기시키기 소극적 진술
13 마케팅 방안 검토하기 확신이 없는 의견을 표시하기 소극적 진술
14 교수님과의 대화 공손하게 의견을 표시하기 소극적 진술
15 동창과의 대화 놀라운 감정을 표시하기 적극적 진술
16 할아버지와의 대화 핀잔주기 적극적 진술
17 반장과의 대화 이의제기 적극적 진술
18 친구와의 대화 놀라움을 표시하기 적극적 진술
19 친구와의 대화 선행 발화에 대한 부정/반대 적극적 진술
20 친구와의 대화 선행 발화에 대한 부정/반대 적극적 진술
21 친구와의 대화 선행 발화에 대한 부정/반대 적극적 진술

<표 Ⅰ-6> 의문문 진술 기능 설문 문항 구성

다. 명령 기능에 있어서 의문문으로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사적인 장면에
서, 엄마와 자식 간의 대화 상황을 설정하였다.  

요청·명령 기능의 설문 문항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소극적·적극적 진술 기능에는 발화자의 발화 의도와 심적 태도를 고려하여 상황
을 설정하였다. 문항11-18번은 주어진 상황적 맥락과 언어적 맥락에 따라 자유롭
게 담화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문항19-21번은 반드시 의문문으로 담화를 완성하
기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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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로 의문문의 사용 양상을 모어 화자
와 비교하였으며, 2차로 오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1차 분석 시 답
안에서 지정된 핵심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문장이 완결되지 않은 것, 무슨 뜻인
지 해석이 불가한 것, 또는 심한 화용적 실패를 유발하는 답안을 오류로 파악하였
다. 철자법이나 형태적 오류는 최대한 용인하는 태도를 취했다. 2차 분석 시 중국
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학습자의 구체적인 오류 양
상을 살펴보고 유형화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중국인 학습자 10명, 한국어 모어 화자 10명에게 실시하였다. 피
험자에게 자신의 응답에 대한 생각과 이유를 진술하게 함으로써 설문 결과를 질적
으로 보완한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 도구 개발
(의문문의 형태․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 조사 및 평가 문항 개발)

⇩
예비 조사

⇩
1차 전사 및 분석

⇩
본실험 자료 수집 도구 및 문항 개발

⇩
본실험 실행

⇩
사후 인터뷰

⇩
2차 통계와 전사

⇩
분석

<그림 Ⅰ-1>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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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을 위한 이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먼저 간접화
행의 개념 및 범위, 간접화행의 원리 및 담화 기능을 살펴본다. 다음에 의문문의 
선행 연구를 결합하여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 다음에 의문문 간접화행에 초
점을 맞춰 선행 연구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한국어 의문문 간접화행에 관여
하는 화용적 요소를 결합하여 의문문 간접화행의 언어적 실현 양상을 살펴본다. 

1. 간접화행 이론에 대한 검토

1.1. 간접화행의 개념

화행 이론(speech act theory)은 오스틴(Austin, 1962)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그
는 화자가 수행한 모든 발화를 화자가 행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구체적으로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발화 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 효과 행위
(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하였다(Austin, 1962:94-98). 

(ㄱ) 발화 행위(locutionary acts): 특정한 의미(sense)와 지시(reference)를 가
진 문장을 발화 하는 것.

(ㄴ) 발화 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s): 어떤 문장을 발화하면서 이 문장과 
관련된 관습적인 힘(conventional force)으로 진술, 제안, 약속 등을 하는 
것.

(ㄷ) 발화 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s):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청자에게 영향
을 미치게 하는 것. 이 영향은 발화의 상황에 따라 특수성을 가짐.

발화 행위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행위(acts of saying something)로서 발화의 
문장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고, 발화 수반 행위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위(acts of performed in saying something)이다. 약속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명령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명령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발화 수반 행위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언어의 여러 가지 기능,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이 바로 발화 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이다. 발화 효과 
행위는 무엇인가를 말함으로써 수행되는 행위(act performed by s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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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 그 발화 행위로 인하여 청자를 설득하고 놀라게 하는 등의 영향을 
초래하는 효과 행위이다. 즉, 화자가 어떤 계획이나 의도 목적을 가지고 
발화함으로써 청자의 기분이나 생각, 행동에 대하여 어떤 결과적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설득시키고, 확신시키고, 놀라게 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이러한 발화 효과 행위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스틴(Austin)은 발화 행위, 발화 수반 행위, 발화 효과 행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발화 수반 행위로 보고 발화 수반 행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화 수반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오스틴(Austin)의 화행 이론을 이어받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썰(Searle)은 
발화 수반 행위가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10)과 발화 수반력(F)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Searle, 1969:31). 같은 명제 내용을 가진 
문장이라도 발화 수반 행위를 수행하면서 각각 다른 발화 수반력을 가진 발화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썰(Searle)도 발화를 구성하는 행위 가운데 발화 수반 
행위를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보고 발화 수반 행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적절성 조건(felicity condition)을 설정하여 그 하위 조건을 명제 
내용 조건(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예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 
성실 조건(sincerity condition), 본질 조건(essential condition)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썰(Searle, 1975:59-64)에서는 간접화행을 어떤 발화 수반 행위가 다른 발화 
수반 행위를 수행하여 이루어지는 화행으로 규정한다. 즉 문장이 나타내는 문자적 
효력11)과 실제적 효력이 일치할 때 직접화행(Direct Speech Acts)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발화 수반 행위의 문자적 효력이 실제적 효력과 일치하지 않을 때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s)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 수행력과 실제적으로 
10) 명제 내용이란 문장에 담긴 명제가 지시하는 실제 세계의 대상 또는 사태의 모습을 말

하는 것으로, 화자가 인식한 명제 내용이 상태인지 행동인지의 여부가 문장 종결법의 체
계를 구분하는 첫 기준이 된다.

11) 발화 의미는 문자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로 구분되는데, 문자적 의미는 발화를 구성하는 
어휘소들의 의미의 통합으로 형성된 의미이고, 화용적 의미는 맥락에 의해서 문자적 의미 
이외로 전달되는 의미이다. 어휘소들의 의미로 구성된 문자적 의미는 추상적 의미이므로 
구체적 사실을 지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신자가 발신자의 발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그 발화가 가리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발화의 생성 배경 및 맥락을 알
아야 한다(박선태, 199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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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는 의도된 발화 수반력 사이의 불일치성이 간접화행의 결정 요인이 된다.
리치(Leech, 1981:335)는 통사론적 범주, 의미론적 범주, 화용론적 범주를 

설정하고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Ⅱ-1> 리치(Leech, 1981) 직접·간접화행의 관계

위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의미론적 범주와 화용론적 범주에서 수직 관계가 유지될 
때 평서문(declarative), 의문문(interrogative), 명령문(imperative)은 각각 
단언(assertion), 질문(asking), 지시(directing)의 발화 수반력을 갖게 되므로 
직접화행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평서문이 질문의 발화 수반력, 지시의 발화 
수반력을 함축하거나 의문문이 단언 내지는 지시의 발화 수반력을 함축할 때, 
혹은 명령문이 단언 및 질문의 발화 수반력을 함축할 때는 간접화행이 된다. 
따라서 통사·의미론적 범주와 화용론적 범주가 종적 관계를 유지할 때는 
직접화행이 되며, 횡적 이동 관계를 가질 때는 간접화행이 된다.

이와 비슷하게 가즈다(Gazdar, 1981)도 ‘직접화행 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송경숙, 2005:167에서 재인용).

문장 유형(sentence type )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a. 평서문(declarative)   ↔ 단언(assert)
b. 의문문(Interrogative)   ↔ 질문(question)
c. 명령문(imperative)   ↔ 요청(request)

<표 Ⅱ-1> 가즈다(Gazdar, 1981)의 직접화행 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 

위의 표를 보면 평서문은 단언, 의문문은 질문, 명령문은 명령·요청의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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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관련된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율 Yule, 1996:54). 위에 제시된 것처럼 
발화문의 구조와 기능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이를 ‘직접화행(direct 
speech act)’이라 하고 반면에 구조와 기능 간에 간접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를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이라 한다. 즉 간접화행은 문장 표지에 의해서 
수행되는 고유 화행이 아닌 다른 화행을 수행하는 화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의문문의 경우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그 고유의 화행이므로 
직접화행이라고 하는데 질문의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할 때, 예를 들어 
의문문으로 지시 기능을 한다든지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게 제시하거나 강조하여 
발화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의문문의 간접화행으로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의문문 간접화행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간접화행의 원리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1.2. 간접화행의 원리

언어는 정보 처리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형성 및 지속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원리는 언어 사용의 최상위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메이 Mey, 2001:68). 의사소통에 성공하려면 해당 발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언어의 문법적 규칙을 넘어서 준수하는 
규칙과 원리들이 있다. 다음에 간접화행과 관련된 원리를 살펴볼 것이다.

1.2.1. 공손성 및 체면의 원리

의사소통의 관계적 목적은 서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태도는 공손성을 통해서 
실현된다. 공손성(politeness)은 언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공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고 화용론 분야에서 비교 문화적 차이나 공통점을 설명하기 위
해서 관심 있게 다루어져 온 언어 현상이다. 공손성에 관련하여 고프만(Goffman,  
1956)에서는 ‘체면 원리 (Face Theory)’, 레이코프(Lakoff, 1973)에서는 ‘공손 규
칙(Rules of Politeness)’, 리치(Leech, 1983)에서는 ‘공손 원리(Poli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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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78,1987)에서는 ‘공손의 보
편적 모델(Universal Model of Politeness)’, 율(Yule, 1996)에서는 ‘공손의 원리
(Politeness Theory)’등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공손성은 언어마다 표현 방식에 차
이가 있지만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다음에 레이코프(Lakoff, 
1973)와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의 공손성 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레이코프(Lakoff, 1973)는 담화의 목적을 정보 공유와 대인 관계의 유지 및 강
화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담화가 상호 작용일수록 예의 규칙의 이행이 중요하다
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예의란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 간의 
교류와 상호 작용이 용이하도록 고안된 대인 관계 시스템을 가리킨다(Lakoff, 
1990:34). 그에 따르면 발화가 예의에 맞는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규칙으로 
(1)명료할 것(Be clear)과 (2)예의 바를(Be polite)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예의가 1위의 규칙으로 보고 예의의 규칙(Rules of politeness)은 구체
적으로 (1)강요하지 말 것(Don’t impose), (2)선택권을 줄 것(Give options), (3)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며 친절할 것(Make a feel good-Be friendly)이다.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각각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예의 규칙의 사용을 통한 거리
(distance), 존중(deference), 우호(camaraderie)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예의 규칙                               예의 전략/의사소통 스타일
강요하지 말 것 거리
선택권을 줄 것 존중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며 친절할 것 우호

<표 Ⅱ-2> 예의 규칙과 예의 전략(Lakoff, 1973)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78, 1987)은 고프만(Goffman: 1956)
의 체면 개념을 받아들여 공손 이론의 주된 관심은 화자나 청자가 체면에 대한 손
상으로부터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체면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
이 스스로 주장하고 싶어 하는 공개적인 자기 이미지’이다(Brown &  Levinson,   
1987:61). 체면에는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소극적인 체면(negative face)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적극적 체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고 좋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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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바라는 개인의 바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소극적 체면은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
는 개인의 권리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받지 않는 요구 등을 가리키는 부정적 
면이다.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들로는 찬성하지 않기, 비난하기, 비판하기, 
동의하지 않기, 모욕하기 등의 표현들이 있고,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들로는 
충고하기, 명령하기, 요구하기, 제안하기, 경고하기 등이 있다. 그리고 긍정적 체면
과 부정적 체면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들로는 불평하기, 간섭하기, 위협하기 등이 
있다(황연 Yan Huang, 2009:146). 체면요구(face-wants)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
도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 FTA)’로 간주하고 가능한 한 체면 위
협 행위를 피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담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체
면 손상을 완화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여 설명하였다.

FTA를 해라
(Do FTA)

5.FTA를 하지 마라
(Don’t FTA)

4.비공시적으로 해라
(Off record)

공시적으로 해라
(On record)

1.보상행위 없이 노골적으로 해라
(Badly-without Redress )

보상행위와 함께
(With redress)

3. 소극적 공손법
(Negative Politeness)

2.적극적 공손법
(positive Politeness)

<그림 Ⅱ-2>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60) FTA 완화 전략

 첫째, ‘공시적으로 해라(on record)’는 화자가 청자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보다 
체면 위협 행위를 행함으로써 의사 전달 과정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할 때 적용
된다. 둘째,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은 화자 자신의 바람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적극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셋째, 소극적 공손
(negative politeness)은 자신의 의도와 행동의 자유로움이 방해 받지 않기를 바라
는 것으로 소극적 체면을 향한 행위이다. 넷째, ‘비공시적으로 해라(off record)’는 
화자가 체면 위협 행위를 하기 원하지만 그것을 행함으로써 야기되는 책임을 회피
하기 위해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해석의 여부를 전가할 때 사용하
는 전략이다. 다섯째, ‘FTA 불이행(Don’t do the FTA)’전략은 문자 그대로 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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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행위를 하지 않는 전략이다. 간접화행의 사용은 체면 위협 행위를 감소시키
고, 이로써 체면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이용된다.

공손과 체면의 원리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편성이 있는 규칙을 제공
하였지만 각 언어마다 이런 공손성을 실현하는 공손성 전략과 언어적 장치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다. 한국어에서 공손성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언어 장치는 존대법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일한 언어 장치는 아니다. 한국어에서 공손 표현의 전체적 
실현 양상을 논의한 연구는 구현정(2004), 전혜영(2004)이 있으며 이중에서 구현
정(2004)12)은 공손 표현의 실현 양상을 1)화자 중심 책략, 2)청자 중시 책략, 3) 
명제 중심 책략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청자 중심 책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고 청자 중심 책략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있죠?/하죠?’와 같은 대답
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형, ‘-면/어도 된다’와 같은 허용 표현을 제시하고 또한 명
제 중심적 책략에서 부정 표현의 의문형 ‘-잖다(지 않다), -것 아니다’ 형을 제시
하였다. 전혜영(2004)에서는 한국어 공손표현의 장치들을 어휘, 통사, 화용 면으
로 나누고 이중에서 통사 측면에서 ‘-지 않겠습니까?’ ‘-지 않을래요?’와 같은 부
12) 구현정(2004)의 공손 표현의 실현 양상
ㄱ. 화자 중심 책략:
a. 화자의 희망 표현: -싶다/ 바라다
b. 화자의 선호 표현: -면 좋다/괜찮다
c. 화자의 관점 표현: -라고 본다/내 생각에는(보기에는)
d. 주저어 사용: 저-, 자-, 음-, 어-
ㄴ. 청자 중심 책략:
a. 보수 표현: 우리, 저희
b. 청유: -같이 해 보죠
c. 부가 의문: 그렇지 않습니까?
d.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형: …있죠?/하죠?
e. 허용 표현: -면/어도 된다
ㄷ. 명제 중심 책략
a. 인용화법: -더라고요, -듯이, -다시피 등
b. 피동 표현: 생각/느낌이 들다, (-게) 되다.
c. 추정 표현: -는/ㄹ 것 같다(이다), -겠-, -가 싶다/보다 등
d. 부정 표현: -잖다(지 않다), -는 것 아니다, -지 모르다.
e. 축소 표현: 측면(부분/경향/편)
f. 약화 표현: 좀(쯤, 조금), 한번, 약간, 잠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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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문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손 표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므로 앞에서 논의된 공손 표현의 

근거와 타당성을 전면으로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공손 표현 실현 양상을 다룬 연구는 대체로 의문문의 통사적 장치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의문문의 문장 형식은 평서문이나 명령문과 같이 일방적인 전달이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상대방의 생각이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면서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
에 레이코프(Lakoff, 1973)의 ‘강요하지 말 것’, ‘선택권을 줄 것’이라는 공손성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만약에 청자에게 
거절을 당할 때 화자가 그 거절로 인한 ‘체면 손상’을 최대한으로 피하는 ‘체면 지
키기’ 전략과 부합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문문은 공손성을 나타내는 장치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1.2.2. 간접성의 원리

공손성에 관련된 언어 전략의 주요한 한 측면인 간접성의 정도도 화용 능력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썰(Searle, 1975)은 화행에서 이러한 간접성을 표현함
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간접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례적
(conventional) 간접성’과 ‘비관례적(nonconventional) 간접성’이다. 전자는 발화 
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이 피상적인 문장 패턴에 관례적으로 연관됨으로써 발
화의 힘이 계산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발화는 발화 내용이 문자 그대로 
나타내는 의미에 의해 즉각적으로 암시되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의도되는 것이 아
니라 어떤 다른 행위를 수행하도록 의도되기 때문에 ‘간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비관례적 간접성은 그 발화 수반력이 특정 문장 패턴에 관례적으로 연관되
지 않아서, ‘계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그라이스 Grice, 1975:50, 한상미, 
2006:65에서 재인용).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 ㄱ. 지금 가시오.
ㄱ.′ 지금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ㄴ. 거스름 돈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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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거스름 돈 좀 가지고 계세요?
ㄷ. 가: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갑시다.
    나: 시험 공부해야 돼요.

8ㄱ′,ㄴ′)와 같이 관례적인 형태의 간접적인 장치를 써서 표현하는 것이 관례적 
간접성이고 8ㄷ)에서 ‘가’가 ‘나’에게 ‘오늘 밤에 영화 보러 갑시다.’라고 말했을 때 
‘나’가 ‘시험 공부해야 돼요.’라고 대답했을 경우, ‘가’가 ‘나’의 대답이 자신이 공부
를 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제안을 거절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결론
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형의 간접성은 비관례적 간접성
에 해당된다.

썰(Searle, 1975)에 이어 리치(Leech, 1983)는 이러한 두 가지 간접성 중 특히 
관례적 간접 형태를 사용하는 주요 동기는 ‘공손성(Politeness)’때문이라고 보고 
공손성과의 관련 속에서 간접성을 논의하였다(Yu, 1999:11-12; 한상미, 2006:65
에서 재인용). 리치(Leech, 1983)는 다음의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간접성’의 
정도는 공손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무례함과 반비례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간접성
(indirectness)

덜 공손함
(less polite)

Answer the phone
I want you to answer the phone.
Will you answer the phone?
Can you answer the phone?
Would you mind answering the phone?
Could you possibly answering the phone? 더 공손함

(more polite)
<그림 Ⅱ-3> 간접성의 정도와 무례함의 관계(Leech, 1983:108) 

물론 이 간접성을 실현하는 언어 장치는 각 언어마다 각 문화마다 다르다. 
한국어의 경우 다음 부탁 상황에서의 발화 예시를 보자.

9) ㄱ. 전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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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전화 받으세요.
ㄷ. 전화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ㄹ. 전화 좀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ㅁ. 전화 좀 받아 주시겠어요?
ㅂ. 전화 좀 받아 주실 수 있으세요?
ㅅ. 죄송하지만 전화 좀 받아 주시면 안 될까요?

위에 제시된 발화들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의미는 모두 같지만 문장의 
종결법이나 양태 표현 같은 통사적 장치에 의해서 정보의 간접성 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 될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맥락에서 무례함을 유발하는 정도도 
다르게 느껴진다.

1.2.3. 적합성 원리

적합성 원리(Relevance Theory, RT)는 스퍼버와 윌슨 (Sperber & Wilson,  
1986,1995)에 의해 고안되고 발화의 생성과 해석을 의사소통 측면에서 인지적 관
점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이다. 그 핵심 테제는 인간의 인지 시스템은 의사소통 측
면에서 적합성을 최대화하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의
사소통 과정에서 맥락을 전제하는 발화는 여러 가지의 의미 중에서 최소의 정보 
처리 노력으로 최대한의 인지적 효과를 얻으려고 한다.

적합성 원리의 핵심은 적합성 개념이다. 적합성이란 두 인자들, 즉 (1)인지적
(또는 문맥적) 효과(cognitive/contextual effects), (2)처리 노력(processing 
effect)의 함수(또는 측정)이다. 인지적 효과는 새로이 주어지는 자극과 인지 시스
템 내에 이미 설정된 가정들의 하위 집합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물이다. 처리 노력
은 어떤 새 정보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석을 산출하기 위하여 인지 시스템이 지출
해야 하는 노력이다(Sperber & Wilson, 1995). 양자의 관계는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R= E(number of contextual effect)
C(cost of effect involved in obtaining E)

적합성은 정도의 문제다. 적합성의 정도는 어떤 추론이 어떤 맥락에서 맥락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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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수(E)에 비례하고 맥락의 처리 노력(C)에 반비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발
화의 적합성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때 가장 많이 적합된 것으로 간
주된다. 

이 개념은 스퍼버와 윌슨(1995)에서 제시된 적합성의 두 원리—인지적 원리
(cognitive principle)및 의사소통적 원리(communicative principle)에 의해 구체화
되어 있다. 적합성의 두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인지적 원리: 인간의 인지는 적합성을 최대화하려는 쪽으로 맞춰지는 경
향이 있다.

(2) 의사소통적 원리: 모든 명시적 자극은(예, 발화) 그 나름대로 최적의 적
합성이라고 추정하게 해 준다.

적합성 원리에 의하면 화자는 가능한 한 가장 적합된 것을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청자는 이를 알고 화자의 발화에 맥락 함축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발
화의 함축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이 적합성 원리는 발화의 이해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발화가 표면상으로 분명히 부적절한 것으로 생
각될지라도 그 발화는 청자에게 적합성 있는 어떤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에 화자는 맥락 함축을 바탕으로 적합성을 갖는 발화를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대화 함축 의미가 전달되며 청자는 맥락 함축을 근거로 발화
의 함축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맥락을 전제한 발화에 있어서 화자의 발화 의도 
전달 및 청자의 수용 및 해석 사이에 모종의 묵계(黙契) 관계를 가진다고 함축한
다. 이런 관계 형성은 바로 인간의 정신적 인지 능력 때문이다. 즉 발화자는 가장 
효과적인 전달 방식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청자는 상대방의 발화를 청취하는 과정
에서 그 명시적 의미와 함축된 의미를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인지 시스템을 작동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화용론의 일반적인 이론으로 간주되고 간접화행의 함축 의미를 해석
하는 데 역시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의문문의 기본 이미 기능은 질문이지만 
상황에 따라 그 질문이 전형적인 대답을 요구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 될 경우에 청자는 화자가 잘못 말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질문을 
발화했을까, 그 질문 발화가 담고 있는 표현되지 않은 화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



- 33 -

미는 무엇일까를 다시 점검해서, 그 질문 발화로 직접 나타나지 않은 화자가 전달
하고자 하는 의미, 특히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질문 행위의 적절성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분명할 때, 그 질문 행위는 
적합성 원리를 가정해서 ‘대답 요구’ 이외의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10) 가: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나: 야, 내가 누구냐? 김 회장 막내아들이 아니야?13)

10)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김 회장 막내아들이라서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를 함축된 표현이다. 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반어적으로 표현했을까? 이는 언어 형식의 면에서 진술의 화행은 화자가 
아는 명제 내용을 청자에게 단언의 형식으로 전달할 뿐이므로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대하는 담화 상황에서는 진술보다 질문이 더 유효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에 청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상호작용을 기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화자 일방의 
화행이 아닌 청자와 화자 상호간 화행인 질문의 언어 형식을 빌려 화자 전제를 
표현하게 된다. 이 때 명제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어떤 감정이나 
태도도 함께 표출되어 보다 강한 표현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간접화행의 사용 동기를 해석하는 데 관련된 공손성 원리 및 간접성의 
원리, 적합성 이론을 살펴보았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간접화행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보 전달 및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 차원에서 상호존중하면서 발화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작용하는 것이다. 

1.3. 간접화행의 담화 기능

간접화행의 담화 기능은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있다. 다음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 내용인 의문문을 중심으로 간접화행의 담화 기능을 설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간접화행의 긍정적 기능이 많이 논의되었다. 간접화행의 긍정적 

13) 이창덕(1992:1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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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대해 정재은(1994)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대화의 창조적 분위기 조성
2) 사교성 증진
3) 원활한 의사소통
4) 말하기 곤란한 인간적 갈등의 해소
5) 사회적 거리(지위, 성별, 친밀도, 나이 따위)와 부담의 크기 완화
6)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하고 추상적 개념 및 격렬한 감정의 표현

간접화행은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직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발화 대상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과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유지 및 정서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문문 간접화행의 적극적 기능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공손성과 체면 원리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하였다. 한상미(2006)에서는 
의문문이 담화에서 ‘통사적 완화장치’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통사적 완화장치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요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적 장치를 말하며 주로 의문문, 가정법, 조건법 
등에 의해서 실현된다.14) 의문문을 비롯한 통사적 완화장치는 담화에서 청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고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통사적 
완화장치로서의 의문문 사용에 가장 전형적 예는 역시 요청을 나타낼 때이다.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상황이라서 언제나 크거나 작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 수 있다. 이때 직접적인 명령문보다 의문문을 
사용하면 청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동시에 화자도 거절을 당할 때의 
체면을 지킬 수 있으며, 이를 ‘공손성’과 ‘체면 지키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문문은 지시화행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주장을 부드럽고 공손하게 
드러낼 때도 많이 쓴다. 다음 예를 보자.

11) ㄱ. 이 옷은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
 ㄴ. 그 길로 가면 좀 도는 거 아니에요?

14) 한상미(2005:95)에 따르면 이러한 통사적 완화장치와 관련한 화용론적 실패는 존대법 
관련 실패 다음으로 높아 상당히 많은 화용론적 실패를 야기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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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발화자는 발화 주장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확신이 있지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가 어려운 상대일 때 의문문으로 발화를 한다. 이때 의문문은 화자의  
주장을 약화시킴으로써 청자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겸양과 공손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공손 표현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암시한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때, 혹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겸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 한 가지의 공손 표현으로 사용된다.

의문문은 확신이 없는 주장을 진술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주 
확신이 있는 주장을 강조하여 말할 때도 쓴다.

12) ㄱ. 설마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ㄴ.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 어찌 합격할 자신이 있겠니?

12ㄱ)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12ㄴ)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 
당연히 합격할 자신이 없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인데 모두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실현되었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발화에 청자를 끌어들임으로써 
상호작용을 기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화자 일방의 화행이 아닌 청자와 화자 
상호간 화행인 질문의 언어 형식을 빌려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상으로 의문문 간접화행의 적극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겸손하게 발화하는 데 야기된 심리적 거리감 형성, 불명확한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반어 의문문을 잘못 쓰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순한 인상을 주거나 상대방의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는 등의 부정적인 기능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사용할 발화 상대방과의 관계, 장면 등 
상황적 요소를 잘 파악해야 한다. 

2. 의문문의 형식적 특징 및 의미 기능

이 절에서는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의문문 형태·통사적 특징 
및 의미 기능을 기술하는 데에 몇 가지 논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의문문 간접화행의 체계를 정립하여 이의 화용적 기능 및 
언어적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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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특징

한국어 의문문은 다른 서법 범주나 문장 유형과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으로는 의문사, 의문문 어미, 억양 또는 강세를 들 수 있다. 우선 억양과 강세
는 의문문을 실현시키는 데 필수적 방식이다. 특히 구어에서 의문사나 의문문 어
미가 실현되지 않고 의미상 질문의 기능을 하는 의문문을 변별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억양과 강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
나 연구의 초점은 의문문 간접화행의 형태·통사적 및 화용적 실현 양상에 맞추어
졌기 때문에 억양과 강세에 관한 음운론적 요소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
다.

2.1.1. 의문사

의문문 구성의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의문사인데 의문사는 의문문의 발화에서 
화자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실이 어휘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의문사는 설명 
의문문에서 흔히 초점을 받아 미지항을 지칭하는 기능을 한다. 한국어 의문사 
목록은 이은섭(2005:71)에서는 서정목(1987), 서정수(1996), 이익섭·채완(1999/2004) 
등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의문 대명사: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의문 수사: 몇, 얼마
의문 관형사: 무슨, 어느, 어떤, 어인, 어쩐, 웬
의문 부사: 어떻게, 어찌, 왜
의문 동사: 어떡하-, 어찌하-, 어쩌-
의문 형용사: 어떠하-

한편으로 김영란(2004:8)에서는 경대학교 『한국어』6권, 고려대학교 『한국
어』6권, 서울대학교 『한국어』4권, 선문대학교 『한국어』6권, 연세대학교 『한
국어』6권, 이화여자대학교『말이 트이는 한국어』4권에서 나온 의문사의 출현 빈
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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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유형 종결형 실현 빈도 실현 빈도
전형적인 -냐 5.47%

1) 무엇; 2) 어떻게;  3) 어떤;  4) 왜;  5) 어디;  6) 누구;  7) 몇; 
8) 언제; 9) 어떻다;  10) 얼마;  11) 무슨;  12) 어느;  13) 어쩌다;  
14) 웬; 15) 어찌; 16) 어찌하다;  17) 어떠하다

본 연구는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이들 의문사의 개별
적인 의미 특성 및 설명 의문문에서의 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의문사가 간접화행을 수행하는 의문문에서의 용법은 Ⅱ장 3절에서 다시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2.1.2. 의문문의 종결형

현대 표준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의문 어미로 쓰이는 것은 권재일(1992), 서정수
(1996), 이익섭·채완(1999), 고영근·구본관(2008), 민현식(2009)의 분류법을 종
합하여 화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해라 하게 하오 합쇼 요-결락형 요-통합형
의문
어미

-느냐, -니, 
-랴,

-는가, 
-나 -오 -ㅂ니까 -을까 -을까요

<표 Ⅱ-3>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전형적인 의문 어미

하지만 실제 담화에서 의문문의 종결형이 훨씬 복잡하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발
화 상황에서 억양이나 강세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문장이 질문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편 드라마 말뭉치15) 265,931 어절 중 3,108
개의 의문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문문 종결형 실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5) 본고에서는 작품 및 작가의 문체성을 고려하여 의문문 종결형을 조사하는 데에 주제와 
내용이 다른 단편 드라마를 사용하였다. 작품 목록은 참고문헌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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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어미

-니 3.51%

20.08%
(624문장)

-나(요) 2.51%
-는가/-ㄴ가/-던가 1.35%

-습니까 1.90%
-디 0.13%
-노 0.29%
-소 0.45%

-ㄹ까 4.38%

범용 어미

-어/어요/세요/유 40.86%

52.99%
(1,647문장)

-ㄹ래(요) 2.55%
-지(요) 8.98%
-구나 0.03%
-군요 0.03%
-구만 0.06%
-네 0.48%

연결어미

-면 0.23%

7.37%
(229문장)

-는지/을지(요) 0.13%
-고/구(요) 0.97%
-려고(요) 0.26%

-는데(요)/-던데(요) 2.77%
-거든(요) 0.45%

-다고/-라고/자고/-냐고(요) 1.15%
-다면서/라면서(요)/-다며,-라며 0.81%

-다니 0.59%
서술/명령 
청유 어미 -ㄴ다, -라 0.35% 

(11문장)
문장 조각 19.21% 

(600문장)
합계 100%(3,108문장)

<표 Ⅱ-4 >  의문문 종결형 실현 양상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의문문 종결형은 전형적 의문 어미(20.08%), 범용 어
미(52.99%), 연결 어미(또는 종결 기능 연결 어미)(7.37%), 서술/명령/청유로 전
성된 어미(0.35%), 문장 조각(19.21%)에 의해 실현된다. 이 중에서 서술·명령·청
유 어미로 실현된 의문문 및 문장 조각으로 실현된 의문문은 발화에서 주로 억양
이나 강세 등 초분절적 요소의 도움을 받아 실현되어 소위 억양형 의문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억양형 의문문은 본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기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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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전형적 의문 어미, 범용형 어미, 연결 어미(또는 종결 기능 연결 어미)로 실
현되는 의문문이다. 이중에서 범용 어미로 실현되는 의문문은 52.99%로 가장 빈
도가 높다. 범용 어미 중‘-어(요)’로 실현되는 의문문 유형만으로도 40.86%를 차
지한다. ‘어(요)’은 순수 질문뿐만 아니라 특수 의문문에서도 많이 사용된다. 하지
만 본고는 언어적 맥락, 문법 지표를 활용한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함으로, 이런 무표적인 의문 종결형 보다는 의문문에서의 양태 어미16)나 
화용적으로 교육 가치가 있는 어미와 종결형에 주목을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
ㄹ까, -ㄹ래’의 요청 기능, ‘-ㄹ까, -겠-’이 의문문에서 나올 때의 추측 및 부담 
완화 기능, ‘-다고’류 종결형의 확인·진술기능 등에 주목할 것이다. 이에 대해 2.3
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2. 의문문의 의미 기능

2.2.1. 의문문의 본질 및 기본적 의미 기능

의문은 화자가 자신의 경험 세계를 인식 활동을 통해서 알아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르는 부분이나 의심되는 부분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할 때 생긴
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가 자신이 가진 ‘의문(모름, 인식 장애)’을 해결하기 위
해서 질문 행위를 통하여 언어로 표출되면 의문문이 된다. 썰(Searle, 1969:66)에
서는 의문문의 발화 수반력을 질문이라고 보고 질문의 적절성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17)

유형 양태 어미
인식 양태·행위 양태 다의적인 선어말 어미 -겠-
인식 양태 선어말 어미 -더-(종결형, 연결형 ‘-더니-’),‘-으니-’
인식 양태·행위 양태 다의적인 종결어미 -지, -ㄹ까, -ㄹ걸
인식 양태 종결 어미 -네, -구나, -군, -구만, -거든, -다나, 

-다면서 류
행위 양태 종결 어미 ‘-을래’류, -게, -을라, -어야지

16) 양태 어미는 양태 범주와 관련되는 선어말 어미, 종결어미(융합형 어미)를 포함하는 것
으로 박재연(2006)에서 양태 어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7) 질문 행위(act of question)의 적절성 조건(felicity conditions)
1. Prepa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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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question)의 적절성 조건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 어떤 명제 또는 조건부 명제
예비적 조건(preparatory):
(1) 화자는 답을 모른다. 즉 그 명제가 사실인지를 알지 못한다. 명제 함수인 

경우에는 그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른다.
(2) 화자와 청자는 질문이 없을 때 청자가 그 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명

확하지 않다.
성실성 조건(sincerity): 화자는 이 정보를 원한다.
본질적 조건(essential): 청자에게서 이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한 시도로 간주

된다. 

질문의 예비 조건은 질문 행위에 대응하는 실세계의 필수 조건으로, 화자와 청
자가 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가지는 조건이다. 즉 질문 행위가 수행되기 위해서
는 화자가 모르는 정보를 청자가 제공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야 한다. 
성실성 조건은 질문 행위에 적절하도록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화자의 믿음이라든지 
감정, 의지 등의 조건으로, 질문이 성립하기 위해서 화자는 자기가 모르는 정보를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 심리적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질 조건은 화자가 그러
한 발화 행위를 통하여 청자에게 기대하는 효과에 관한 조건으로, 의문문이라는 
발화가 정보 요구의 실제적인 목적으로 실현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수행되어야 질문은 적절한 발화로 인식된다. 질문 행위의 적절성 조건을 모
두 충족했을 때는 ‘순수 질문’으로 해석되고 전형적인 의문문이 된다. 

의문문의 본질은 ‘정보 요구’ (예스퍼슨 Jespersen, 1924; 할리데이 Halliday, 
1985/1994:68; 박재연, 2004:105에서 재인용)나 화자의 ‘무지의 표현’(라이온스 
Lyons, 1977:754; 임홍빈, 1998:14)으로 논의되어 왔다. 즉 의문문은 화자가 모

1) S does not know the answer, i.e., does not know if the proposition is ture, or, in the 
case of propositional function, does not know the information needed to complete the 
proposition truly.

2) it is not obvious to both S and H that H will provide the information at the time 
without being asked.

2. Sincerity: S wants this information.
3. Essential: Count as an attempt to elicit this information fro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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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적 장
치다.

하지만 의문문은 ‘정보 요구’나 ‘질문’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다. 의문문은 실제 
발화에서 질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확인, 추측, 요청, 명령, 단언, 강조, 반어, 감탄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류하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다. 다음은 의문문 의미 기술 및 
분류하는 데에 몇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2.2. 의문문과 인식 양태의 상관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문문의 본질은 ‘무지의 표현’이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와 일맥상통한 이창덕(1992:36)에서는 ‘의문’은 화자가 대상이나 상황을 파악하
는 인식 활동 과정에서 명제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알고 싶다, 궁금하다’고 하는 
화자의 인식 상태나 태도에 관계된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또한 임홍빈(1998:14)에
서는 의문문의 의미를 ‘질문자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의 표출’
이라고 논의하였다18).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의문을 인식 상태나 심리적 상태 등 
인식 양태와 관련시킨 것이다. 인식 양태와 의문문은 서로 구별되는 범주이지만 
그들의 의미 영역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양태는 일반적으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정신적 태도’로 정의되고 일반적
으로 ‘인식양태, 의무 양태’(기본 Givon, 2001), ‘명제 양태(인식 양태), 사건 양태
(당위/동적/평가)(문병열, 2006), ‘인식 양태, 행위 양태’(박재연, 2006)로 나누어
지는데 이중에서 비중이 많고 범주적 지위가 비교적 확고한 부분은 인식 양태 범
주다.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으로는 보통 ‘확실성의 정도’으로 들고 있다. 박재연
(2004)에서는 인식 양태 의미 영역의 하나로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확실성 
18) 임홍빈(1998)에서는 의문문의 의미를 ‘‘질문자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심리적 상

태의 표출’’이라고 논의하였다. 단 이때  ‘모른다’라는 것은 화자의 실제 지식 상태를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금 영화는 부산에 있니?’와 같은 
의문문은 영화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참이라고 믿는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심지어는 거의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의문문
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지식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표현하
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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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개연성 판단, 가능성 판단)’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정보의 확실성 판단’은 
‘화자의 앎의 척도’를 가리키고 그 연속선에는 완전히 무지로부터 가능성 판단, 개
연성 판단, 또는 확실성 판단 등 상황이 있다.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박재연, 
2004:104).

<그림 Ⅱ-4> 박재연(2004)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 영역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관련을 맺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화자가 명제에 대해 완전히 무지일 때 순수한 의미에서의 
질문으로 발화하고 명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확
인시킬 때 확인형 의문문으로 발화하며, 명제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 그 사
실을 단언이나 강조를 하려고 의문문의 형식으로 발화할 때 수사 의문문이 된다. 
하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순수 의문문-확인 의문문-수사 의문문 사이에 많은 중
간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13) ㄱ. 그럼 나랑 결혼 할 거지? 
 ㄴ. 나같이 모던하게 생긴 인물이 한복 쫙 빼입고 출근하면 근사하겠지? 
 ㄷ. 내가 이거 먹어도 되겠네? 
 ㄹ. 두호야, 너 어린이 대공원에 갔었구나? 
 ㅁ. 너 어머니가 보고 싶겠군?

ㄱ)은 전형적인 ‘-지’ 확인 의문문으로 논의되었다. ㄴ)은 ‘-겠지’로 실현되고 
추측의 ‘-겠-’에 확인의 ‘-지’가 붙어서 자신의 추측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려는 의
도에서 발화한 것이다. 박재연(2004:108)에 의하면 ‘-겠지’는 기본적으로 개연성 
판단에 해당한다. 즉 화자가 자신이 진술하는 내용을 100%가 아니지만 거의 참으
로 추측·판단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ㄷ~ㅁ)와 같은 물음표를 띠고 ‘-네, -구나, 
-군’ 로 종결짓는 문장 유형은 의문문 범주에서 논의해야 되는지, 의문문 범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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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느 부류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서로 달랐다. ㄷ~ㅁ)는 의미상 어떤 
정보를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발화되는 것이다. 하지
만 실제 발화에서 의문 억양을 빌려 질문 효과를 유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는  ‘-네, -구나, -군’ 자체가 갖고 있는 양태적 의미 자질 때문이라고 논의되었
다(박재연, 2004:107)19). 이 때 화자는 명제 내용을 완전히 지각하고 있어 부족
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의문문이 아니라고 보았다(유석민, 2002:223; 
박재연, 2004:107). 하지만 임홍빈(1998)에서 밝힌 것처럼 의문문의 의미를 ‘질문
자가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의 표출’이라고 했을 때 그 ‘모른다.’
라는 것은 화자의 실제 지식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
럼 자신의 실제 지각 상태와는 상관없이, ‘나는 모른다.’라는 심리적 상태를 의문문
의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ㄷ,ㄹ,ㅁ)와 같은 문
장은 의문문의 구조적 특징을 충족하고 발화에서 질문 유발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이 유형의 문장을 의문문의 진술 기능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국어 
교육의 각도에서는 의문문의 화행 기능을 교육하는 데에 모든 양태 어미를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 과정에서 선별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의문문이 인식 양태와 관련되는 것은 기존에 논의된 수사 의문문에서도 잘 드러
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4) 가: 석호만큼 착하고 너한테도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니? 
 나: 내가 뭘 어쨌다고?

15) 가: 걔라도 나한테 넘겨라. 못 받아도 3,4백은 받을 수 있겠지?
 나: 뭐? 뭔 소리야, 지금. 그 애를 팔아먹겠다고? 이 새끼가 미쳤나? 

16) 가: 다음 달 쯤 다시 뉴욕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애. 
 나: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구? 또 왜? 오빠 안가면 안 돼?

17) 가: (단호하게) 석호 아프게 하지 마. 그랬다간 나...가만 안 있어.
 나: (표정 바뀌며) 가만 안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18) 말로만 들었는데 네 약혼녀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19) 종결 어미의 양태적 의미를 관련하여 장경희(1985), 이효상(1991), 손현선(1998), 박재

연(1999,2004,2006)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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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은 무두 다 일정한 전제를 가지고 발화한 것이다. 14)에서는 ‘석호만큼 
착하고 너한테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전제를 갖고 상대방도 이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발화한 것이다. 15)에서 ‘가’가 그 애기를 넘기라는 말을 
하자 ‘나’는 ‘그 애를 팔아먹고 싶구나’라는 가정을 세운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비
상식적인 말이라서 ‘나’는 놀라움에서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확인하려는 발화 의
도도 없지가 않았다. 16)에서 ‘나’는 ‘가’와 잘 아는 사이이고, ‘가’의 한국 방문 시
간을 확실히 아는 상황이라서 이 점에 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조금도 없었다. 
15)에서 조금이나마 자신의 가정에 대해 확실하지 않아 확인하려는 의도가 보인
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16)에서는 상대방에게 확인보다 한국에 있는 시
간이 ‘얼마 안 됐다’, ‘너무 짧다’라는 아쉬움이나 못마땅함 등 심적 태도를 드러낸
다고 할 수 있겠다. 17)에서는 ‘-다니’라는 말은 선행 발화에서의 ‘가만 안 있다’
라는 말에 대해 의외나 놀라움 등 심적 태도를 드러낸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방 발
화의 구체적인 의미를 확실히 모를 수도 있다. 이는 뒤에 이어진 발화 ‘그게 무슨 
말이야’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반대로 18)에서는 본인과 직접 눈으로 보
고 한 말이기 때문에 ‘-다니’로 실현된 의문문은 조금이라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단순히 화자의 놀라움이나 감탄의 심적 태도를 드러냈을 뿐이다.  

위의 논의에서 우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의문문의 본질은 ‘무지의 표현’ 및 ‘정보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단 이때 

‘무지’라는 것은 발화자의 실제 지식 체계와 무관일 수 있다. 화자가 정말 몰라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명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거나 심지어 확실히 알 
때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표현하여 의문문의 형식으로 발화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정보를 요구하기보다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전달하는 기능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의문문은 인식 양태와 관련되고 양태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인식 양태
의 의미 영역으로는 기본적으로 ‘확실성의 정도’를 들고 있다. 인식 양태의 한 가
지 기능은 바로 해당 명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실한가에 대한 판단이다. 의
문문도 실제 발화에서 해당 명제 내용에 대해 완전히 몰라서 물어보는 것에서부터 
어느 정도 알지만 확실하지 않아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장을 확인하거나 확실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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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진(1984)의 의문문 의미 기능 분류
∙ 문답 형식 - 여부 의문문, 선택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 화행 - 제보 요청

- 비표준 질문- 퀴즈 질문, 메아리 질문, 수사 의문, 부가 의문, 
                요청 질문

 서정수(1994)의 의문문 의미 기능 분류
∙ 일반 의문문- 찬부 질문, 선택 질문, 내용 질문
∙ 확인 의문문- ‘지’ 확인 질문, ‘(었)지 않니’ 확인 질문, 덧붙임 확인 질문
∙ 특수 의문문- 수사적 질문, 서술적 질문, 명령적 질문, 감탄적 질문, 

되받음 질문

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의문문은 양태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의문문의 담화 맥락적 성격이 강하다. 같은 형식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담화 기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기술할 때 전
적으로 문장 구조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 의도나 명제 내용에 대
한 확실성의 정도 등 상황‧맥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2.2.3. 의문문 의미 기능의 분류

의미 기능 기준으로 의문문을 분류할 경우, 우선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의미 기준 상의 문제와 다시 이 기준에 따라 얼마나 다양한 의문 
유형을 분류하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일차적으로 
의문문이 순수한 질문의 기능을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의해 분류하는 태도
를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문문을 일반적으로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 
의문문(학자에 따라 보통 의문문, 순수 의문문, 표준 질문이라고도 함)과 질문 이
외의 기능을 자지는 특수 의문문(학자에 따라 비표준 질문, 수사 의문문이라고도 
함)으로 분류된다. 특수 의문문은 다시 의문문의 의미를 얼마나 다양하게 설정하
느냐에 따라 연구자마다 달리 분류된다. 다음에 장석진(1984), 서정수(1994), 류
현미(1999), 박영순(1990,2007)에서의 분류법을 살펴보고 의문문 의미 기능을 분
류하는 데 존재하는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 46 -

류현미(1999)의 의문문 의미 기능 분류
∙ 일반 의문문-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선정 의문문
∙ 특수 의문문- 확인 의문문, 수사 의문문, 명령 의문문, 반복 의문문.

박영순(1990/2007)의 의문문 의미 기능 분류
∙ 순수 의문문(질문 의문문)- 가부 의문문, 선택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
∙ 준 의문문(요청 의문문)  - 명령형 의문문, 부탁형 의문문
∙ 의사 의문문(수사 의문문)- 확인형 의문문, 의심형 의문문, 추측형 의문문, 

반복형 의문문, 감탄형 의문문, 주저형 의문문, 
한탄형 의문문, 강조형 의문문

<표 Ⅱ-5> 의문문의 의미 기능 유형

본 연구는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일반 의문문보다 특수 의
문문에 더 관심이 많다. 따라서 여기서 위 연구 중에서 특수 의문문으로 논의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특수 의문문의 범위가 각 학자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 
의문문 중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요청 기능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학자
마다 ‘요청 의문문’, ‘요청형 의문문’ 또는 ‘명령 의문문’, ‘명령형 의문문’, ‘명령적 
의문문’이라고 용어가 각각 다르지만 의문문의 지시 기능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므
로 여기서 다시 상술하지 않겠다.

다음은 특수 의문문의 하위분류에서 의견 차가 보이는 부분을 유형별로 살펴볼 
것이다.

(1) 추측 의문문에 관하여
박영순(1990/2007)에서 수사 의문문의 하위부류로 논의된 추측형, 의심형, 주저

형 의문문은 주로 ‘-나, -ㄹ까, -겠지’로 실현된 의문문을 가리킨다. 추측, 의심, 
주저는 담화 상황에서 반영된 화자의 심적 상태고 이들 추측형, 의심형, 주저형 의
문문을 실현하는 변별적인 구조 특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심적 
상태를 갖고 의미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전형적으로 추측형 의문문으로 거론된 것은 ‘-ㄹ까’로 실현된 의문문이다. 
‘-ㄹ까’로 실현된 의문문은 학자에 따라서 ‘자문(自問)’이나 ‘의문 제기’ 기능을 하
는 것으로 논의된다. ‘의문 제기’라는 것은 발화자가 해당 명제 내용에 대해 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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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다만 화제를 유발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자문’은 순수 질문과 달리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
고 응답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문이라고 해서 꼭 청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자가 있을 때는 마치 화자 자신에게 묻는 듯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청자
의 대답을 유발하는 담화 기능을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9) 가: 그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할까?
 나: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뿐만 아니라 ‘-ㄹ까’는 추측하는 어투로 자신의 발화가 상대방에게 줄 부담이나 
층격을 완화시키는 기능도 한다. 다음 예를 보자.

20) 아들: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될까요?
 엄마: 아니, 학교에 안 가다니? 물론 꼭 가야지.

위 예문에서 ‘내일 학교에 안 가도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안 가도 되는지’를 
정말로 몰라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안 가고 싶다’라는 것 둘 중 하나로 해석될 것
이다. 하지만 ‘-ㄹ까’가 붙였을 때는 화자 자신도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
느 정도 짐작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ㄹ까’는 추측 의미에서 확장되어 담화
에서 ‘부담 완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겠지’로 실현된 의문문을 추측형 의문문으로 분류시키는 것도 검토
의 여지가 있다. ‘-겠지’는 선어말 어미 ‘-겠-’과 종결 어미 ‘-지’로 구성된 합성 
어미다. 추측형 의문문으로 분류시키는 이유는 ‘-겠-’때문이다. 하지만 ‘-지’는 
전형적으로 확인의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합성 어미는 정확히 말하면 자신
의 추측을 상대방에게 확인해 달라는 의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확인형 
의문문으로 분류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추측형 의문문으로 분류시켜야 하는지 양난
(兩難)의 문제가 된다.

(2) 확인 의문문에 관하여

여기서 확인 의문문 범위에서 논의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다. 지금까지 확
인 의문문의 범주에서 논의된 유형은 주로 ‘-지’, ‘-(었)지 않니’, ‘그렇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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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덧붙임형 의문문이다20).  
먼저, ‘-지’ 확인 의문문을 살펴보겠다. ‘-지’는 전형적으로 확인 의문문에서 나

오는 어미다. 보통 듣는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고 물
어보거나 말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듯 물어볼 때 쓴다.21) 예문
21)과 같이 부부가 싸웠을 때 남편이 화난 아내의 화를 풀어 주려고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화해해 달라는 과정에서 자기가 짐작하거나 믿고 있는 사실을 상대방도
그것을 시인하거나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심적 태도가 곁들여질 수 있다. 

21) 남편: 괜찮으신 거지?
 아내: .....
 남편: 여보. 나 충분히 반성했으니까 이제 화해하자.

다음에, ‘-지 않-’ 부정 의문문의 확인 용법을 살펴본다. 여기의 ‘-지 않-’ 의
문형은 다음 예문에서 보인 것처럼 부정 명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명제 내
용 상관없이 부정형으로 질문하고 시제가 부정 부분에 나타나지 않고 용언부에 나
타나는 의문문이다. 

22) ㄱ. 미아가 반장이지 않아? 
 ㄴ. 미아가 반장이었지 않아?22)

선행 연구 중에서 ‘-지 않-’ 과 ‘-잖-’을 같이 거론한 연구가 많았다. 특히 ‘-
잖-’은 종전에 부정 의문문이나 부가 의문문에 둘러싼 논의와 같이 쟁점이 된
다.23) 쟁점은 주로 3가지다. 첫째, ‘-잖-’의 문법 소속이다. ‘-지 않-?’와 ‘-잖

20) 이 부류에 대해 대부분 학자들은 확인 의문문, 확인형 의문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
만, 일부 학자들은 이 유형을 부가 의문문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부가 의문문이라고 할 때 
형태적 특징을 고려한 명칭이고, 확인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 특징을 고려한 명
칭이다.

21)『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005:882) 참조
22) 예문은 장석진(1984:259)에서 재인용된 것이다.
23) ‘-잖-’을 장형 부정 ‘-지 않-’과 같이 논의하여 이를 부정 의문문으로 파악한 장경기

(1999)와 부가 의문문으로 파악한 장석진(1989), 구조남(1992), 김종현(2000)이 있다. 
그 외 ‘-잖-’이 ‘-지 않-’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문법화 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
잖-’을 주로 선어말 어미로 파악하려는 손세모돌(1999), 배주채(2002), 이현희(2004)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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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축약 관계인가 아니면 별개의 문법 형태인가? 둘째, ‘-지 않니-’와 ‘-잖
-?’의 의문형의 음운적 변별성에 따른 의미 차이가 있는가? 셋째, 담화 상에 나타
나는 ‘-지 않-?’와 ‘-잖-’의 화행적 특성은 어떻게 세분되는가 하는 것이다. 

‘-지 않-’은  주로 듣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거
나 혹은 상대방이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잘 모르고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이 정정해 
주거나 알려 주듯이 말함을 나타낸다. 강현화(2009)에서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
지 않-’와  ‘-잖-’의 출현 장르, 음운, 통사, 의미, 화행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에 따르면 ‘-잖-’은 ‘-지 않-’의 축약형이라는 것을 인정하되 축약 과정에서 문
법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 시점에 있다고 한다. ‘-잖-’은 문어보다는 구어, 공적
인 대화보다는 사적 대화에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지 않다’와 ‘-잖다’는 통사
적으로 독립되는 형태24)라고 구분 짓기는 어려우나, 화자의 심리적 변별 의도로 
인해 언어 수행 상에서는 구분되어 사용되며, 축약표현인 ‘-잖-’으로 축약될수록 
‘확인’ 기능에서 벗어나 ‘동의 요구’ 내지는 ‘단정’, ‘강조’, ‘감탄’ 등의 수사적 의문
문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본다.

23) 가: 그런데요, 절대....라는 건 없지 않나?
 나: 네?
 가: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서요.

24) 가: 오늘은 어머니가 생활비 좀 주실 것 같단 말이야. 안 주신 지 석 달도 넘었잖
아? 이러고 가야 동정표 좀 받지.  

 나: 그래. 알았다. 알았어.
25) 가: 이번 기회에, 넓은 대륙에서 다음 작품구상도 하고 좋잖아? 안 그러냐? 희진

아? 
 나: 어, 국경을 초월한 사랑 얘기 같은 거. 

23)번은 화자가 ‘절대라는 건 없다’라는 주장을 ‘-지 않’ 부정 의문문으로 상대
방에게 확인하면서 표현하였다. 24, 25)예문에서 보인 거처럼 ‘-잖-’은 ‘확인’이
24) <민중국어사전>,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잖-’이 수록되지 않았다. ‘-잖-’을 그저 

‘-지 않-’의 준말 형태로 보고 표제어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한다. 한국어 문법서
나 교재에는 거의 다 독립된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문법>에서 ‘-잖-’을 ‘표현’으로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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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의 요구’보다 자신의 발화를 강조하는 의도가 더 강하다.
‘-지 않-’부정형 외에 ‘-는 거 아니?’ 부정 의문문의 확인 용법도 많이 논의되

었다.

26) 가: 애가 하는 짓이 아주 밉상은 아니야? 
 나: (미소)네, 그렇죠? 

27) 가: 아니, 20대 청춘도 아니시고, 아버지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나: 원래 늦바람이 무서운 거다. 

26,27)에서는 ‘명사+아니야?’, ‘동사+-는 거 아니야?’ 부정형으로 상대방에게 
확인하면서 ‘애가 밉상이다’, ‘아버지는 너무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다. 부정 
의문문이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부정으로 인해 화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사실성을 약화시키고 의문을 통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청자가 하도록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구현정(2008:19)에서는 ‘부정을 통해 명제의 사실성을 유보하면서 서술
문이 청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는 화행임에 비해, 의문문이 청자에게 답을 요구
하는 화행이어서 청자가 무엇인가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생각하도록 끌어들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지금까지 확인 용법을 가지는 의문문 유형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확인형 의
문문에 대해 일반 의문문에 소속시키거나, 수사 의문문의 하위 부류로 보거나, 또
는 일반 의문문, 수사 의문문과 병렬적으로 독립된 유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는 이런 문장 유형의 문자적 의미와 담화 차원에
서의 화용적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데에서 생긴다고 본다. 확인 의문문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 화자가 불완전(참이라고 믿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갖고 상대방
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달라는 것이므로 질문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지 않-’부정 의문문과 ‘-는 거 아니?’ 부정 의문문은 발화에서 동의를 구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완곡하거나 공손하게 제시하거나, 또는 상황과 억양에 따라
서 자신의 발화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의 기능은 단순히 ‘확인 질문’이나 
‘확인 물음’이라고 포섭하기 어렵고 그 기능을 담화 차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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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용어 및 분류 개념 및 의미 기술
장석진(1984) 수사 질문 긍정-부정 양극 간에서 반대 극을 단언함.
남기심·고영근
(1985,1993) 수사 의문문 형식은 의문법이지만 화자의 강력한 진술로 해석

되는 의문법. 
서정수
(1996:404)

수사적 
의문문

형태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 효과로는 강한 서술
적 표현을 드러내는 문장.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의 상반 관계.

이익섭·채완
(2004:244)

수사적 
의문문

형태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긍정, 또
는 부정 단언이다. 긍정 질문이면 강한 부정적, 부
정 질문이면 강한 긍정적 서술 표현.

임홍빈(1998) 수사 의문문 축어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는 반대. 
고영근·구본관
(2008:431) 수사 의문문 형태는 의문문이면서 의미상으로는 의문문이 아닌 

의문문.
<표 Ⅱ-6> 수사 의문문의 개념 및 의미 기능 기술

(3) 수사 의문문에 관하여

수사 의문문의 범주나 유형에 대해서 국어학계에서 아직까지 통일된 결론이 없
다. 수사 의문문의 개념과 의미 기술에 관한 논의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표를 보면 수사 의문문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형식으로는 의문문이지만 강
한 진술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사 의문문의 하위 유형에 대
해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이중에서 박영순(1990/2007)에서의 수사 의문문 개
념은 가장 포괄적이다. 수사 의문문의 의능을 ‘강한 진술’이라고 보는 일반적 견해
에 반해 박영순(1990/2007)에서는 수사의문문을 응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
고 화자의 심적 태도를 드러내는 의사 의문문이라고 본다. 박영순(1990/2007)에
서 논의된 확인형, 의심형, 추측형, 주저형 의문문은 ‘강한 진술’ 기능을 한다는 기
준에 의하면 진정한 수사 의문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이 분류법에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감탄이나 한탄’ 또는 ‘추측, 의
심이나 주저’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의문문은 언어 구조상 변별적인 특징을 찾기 
어렵다. 이들 어휘는 단순히 해당 문장이 발화에서 상황에 따라 드러난 심리적 상
태에 따라 명명된 것인데 이러한 심적 상태를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과
연 타당한지 의심된다. 둘째, 분류 기준이 층위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수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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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위 유형으로 강조형을 들었는데 이는 다른 하위부류의 분류 기준과 층위가 
맞지 않는다. 수사 의문문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강조’라고 할 수 있다. ‘감탄이
나 한탄’도 진술 내용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하면 감탄형이
나 한탄형 의문문도 강조형 의문문 안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다.

또한 서정수(1996:404)에서는 특수 의문문의 하위 유형으로 수사적 질문과 서
술적 질문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양자의 구별은 수사적 질문에서는 문말 어조를 
끊어서 강한 서술적 효과를 드러내는 데에 그치지만 서술적 질문에서는 서술적 효
과를 드러냄과 동시에 질문의 효과도 어느 정도 드러나도록 독특한 여운을 남긴다
고 설명하고 있다25). 하지만 질문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하
는 것은 대화참여자 공동 정보의 양과 화자가 명제 대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달
려 있다고 보고 담화 상황이 갖추어지면 중의성 우려가 없으므로 굳이 구분할 필
요가 없다고 본다.

다음은 수사 의문문에 관련된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다.
먼저, 반복형 의문문을 살펴보면, 메아리 질문 또는 되받음 질문이라고도 하고 

학자에 따라 수사 의문문의 하위 부류로 보거나 수사 의문문과 별개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반복 의문문은 ‘-다고’로 종결된 의문문을 말한다. ‘-다고’ 의문형은 주로 앞서 
상대방이 한 말을 옮겨와 다시 되묻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확인하거나 따져 
물을 때 쓴다. 되묻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상대방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음에도 불구
하고 ‘너의 말이나 생각이 이런 것이냐?’ 라는 뜻으로 놀라거나 빈정거리거나 또는 
부정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한편으로, ‘-다고’와 구조상의 유사성과 의미상의 관련

25) 장석진(1973:118)에서는 서술적 질문(queclarative question), 수사적 질문(rhetorical 
question) 및 보통 질문 의미적 차이에 관해서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을 하였다. 
‘그가 오니?’라는 동일 형식의 의문문을 예로 든다면:
(1) 서술적 질문: 그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말해 다오-나는 그이가 안 올 것으로 안다.
(2) 수사적 질문: 내가 그이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말해 주마- 나는 그이가 안 올 

것으로 안다.
(3) 보통 질문: 그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말해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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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때문에 같이 논의되는 ‘-다면서, -다니’ 종결형도 있다. ‘-다면서, -다니’도 
‘-다고’ 인용형에 의해 축약되어 형성된 융합형 어미이고, 들은 내용을 전술(轉
述)하는 것이다. 이들 용법은 뒤 3.3.2절 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에 감탄 의문문을 살펴보겠다.26) 감탄의문문은 의문문의 형식을 빌려 놀라
움이나 찬탄 따위의 강한 느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감탄 의문문도 수사 의문문과 
별개의 의문문 유형인지 아니면 수사 의문문의 하위 부류인지에 대한 관점이 학자
마다 다르다. 연구자는 감탄 의문문을 하나의 독립되는 의문문 유형으로 설정하는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 이유는 감탄이라는 심적 상태를 의문문 형식으로 
실현할 때 기타 유형의 의문문과 구조상의 변별적인 특징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
다. 다음 예문을 보자.

28) ㄱ. 인수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ㄴ. 저 꽃이 참 아름답지?

위 예문의 감탄적 의미는 부사 ‘얼마나, 참’ 및 종결형 ‘-ㄹ까’, ‘-지’로 같이 실
현된 것이다. 종결 유형을 보면 ‘-ㄹ까’는 추측 의문문이고 ‘-지’는 확인 의문문으
로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다고, -다니’과 같은 종결형도 상황에 따라서 감
탄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유형도 감탄 의문문에 넣어야 되는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감탄 의문문으로 설정했을 때 그 변별적 구조적 실현 양상을 
범주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이 감탄적 의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나 독립된 의문문 유형으로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감탄은 보
통 명제 내용에 대해 강한 긍정을 함축하므로 해당 문장 유형이 수사 의문문의 범
주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은 기존 특수 의문문의 틀에서 논의되고 쟁점이 많은 추측 의문문, 확인 의
문문, 수사 의문문에 관련된 문장 유형을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학자마다 의문문 분류 기준이 다르고 각 부류의 하위 유형도 많이 다르다. 
의문문을 분류하는 데 의문문 의미 자질 중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시하는지에 따라

26) 학자에 따라 감탄적 질문(exclamatory question)이나 감탄형 의문문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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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분법이나 3분법으로 나누고 학자마다 견해가 많이 다르다. 동시에 각 개별 의
문문의 범위와 하위 유형 부류도 많이 다르다. 

둘째, 개별 의문 유형의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확인 의문문’
에 해당하는 유형을 일부 학자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한다. ‘확인’이라는 것은 그 
의미적 특징을 고려한 명칭이지만 이에 반해 ‘부가 의문문’이라는 것은 그 형태적 
특징을 고려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로는 ‘확인, 추측, 요청/명령’ 의문
문이라는 것은 그 의미적 특징으로 명명한 것이지만 ‘반복 의문문’은 그 형태적 특
징으로 명명한 것이다. 

셋째, 각 의문문 유형 간에 서로 경계선이 분명한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에 있다. 각 의문문 유형 간에 중간체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확인 의
문문은  ‘-지’, ‘-(었)지 않-’이나 ‘그렇지, 안 그래?’와 같은 덧붙임 형으로 실현
된 의문문이 많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다고, -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확인 기
능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유형도 ‘확인 의문문’에 넣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다
른 예로는 앞에 살펴본 예문 ‘저 꽃이 참 아름답지요?’와 같은 의문문은 확인 의문
문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감탄 의문문에 넣어야 하는지가 곤란하다. 따라서 의
문문의 의미 기능은 구체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
다.

의문문 의미 기능 분류에 대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고 일치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의문문을 분류하는 데에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 이유는 의문문 의미 기능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문문은 
담화 맥락적 성격이 강해 같은 형식이라도 화자의 발화 의도와 상황이 다르면 다
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의문문 형식과 의미가 일대일로 고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다루는 데에 문장 의미(sentence meaning)
와 발화 의미(utterance meaning)를 구별해야 한다. 문장 의미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의 실현과는 무관한 문장에 속하는 의미의 양상들을 가리키고 발화 의미
(utterance meaning, 또는 speaker meaning)는 화자가 발화를 함으로써 전달하고
자 의도하는 것으로 발화 의도 및 맥락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의 담화 맥락적 성격을 감안하여 의문의 의미 기능
을 담화 차원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의문문이 발화에서 수행하는 화행과 연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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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것이다.

3. 의문문의 간접화행

3.1.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관한 기존의 논의

문장 종결형과 문장이 수행되는 화행 사이에는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27) 
이준희(1999)는 문장의 문법적 표지와 화행의 대응성에 따라 문장 유형의 
직·간접화행을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직접화행은 문법적 범주 표지로써 
드러나는 발화 행위의 수행으로서 질문문은 질문 화행을, 명령문은 명령 화행을, 
평서문은 서술 화행을, 청유문은 청유 화행을 직접으로 수행하며 그 해석이 상황 
맥락에 좌우되지 않는 화행을 말한다. 반면에 간접화행은 문법적 범주 표지에 
의한 발화 수반 행위의 해석적 화행(=직접화행)이 다른 문범 범주의 해석 
화행으로 이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중에서 의문문이 수행하는 간접화행은 간접 
진술, 간접 명령, 간접 청유로 설명하였다.

이필영(2003:366)은 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발화 수반 행위가 주로 종결어미의 
형태에 따라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간접화행의 경우로 보고, 간접화행 
해석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는 모쉬(Motsch, 1978)의 견해를 따라 
발화의 구조를 (ㄱ) 명제 내용, (ㄴ) 명제에 대한 태도, (ㄷ) 통보적 특징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이 간접화행 해석에 작용하는 양상을 명제 내용이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와 미래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7) 화행 유형의 분류는 서양에서는 수행동사의 기능에 의해 분류하기 시작하였다. 영어에서
의 수행동사 기준으로 화행 유형을 책정하는 것은 한국어에 적용하는 데의 한계성을 감안
하여 한국어에서 문장 종결형 기능에 의해 화행을 분류시키는 주장이 있었다. 문장 종결
형 기능에 의한 화행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자 화행 유형
이성영(1994) 지시화행, 진술화행, 질문화행, 언약화행
이준희(1999) 진술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질문화행
이준희(2005) 언약행위, 지시행위, 진술행위, 정표행위
이필영(2003) 진술화행,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
정종수·이필영(2005) 진술화행,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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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 
간접화행29) 하위 부류 부연설명과 유형

서
술
법

적극적 
진술

부정 목적 가.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대한 부정.
나. 담화장 내용에 대한 부정.

전달 목적 설명: 화자 발화 강조.  ‘-잖-’으로 실현.
소극적 
진술

의향 표현 설명: 화자 의지 표현. -(으)ㄹ까, 주어 1인칭, 
의심과 추측 설명: 가정 비중립적, 가능성으로서의 추정.

     종결법
명제내용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일반 

의문문
부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사태 [질문] [진술] [진술] [진술]
미래 행동 [명령/청유] [명령/청유]

[진술]
[명령/청유]
[진술] [명령] [진술] [진술]

<표 Ⅱ-7> 간접화행 해석의 일반적인 특성(이필영, 2003:336)

이필영(2003)에 따르면 한국어에는 문장의 명제 내용이 사태일 경우 의문문이 
[진술]로 해석되는 것이 기능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명제 내용이 미래 행동일 
경우에는 명령·청유 등 행동적 화행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한국어 문장 유형 중 간접화행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준희, 1999:11). 의문문의 간접화행 실현 양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박종갑(1987), 이창덕(1992), 김미숙(1998)을 참조할 수 있다. 

(1) 박종갑(1987)에서 논의된 의문문 간접화행 유형28)

박종갑(1987)에서는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주의 환기’, ‘발화력 강화’, ‘발화력 
약화’로 설명하였다. 그 구체적인 간접화행 기능을 크게 서술법 및 명령법으로 나
누고 서술법을 구체적으로 적극적 진술, 소극적 진술, 적극적 명령, 소극적 명령으
로 나누어 각각 언어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편의상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표11>은 박종갑(1987:123-124)표를 참조하여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29) 박종갑(1987)에서는 ‘간접화행’이라는 용어 대신 ‘간접 언어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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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30) ‘-(으)ㄹ까’로 실현

명
령
법

적극적 명
령: 명령

설명: 행동 금지이나 새로운 행동 수행 촉구. 유형: 
ㄱ) 이유 추궁: 왜-?
ㄴ) 시간이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한 따짐: 어떻게, 어찌-? 등
ㄷ) 의지에 대한 물음: ‘-(으)ㄹ래’ 

소극적 명
령: 요청

가. 능력에 관한 물음: ‘-(을)수 있-?’
나. 의지에 관한 물음: ‘-(으)ㄹ래?, -겠니?’

<표 Ⅱ-8> 박종갑(1987) 의문문 간접화행 유형 및 실현 양상

이중에서 적극적 진술은 부정 목적의 적극적 진술, 강조 목적의 적극적 진술로 
세분하고, 소극적 진술은 ㄱ)와 같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과 ㄴ)과 같은 추
측, 의심 표현 두 가지로 세분하였다.

29) ㄱ. 심심한데 (나는) 목욕이나 할까?
ㄴ. 철수가 학교에 갔을까?

명령법에 지시의 강제성 정도에 따라 적극적 명령과 소극적 명령으로 나누고 이
중에 소극적 명령은 요청에 해당하고 주로 ‘능력’을 묻는 ‘-(을)수 있-?’와 ‘의지’
를 묻는 ‘-(으)ㄹ래?, -겠니?’로 실현되는 유형을 살펴보았고 적극적 명령에 ‘이
유, 시간이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한 추궁이나 따짐’을 드러내는 ‘왜/언제/어디/어찌’ 
등 의문사에 의해 실현하는 것과 ‘의지’를 묻는 ‘-ㄹ래?’에 의해 실현한 유형을 살
펴보았다.

(2) 이창덕(1992)에서 논의된 의문문 간접화행 유형

이창덕(1992)에서는 순수 질문의 적절성 조건31)을 기준으로 이런 조건이 갖추
30) 화자의 인식양상에 대한 표현 기능에 의해, 화자의 그러한 진술이 확실한 것이 아닌 하

나의 가능성으로서의 추정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31) 이창덕(1992:87)에서 제시된 ‘순수 질문’의 적절성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의문문의 순수성:
  ㄱ) 화자가 질문의 해답을 모른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모르거나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야 한다.
  ㄴ) 화자는 자기의 모르는 부분을 진심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2) 질문의 진지성: 화자는 청자로부터 언어적 응답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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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상황에서 발화되어 대답을 요구하는 ‘순수 질문’과 사용상의 적절성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화되어 함축적으로 진술, 명령, 청유의 기능을 수행하
는 ‘담화 책략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의 언어적 형식 사용 기능

➀질문 문말 억양
➁질문 종결 어미
➂질문 서술어

-(준수)→
질문의 적절성 조건

순수 질문(의문 진술, 대답 요구)

-(위반)→
담화 책략 질문(비 대답 요구)
➀간접 진술,  ➁간접 명령
➂간접 청유

<표 Ⅱ-9> 이창덕(1992) 의문문의 의미 기능

이중에서 순수 질문은 또다시 ‘화자의 초점(응답의 선택 폭)’, ‘요구하는 응답의 
내용 특성’, ‘설정 상대’와 ‘사용 언어 형식’에 따라 세분하였다.32) 순수 질문 중 
다음과 같은 유형이 주목된다.

30) ㄱ. 그 사람 내일 같이 갈까? (미정정보/추정판단 요구 질문)
 ㄴ. 너 내일 같이 갈래? (미정 정보/청자 의향 제시 요구 질문)
 ㄷ. 그 사람 내일 같이 간다고? (획득 정보 재확인 요구 질문)
 ㄹ. 그 사람 내일 같이 간다며? (획득 정보 재확인 요구 질문)
 ㅁ. 그 사람 내일 같이 간다지? (획득 정보 재확인 요구 질문)
 ㅅ. 그 사람 내일 같아 가지? (화자 판단 재확인 요구 질문)

(3) 청자에 대한 신뢰성:
  ㄱ) 청자의 능력에 대한 믿음: 화자는 청자가 대답할 수 있다고 믿는다.
  ㄴ) 청자의 호의에 대한 믿음: 청자가 자기의 질문에 대답해 줄 거라고 기대하거나 믿는다.
32) 이창덕(1992:94)에서의 순수 의문문 분류는 다음과 같다.
〈1〉질문 초점(응답의 선택 폭)에 따른 분류
     ➀ 가부 판정 요구 질문, ➁ 제한 선택 요구 질문, ➂ 비제한 선택 요구 질문
〈2〉요구 응답의 내용 특성에 따른 분류
     ➀ 확정 정보 요구 질문, ➁　미정 정보 요구 질문, ➂ 획득 정보 재확인 요구 질문
     ➃ 화자 판단 재확인 요구 질문
〈3〉질문 상대 설정에 따른 분류: ➀ 자문, ➁ 질문
〈4〉질문 사용 형식에 따른 분류: ➀ 문말 억양 질문, (2) 종결 어미 질문, ➂ 질문 서술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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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의문문 화자 전제 확실성에 따라
진술 기능 ㄱ)적극적 진술 기능  ㄴ)소극적 진술기능  ㄷ)환기적 진술기능
명령 기능 ㄱ)예비 요청 기능  ㄴ)요청 기능  ㄷ)명령 기능

<표 Ⅱ-10> 김미숙(1998) 부정 의문문의 간접화행

이창덕(1992)에 따르면 ㄱ)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는 ‘-ㄹ까’, ㄴ)에서 의향을 
물어보는 ‘-ㄹ래’, ㄷ~ㅅ)에서 ‘확인’의 의미가 나타나는 ‘-지, -ㄴ다지, -ㄴ다고, 
-ㄴ다며 ’로 실현된 발화가 ‘순수 질문’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다 순수 의문
문에 속한다고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상황중립
적일 때 이들의 탈맥락적 의미33)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발화에서 위와 같은 의문문은 상황에서 다른 담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담화 책략 질문’에는 또다시 간접 진술, 간접 명령, 간접 청유로 나누어서 설명
하였다. 간접 명령과 간접 요청은 예를 통해서만 설명하였고 간접 진술에는 주로 
강한 진술 기능만을 논의하고 그 언어적 실현 양상은 음운론적으로 특수한 어조나 
문말 억양, 형태론적으로 ‘좀, 감히, 설마, 어찌, 차마, 도대체’ 등 양태 부사와의 
공기, 통사론적으로 시인 보조 동사문 형성(예: 바쁘기는 뭐가 바쁘냐?), 의문사에 
주제격 조사 ‘-는’의 결합 가능성(예: 누구는 모르냐?), 서술어와 통사적 걸림 관
계 해소(예: 왜 지난번에 빨간 마후라 노래한 사람이잖아?), 의문 사항과 동일 성
분의 출현 가능성(예: 뭘 밥을 먹니?), 시상의 중화 가능성(예: 어제 내가 학교를 
왜 안 가냐?) 등 면에서 간접 서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3) 김미숙(1998)에서 논의된 부정 의문문의 간접화행

김미숙(1998)은 ‘못, 안, -는 거 아니’ 부정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논의하였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종갑(1987), 이창덕(1992), 김미숙(1998)의 논의는 의문문 간접화행 기능의 
틀을 확립하고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언어 양상과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 의

33) 스톡웰(Stockwell, 1977:145)에 의하면 실체적 의미는 무엇과 누구 등에 대하여 무엇이 
서술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의도적 의미는 그러한 실체를 언급하는 화자의 의도는 무엇
인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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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있다. 하지만 다음 면에서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당 화행을 나타내는 의문문 표현의 유형 및 특징을 밝히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해당 화행을 나타내는 의문문 표현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만 설

명하였고 언급하지 않은 언어 표현이 많았다. 예를 들어 박종갑(1987)에서는 의문
문의 명령(명령·요청) 기능을 ‘능력에 관한 물음’(‘-ㄹ 수 있다’), ‘의지에 관한 물
음’(‘-(으)ㄹ래, -겠니’) 두 가지만 논의하였는데 실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강
현화(2007)에서는 지시 기능을 나타내는 의문문 표현이 총 30가지로 추출되었다
(3장 3.3절 참조). 진술 기능도 예시로만 설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의문문의 실현 양상 및 언어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창덕
(1992)에서는 강한 진술 기능을 나타내는 의문문의 특징을 음운론, 형태론, 통사
론 면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약한 진술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둘째, 언어 표현의 기능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 가지의 언어구조가 여러 가지 간접화행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고, -다면서’, ‘-다고’류 종결형으로 실현하는 의문문에 대해 박종갑(1987)에
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창덕(1992)에서는 이 유형을 ‘순수 질문’의 ‘획득 정보 재
확인 요구 질문’ 부류로 처리되었다. 여기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다. 하나는, 이 ‘-다고’류 종결형으로 실현되는 의문 문장을 의문문으로 보아야 되
는지에 관한 문제고, 다른 하나는, ‘-다고’류 의문형은 담화에서 ‘재확인’ 기능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첫 번제 문제에 관하여 박재현(2005:111)에서 ‘-다
면서’가 기본적으로 화자의 ‘무지’가 아닌 화자의 ‘앎’을 표현하기 때문에 의문문이 
아니라 의사 의문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아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의문문 간접화행의 한가지로 보고자 한다. 두 번째 문제에 관하여 앞 3장 
2.2.3.에선 논의하였듯이 ‘-다고’류는 ‘재확인’기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전
달하는 동시에 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른 예로는 ‘-잖-’의 경우 박종갑(1987)에서는 ‘전달 목적의 적극적 진술’(강
조), 김미숙(1998)에서는 ‘환기적 진술 기능’으로 해석하였는데 실제 발화에서 ‘-
잖-’은 강현화(2009)에 의하면  문두의 담화표지(예: ‘있잖아?’), 청자의 견해에 
대한 확인, 청자에게 동조 구하기, 재확인을 통한 강조, 못마땅함이나 비난 등 다
양한 의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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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의문문의 담화기능을 설명하는 데에 담화 맥락 요소에 대한 언급이 부족
하다. 기존 연구는 주로 문장 측면에서 예시로만 보여준 것이고 간접화행을 나타
내는 의문문의 실제적 사용 양상 및 담화 맥락과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의문문이 나타나는지, 해당 상황에서 왜 의문문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기술이 부족하다. 간접화행은 담화의 정보적 목표 외에도 상호 
인간적 목표를 중시하는 동기가 숨어 있는 상위 화용적 전략에 관한 것이다. 따라
서 간접화행을 살펴보는 데에 화자의 발화 의도 및 사용 맥락을 항상 같이 고려해
야 한다. 

본 연구는 의문문의 담화 기능 교육을 통해 화행 능력 향상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한국어 교육 입장에서는 의문문을 간접화행 기능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들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언어적 특징을 밝히고 한국어 학
습자의 눈높이를 맞추어 유형화시키면 교육적 실용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기존의 의문문 간접화행 기술 방법과 달리 간접화행에 관여하는 화용적 
요소 및 이를 실현하는 언어 표현을 서로 결합시켜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에 맞추
어 본 연구에서의 틀을 정립할 것이다.

3.2.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관여하는 화용적 요소

보루티(Borutti, 1984:445)는 발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발화에 대한 정확
한 표상을 얻기 위해서 화자의 전략과 그가 의도하는 효과, 청자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예상, 말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발화 차
원에서 화자가 알아야 할 화용적 지식은 자신이 의도하는 의미를 주어진 맥락에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언어적 형태를 선택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발화
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적 형태의 의미 선택과 사용 방식이 화용적 지
식으로 작용한다. 언어적 형태의 의미를 정확하게 선택하지 못하면 자신이 의도했
던 바를 잘못 또는 모호하게 전달하게 되며,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사용 방식을 
사용할 경우 의미는 전달했지만 청자에게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등 대화 분위
기에 장애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문문은 담화 맥락적 성격이 강하다. 맥락이란 대화가 진
행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사소통 상황이다. 발화의 ‘맥락’은 두 가지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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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닐 수 있다. 첫째는 상황적 맥락(situational context)으로 이는 발화가 생산되는 
상황을 말한다. 둘째는 언어적 맥락(linguistic context)으로 생산된 발화의 언어적 
환경을 말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맥락은 언어 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결과
적으로 발화 생산에 영향을 준다(Ellis, 1994: 698). 화용론에서 일반적으로 말하
는 상황적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화자와 청자, 공간과 시간이 부여된 장면, 그
리고 발화의 흐름 등을 들을 수 있다. 또한 언어적 맥락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
산되는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형성되고, 화자가 자신의 발화 의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형성된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한상미, 2006:60). 이 절에서는 
간접화행을 수행하는 의문문의 상황적 맥락 및 언어적 맥락을 살펴보겠다. 먼저 
상황적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발화 의도, 화자와 청자, 장면 및 상황을 들 수 
있다. 

(1) 발화 의도

화자는 청자와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의미를 언어화하여 발화할 때, 정보를 주
고받거나,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화자의 감정을 표출한
다. 의문문 간접화행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
인지, 자신의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행동적인 반응을 요구하고자 하
는 것인지, 화자의 감정을 표출하고자 하는지 등 화자의 발화 의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획득하는 의도로 쓰는 순수 의문문을 자세히 논의
하지 않을 것이고 행동적 반응을 요구하는 의도에서 발화된 의문문을 요청 화행과 
명령 화행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전하면서 어떤 심적 태도를 표출
하는 의도에서 발화된 의문문을 진술 기능으로 보고, 화자의 인식 상태와 결합하
여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실성에 따라 편의상 소극적 진술과 적극적 진술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2) 대화 참여자

의사소통 할 때 화자는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 상대와의 친소 관계, 연령, 부담
의 정도 등 요소에 따라 직접적인 발화 행위나 간접적인 발화 행위를 하게 된다.  
간접화행의 사용은 대화참여자들 사이의 상호 인간적 관계를 존중하는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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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상위 언어적 언어 사용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34)(이성범, 2012: 
125-126).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78:74)은 사회적 거리
(social power), 사회적 힘(social power), 부담의 정도(degree of imposition) 등 
사회적 관계가 화용 전략 선택에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요청 
행위를 할 때 화자와 청자 간에 사회적 거리가 있거나, 자신보다 사회 지위가 높
을 때, 또한 부탁의 부담이 클 때 보통 의문문이라는 통사적 완화 장치를 적극적
으로 사용한다. 반면에 이런 경우에 수사 의문문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편
이다. 수사 의문문은 보통 노여움, 무례함, 비꼼과 빈정댐, 해학적인 익살 등 특유
의 감정적 어투(emotional color)를 나타내기 때문에 잘못 쓰면 상대방에게 불손
이나 무례하다는 오해를 받아 의사소통에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의문문은 보통 자신과 관계가 가까운 대상, 사회적 지위가 평등하거나 아래일 때 
많이 사용한다.

(3) 담화의 장면과 상황

담화의 장면과 상황은 발화가 성립되는 큰 배경이다. 하임즈(Hymes, 
1974:51-62)는 하나의 발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소로 ‘setting’과 ‘scene’을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setting’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로 물리적 환
경을 의미하며, ‘scene’은 ‘setting’과 구분되는 것으로 화자의 심리적 배경을 의미
한다(류현미, 1998:36에서 재인용). 하나의 발화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려
면 물리적·심리적 배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배경
을 ‘장면’이라고 하고 심리적 배경을 ‘상황’이라고 하여 설명할 것이다.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사용하는 데 담화 장면으로 ‘어디’서 ‘누구’와 대화하는 것
인지가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의문문의 간접화행은 담화 맥락에서 공손과 발
화력 강화 기능을 하므로 발화가 발생하는 장소가 공적인지 사적인지, 상대방이 

34) 상위 화용적 지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간접화행은 그것이 함축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화자가 보다 유표적인(marked)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청
자에게 자신이 그 말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의 선택에 유의하고 있음을 상위 화용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담화의 정보적 목표 외에도 상호 인간적 목표를 중시하는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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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 장면에서는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정중성과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해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적 장면에서 명령할 경우에도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명령문 대신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어 주시겠습니까?’, ‘-
ㄹ래(요)?’와 같은 권유형으로 바꿔 쓰기도 한다.35) 반면에 ‘-지 못해?’와 같은 
부정 의문문 형태로 발화되는 명령 발화는 보통 집과 같은 사적 공간, 발화자가 
권위가 있거나 발화 참여자 관계가 가까울 때에만 사용된다.

상황은 발화가 성립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인 관행, 담화 참여자 
등이 화자의 인식 상에 위치할 때 그것은 발화가 성립하고 해석되는 데 작용하는 
심리적 장면이 된다. 이한민(2009:28)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장면을 크게 ‘일반 상
황’과 ‘갈등 상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갈등 상황에서 의문문 간접화행이 가장 많
이 발화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부정적인 의도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즉 발화 참여자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의문문을 사용하면, 화
자의 생각이나 상대에 대한 비난 등을 다른 어휘의 추가적인 사용 없이도, 평서문
의 형식을 사용했을 때보다 강한 어조로 전달할 수 있다. 진술 화행을 의문문 형
식으로 수행한다면, 칭찬이나 감탄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의 발화에는 긍정적인 느
낌을 더해주고, 비난이나 불만의 부정적인 의미의 발화에는 부정적인 느낌을 더해 
줄 수 있다. 

3.3. 의문문의 간접화행의 언어적 실현 양상

앞 절에서는 의문문 간접화행의 상황적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화용적 요소
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 맥락에서 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어떤 표현으
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선행 연구를 참조하고 드라마 대본 내용 및 한국어 교재
에서 추출된 내용을 중심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의문문 간접화행 교육
에 다룰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앞에서 살펴본 화자 발화 의도에 따라 의문
문의 간접화행을 요청·명령 기능과 소극적·적극적 진술 기능을 나누고 각 기능을 

35) 이익섭·임홍빈(1983:233)에 따르면 명령 화행을 수행할 때 ‘-십시오’는 ‘-시지요’로 대
치되는 수가 있다. 명령은 아무리 정중하게 말하여도 일단 명령이므로 이를 권유로 바꾸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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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는 언어적 표현을 살펴보겠다.

3.3.1. 의문문의 요청·명령 기능

의문문의 요청·명령 기능에 관련하여 지금까지 지시화행의 틀에서 많이 논의되
었다. 요청이나 명령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실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명령문이나 청유문보다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
금까지 지시 화행의 공손성과 간접성 연구와 같이 많이 논의되었다. 기존의 지시
화행36) 관련 연구는 크게 전략 및 유형에 대한 연구, 해당 화행에 나타나는 표현
에 관한 연구, 즉 화행 유형과 언어 표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먼저 지시화행의 하위 유형을 살펴보겠다.

김미령(2006)에서는 화자의 발화 의도 및 청자의 응답에 의해 화행을 유형화하
고 이중에서 청자에게 행동 수행을 요구하는 부분을 지시화행이라 하고 다음과 같
이 유형화하였다. 

행위

[+친교]

[-친교]/[+부담]

[-부담]/[-강제성]-

[+부담]/[-강제성] --[+선택]:권유

[-강제성]/[+선택]: 요청

[+강제성]/[-선택]--

[+선택]:제안
[-선택]:허가

[-위협]:명령
[+위협]:경고

<그림 Ⅱ-5> 김미령(2006) 지시 화행의 유형

36) 지시화행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아직까지 일정한 결론이 없었다. 바흐-하니쉬
(Bach-Harnish)의 지시화행(directives)에는 ‘금지 행위, 요구 행위, 요청 행위, 자문 행
위, 질문 행위, 허기 행위’가 포함시켰다(이준희, 2000: 34에서 재인용). 한편으로 츄이
(Tsui, 1994: 173)는 지시적 화행을 요청 행위 및 지시 행위 두 가지로 나눈 뒤 다시 요
청 화행에 부탁, 초대, 제공, 제의로, 지시 화행에 명령과 권고(제안)로 세분하였다. 그런
데 이들 연구는 주로 영어에 초점에 맞춘 것이고 한국어에 초점을 맞춰서 지시적 화행 전
체를 묶어 세부 유형들을 변별시키는 시도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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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강현화(2007)에서는 지시화행을 [±강제성], [±상하관계], [±화자 도
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였다.

+강제성 +상하관계 +화자도움 ☞ 명령
+청자도움 ☞ 권고

±상하관계 +화자도움 +화자권리 ☞ 요구
-강제성 ±상하관계

+화자도움 ☞ 부탁
+화자도움 함께 행동 ☞ 제안 
+청자도움 ☞ 제의

<표 Ⅱ-11> 강현화(2007) 지시 화행 분류

지금까지 논의된 지시 화행의 하위 유형은 요청, 부탁, 권유, 제의, 제안, 허락 
받기, 요구, 권고, 충고, 경고, 금지, 명령 등이 있다.37) 하지만 각 하위분류의 구
분은 강현화(2007:11)에 의하면 단어의 뜻풀이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변별되는 
담화 상황을 구분해야 보다 명확해진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 시 학습자에게 각 단
어의 뜻풀이를 변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화 상황을 인식시키고 담화 상황과의 상
관성을 고려하여 해당 표현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시사한다.

지시 화행을 실현하는 언어 표현에 관련하여 먼저 장경희(2005:197)에서는 다
양한 사회적 지시 행위를 언어학 관점으로 분류시키는 데에 변별적인 언어 지표 
형식을 지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시 화자의 의도 결정 절차와 
관련하여 지시 행위를 A. 화자 관점 표명의 지시, B. 청자 관점 확인의 지시, C. 
관점 중립의 지시로 유형화하였다38). 이중에서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것은 유형 B. 

37) 국립국어원(201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에서 제시된 요청·명
령 관련 유형은 ‘권유하기, 금지하기, 명령하기, 부탁하기, 요구하기, 요청하기, 제안하기, 
지시하기, 초대하기, 충고하기, 허락 구하기’가 있다.

38) 장경희(2005) 지시 화행 분류 중에 A. 화자 관점 표명의 지시, C. 관점 중립의 지시유
형은 다음과 같다.
<유형 A: 화자 관점 표명의 지시>
(ㄱ) 화자의 지시 의도 표명 방법:-라,- 어, -어요, -세요, -십시오 등
(ㄴ) 화자의 소망 표현 방법: -기를 바란다.
(ㄷ) 화자의 욕구 표명의 방법: -면 한다, -면 싶다.
(ㄹ) 화자의 태도 진술 방법: -는 게 좋겠다, -면 좋겠다, -면 고맙겠다.
<유형 C: 관점 중립의 지시>



- 67 -

요청 
전략 내용 요청 표현
직 접
적

명령문에 의한 요청 -아(어/여) 주십시오/주세요/줘/주라.
수행동사로 요청하기 부탁해/부탁합니다/부탁드립니다/부탁할게.

간 접
적

청자의 허락 구하기
-아(어/여)도 돼(요)/-나요/-ㄹ까요/-겠습니까?
-아(어/여)도 괜찮을까요/괜찮겠습니까?
-(으)면 안 돼/될까/될까요/되나요?

청자의 수행 가능성 
묻기

-(으)ㄹ 수 있을까(요)/있으세요/있으신가요?
-(으)ㄹ 수 있어(요)/있나요/있겠습니까?
-아(어/여) 줄 수 있어(요)/있니/있겠니?
-아(어/여) 주실 수 있으세요/있나요/있을까요?
-아(어/여) 주실 수 있습니까/있으십니까?
-가능하신가요/가능할까요?

화자의 희망 소망 
표형하기

-고 싶어(요)/싶습니다/싶은데요.
-기 바랍니다.
-(으)면 좋겠어요/좋겠습니다.

‘청자 관점 확인의 지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언어 표현은 다음과 같다.

(ㄱ) 수행 의도를 확인하는 방법: ‘-ㄹ래?’, ‘-지 않을래?’, ‘-겠니?’, ‘-지 않
겠니?’ 등

(ㄴ) 수행 여건을 확인하는 방법: ‘-ㄹ 수 없니?’
(ㄷ) 적부 판정 확인 방법: ‘-면 안 되니?’, ‘-면 안 될까?’
(ㄹ) 응대화자의 태도를 확인하는 방법: ‘-ㄴ 게 어떠니?’

지시 행위 중 대표적인 분류로 요청화행의 실현 방법은 이명희(2010:41)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바가 있다. 요청에는 직접적인 요청과 간접적인 요청이 있는데 
의문문으로 실현된 것은 주로 간접적 요청에 관련된다(의문문 관련 표현은 회색 
부분이다).

(ㄱ) 규정 공고 방법: -면 된다, -어도 된다. 
(ㄴ) 책임 환기 방법: -어야 한다.
(ㄷ) 결정 내용 공지 방법: -ㄹ 것, -다, -ㅁ, 명사
(ㄹ) 단서 제공 방법: -다

39) 주로 예비요청 기능을 하는 내용.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부탁할 때 
먼저 ‘저녁 시간이 있으세요?’, ‘바빠요?’처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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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으)면 합니다/싶습니다.

청자의 의도 묻기
-아(어/여) 주겠니/주시겠어요/주시겠습니까?
-아(어/여) 줄래/줄래요/주실래요?
-(으)ㄹ래요?

제안하기 -자
-는 게 어때요?/어떨까요?

화자의 목적·의도 표
명하기

-(으)러 왔습니다.
-(으)려고 합니다/려고요.
-고자 합니다.

주저하기 좀···, 잠깐···, 내 것도···
암시하기 ···가 필요합니다. 등
이유 제시하기 -아(어/여)서요

-아(어/여)서 왔습니다. 등
약속하기 -(으)ㄹ게(요)
정보 요청 질문하기 의문 어미 형39)
기타
<표 Ⅱ-12> 이명희(2010) 직·간접성에 따른 요청 화행을 구현하는 방법

행위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권 위협
명령 + - + + - -
경고 + - + + - +

<표 Ⅱ-13> 김미령(2006: 25) 명령 및 경고 화행의 변별적인 조건

지시화행의 다른 한 부류로 명령 화행은 보통 청자에게 지시 행위를 시키는데 
그 강제성이 부각되어 일컬어지는 용어이다. 발화자는 보통 친교의 목적 없이 청
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청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이도록 하
여 선택권이 없는 경우이다. 김미령(2006:25)에서는 이런 강제성을 갖는 행위를 
위협을 가지는가에 따라 명령이나 경고로 나누었다.

한편으로 명령 행위는 박종갑(1997:101)에 의하면 상대방에 대한 책망이나 힐
난, 위협이나 경고 등 모습으로 실현되는데 그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현재 수행되
고 있는 행동을 금지하라는 것이거나,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즉 명령 
행위는 구체적으로 1)현재 수행 행동에 대한 금지, 2)새로운 행동 수행에 대한 촉
구,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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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화행을 실현하는 언어 형식에 있어서는 먼저, 앞에 논의한 요청 표현이 모
두 가능하다. 왜냐하면 명령 행위는 보통 강한 체면 손상 및 부담을 따르기 때문
에 실제적 담화 상황에서 이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명령을 요청처럼 부드럽게 
발화하기 때문이다. 다만 명령의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강하게 발화하면
서 화자의 분노, 못마땅함 등 심적 태도를 표출할 때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31) 정: 오빠 아무리 이래도 할머니 오시기 전까진 출국 금지야. 
 환: (짜증은 나지만 할머니 보고는 가야지) 아는 소리 계속할래? 

32) 영재: (기가 막히며)...야, 한지은 나와 봐. 빨리, 빨리 안 나와? 
 지은: (문 열고)왜요?

33) 영인: 전 나이도 있는데 좀 봐주시지 않겠어요?
 삼월: 그게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34) 할머니: 지금 뭐 잘했다고 울어? 울긴? 그만 못 그쳐?
 지은: 저도 안 울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나와서....죄송합니다...

35) 만기: (톤 높여서) 얼른 가서 제대로 하고 오지 못하냐?
 주정: (입 삐죽이며) 오빤, 왜 역정은 내고 그러신대요.

31)는 ‘-ㄹ래’어미로 협박을 통해 해당 행동을 못마땅하다고 금지하는 것이며, 
32,33)은 ‘안’, ‘-지 않’40), 34,35)은 ‘못’,‘-지 못해?’ 부정 의문문을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행동을 빨리 수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명령의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키고자 할 때 ‘협박’의미의 ‘-ㄹ래?’, ‘안, 못’ 부정 의문문으로 실현하는 경
우가 있다.

강현화(2007:34)에서는 지시화행 표현을 코퍼스 분석을 토대로 67가지를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 의문문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40) 말뭉치에서 조사한 결과 ‘-지 않-’ 장형 의문문은 보통 부탁에 가까운 부드러운 지시를 
하는 데에 쓰고 강한 명령을 수행하는 데의 예문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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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문형 유형
1 -아/어 주지 않겠나/ 않겠어(요)/않겠습니까? 부탁, 명령
2 -아/어 줄 수 없니/없어(요)/없으세요/없습니까? 부탁, 명령, 요구
3 -지 않겠어(요)/ 않으시겠어요? 제안, 제의
4 -지 않을래(요)? 제안, 제의, 권고
5 -(으)ㄹ 생각 없어(요)/없으세요? 제안, 제의
6 -(으)ㄹ 수 있니/있어(요)/있으십니까? 부탁, 명령, 요구
7 -(으)ㄹ 수 있겠니/있겠어(요)/있으시겠어요? 부탁, 명령, 요구
8 -(으)ㄹ 수 있을까(요)? 부탁, 명령, 요구
9 -(으)ㄹ 수 있지/있겠지/ 있(으시)겠지요? 부탁, 명령, 요구
10 -ㄹ까(요)? 제안
11 -ㄹ래(요)? 제안
12 -(으)면 안 될까(요)/ 되겠어(요)/되겠습니까? 부탁, 요구, 명령
13 -(으)면 좋겠는데 어때(요)/어떤가? 제안, 부탁, 명령, 

요구, 제의, 권고
14 -겠니/겠어(요)/겠습니까? 부탁, 명령, 요구
15 -는 것/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의, 권고
16 -는 게/것이 괜찮지 않아(요)/않을까(요)/않겠습니가? 제의, 권고
17 -는 게/것이 낫지 않아(요)/않을까(요)/않겠습니까? 제의, 권고
18 -는 게/것이 더 좋지 않아(요)/않을까(요)/않겠습니까? 제의, 권고
19 -는 게/것이 어때(요)/ 어떻습니까/어떠니/어떨까(요)? 제의, 권고
20 -아/어 볼까(요)? 제안
21 -아/어 볼래(요)? 제의, 제안
22 -아/어 주시면 안 될까요/되겠어(요)/안 되겠습니까? 부탁, 명령
23 -아/어 주지 않겠나/않으시겠어요? 부탁, 명령
24 -아/어 줄 수 있니/있어(요)/있으세요/있습니까? 부탁, 명령
25 -아/어 줄래/주실래요/주겠니/주겠나/주시겠어(요)/주시겠

습니까? 부탁, 명령, 요구
26 -아/어되 되니/돼(요)/될까(요)/되겠습니까? 부탁
27 -지 그래? 명령, 제의, 권고
28 -지 않겠지요? 부탁
29 -지 않아요? 명령
30 -지 않을래(요)? 제안, 명령

<표 Ⅱ-14> 강현화(2007) 지시화행의 하위 유형 및 표현 문형의 상관성

위 표를 통해서 의문문의 의미 기능은 담화 맥락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의 표현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동시에 하나의 기능은  
다양한 표현으로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의문문의 의미 기능은 요청인지 
부탁인지, 제의인지 제안인지, 부탁인지 명령인지는 언어 표현만 갖고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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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수 있겠니/있겠어(요)/있으시겠어요?
-(으)ㄹ 수 있을까(요)?
-(으)ㄹ 수 있지/있겠지/ 있(으시)겠지요?

⇨ -ㄹ 수 있어?

것이 아니라 꼭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 지위, 친소 관계, 행위의 강제성 및 부담 
정도에 근거하여 담화 맥락 속에서 담화 상황을 결합하여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입장에서는 이들 기능에 대해 의미적 자질을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른 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의문문 형식이 천차만별이지만 이중에서 각 기능을 실현하는 핵심적 언어 
기제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리하며 교육 시 학습자의 기억 부담량이 줄어들고 
자동적이고 창조적인 학습 활동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다음 기준으로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는 것과 본 논문의 말뭉치 자료에서 추출된 요청·명령 
기능을 하는 의문문을 다시 유형화시키고자 한다.

1) 장경희(2005)는 지시 행위를 언어학 관점으로 분류하는 데에 변별적인 언어 
지표 형식을 지니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하여 해당 화행을 실현하는 방법과 언어 실현 유형의 상관성을 
살펴보고 세분화시킨다.

2) 강현화(2007)는 지시 행위를 [강제성] 기준에 따라 크게 [-강제성]의 ‘부탁’, 
‘제안’, ‘제의’와 [+강제성]의 ‘명령’, ‘권고’, ‘요구’로 나눈다. 본 연구에서도 
[강제성]을 일차적 기준으로 삼고 [-강제성] 성격의 지시 행위를 통틀어 
‘요청’으로 하고 [+강제성] 성격의 지시 행위를 통틀어 ‘명령’으로 명명한다. 그 
다음으로 해당 화행을 실현하는 데의 변별적 언어 실현 유형에 의해 
세분시킨다. 

3) 해당 화행을 실현하는 핵심적 언어 장치를 살펴보고 부차적 언어 요소를 간략화 
시켜 기본형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강현화(2007)에서 ‘수행 가능성’으로 
실현하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ㄹ 
수 있-’를 핵심적인 언어 장치로 보고 화계나 상황에 따른 종결형은 부차적 
언어 요소로 처리하고 ‘해체’ 기본형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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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까:「어미」(‘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어)

4) 앞에 제시된 선행 연구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본고 말뭉치에서 추출된 
의문문 유형을 추가·보완한다.

이상의 기준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요청·명령 기능
을 실현하는 의문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요
청

청자의 의도 묻기 -ㄹ래?/-지 않을래?/-겠어?/-지 않겠어?
청자의 허락 구하기 -어도 돼?/-어도 괜찮아?/-면 안 돼?
청자의 수행 가능성 묻기 -ㄹ 수 있어?/-ㄹ 수 없어?
제의나 제안하기 -ㄹ까?/-는 게 어때?/-지 그래?

명
령

예비 요청 의문 어미 형41)
행동 금지 -ㄹ래?
행동 촉구 안 V?, V지 않아?, 못 V?, V지 못해?

<표 Ⅱ-15> 요청·명령 화행을 구현하는 의문문 유형

위와 같이 의문문은 주로 어미, 복합 구성, 부정형 등 언어적 장치에 의해 
요청·명령 화행을 수행한다. 이 중에서 국어 학계에서 논쟁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보완 설명하겠다.

(1) ‘의도 묻기’의  ‘-ㄹ까?, -ㄹ래?, -겠-?’에 관하여

‘-ㄹ까’는 의문문에서만 나타나는 전형적 의문 의미고 ‘-ㄹ래’는 평서문과 
의문문에 두루 사용 가능한 범용 어미다. ‘-겠-’은 지금까지 논의와 쟁점이 많고 
물론 외국인 학습자도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문법 항목 중의 하나이다. 먼저 
이들에 관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을 보자.

41) 주로 예비요청 기능을 하는 언어 유형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하거나 부
탁할 때 먼저 ‘저녁에 시간이 있으세요?’, ‘바빠요?’처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
비 요청 기능을 하는 의문문은 본고에서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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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정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2」(주로 ‘-ㄹ까 하다’, ‘-ㄹ까 싶다’, ‘-ㄹ까 보다’ 구성으로 쓰여) 현재 정
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자기나 상대편의 의사를 묻는 종결 어미.
-ㄹ래:「어미」(받침 없는 동사 어간이나 ‘ㄹ’ 받침인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의사를 나타내거나 상대편의 의사를 묻
는 데 쓰이는 종결 어미.
-겠-:「어미」(‘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1」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2」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3」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4」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표 Ⅱ-16>『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ㄹ까, -ㄹ래, -겠-’에 대한 해석

여기서 세 가지 어미의 요청·명령 화행을 수행할 때의 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세 가지 어미의 공통점은 ‘의도 묻기’ 의 의미를 갖고 맥락에서 ‘의도 
묻기’를 통해 요청·명령 화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ㄹ까’와 ‘-ㄹ래’의 차이에 대해서 박재연(2006:249)에서는 ‘-ㄹ까’는 
‘화자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도를 묻기’, ‘-ㄹ래’는 ‘청자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도를 묻기’라고 한다. ‘-ㄹ까’는 화자 행위에 대한 청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므로 주어는 1인칭 단·복수만 가능하고 2,3 인칭은 불가능하다42). 반면에 
‘-ㄹ래’는 행위를 청자 지향으로 청자의 의도를 묻는 것이다. 주어는 주어 1인칭 
복수나 2인칭 단·복수이다. 박재연(2006:248)에서의 예문을 인용하고 보이면 
다음과 같다.

36) ㄱ. 너는 여기서 기다릴래? 
 ㄴ. *너는 여기서 기다릴까? 
 ㄷ. 우리가 극장에 갈까?
 ㄹ. 우리가 극장에 갈래?

42) ‘-ㄹ까’는 주어가 3인칭일 때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때 ‘-ㄹ까’는 ‘의도 묻기’의 뜻으로 
해석되지 않고 ‘추측’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ㄹ까’의 ‘추측’ 용법은 후술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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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까’ ‘-ㄹ래’
주어 1인칭 단수와 복수 1인칭 복수와 2인칭 단·복수
의미 (화자 행위에 대해)청자의 의도를 묻기 (청자 행위에 대해)청자의 의도를 묻기

화용

§ 구어에서 많이 쓴다. 
§ 제의나 제안을 나타낸다.
§ 사회적 대응 관계보다 사회적 상하 

관계, 친한 사이 보다 찬하지 않은 
사이에 많이 사용된다.

§ 구어에서 많이 쓴다. 
§ 제의, 제안, 협박을 나타낸다.
§ 사회적 상하 관계보다 대등 관계, 

생소 관계보다 친밀 관계에 많이 
사용된다.

<표 Ⅱ-17>  ‘-ㄹ까’와 ‘-ㄹ래’ ‘의도 묻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ㄹ까’와 ‘-ㄹ래’의 화용적 차이에 대해 허연경(2007)에 의하면 둘이 다 구어
적 성격이 있지만 ‘-ㄹ까’는 사회적 대응 관계보다 사회적 상하 관계, 친한 사이 
보다 친하지 않은 사이에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ㄹ래’는 상하 관계보다 대등 관
계, 생소 관계보다 친밀 관계에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한편으로 앞 예문 32)에서 
보인 것처럼 ‘-ㄹ래’는 ‘협박’이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럼 ‘-ㄹ까’와 ‘-ㄹ래’가 ‘의도 묻기’ 의미로 쓰이는 데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겠-’43)이 요청 기능을 한다는 것은 ‘-겠-’이 가지는 ‘의도 묻기’ 의미 
때문이다. 즉 요청 행위를 하는 데에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것으로써 공손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겠-’에 의해 요청할 때 거의 관례적으로 
‘-시겠습니까/어요?’ 형으로 고정적으로 나와 다음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적이고 정중한 장면에 많이 쓴다. 

37) 직원: 객실 예약이 안 되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지은: 뭐라는 거야? (하다) 체크인 플리즈...(하는데) 

38) 단아: 잠시 저에게 시간 좀 내 주시겠습니까? 
 강석: (굳어지고)

43) ‘-겠-’의 의미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여기서 ‘의도 묻기’ 용법만을 중심으로 살
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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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은 ‘확인해 보세요.’, 38)은 ‘시간 좀 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명령적으로 
들리지만 ‘-어 주시겠어요?’는 더 공손한 태도를 나타낸다.

(2) 요청·명령 수행을 실현하는 부정 의문문에 관하여

성광수(1999:220)에 의하면 긍정 의문과 부정 의문의 차이는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 의문문은 질문 방법의 적극적인 태도에 의한 것이고 부정 
의문문은 소극적인 태도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부정 의문문이 지시 행위를 
수행하는 데에 잘 드러난다. 

39) ㄱ. 너 어학연수 가지 않을래?
 ㄴ. 나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지 않을래?
 ㄷ. 저 지금 사정이 급한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긍정과 부정은 정반대의 존재인데 39ㄱ~ㄷ)의 경우 긍정형으로 바꾸어도 
문장의 뜻은 달라지지는 않는다.

ㄱ′ 너 어학연수 갈래?
ㄴ′ 나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갈래?
ㄷ′ 저 지금 사정이 급한데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위 예문은 모두 긍정형으로 바꾸어도 어학연수를 가라고 제의하는 것, 영화를 
같이 보러가자고 제안하는 것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발화 의도는 달라지지는 
않는다. 부탁이나 제안 행위는 부담이 크건 작건 상대방에게 부담을 가져 올 수 
있어서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s, FTAs)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거절을 당할 때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일종의 공손성 
전략으로 부정 의문문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명령 기능을 나타내는 부정 의문문은 이와 다르다. 다음 예문을 보겠다.

40)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는데 엄마가 늦잠을 자고 있는 아들에게)
  엄마: 학교 갈 시간이 다 됐다. 빨리 일어나.
  아들: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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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짜증내며) a. 빨리 안 일어나? 
                   b. 빨리 일어나지 못해?

40)처럼 선행 발화에서의 명령 수행 상태가 화자가 기대하는 바와 달랐을 때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무시된 것으로 생각하고 명령을 다시 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사용되는 부정 의문문은 청자를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협박하거나 
비난하는 의미가 강하다. 이러한 표현이 강한 협박이나 비난의 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청자가 이러한 일을 하는 능력이 있음을 화자가 가정하는 상황이기 때
문이라고 본다. 부정 의문문을 통해 촉구나 이유 추궁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분노
나 못마땅함 등의 감정적 요소를 함께 표출하기도 한다.

‘안’ 부정과 ‘못’ 부정 의문문 차이는 ‘안’과 ‘못’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
반적으로 말하면 ‘안’은 ‘단순 부정’이나 ‘의도 부정’이고 ‘못’은 ‘능력 부정’으로  
논의되었다(고영근·구본관, 2008:341). 따라서 ‘안’ 부정 의문문은 단순히 행동 불
이행에 대해 따지는 것이고 ‘못’ 부정 의문문은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수행하는 능
력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려 하지 않는 데
에 강한 분노나 못마땅함 등 감정적 요소가 곁들여진다. 따라서 안윤미(2007:16)
에 의하면 ‘안’에 의한 부정의 질문은 특별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드러내지 않으
며, 청자의 의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요청에 가까운 명령이라 하고 반면에 ‘못’은 
보다 강하게 명령의 행위 수행 촉구나 이유 추궁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령의 
질문에는 ‘빨리, 어서’와 같은 행위 수행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와 공기하여 
화자가 청자에 대한 분노나 못마땅함 등의 감정적인 요소가 함께 표출될 수 있다.

정리하면 지시화행에 나타나는 부정 의문문은 의문의 부담완화 기능과 발화력 
강화 기능을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다. 보통 요청하는 데에 부정 의문문은 더 공
손하고 부드럽게 부담 완화 기능을 하지만 명령하는 데에 쓰이는 부정 의문문은 
명령 촉구나 이유 추궁, 분노나 못마땅함 등의 심적 태도가 표출돼서 발화 수반력
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부정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지시 화행은 보다 부
드럽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강력하게 느껴지는지의 문제는 문장 형식만으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연관되는 언어적 맥락과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 담화 시의 상황 등 상황맥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결정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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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의문문의 소극적·적극적 진술 기능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화자의 어
떤 심적 태도를 표출할 때도 사용된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 연구에서는 발화에서 
단언된 명제 내용의 타당성이나 진실성에 대해 화자가 표현한 확신의 정도에 따라 
소극적 진술 기능과 적극적 진술 기능으로 나누어졌다.

소극적 진술 기능은 화자가 명제의 진리치가 참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확신을 가지지 못하여 청자로부터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화자가 명
제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형식이므로 약한 질문
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화자의 가정이 비중립적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정보 요구의 질문 기능과는 다르고, 화자는 자신의 어떤 주장을 전달하고 청자에
게 긍정의 확인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진술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소극적 진술은 대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이거나, 청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화자가 명제 내용을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에도 마치 추정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화자가 해당 명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청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완곡하게 제시하려고 할 때, 자신의 확실한 주장에 대해 약화시켜 
질문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배려와 화자의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공손 표현 
방법(politeness strategies)로서의 화행이다. 

적극적 진술 기능은 화자가 명제의 진리치를 참으로 믿고 그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고 전달하는 기능이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반대, 불평, 비난, 핀잔, 의외, 놀라움, 이의제기, 못마땅함, 강조, 감탄’등 
심적 태도를 표출할 수 있다. 

진술 기능은 강하게 표출되는지 약하게 표출되는지는 화자의 발화 의도와 명제 
내용에 대한 확신성 정도에 관련되고 언어 구조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
다. 같은 문장 형식이라도 상황에 따라 강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고 약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에 의문문으로 진술 기능을 실현하는 데에 언어 장치들을 선
행 연구에서 논의된 것과 말뭉치에서 추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44)

44) ‘-지’ 종결형도 의문문 실현 유형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단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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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ㄹ까’, ‘-겠-’ 의문 종결형이 드러나는 진술 기능

‘-ㄹ까’는 박종갑(1987)에 의하면 주어 1인칭일 때 화자의 불확정적인 의향을 
표현하고, 또는 전제 비중립인 경우에 화자 자신의 의심이나 추측(추정적인 판단 
내용)을 드러낸다(57쪽 예문29) 참조). 이러한 ‘-ㄹ까’ 는 주어진 사태를 화자가 
불확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진술의 
발화 수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해영(1996)에서는 ‘-ㄹ까’가 부담 
완화 기능을 한다고 하고 김홍법(199)에서는 ‘-ㄹ까’가 ‘의문, 시킴, 청유, 강조, 
감탄’의 표현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다음에 말뭉치에서 나온 ‘-ㄹ까’의 예문을 
보자.

41) 영재: 그렇게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지은: 네? 

42) 준혁: 둘이 꽤 다정해 보이던데?
 달수: 다정하긴요. 그런 거 아닌데요. 정말 오해십니다. 
 준혁: 그래? 그런데 왜 내 눈엔 그렇게 다정하게 보였을까?

43) 리에: 저는 조금 전에 본 태평무를 가장 좋아하는데, 리에 씨는 어땠어요?
 영수: 좀 느린 듯하면서도 동작이 크고 우아해서 한복의 곡선미와 잘 어우러

진 느낌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에 걸친 여백의 미랄까?
44) 말순: (화면을 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

떤 사람인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
면.....

 태영: 대체 얼마나 외롭게 산거야?

41)에서 ‘영재’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의도를 부정 의문문에 추측 
의미의 ‘-ㄹ까?’로 자기 발화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불쾌를 완화시키

라마 말뭉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는 의문문에서 279번으로 나오고 평서문에서 
493번으로 나왔다. 즉 ‘-지’는 의문문보다 평서문에서의 출련 빈도가 더 높다. 뿐만 아니
라 ‘-지’의 ‘명령, 요청’ 등 다양한 담화 기능도 의문문에서보다 평서문문에서 더 많이 실
현된다(‘-지’의 담화 기능은 강현화(2009)를 참조). 따라서 본 연구는 ‘-지’를 연구대상
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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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발화한 것이다. 42)은 자신이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
행 발화 내용에 의심 내지는 반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의 발화 내용에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해서 ‘나’는 직접적인 단정적 표현 대신에 의문문을 간접화행의 발화 수반력을 이
용하고 있다. 43)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추정하는 것으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앞 41,42)와 달리 청자에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화자가 자신의 발화 
때문에 부과되는 책임 등 부담을 스스로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44)은 
감탄의 태도를 드러낸다. 이처럼 ‘-ㄹ까’는 발화에서 추측, 의심, 불확신 주장 제
시, 부담 완화나 책임 회피 또는 감탄의 발화 수반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겠-’을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 ‘-겠-’을 ‘-ㄹ까’와 같이 논의하는 
이유는 둘이 다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겠-’의 ‘추측’ 용법에 관련하
여 다음 예문을 보자.

45) 태준: (서류 대충 훑어보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단가 맞출 수 있겠어요? 가
격 경쟁에서 밀리면 쉽지 않을텐데? 

 준혁: 아... 그 점 시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46) 만기: 그럼 1년 뒤에 얘기하자. 철없는 나이도 아니니, 1년도 길다고는 하지 

않겠지?
 석호: 깁니다. 저한테는 한 달도 깁니다.

45)에서는 ‘-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완곡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자신이 
획정된 내용이라도 추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유는 ‘-ㄹ까’와 같이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화자의 불확신한 태도를 표출하려고 
46)처럼 ‘-겠-’을 확인의 ‘-지’와 공기하여 사용될 때가 많다. 

‘-ㄹ까’와 ‘-겠-’의 공통점은 ‘추측/짐작’이라는 의미로 인하여 발화에서 야기되
는 거부감이나 불편함, 불쾌함, 당황스러움 등의 부담을 줄이고 갈등이나 마찰을 
피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ㄹ까’와 ‘-겠-’의 구별은 ‘-ㄹ까’는 상황에 따라
서 진술의 발화 수반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추측’을 나타내는 전형적
인 의문 어미이기 때문에 의견 제시보다는 ‘불확신’ 의견에 대한 ‘추측’의 의미가 
더 강하다. 반대로 ‘-겠-’은 개연성 판단(박재연, 2006:111)이라고 해서 ‘추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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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지만 그 확실성 정도가 비교적 높다. 뿐만 아니라 추후로 논의하겠지만 ‘-
겠-’은 늘 부담 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에서 그 ‘부담 완
화 기능’이 중화되어 오히려 강한 단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3.3.2.2. 부정 의문문의 진술 기능

김미숙(1998)에서는 ‘-지 않-’, ‘-는 게 아니-’부정 의문문의 소극적 진술 기
능을 논의하였다. 

47) ㄱ. 선생님, 혹시 시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ㄴ. 이러다가 차를 놓치지나 않을까요?
 ㄷ. 손님이 찾으시는 건 이거 아니에요?

위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화자가 해당 명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약화시켜 질문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배려와 화자의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공손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진술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암시한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때, 
혹은 자신이 한 주장에 대하여 겸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확신의 
결여나 정보 부족을 드러내기 위해 흔히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표현 ‘-ㄹ까’, 
‘-겠지’와 통합으로 실현되고 또한 믿음의 정보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 ‘혹시, 
행여(나) 만약, 설명‘ 등과 공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 의문문은 늘 소극적 진술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한 ‘-겠-’과 같은 문말 강화 장치를 공기하면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는 발화 수반력을 가진다.

48) 천갑: 실질적인 일은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뒤에서 격
려나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호: 네.
49) 말순: 공무원이 선량한 시민들 잠 방해하면 안 되지 않겠냐?

 진아: 네.

이상 본 바와 같이 부정 의문문은 문장 종결형과 상황에 따라 소극적 진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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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 수도 있고 적극적 진술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본다.

3.2.2.3. ‘-다고’류 의문 종결형의 진술 기능

여기서 논의되는 ‘-다고’류 의문 종결형은 인용 구성 ‘-다고’의 융합에 의해 형
성되고 문법화된 종결형 중 의문문에 나타날 수 있는 융합형 종결어미이다. ‘-다
고’ 종결형을 논의하는 이유는 첫째, ‘-다고’는 그 형태 및 의미 기능의 특이성 때
문에 기존 논의에서 특수 의문문이나 수사 의문문의 한 갈래로 많이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이 점은‘-다고’ 종결형과 형태와 의미상 관련이 있는 ‘-다니, -다면서
(-다며)’도 비슷하다. 둘째, 인용 어미 ‘-다고’와 다른 어미의 결합으로 형성된 
‘-다고’류는 각 부분이 나타난 원래 의미의 합이 아니라 의문문에서 다른 담화 기
능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다고’류의 목
록 중 의문문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다.45)

김홍범(1987): -다면서, -다고, -다니
박재연(2000): -다고, -다면서, -다니, -다나
이종희(2004): -다고, -다나, -다니, -다면서, -다며, -다지
하지선(2006): -다고, -다구, -다면서
손옥현(2009): -다고, -다니, -다면서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다면서, -다고, -다니’를 중심
으로 살펴볼 것이다. 세 종결형의 의미 간에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다고’의 용법을 살펴보겠다.

50) 민혁: 어, 그 일은 대충 마무리 돼서,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갈 거야. 
영재: 한국...다시 들어온다고? (의외, 놀라움)

51) 민혁: 그러려고 했는데, 다음 달 쯤 다시 뉴욕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애.  
혜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왜? 오빠 안 가면 안 돼? (따짐)

52) 석호: 고모? 도와주세요.
주정: 내가 뭘 도와? 내가 조카 도와줄 일이 뭐가 있다구?(반어)

45) 목록은 편의상 ‘-다고’류 융합형 어미의 기본형만 제시한다. 예를 들어 ‘-다고, -라고, 
-자고, -냐고’를 ‘-다고’만, ‘-다면서, -라면서’를 ‘-다면서’만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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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아버님 설득 해주세요, 고모.
53) 지애: 낮게 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달수: 그러니까, 나보고 낮게 날라고?(비꼼)
지애: 날지도 마. 기어.

54) 현옥: 이제 동동이 엄마로 살 수 없는데, 엄마인 척 하면 안 되잖아.
 태영: 그냥 좀 봐주면 안 되는 거냐? 어린 게 불쌍하지도 않냐구?(강조)

55) 승미: 어디든... 지방으로 가든 외국으로 가든, 서울 떠나서 우리끼리 살아. 
백성희: 여태 그 난리를 겪고 겨우 이 꼴로 떠나서 숨어 살자구? (질책)

‘-다고’는 구어에서 ‘-다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행 발화에서 나온 내용이나 
선행 발화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담화 상황에 의해 추정되는 내용을 
다시 되묻는 것이다. 되묻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
해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상대방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음에
도 불구하고 ‘너의 말이나 생각이 이런 것이냐?’ 라는 뜻으로 놀라거나 빈정거리거
나 또는 부정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위 예문 50)은 ‘민혁’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는 
것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재’는 상대방이 한국에 다시 들어온다는 말에 놀라
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51)에서 ‘혜원’은 ‘민혁’이 한국에 있는 
기간을 잘 안다.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됐다’, 
‘너무 짧다’라는 아쉬움이나 따짐 정도의 심적 태도를 드러낸다. 52)에서 발화자는 
‘내가 조카 도와줄 일이 없다’라는 말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53)에서 발화
자는 ‘자세를 낮추라’는 상대방의 말에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비꼼이나 반대의 심
적 태도를 드러낸다. 54)에서는 상대방의 발화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내용이 아니
지만 담화맥락을 통해 추정된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 발화자는 ‘애기가 불쌍하다’라
는 뜻을 강조의 말투로 표현한 것이다. 55)에서 발화자는 선행 발화에 대해 못마
땅하게 생각하고 질책이나 반대의 심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
다고’ 의문형은 상황에 따라서 확인 물음이나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의외나 놀라
움, 따짐이나 비꼼, 강조나 질의, 부정이나 반대 등 강한 심적 태도를 표출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다면서’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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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동욱: 이영재 말이야? 집이 좀 산다며? 병원 집 아들이라면서? (확인) 
 지은: 뭐? 

57) 영재: 너, 형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며? (따짐, 비꼼)
 지은: 그래도 오늘 저녁에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요? 

58) 영재: 안 기다리고 그냥 갔다며? (따짐, 비꼼)
 지은: 그래, 갔다, 갔는데...기분이 나쁘잖아. 왜 사람을 똥개 훈련시키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우습냐? 

‘-다면서’는 구어에서 ‘-다며’로 생략하기도 한다. 56)에서 화자는 다른 데에서 
들었던 내용을 청자에게 전언하는 것이다. 57)에서 ‘영재’는 ‘형을 집으로 초대하
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런 갑작스런 제안에 대해 ‘지은’은 불쾌를 보이자 ‘영재’는 
전에 ‘지은’이 한 말을 다시 옮겨 말하면서 따짐이나 비꼼의 심적 태도를 드러낸
다. 마찬가지로 58)도 발화 상대방이 전에 한 말은 현실 행동과 달라서 화자가 상
대방에게 따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면서’는 첫째, 화자가 전에 발화 상대방에게
나 제3자에게서 들은 내용을 발화 상대방에게 다시 확인하고자 물을 때 쓰는 것이
고, 둘째, 상대방의 발화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따짐, 비꼼 등 심적 상태를 드러
낼 때 쓰는 것이다.

‘-다면서’와 ‘-다고’의 차이점은 우선 전언(轉言) 정보의 출처가 다르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고’는 주로 대화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을 즉시 반복하여 되묻는 것
이지만 ‘-다면서’가 전언하는 정보의 출처는 보통 제3자에게 들은 내용, 또는 상
대방에게 전에 말한 내용이다. 둘의 담화 기능에 있어서 ‘-다고’는 상대방의 발화
에 확인 외에 이외나 놀라움, 따짐이나 비꼼, 강조나 질의, 부정이나 반대 등 심적 
태도를 드러내지만 ‘-다면서’는 주로 다른 데서 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거처럼 전
달하거나 또는 발화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이 현실과 다를 때 따짐이나 비꼼 등 
심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어서 ‘-다니’의 예문을 보자.

59) 백성희: (보다가 떨리는 손 움켜쥐며) 걔들... 지금 여기 없어. 
 고평중: (놀라)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60) 은성: 그 사람은... 좀 애매하고 복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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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세: 복잡하다니? 
61) 수영: 은행장 결재 단계에서 보류 결정이 났답니다.

 석호: 보류라니? 

‘-다니’는 다른 사람이 발화 상대방에게 한 말을 물어볼 때도 쓰지만 발화에서 
주로 예문 59~61)에서 본 것처럼 상대방의 말에 의외나 놀라움, 또는 감탄 등 심
적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고’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리지 않았거나 이해하
지 못했을 경우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니’는 확인의 의미가 약하
고 주로 의외, 놀라움이나 감탄 등 강한 심적 태도를 드러낼 때 사용된다.

이상으로 ‘-다고’류 의문 종결형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고,-다면서’는 확인 
용법을 하는 동시에 강조, 의외, 놀라움, 부정 등 심적 태도를 나고, ‘-다니’는 확
인 의미가 약하고 주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의도에서 발화된다. 

3.2.2.4. 수사 의문문의 진술 기능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사 의문문은 보통 형식으로는 의문문이지만 강한 진술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문이다. 진술 기능을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은 상황 의존형과 
상황 독립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상황 의존형이란 문장 전체, 혹은 문장의 구성 
요소로부터 수사적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없는 경우로,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의해 수사적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다. 즉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문장 
구조로 보면 일반 의문문과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뭘 봐?’, 
‘웃겨?’와 같이 맥락에서 ‘보긴 뭘 봐, 볼 게 없다.’, ‘뭐가 웃겨?’라는 반어의 뜻을 
나타내지만 맥락이 없으면 일반 의문문과 구조상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상황 
독립형은 수사적임을 보여주는 언어적 요소가 문장에 표시되어 있는 의문문이다. 
수사 의문문의 이러한 언어적 특징은 본 연구에서는 다음 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1) 수사 의문문과 의문사의 통합 실현 양상

수사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사의 기능에 대해 김선희(2003:119)에서는 담화 상
에서 선행 발화에 대한 불만, 반발, 거부, 못마땅함 등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
낸다고 하여 양태 표현의 기능을 갖는 양태 범주라고 본다. 이창덕(1992:15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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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는 화자가 이미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의도적
으로 사용함으로써 담화상에서 일어나거나 전제된 사건, 사실, 상대방의 태도 등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는 김미숙(1999:63)에서는 
‘질문이 간접적 발화 수반력을 나타내기 위해 쓰는 추론 유발 장치’라고 본다. 다
음 예문을 보자.

62) 이렇게 커? 조각이 아니라 무슨 청동 건축 같지 않아?
63) 가: 정말 큰일이네요. 화사에서는 늦게 온다고 야단들일 텐데요.

 나: 어디 우리뿐이겠어요?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늦을 겁니다.
64) 그렇게 시끄러워서야 어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어요?
65) 피곤하기는 뭐가(*무엇이)  피곤해?
66) 돈이 있으면 뭘(*무엇을) 하고 출세하면 뭘(*무엇을) 해요?
67)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위 예문을 통해 수사 의문문에 쓰이는 의문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먼저, 62-64)처럼 의문사가 포함된 수사 의문문에서는 의문사가 생략해도 문장
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문사가 붙이면 화자의 ‘질의’와 ‘못마땅함’ 등 
심적 태도를 나타내어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째, 수사 의문문에서 나온 의문사는 형태적 제약이 많다. 예를 들면 65)에서
는 ‘뭐가’가 자연스럽지만 ‘무엇이’가 어색하다. 66)에서 ‘뭘’이 자연스럽지만 ‘무엇
을’이 어색하다. 의문사는 화자의 양태 표현에 관여하기 때문에 설명 의문문에서 
쓰이는 독립된 형태의 의문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화석화된 관용적 표현이므로 
형태에 제약이 많다.

셋째, 기본 의미와 불일치 할 때가 많고 결합이 화석화된 경향이 있다. 67)의 
경우 ‘무슨’는 무정성 명사와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문에서 인성 명사와 결
합되었다. 63)에서는 ‘어디’는 보통 장소를 가리키는데 예문에서 인성 명사를 수식
한다. 

정리하면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는 질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상에
서 불만, 반발, 거부, 못마땅함 등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출함으로 양태 표현의 
기능을 갖는다. 형태로는 고정적으로 관용적 어휘구 표현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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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관용적 어휘구 표현은 수효가 많고 실제 발화에서 형태 변화가 상당히 
복잡하다. 김영란(2004)에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제시된 의문사 어휘구는 
100여개가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어휘구는 대학 단계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전
부 가져다 교육시키는 것이 한계성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후 
교재에서 제시된 수사 의문문 관련 의문사 어휘구를 정리하고 교육 내용으로 삼을 
것이다.

(2) 수사 의문문과 양태 부사의 통합 실현 양상.

68) ㄱ.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에게까지 그런 부탁을 했겠어? 
 ㄴ. 하필 오늘같이 더운 날 대청소를 할 게 뭐야? 
 ㄷ.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 어찌 합격할 자신이 있겠니?

수사 의문문은 흔히 양태 부사와 통합으로 실현된다. 양태부사는 서법 형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정한 서법 형태와 공기한다. 이중에서 수사 의문문에서 많
이 나타난 양태 부사는 ‘설마, 오죽, 하필, 감히, 좀, 어찌, 어떻게 ’등이 있다.  

(3) 수사 의문문의 종결형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수사 의문문은 상황 의존형과 상황 독립형이 있다. 이중
에서 상황 독립형은 수사적임을 보여주는 요소가 문장에 표시되어 있는 의문문이
다. 이러한 의문문의 전형적 종결형은 지금까지 주로 ‘-랴, -겠-’으로 논의되었
다. 이중에서 ‘-랴’는 현대 구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
기로 했다. ‘-겠-’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범주에 속
하는 선어말 어미다. ‘추측과 의도’라는 기본적인 의미 특성으로 인하여 담화상황
에서 공손이나 부담 완화 기능을 한다고 많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겠-’이 수사 
의문문에 나타날 때 공손이나 부담 완화라고 하기 어렵다. 다음 예문을 보자.

69) 정란: 당연히 화가 나지 그럼! 아무리 너그러우신 사모님이라도 화가 안 날 
수 있겠어? 

 봉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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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고운: 남편 잘리고 놀고먹는데 뭘 못 하겠어요? 
 봉순: 사장님 네 부부 요즘 어때? 불화설 있던데. 

71) 여자: 못 될 것도 없지 않겠어?
 강석: (피식 웃는)넌 우리 아버지 몰라.

72) 은성: 할머니! 할머니 이러시면 제가 가서 맘 편히 공부 하겠어요? 
 할머니: 걱정 말고 맘 편히 공부 해.

73) 봉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게 왜 그쪽에 가서 맞았는지 몰라. 
 지애: 그래... 니가 뭐.. (했다가) 사모님이 뭐...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74) 단가: 올라가면 누가 사 먹겠어?
 달수: 아... 그래도 그게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수사 의문문에서는 ‘-겠-’이 전제하는 짐작이나 불확실성이 상쇄되고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명백한 단정이나 확신을 나타낸다. 따라서 명제 내용을 강조
하고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강화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비교적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다.

(4) 수사 의문문 문장 형태와 내면적 의미의 불일치

수사 의문문 중에서 문장의 표면 형태와 내면적 의미가 불일치하는 유형이 상대
한 부분을 차지한다.46) 즉 부정 의문문일 때 강한 긍정적 명제, 긍정 의문문일 때 
강한 부정적 명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위 69~71)은 문장 형태가 부정형 의문
문이만 각각 ‘화가 날 수도 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모든지 할 수 있다.’라
는 긍정적 의미를 표현하고 이에 반하여 72~74)은 문장 형태가 긍정형 의문문이
지만 각각 ‘편히 공부할 수 없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 ‘사 먹을 사람이 없
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명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평서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
고 왜 의문문으로 표현하는가? 이는 언어 형식의 면에서 진술의 화행은 화자가 아
는 명제 내용을 청자에게 단언의 형식으로 전달할 뿐이므로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46)이 유형은 선행 연구에서 반어적 용법(박종갑, 1982:59-61), 반어적 표현(김태엽, 1983: 

24-36), 반어법(한길. 1996, 2005ㄱ, 2005ㄴ)으로 논의되고 수사 의문문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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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없는 화행이다.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화자 
일방의 진술 행위가 아닌 청·화자 상호 간 화행인 질문의 언어 형식을 빌려 화자
가 전제한 내용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진술을 목적으로 발화되는 질문의 간접
화행은 대화자에게 공통의 화제가 되도록 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담화에 협조하
도록 하려는 담화 책략 질문(Discourse strategic question)이라고 볼 수 있다(김
미숙, 1998:62).

이상은 적극적 진술 기능을 하는 수사 의문문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의문문은 위에서 살펴본 통사적 특징뿐만 아니라 실제 발화에서 
문장 유형이 다양하고 음운론적, 형태적 통사적 구조가 공통적으로 작용하여 그 
실현 방법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러한 수사 의문문의 모든 문장 패턴을 추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추출한다고 해도 이 모든 유형을 한국어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사 의문문의 문법 지표로서 
의문사 통합 실현 양상, 양태 부사와의 통합 실현 양상, 발화 수반력을 강화하는 
문말 장치 ‘-겠-’, 문장 형식과 전달 내용의 불일치성 특징을 살펴보고 관련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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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교재명 출판사 권수 약어
서울대학교 한국어 문진미디어 4권 SN
연세대학교 한국어 연세대학교 출판부 6권 YS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5권 EH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중·고급 경희대학교 출판국 6권 KH
북경대학교 한국어 민족출판사 4권 BJ
연변대학교 초·중·고급 한국어 연변대학출판사 6권 YB

<표 Ⅲ-1> 분석 대상이 되는 한국어 교재

Ⅲ.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 현황 및 학습자 사용 양상

본 장에서는 의문문 간접화행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 교재에서 의문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교재에서 의문문 관련 교육 내용을 어
떤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지, 문법 기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된 연습 활동은 어
떤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위주로 양상을 살피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의
문문의 간접화행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의문문 종결표현을 비롯한 
형태적 특징 및 의문문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조사하고 그 다음으로 의문문 
간접화행의 실현 양상을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논할 것이다.

1. 한국어 교재에서의 의문문 간접화행

교재는 넓은 의미에서 교육의 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자료로서 학습자와 교사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므로 교재에 대한 분석은 한국어 의문문 교육의 현황
과 학습자 실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연구에서 분
석 대상으로 삼는 교재는 한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교재 및 중
국 대학교에서 출판된 교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 총 6 가
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각 교재의 ‘문법 및 표현’ 부분 혹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의문문 관련 표
현 문형이 어떤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문법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각 교재 간에 표현 문형 항목 내용 및 제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각각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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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법 및 표현

SN

1-1 N은 무엇입니까?
1-17 확인의 종결어미:N-(이)지요?

⋮
2-25 A/V-지 않아요?
2-26 V-(으)면 어떨까요?

A -(으)ㄹ까? (자문)
⋮

3-29 V-지 못해(요)?(명령)
A/V-다니/N(이)라니?
⋮

4-26 N이/가 오죽하겠어요?
N이/가 (다) 뭐에요?

4-29 A/V-(으)ㄹ 줄 누가[어떻게] 알았겠어요?
⋮

BJ

1-11 의문형 종결어미: -ㅂ니까/-습니까
1-18 종결어미: -ㄴ가요/-는가요/은가요
1-20 종결어미: -ㄹ까요/-을까요

⋮
2-8 관용형: 뭐랄까(*무엇이라고 할까)
2-15 종결어미: -다면서(요), -라면서(요)/이라면서(요)?

⋮
EH 1-11 요청문 : 아/어 주시겠습니까? 

1-13 청유문(-(으)ㄹ까요?) 

고 본문에서 나온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실현 양상, 문법 설명이나 맥락 설명, 과
제 및 연습에서의 학습 활동 등 학습 구체적인 수행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자 한다.

1.1. 교재에서의 의문문 관련 제시 내용 및 형식

현행 한국어 교재는 문법 내용을 주로 문법 항목으로 제시한다. 의문문은 하나
의 문법 범주로서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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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확인 의문문(-지요?)
⋮

2-13 -어/아 드릴까요?  
2-13 권유문(-(으)시겠습니까?  
<표 Ⅲ-2> 서울대, 이화여대, 북경대 교재 의문문 표현 제시 양상 예시

제시 방식을 보면 서울대 교재는 의문문 관련 표현이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
고47) 제시 방식은 해당 표현의 활용 방식과 논항 구조 등 결합 정보가 함께 제시
되는 형태이다. 표현 항목 내용에는 어미, 표현 문형, 문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형태 제시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해당 표현에 대한 문법 설명이 극히 간략
하고 화용 정보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다. 이화여대 교재는 과제 기반 및 의사
소통 교수법을 중시하고 학습한 내용을 적용시키는 수행 능력을 강조하므로 ‘문법 
및 표현 부분’에서 많은 표현 문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나 과제를 통해서 몰입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문형 및 표현’ 부분에
서 의문문 관련 문법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게 제시되어 있는 편이다. 종결어미나 
표현 문형을 위주로 제시하는 다른 교재와 달리 이화여대 교재는 과제기반이므로 
주로 기능 및 사용 중심으로 표현 문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청문: -아/
어 주시겠습니까?’청유문:-(으)ㄹ까요? (1권 14과), 확인 의문문:-지요?(1권 11
과)처럼 의문문의 종류를 표현 문형의 형태로 제시하고 아울러 해당 표현 문형의 
담화 기능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중국에서 출판된 북경대 교재는 
구어와 문어를 균형 있게 다루고자 하며 학습자의 메타언어지식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로 문법 범주에 대해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연변대 교재는 문어가 중심이 된 
교재로 의문문 담화 기능에 관련된 문법 형태를 극히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2. 교재에서의 의문문의 간접화행 관련 문법 항목 제시 양상

간접화행으로서의 의미 기능은 보통 문법 표현의 상황적 의미를 가리킨다. 상황
적 의미는 교재 지면 문제 등의 문제로 문법 항목 설명을 통해 명시적으로 드러나
47)서울대 교재는 1-4권에서 의문문 관련 표현 항목을 총 45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의문문

을 다루는 항목의 수효가 가장 많다. 반면에 이화여대 교재는 총 13항목을 제시함으로써 
가장 수효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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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항목 (권/과)

SN EH YS KH BJ YB

요
청
·
명
령

-ㄹ래 2/19 3/14 2/7 6/5 2/7 5/9
-는 게 어때? - 3/6 - 1/12 - -

-ㄹ 수 있/없다 1/21,24 1/9 1/9 2/23 1/17 1/26
-어도 되다 - - 2/2 - 3/11 -

-어도 괜찮다 2/13 2/14 - - - -
-면 안 되다 - 2/14 2/2 - 2/2 -
-지 그래? 3/22 - 3/7 4/1 - -
-지 못해? 3/29 - - - - -

-ㄹ까 1/13, 23 1/14 1/4, 1/16 1/20 1/27
-겠- 1/11;  

2-14
1/7, 11, 
13; 2/2 1/4, 9 1/17 1/68 -49)

진
술 

-잖- 3/20 2/3 3/7 2/3,3/1 2/4 5/9
-다고 3/15 -  - - - 4/1

-다면서 - - 3/5 4/4 2/15 -
-다니 3/29 - 3/6, 9 3/6 2/9, 14 -

<표 Ⅲ-3> 의문문 간접화행 관련 문법 항목 제시

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2장에서 논의된 의문문 간접화행을 실현하
는 데에 관련된 문법 항목에 대해 교재에서의 제시 양상을 정리하고 다음에 이런 
문법 항목의 의미 기능은 교재 텍스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본다. 각 교
재에서 제시된 관련 문법 항목은 다음과 같다.48)

교재에서 제시된 관련 문법 항목을 검토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교재마다 제시된 문법 항목 간의 차이가 크고, 같은 문법 항목이 제시된 학
습 단계가 교재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다고’ ,‘-다면서’ ,‘-다니’의 종결형에 대
48) 여기서 문법 항목 제시는 교재에서의 제시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청자 수행 

가능성’을 나타내는 ‘-ㄹ 수 있어?/없어?’는 교재에서 의문형으로 따로 제시하자 않았으므
로 여기는 교재에서 나온 형태대로 ‘-ㄹ 수 있다/없다’로 제시한다. 진한 회색 부분의 ‘-
ㄹ까?, -겠-’은 ‘요청·명령’과 ‘진술’ 기능에 모두 다 관련되므로 여기서 진한 회색으로 표
시한다.

49) 연변대 교재는 ‘-겠-’을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3권 15과에서 ‘-겠다며, 겠구
나’ 복합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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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 다[(으)라/자/냐]고요?
N(이)라고요?
시험이 어려웠어요.   
머리가 아파요.  
어제 관악산에 갔어요. 
지금 백화점에 가요. 
불고기를 만듭시다.
뭘 먹을 거에요?
적정 마세요.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어디가 아프다고요? 
-어디에 갔다고요? 
-어디에 간다고요?
-뭘 만들자고요?
-뭘 먹을거냐고요?  
-뭐라고요

-네, 시험이 어려웠다 고요.
-머리가 아프다고요.
-관악산에 갔다고요.
-백화점에 간다고요.
-불고기를 만들자고요. 
-네, 뭘 먹을거냐고요.
-걱정 말라고요.

<표 Ⅲ-4> 서울대 교재에서의 ‘-다고’ 문법 항목 및 설명 제시 방식(3권 15과)

해 서울대 교재는 ‘-다고, -다니’, 연세대, 경희대, 북경대 교재는 ’-다면서, -다
니’, 연변대는 ‘-다고’만 제시하고, 이화여대 교재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문
법 항목이 교재에서 제시된 학습 단계가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ㄹ래’는 대부분 교재는 2권에서나 3권에서 제시되고 연변대 교재는 5
급에서, 경희대 교재는 6급에서 제시되었다.

(2)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겠-’의 경우 ‘-겠
-’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의 실현 양상에 따라 문장 유형에서 주어 제약이 다
른데도 불구하고 교재에서는 이에 따른 차별적 설명이 거의 없다. ‘-ㄹ까’도 마찬
가지다. ‘-ㄹ까’는 ‘의도 묻기’나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추측’을 나타날 때
는 주어 제약이 없지만 ‘의도 묻기’를 통해 제의나 제안할 때는 원칙적으로 1인칭 
단·복수 주어를 취한다. 교재에서는 이러한 주어 제약에 대한 설명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학습자는 ‘-ㄹ까’를 의미가 비슷한 ‘-ㄹ래’와 혼동하는 경향이 있
다. 

(3) 문법 항목 의미에 대한 제시와 설명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다고’의 종결
형에 대해 서울대 교재는 아래와 같이 문법 항목을 제시한 후 예문을 통해서 의미 
기능을 보여주기만 하고 그 외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예문을 보면 
주로 ‘-다고’의 ‘확인 물음’ 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으며 ‘놀라움’이나 ‘따
짐’ 등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예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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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예문은 대부분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표 문법의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쓰임이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구어 종결 표현과 같이 담화 맥
락이 중요한 문법 범주의 경우 제시되는 예문은 담화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
의 방식이 유용하다. 물론 교재 제재와 지면의 한계로 많은 예문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전형적인 쓰임을 중심으로 맥락이 제시된 대화체의 예문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문을 제시하는 경
우를 거의 찾기 어려웠다.

1.3. 교재에서의 의문문의 간접화행 실현 양상

이 절에서는 교재에 드러난 의문문의 간접화행 실현 양상을 요청, 명령, 진술 화
행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적으로 모어 화자들이 요청 화행을 
실현할 때 직접적인 명령문보다 간접적인 요청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재에서는 간접 요청 방법보다 명령문으로 요청을 실현하는 경
우를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교재에서 명령문의 형태로 실현한 
요청은 34회가 나왔지만, ‘청자 의도 묻기’나 ‘제안’의 방식으로 표현된 의문문 형
태의 요청의 경우는 ‘-ㄹ래?’의 경우 2회, ‘-시겠-?’은 1회, ‘수행 가능성 묻기’의 
‘-ㄹ 수 있어?’는 역시 2회밖에 나오지 않았다. ‘허락 구하기’의 ‘-어도 돼?’는 3
회, ‘-면 안 돼?’는 1회가 나왔다. 부정 의문문으로 실현한 것은 ‘-면 안 돼?’만이 
있고 이 역시 1회밖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대 교재는 형태 교육을 중시하는 교재
로서 문법 형태 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의문문을 통한 요청 기능이 
많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출판된 북경대 교재도 마찬가지로 요청 화행을 실현하는 방법을 다양
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명령문으로 실현한 요청은 24회가 나오고 간접적 요
청 방법으로는 ‘청자 의도 묻기’ 8회, ‘청자의 수행 가능성 묻기’ 방법 2회과 ‘청자
의 허락 구하기’ 방법이 각각 3회씩 제시되었다. 연변대 교재는 역시 형태 교육 중
심의 교재로서 화행 교육 내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었다. 이 교재는 대부분 대
화가 아닌 문어 텍스트이어서 의문문의 간접화행이 실현되는 맥락을 거의 제시하
지 못하였다. 

의문문의 명령 화행은 거의 모든 교재에서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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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수사의문문 관련 덩어리 표현 제시 항목
SN ‘-이/가 다 뭐예요? (4권),  ‘-(으)ㄹ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4권)

YS
‘-이/가 다 뭐예요? (4권), -(으)면 뭘 해요?(4권), ‘어디 -뿐인가요?’ (4
권)  ‘-어서야 어디 –겠어요?’(4권), ‘-었으면 –고 얼마나 좋았겠어요?’(4
권), ‘설마 –는 건 아니겠지요?’(4권), ‘-(으)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요?’(6권)

KH
‘-이/가 다 뭐예요? (경희대 4권), ‘-게 어디 있겠어요?’ (4권),  ‘-(으)ㄴ
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4권), ‘-아/어서야 어디 -’(5권), ‘-(으)면 얼
마나 더 –겠어요?’(5권),  ‘어디 -뿐인가요?’ (6권)

BJ 관용형: -(이)랄 게(것이야) 뭐 있(겠)어(요)? 
<표 Ⅲ-5> 교재에서의 수사의문문 관련 덩어리 표현 제시 항목

주제 설정 때문에 전형적인 명령 상황을 제시한 것도 많지 않고 몇 군데 제시됐더
라도 거의 공적 장면에서 발화한 상황이어서 의문문보다 명령문의 형식을 사용하
여 직접적으로 실현한 경우가 더 많다. 의문문의 명령 화행은 흔히 담화 장면에 
갈등 상황이 존재할 때 발생하고 화자의 비난이나 못마땅함 등 부정적인 심적 태
도를 표출하므로 교재에서 보다 적게 다루어지고 있다. 

확신이 없는 주장을 표시하는 ‘-지 않’이나 ‘-는 게 아니’ 등의 부정 의문문은 
대부분 교재에서 제시되기는 했지만 거의 아무런 설명 없이 텍스트 안에 몰입식으
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부정 의문문과 ‘-ㄹ까’의 통합 실현 양상인 ‘-지 
않을까?’, ‘-는 게 아닐까?’도 많이 제시되지 않았다. 

강한 진술 기능을 드러내는 수사 의문문에 대해 교재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이 
덩어리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재마다 제시되는 수사 의문문은 제시된 덩어리의 형태가 많이 다르고 해당 문
법 항목은 교재에서 거의 다 단 한 번씩만 나오고 반복적인 제시가 없었다. 한국
어에 대한 선험적 지식이 없고 언어 사용 환경이 부족한 중국인 학습자에게 이와 
같은 방식의 수사 의문문 교육은 내용이 거의 형태·구조적 학습에 그치고 내재화
되지 못하므로 담화에서의 자동적 사용도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다. 

교재에서의 의문문 간접화행 실현 양상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문장 내의 기본
용법에서 상황을 중심으로 한 화용적 의미로 확대되는 경우는 적은 편이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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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명령, 제안 등과 같이 다양한 화행을 실현하는 예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의문문 간접화행 실현 양상을 제시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담화 상황에 대
한 제시가 부족한 것이다. 의문문은 담화 맥락적 성격이 강한 문법 법주임에도 불
구하고 발화 상황과 연관된 발화 의미나 담화 맥락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제시되
지 않았다. 이화여대 교재에서만 담화에 관련된 상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어 
있었고 기타 교재에는 상황이 제시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제 생활
에서는 맥락 그 자체나 사용의 맥락 속에서 일상적으로 맥락을 경험하게 되지만 
실제 생활에서와 달리 교실에서는 언어가 상호 텍스트와 상황 맥락 모두에서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교실에서의 문법 교육에서도 실제 생활을 고려한 다양한 맥락을 문법 
규칙과 의미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연습 부분에서도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 항목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재에서 제시된 형태들을 
실제 발화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연습 활동은 거의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기
본적인 형태·통사 구조에 대한 기계적인 연습과 더불어 실제 발화와 연결할 수 있
는 의사소통 상황 즉 담화 맥락이 추가된 다양한 연습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재는 매우 중요한 수업 자료이지만 주제 내용이나 지면 관계로 모든 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 환경에서 교재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더 
언어 교수-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재를 구성하는 과정에
서 학습자를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의문문의 경우 간접화행
을 이해하고 내재화하여 전략적으로 사용도록 확장과 심화 학습이 필요하며 이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2. 의문문 실현 형식 및 의미 기능의 이해 양상

2.1. 의문문 종결 표현의 이해 양상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단계로 먼저 의문문 종
결 표현의 이해 양상을 예비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습자에게 의문문에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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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습니까? -어(요)? -니? -나(요)?
-는가(요)? -냐/느냐? -다면서(요)? -잖아(요)?
-다니? –지(요)/죠? -ㄹ까? -ㄹ래?
-겠지(요)? -는다고/라고/자고/냐고(요)? -시겠습니까/어요?

<표 Ⅲ-6> 의문문 종결 표현의 사용 빈도 및 난의도 조사 항목

수 있는 종결 표현들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에 대해 자아 평가를 
하고 이런 종결 표현 중에서 자신이 어렵게 느끼는 것과 어려워하는 이유를 진술
하게 하였다. 제시된 의문문 종결 표현은 다음과 같다.50)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의 의문문 종결 표현의 사용 빈도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1> 학습자 의문문 종결 표현의 사용 빈도 조사 결과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용 빈도가 매우 높아 자주 사용하거나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의문문 종결 표현은 ‘–어(요)?’, ‘-ㄹ까?’, ‘-잖아(요)?’, ‘-지/

50) 설문에서는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의문문의 종결 표현을 가급적 간편한 형식으로 제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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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3.76)이고 보통이나 가끔 사용하는 의문문 종결 표현은 순서대로 ‘-(으)ㅂ/
습니까?’, ‘-니?’, ‘-는다고/라고/자고/냐고(요)?’, ‘-나?’, ‘-ㄹ래?’이다. 아주 가끔 
사용하는 종결 표현은 ‘–겠지(요)?’, ‘-는가?’, ‘-시겠습니까?’, ‘-다면서(요)?’, ‘-
냐/느냐?’, ‘-다니?’이다.

위에서 제시한 의문형 종결 표현 중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종결 표현에 대한 상
대 빈도51)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 학습자 의문문 종결 표현의 난이도 조사 결과
의문문 종결어미는 흔히 화계에 따른 어미 유형 및 기타 ‘-요’ 통합형으로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52) 화계에 따른 어미 중에서 학습자

51) 과제 유형은 제시된 종결 표현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3가지씩을 고르는 것이다.  여
기서의 상대 빈도수는 각 표현의 응답 횟수 대 피험자 수의 비례이다. 즉 1일당 평균 응
답 빈도이다.

해라 하게 하오 합쇼 요-결락형 요-통합형
의문형 어미 -느냐 -는가 -오 -ㅂ니까 -어 -어요

52) 고영근 · 구본관(2008:173)에서의 존비법에 따른 의문문 종결어미 체계를 참조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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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렵게 느껴지는 어미는 ‘-느냐?’(32.6%)와 ‘-는가?’(28.3%)이다. 어려워하는 
이유로는 ‘어떤 상대에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떤 상황에서 사용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이 두 개의 어미는 사용하는 상대가 제한되어 있는 
데다 일상적인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생소하게 느껴지
는 것으로 보인다.

‘-요’ 통합형 종결어미 중에서 보다 어렵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것은 ‘–다
니?’(39.1%), ‘–는다고/라고/자고/냐고(요)?’(34.8%), ‘-ㄹ래?’(30.4%), ‘-다면
서?’(30.4%) 등이다. ‘–다니?’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로는 주로 ‘용법을 잘 모르
겠다.’, ‘사용할 언어 상황을 잘 모르겠다.’ 등을 들고 있었다. ‘–는다고/라고/자고/
냐고(요)?’가 어렵게 느껴진 이유로는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이유 외에 ‘활용형이 
너무 복잡해서 발화 시 빨리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형태적 복잡성의 이유도 있었
다. ‘-ㄹ래?’는 ‘용법과 사용할 상황을 잘 모른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ㄹ까?’와
의 구별을 잘 모른다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다. 

보다 쉽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어미는 ‘-잖아(요)?’와 ‘-지(요)?’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볼 수 있다. 첫째, 이 두 개의 어미는 대부분 교재의 초급 시작 
단계부터 나오고 교재에서 보다 많이 출현하고 있다. 둘째, 형태 활용이 상대적으
로 간단하다. 셋째, 중국어에 이에 대응하는 언어 표현이 있다. ‘-지?’는 중국어의 
확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기조사(語氣助詞) ‘吧’와, ‘-잖-?’은 중국어에서 ‘不
是......(嗎)?’와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활
용하는 편이다.

표현 항목에서 ‘-겠지?’(32.6%)와 ‘-시겠습니까/-시겠어요?’(30.4%)는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실생활에서 사용할 언어 상황이 
구비되지 않는다.”, 둘째, “‘-겠-’의 용법이 혼란스럽다.” 등을 들고 있었다.

의문문의 간접화행 기능을 다룰 때 먼저 의문문의 종결 표현을 비롯한 구조적 
특징을 조사한 것은 학습자의 언어 학습 환경을 고려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목표
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에서 순 외국어로 학습하는 언어 환경
(FLA)에서는 형태·구조적 교육이 전 교육 과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형태·구조적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담화 기능 교육과 유기적으
로 결합해야만 언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담화 기능은 문장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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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문문의 종결 표현 사용에 대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
게 느낀 이유로는 ‘사용할 상황이 부족하다.’가 꼽혔다. 이는 언어 사용을 위해 상
황과 언어 맥락을 많이 제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2.2. 의문문 활용 및 의미 기능의 이해 양상

이 부분에서는 의문문을 일상 발화에서의 적용하는 양상 및 의문문 의미 기능에 
대한 일반적 이해, 의문문의 사용 상황, 의문문에 대한 학습 요구도 등을 살펴볼 
것이다.53) 

먼저 일상 발화에서의 의문문 활용 양상, 의문문 의미 기능에 대한 일반 인식 
및 이해 양상을 표로 살펴보겠다.

<그림 Ⅲ-3> 의문문의 통사구조 및 의미 기능에 대한 인식 양상

먼저 ‘의문문의 종결 표현이 복잡하다. 의문문을 발화할 때 종결 표현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설문에 학습자들은 거의 그렇다고 응답하였다(리커트 점수 
1.82). 학습자가 의문문을 발화할 때 의문 종결형 사용을 어려워한다는 부분은 예
53) 해당 조사 내용은 [부록 Ⅱ] 예비조사 설문Ⅱ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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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사Ⅰ의 의문문 종결 표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특수의문문에서 의문사의 용법이 어렵다.’라는 문항에서도 역시 학습자들은 강

하게 동의를 표시했다(리커트 점수 1.84). 이 점은 예비 조사 Ⅰ-2의 수사 의문
문에서의 의문사 사용 양상을 조사했을 때, 학습자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54) 이는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는 관용
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고 의문사의 기본 의미와 차이가 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의문문의 교육 시에는 어휘구를 활용한 교수 방법
을 고안할 수 있다.

‘의문문의 의미 기능은 담화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에 대해서도 학습자들
은 대부분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리커트 점수 1.74). 즉 학습자들이 의문문의 
의미 기능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화 맥락에서의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학습자들이 ‘보통’ 수준으로 동의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리커트 점수 2.65) 이는 ‘담화 상황에 따라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대답(리커트 점수 3.76)과 
사뭇 다른 결과로 보였다. 즉 학습자들은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사용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해와 사용에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시 충분한 입
력을 토대로 출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의문문의 구체적 의미 기능에 관한 조사 내용이다. 학습자들은 대개 
일상 발화에서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리커트 점수 1.89). 의문문이 수행
하는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

54) 자세한 조사 결과는 3.3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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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의문문의 의미 기능 이해도 조사 결과

조사 내용은 의문문의 대표적인 기능을 8가지, 즉 ‘①질문, ②추측, ③확인, ④요
청, ⑤부탁, ⑥명령, ⑦ 확신이 없는 의견을 진술하기, ⑧반문’으로 제시하고 이 중
에서 의문문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학습
자의 이해도가 높게 나왔음을 볼 수 있다. 다만 ‘확신이 없는 의견을 진술하
기’(69.6%) 및 ‘명령’(78.3%)의 선택률은 조금 낮게 나왔다. 이 두 개 의미 기능
의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의문문 의미 기능에 대해 이해도는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이해와 사용 간에 어
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다음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의문문 의미 
기능 중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기능은 질문과 확인
이고 나머지 의미 기능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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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의문문의 의미 기능 사용 양상 조사 결과
 

따라서 학습자들은 일상 발화에서 의문문 사용에 주로 질문 기능을 많이 사용하
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의미 기능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 의문문의 특정 의미 기능을 사용하는 빈도를 조사하였
다. 편의상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고 설명한다.

<그림 Ⅲ-6> 의문문의 의미 기능 사용 빈도 자아 평가

‘평소에 요청이나 부탁할 때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학습자들은 
비교적 자주 사용한다는(리커트 1.84) 응답을 보였다. 일상 발화에서 ‘-는 거 더 
낫지 않아요?’와 같은 부정 의문문으로 확신이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많이 사
용하는가 하는 문항에 학습자들은 리커트 점수 4.04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
고 응답하였다.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용법을 잘 모른다.’, ‘사용할 언어 환
경이 부족하다.’, ‘수업에서 배우지 않았다.’ 등이 제시되었다. 일상 발화 시 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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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의문문에 관한 학습 요구도 조사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리커트 점수 3.76로 보통이나 적게 사용하는 편으
로 나왔다.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반문의 용법을 잘 모른다.’(60.9%), ‘사용
할 언어 환경이 부족하다.’(52.2%), ‘예의 없이 들린다.’(4.3%) 순으로 나왔다. 이
상으로 학습자 자아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의문문 의미 기능 대한 기본적인 이
해 및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의문문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의문
문 종결 표현에 대한 교재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고(리커트 점수 
2.02), 다양한 의미 기능에 대한 연습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리커트 점수 
3.15) 있었다. 이에 대한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리커트 점수 2).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일상 발화에서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둘째, 그러나 의문문 사용하는 데에 종결 표현 선

택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셋째, 의문문의 의미 기능에 대해 이해도는 

비교적 높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의문문 의미 기능 간의 보편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의문문이 발화 상황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 사용과 인지에는 큰 간격이 있는 것이다. 의문문을 사용하는 데에 어

려움을 겪는 원인으로는 형태적 복잡성 원인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용할 큰 언어 환

경이 부족하고 해당 표현을 사용할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것은 더 큰 원인이 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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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언어 환경에 노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언어 환

경이 부족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문제이기는 하다. 이는 교육 과정에서 더욱더 맥락

을 중시하고 문법 항목 교육을 담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요구한다.

3. 학습자 및 모어 화자의 의문문 간접화행 실현 양상

이 부분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화의 적절성, 공손성과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
해 사용되는 의문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유도 DCT 과제에서 반영된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구체적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연구자는 간접
화행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 및 
모어 화자는 각각 전략적으로 어떤 문장 유형을 사용하였는지, 양 집단의 문형 
선택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화용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분석 시 간
접화행의 전략적 사용, 의사소통 장애를 유발하는 화용적 실패에 더 초점을 맞춘
다. 하지만 문법적 능력은 화행을 실현하는 기반이고 의사소통 능력을 이루는 중
요한 요인이므로 오류 분석도 병행할 것이다. 다만 철자법과 같은 국소적인 형태 
오류에 대해 최대한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되 화용상 부적절성이나 무례함을 유
발할 가능성이 높은 통사적 측면과 화용적 측면의 전체적 오류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55)  

3.1. 요청 기능의 실현 양상

여기서는 앞 2장 3.3.1절에서 논의된 요청 화행 하위 유형 및 관련된 언어 표현

접근법 대표적 연구 오류 분류
내용적
인 접근

Richard(1971) 대분류: 간섭, 언어적, 발달 오류;
재분류: 음성적, 음운적,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오류

Corder(1974)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의,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
형식적
인 접근

Burt(1975) 전체적 오류, 부분적 오류
Dulay, Burt and 
Krashen(1982)

언어학적 범주 유형: 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의 오류, 
표면 전략적 유형: 누락, 첨가, 병형, 어순 도치 등

55) 주요 학자들의 오류 유형에 대한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정희, 2003: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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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따르릉……

나: 네. ＯＯ전자 사업부입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모씨: 장철수 부장님 계십니까?

나: 부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죄송하지만 한 한 시간 후에 다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하다)(Q1)

을 고려하여 크게 [+화자 도움]의 ‘부탁’, ‘허락 받기’; [+청자 도움]의 ‘제의나 제
안’ 세 가지 상황56)을 설정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 세 가지 행위 유형을 
설정한 이유는 주로 이들 행위를 실현하는 데의 필요한 변별적 언어 표현을 고려
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탁의 상황이라면 화자에게 유리하고 청자에게 부담
이 되는 것이므로 간접적 요청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또는 제의나 제안할 
때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종결 어미 ‘-ㄹ까, -ㄹ래’ 나 ‘-는 게 어때?’로 실
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런 행위를 수행할 때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화행적 요소, 즉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담화 장면 
및 상황, 발화 전제 등 요인을 상황 설명에서 힌트를 주는 방법으로 통제한다.

(1) 문항1-2: 부탁하기 

강현화(2007)에 의하면 ‘부탁’은 ‘[-강제성], [±상하관계], [+화자도움]’ 조건
을 만족시켜야 한다. 즉 화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청자에게 요청하는 것
이다. 반대로 말하면 청자는 화자의 요청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이다. 물론 이런 
부담은 장면이나 화·청자의 신분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담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곧 부담을 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청자는 화자의 부탁을 거절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화자는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거절을 당
할 때의 ‘체면 손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보통 적극적으로 간접화행을 활용한다.

문항1의 상황은 회사 사무실에서 부장을 찾는 전화가 왔는데 부장은 지금 자리
에 없어서 상대방에게 이따 다시 전화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공적인 담화이므로 
정중하게 발화해야 하는 장면이다. 

56) 3.3.1 절 70페이지 강현화(2007) 지시화행 분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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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 및 학습자의 응답 분포는 <그림 Ⅲ-8>과 같다.

<그림 Ⅲ-8> 문항1 응답 분포 

이 경우에는 모어 화자는 보통 ‘다시  전화하시겠습니까/겠어요?’라는 말을 관례
어처럼 사용한다(78.9%). 관례어(routines)란 관용적으로 고정된 표현(formulatic 
speech)의 한 유형으로, 굳이 분석하지 않고 통째로 학습되는 단위들이다(엘리스 
Ellis, 1994: 722).57) 이러한 표현은 특정 공동체에서 관습적으로 일정한 상황에 
대응하여 쓰는 표현 형식으로 그 기능에 따라 대화적 관례어와 공손 관례어로 구
분된다. 공손 관례어는 대화적 관례어 중 특히 정중함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
는 표현들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등과 같은 표현이다. ‘다시 전화하시겠습니
까?’도 공손 관례어로 분류될 수 있다.

모어 화자는 ‘이따 다시 전화하시겠습니까/겠어요?’라는 공손 관례어를 사용하여 
답안 분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지만 학습자의 답안 분포는 모어 화자에 비해 분산
적이다. 모어 화자의 사용 빈도수는 ‘-시겠습니까/겠어요?’(78.9%)> 명령형(십시
오/세요)(13.3%) >‘-ㄹ 수 있-?’(4.4%)> ‘평서형(예: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3.3%)’으로 나왔지만 학습자는 ‘명령형(-십시오/
세요)’(54.3%) >‘-시겠습니까/겠어요-?’(12.0%), ‘평서형’(12.0%) > ‘-ㄹ 수 
있-?’(4.3%), ‘-ㄹ래?’(4.3%) >‘-면 안 되-?’(3.3%) > ‘-면 어떻-?’(2.2%)으

57) 이는 ‘고정 표현(formaula, fomulaic speech, 혹은 fomulaic expressions)’, ‘관례적 표현
(conventionalized speech)’, ‘정해진 표현(prefabricated language, 혹은 prefabricated 
speech)’이라고도 한다(한상미, 2004: 108에서 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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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왔다.
모어 화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시겠습니까/-시겠어요?’(78.9%)이고 

이에 반해 중국인 학습자는 ‘전화하십시오/전화하세요.’와 같은 명령형(54.3%)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사후 인터뷰58) 내용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학습자: ‘-십시오/-세요’를 평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시겠습
니까’는 배웠던 것 같긴 한데 많이 안 써요.’...‘-겠-’은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용법은 어렵더라고
요.(CK-SS1)

학습자: (‘-겠-’의 의미는)처음에 미래 시제로 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미
래를 나타낼 때 ‘-겠-’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의지’를 물어볼 
때도 애매하고요. 하여튼 ‘-겠-’은 평소에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시겠습
니까/-시겠어요?’ 평소에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CK-SD2)

연구자: 이 상황에 중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학습자: 중국어로 ‘請稍後再打.’ 하면 되죠.(CK-SS6) 

명령형과 ‘전화하시겠습니까/겠어요?’외에 학습자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소망
을 나타내는 평서형(12.0%)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전화 주시면 감사합니다.
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ㄷ. 전화하시기 부탁드립니다.
ㄹ. 전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ㅁ. 전화하면 됩니다.
ㅂ.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와 같은 평서형 표현은 오류라고 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 상황에서는 관례에
서 좀 어긋난 사용, 즉 화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용적
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용은 의문문 사용에도 나타났다.

58) 중국인 학습자에게 실시한 인터뷰는 중국어 응답이 허용하였다. 학습자 중국어로 응답한 
후 연구자가 전사하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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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배님, 어디 가세요?

선배: 어, 도서관에 좀 가려고.

나: 책 반납하러 가시는 거예요? 혹시···반납할 책 많으세요?

선배: 아니.

나: 그래요? 그럼 제 것(도) 좀 ____________________  (반납하다)(Q2)

ㄱ. 이따 전화하시면 안 됩니까?
ㄴ. 이따 전화하실래요?

‘-면 안 되다’ 발화할 때 보통 ‘안 된다.’라는 부정적 전제를 갖고 발화하는 것
이다. 이 상황은 어려운 부탁이 아니므로 굳이 ‘-면 안 되-?’를 사용할 필요가 없
다. 한편으로 ‘-ㄹ래’는 구어적 성격이 강해서 이와 같은 공적 자리에서 모르는 
사람 상대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전체적 오류율은 7.6%로 나왔습니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전화할게요.
ㄴ. *전화하겠습니다.
ㄷ. *전화하면 될까요?
ㄹ. *전화하시면 되십니까?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ㄱ,ㄴ)은 상황 몰이해로 생긴 오류고 ㄷ,ㄹ)은 ‘-면 안 되다’에 대한 잘못된 사
용이다.

정리해 보면 첫째, ‘-시겠습니까/어요?’는 평소에 사용할 맥락 상황이 갖추어지
지 않은 관계로 학습자는 적게 사용하는 편이다. 둘째, ‘-겠-’의 의미에 대한 이
해 부족으로 일상에서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관례어 사용에는 모국
어 영향을 반영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중국어는 정중한 장면에
서 명령문에 접사 ‘請’을 붙이면 충분히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어 
영향 때문에 학습자는 이 상황에서 존대형 명령문 ‘전화하십시오.’ 나 ‘전화해 주십
시오.’를 많이 사용하였다.

문항2는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책을 반납해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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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 및 학습자 답안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9> 문항2 응답 분포 

사적인 장면이고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부탁하는 상황이므로 모어 화자는 수행 
가능성을 물어보는 ‘-ㄹ 수 있/없-?’(47.8%)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허락을 받는 ‘-면 안 되-?’(22.2%)와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시겠
-?’(12.2%)를 선택했다. 이에 비해 학습자는 ‘-ㄹ 수 있/없-?’(32.6%), ‘명령
형’(21.7%), ‘-면 안 되-?’(16.3%)의 순으로 사용되고 이어서 ‘-어도 되
-?’(5.4%), ‘-시겠-?’(5.4%), ‘-ㄹ래?’(5.4%) 및 희망을 나타내는 평서형
(1.1%) 순으로 나타났다. 

양 집단은 모두 수행 가능성을 물어보는 ‘-ㄹ 수 있/없-?’을 가장 많이 사용하
였다. 중국인 학습자는 요청할 때  ‘-ㄹ 수 있/없-?’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다(이명희: 2010). 이는  ‘-ㄹ 수 있/없-’는 중국어에서도 의
미 기능 및 화용적으로 이와 대응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구조 ‘能+V’가 있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모어 화자와 비교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사용 양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모어 화자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는 명령형을 사용한 빈도가 현저
히 높았다. 둘째, 별로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 위해 사용된 부정 
의문문에 중국인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모어 화자는 ‘-면 
안 되-’(22.2%), ‘-ㄹ 수 없-’(5.6%), ‘-지 않으시겠-’(1.1%)와 같은 부정 의
문문의 총 실현 빈도는 28.9%였다. 이에 비해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을 사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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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불러. 커피 마시고 싶다. 너 커피_____________________  (마시다)

친구: 그래. 가자.(Q3)

은 ‘-면 안 되-’(16.3%)밖에 나오지 않았다.
한편으로 학습자 전체적 오류는 10.9%로 나왔다. 오류 양상은 예를 보면 다음

과 같다.

ㄱ. *반납합니까?
ㄴ. *반납해 도와 주세요.
ㄷ. *반납해 주시면 괜찮아요?
ㄹ. *반납해 주시면 될까요?
ㅁ. *반납하시면 돼요? (√반납해 주셔도 될까요?/ 반납해 주시면 안 될까

요?)

이중에서 ㄱ)은 발화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전체적 오류이고 ㄴ)는 목표 
표현에 불완전 습득으로 인하여 생긴 형태적 오류이다. ㄷ~ㅁ)은 ‘-면 되다/-면 
괜찮다’ 와 ‘-어도 되다/괜찮다’를 혼동해서 범한 오류인데 이 유형의 오류는 다른 
문항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2) 문항3-6: 제의나 제안하기

강현화(2007)에 의하면 ‘제의나 제안’은 ‘[-강제성], [±상하관계], [+화자/청자 
도움]’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이다. 지시행위는 청자에게만 지향하고 청자에게만 
도움이 될 때 ‘제의’가 되고 지시 행위는 화자도 포함시켜 화·청자가 같이 행동할 
때 ‘제안’이 된다.

문항3은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의하는 대화이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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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문항3 응답 분포 

담화에 ‘너’가 들어 있어서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다. 이 상황에서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는 모두 의문형을 선택했다. 하지만 의
문문 종결 표현에 있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모어 화자는 88.9%가 상대
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ㄹ래’를 사용하였지만 학습자의 응답에서 ‘-ㄹ래’로 실현
한 것은 20.7%밖에 나오지 않았다. 모어 화자와 달리 학습자는 59.8%가 ‘커피 마
셔?’와 같이 범용 어미 ‘-어’로 실현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ㄹ래’ 어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학습자에게 사
후 인터뷰를 했다.

학습자: ‘-ㄹ래’는 교재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ㄹ래’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지 몰라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CK-SS1) 

학습자: 한국에 오기 전에 잘 몰랐어요. 한국에 온 다음에야 많이 듣게 되고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CK-SS2) 

모어 화자들이 구어 발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ㄹ래’는 학습자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그 이유는 교육 과정에서의 입력 부족으로 판단된다. 연구자가 인터
뷰를 받는 학습자가 사용하는 연세대 교재(1994) 교재를 확인한 결과 한국인이 
일상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ㄹ래’는 교재 5권에서 나왔다. ‘-ㄹ래’는 사용 빈
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교재에서 아주 뒤늦게 나오는 관계로 학습자는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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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 단나야,  주말에 뭐 해?
단나: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어.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바빴으니까 이번 주말에    
         오래 만에 집에서 푹 쉴까 해서.
유준: 그래? 나랑 같이 영화 보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다)

단나: 미안해서 어떡해 영화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Q4)

학습자는 ‘마셔?’ 외에 ‘마시고 싶어?(8.7%)’, ‘마실 거야?’(6.5%)를 사용하였다. 
이런 응답은 다소 적절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다만 화용상의 적절하지 않은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상황에서 오답
은 4.3%로 나왔다. 모두 다 ‘마실까?’와같이 ‘-ㄹ까’를 잘못 사용하여 범한 오류
다. 

문항4는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제안하는 상황이다. 거절당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고 상황 설명을 해 
두었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화자는 먼저 ‘주말에 뭐 해?’와 같이 예비 요청을 하였다. 상대방이 그동안 너

무 바빠서 집에서 쉽고 싶다고 말한 데 대해 발화자는 어떻게 다시 요청해야 하는
가 하는 발화 상황이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11> 문항4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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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ㄹ래?’(42.2%), ‘-지 않
을래?’(34.4%)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발화하는 상황이므로 ‘-지 않을래?’가 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결과로 부정 의문문보다 긍정형 의문문이 조금 많이 사용되
었다. ‘-지 않을래?’보다 ‘-을래?’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모어 화자는 다음과 같
이 응답하였다.

모어 화자: ‘-지 않을래?’가 조금 더 두려워하는 느낌... ‘-ㄹ래?’가 더 활달
하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인 것 같아요.(KN3)

모어 화자: (남자가 여자한테) 호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적극성을 보
여야 할 상황이라서요...(KN2)

즉 부정 의문문은 어느 정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모어 화자들은 요청할 때 더 적
극성을 보여주고 싶은 경우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긍정형 및 부정형
의 차이점은 학습자는 별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점을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다.

학습자: (상황 설명에) ‘거절을 당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같
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고 싶다’가 왜 강조선이 표시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
어요. 발화할 때 어떻게 달라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난 대로 썼어
요.(CK-SS2)

학습자: ‘-지 않을래’... 음, 좀 어색한 것 같아요.(CK-SS1)

중국인 학습자는 이 상황에서 ‘-ㄹ래?’(20.7%)보다 ‘-ㄹ까?’(43.5%)를 많이 사
용하였다. 학습자는 ‘-ㄹ래’보다 ‘-ㄹ까’를 선호하고 ‘-ㄹ래’와 ‘-을까’를 잘 구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 ‘-ㄹ래’를 배웠어요?
학습자: ‘-ㄹ래’가 교재에서 나왔나? 기억 잘 안 나네요. 드라마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저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저 번에 한국 친구와 같이 
거리 구경했는데 저는 농담으로 어떤 장식품을 가리키면서 ‘이걸 사 줄까?’라고 
했는데 친구가 신나면서 ‘좋아. 좋아’라고 했었지요. 저는 친구보고 사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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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장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커피 한잔  _____________________ (드리다)

사장: 네. 감사합니다.(Q5)

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나 봐요. 그 경우에 ‘사 줄래?’라고 해야 되나
요?(CK-SS6)

‘-ㄹ까’는 보통 교재 초급 단계에 나오고 교재에서의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비해 ‘-ㄹ래’는 많은 교재에서 늦게 출현하고 출현 빈도도 높지 않았
다. 따라서 학습자는 제안할 때 ‘-ㄹ래’보다 ‘-ㄹ까’를 잘 활용하는 편이었다. 

학습자는 ‘-ㄹ까?’, ‘-ㄹ래?’ 외에 ‘-는 게 어때?’(17.4%)도 많이 사용하였고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갈 시간이 있어?/ 갈 생각이 있어?/가도 돼?/ 가면 안 돼?’ 
등 기타 의문형도 사용하였다. 이 상황의 전체적 오류는 3.3%로 나왔으며 형태상 
잘못 사용으로 범한 오류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ㄱ.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기도 될까요? (√ 가도 될까요?)
ㄴ. *                    가게 어때요? (√ 가는 게 어때요?) 
ㄷ. *               가면 어떻게 생각해요?(√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요?/ 가면 어때요?)

‘-ㄹ까’와 ‘-ㄹ래’는 대부분 교재에서 모두 상대방의 의향, 의견을 묻어보는 뜻
으로 해석되지만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ㄹ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화자 지향적’이이고 이와 반대로 ‘-ㄹ래’는 청자 행동
에 대한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청자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제의나 제안할 때 ‘-ㄹ까’는 주로 1인칭 단·복수 때 쓰고 ‘-ㄹ래’는 의문문에
서 1인칭 복수와 2인칭 단·복수일 때 쓴다. ‘-ㄹ까’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문항5에서는 주어 1인칭일 때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문항
5는 화사 대기실에서 방문하러 온 손님에게 커피를 대접하는 발화 상황이다. 공적 
자리이고 상대방이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장님이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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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문항5 응답 분포 

이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더 정중하고 공손하게 발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드릴까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53.3%). 학습자는 직접적으로 자신
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습니다.’, ‘-ㄹ게요.’(37.0%)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 의향을 물어보는 ‘-ㄹ까?’(28.3%)였다. 학습자는 모어 화자보다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평서형 ‘-겠-’, ‘-ㄹ게’를 더 많이 사용하고 반대로 ‘-
ㄹ까’의 실현빈도는 모어 화자에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이 상황에서 화자 중심으로의 ‘드리다’가 아니라 청자 중심으로 청자의 
의견을 물어보는 ‘드시다’를 사용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생각하고 지정된 핵심어 
‘드리다’를 대신 ‘드시다’를 사용한 사례가 모어 화자(22.2%) 및 학습자 집단
(19.6%)59)에서 모두 다 많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집단은 ‘드리다’, ‘드시
다’를 혼동해서 오류(14.1%)를 많이 산출하였다.

ㄱ. *드리세요.
ㄴ. *드리시지요.
ㄷ. *드릴 것입니까?
ㄹ. *드리시겠습니까?(√ 드시겠습니까)

문항6은 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발화인데 신입사원이 퇴근 후 같이 한잔하자

59) ‘드리다’를 사용하였는데 정확한 사용은 19.6%이고, ‘드리다’를 사용하였는데 오류가 산
출된 응답은 1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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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동안 선배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퇴근 후 다들 약속     

    없으시죠?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기념으로 우리 같이          

    ___________  (한잔하다).

동료 선배들: 그래?(Q6)

고 제안하는 내용이다. 공적 장면이고 신입 사원 신분이므로 제안할 때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13> 문항6 응답 분포 

모어 화자는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ㄹ까?’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47.8%) 그 다음으로 ‘-는 게 어떻-?’(16.7%), ‘-ㄹ래?’(10.0%), ‘-ㅂ시
다’(7.8%), ‘-어요.’(7.8), ‘-시겠-?’(7.8%) 순으로 응답했다. 

중국인 학습자는 청유문 ‘-ㅂ시다’(52.2%)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으
로 ‘-ㄹ까?’(20.7%)이므로 모어 화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와 같은 공적 
자리에 중국인 학습자는 더 정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청유형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다. 문항4의 제안 상황과 대조적으로 봤을 때 문항4는 사적 장면이고 31.5%
의 학습자가 ‘-ㄹ까’를 사용하였지만 문항6의 공적 장면에서 ‘-ㄹ까’는 20.7%밖
에 사용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는 아주 높임의 격식체 ‘-ㅂ시다’를 더 
공손함과 정중함으로 나타내는 전형적 장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공손 
표현을 사용할 때 화계에 따른 경어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의도가 있지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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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20kg 넘으셨네요. 추가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나:      저기, 저……학생인데 (혹시) _______________________  (봐주다)(Q7)

문과 같은 통사적 완화 장치로 실현하는 의식이 부족하다.
이 상황에서 학습자는 4.3%의 오류를 산출하였다. 오류 유형은 주로 다음 ㄱ,

ㄴ)와 같이 문장을 완결시키지 않은 것과 ㄷ)과 같이 화계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오류이다.

ㄱ. *한잔하자고 한데   (√ 한잔합시다.)
ㄴ. *한잔하자면        (√ 한잔합시다.)
ㄷ. *한잔할까?         (√ 한잔할까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모어 화자는 이 상황에 ‘-ㄹ까?’, ‘-는 게 어떻-?’, ‘-ㄹ
래?’, ‘-시겠-?’등 의문문의 총 실현빈도가 82.2%로 나왔지만 학습자들의 경우 
의문문의 실현 빈도가 41.3%로 모어 화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는 의
문문이라는 통사적 완화 장치보다 격식체 경어법 ‘-ㅂ시다’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
다. 학습자는 정중한 공적 장면에서 화계에 따른 경어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지만 의문문과 같은 통사적 완화 장치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3) 문항7-8: 허락 구하기

‘허락 구하기’는 요청을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인데 이를 실현하는 언어 표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상황을 설정하고 살펴보았다. 

문항7의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항7은 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학생과 승무원 사이의 대화이다. 학생은 짐
이 중량 초과하여 추가 요금이 요구된다. 학생은 안 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
서도 승무원에게 좀 봐 달라고 조심스럽게 사정하는 상황이다. 응답 분포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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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문항7 응답 분포 

이 상황에서 발화자는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제하고 발화한 것이다. 즉 발화 
시 가정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모어 화자는 ‘-면 안 되
-?’(62.2%)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2순위는 ‘-ㄹ 수 없-?’(15.6%), 3순위는 
‘-ㄹ 수 있-?’(11.1%)과 같은 의문형이었다. 학습자는 역시 ‘-면 안 되-?’를 가
장 많이 사용하였고(43.0%) 2순위는 명령형 ‘봐 주세요.’(24.7%), 3순위는 ‘-ㄹ 
수 있-?’(19.4%)이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실현 양상에는 다음과 같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중국인 학습자는 ‘봐 주세요.’와 같은 명령형을 모어 화자보다 현저히 많이 
사용하였다. 이 상황은 공적 장면이고 부담이 많은 부탁이므로 모어 화자는 적극
적으로 의문형이라는 통사적 완화장치를 사용하고 있다(의문문 총 실현빈도 
91.1%). 이에 중국인 학습자는 ‘봐 주세요./봐 주십시오.’와 같은 명령형 사용은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였다(24.7%). 

둘째, 한국인 모어 화자는 공손 전략으로서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을 아주 적게 사용하였다. 이 상황은 화자가 어느 정
도 안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발화한 것이고 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거절을 
당할 때 체면이 손상되므로 모어 화자는 체면 손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부정형
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면 안 되-?’ ‘-ㄹ 수 없-?’ ‘못 봐주세요?’와 
같은 ‘못’ 부정 의문문을 포함한 부정 의문문 실현 빈도는 총 80.0%를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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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배님. 이 책   ________________  (보다)

선배: 그래. (Q8)

하지만 학습자의 부정 의문문 사용 빈도는 ‘-면 안 되-?’(43.0%),  ‘-ㄹ 수 없
-?’(1.1%), ‘못’ 부정 의문문(1.1%)로 총 45.2% 밖에 안 나타나서 모어 화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한국인 모어 화자는 체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부정 의문문을 적극적으
로 사용하는 것 외에, ‘한번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봐 주시면 안 될까
요?’와 같이 완화 기능을 나타내는 어미‘-ㄹ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
해 중국인 화자 ‘-ㄹ까?’의 실현 빈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모어 화자는 ‘-ㄹ까’를 
38회(42.2%)를 사용하였지만 이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는 17회(18.5%)밖에 사용
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율은 9.7%로 나왔다.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
다.

ㄱ. *봐 주기도 될까요?
ㄴ. *봐 주지 않을까?
ㄷ. *봐 주면 돼요?/될까요?
ㄹ. *봐 주실 수 있다면 안 될까요?
ㅁ. *좀 봐 줄까요?
ㅂ. *한 반 봐 세요.

오류 유형은 주로 해당 표현의 형태를 장악하지 못해서 범한 것이다. 이중에서 
‘-면 안 되-?’, ‘-면 되-?’ ‘-어도 되-’의 용법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여 범한 
오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문항8은 친한 선배에게 책을 빌려 보는 상황이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 121 -

<그림 Ⅲ-15> 문항8 응답 분포 

모어 화자는 ‘허락 구하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도 되-?’로 실현된 빈도
(67.8%)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순위는 수행 가능성을 물어보는 
‘-ㄹ 수 있-?’(25.0%), 3순위는 ‘볼게(요)’, ‘보겠습니다.’와 같은 직설적인 평서
문(14.4%)이었다. 별로 부담이 큰 부탁이 아니므로 부정형 ‘-면 안 되-?’ 의문문
의 사용은 2.2%밖에 나오지 않았다.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역시 ‘-어도 되-?’이다 (26.1%). 기
타 표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순위는 수행 
가능성을 물어보는 ‘-ㄹ 수 있-?’(25.0%)이고 모어 화자보다 사용 빈도가 조금 
높게 나왔다. 3순위는 평서문인데 모어 화자들이 많이 사용한 ‘볼게요.’나 ‘보겠습
니다.’와 달리 주로 ‘-고 싶어요.’와 같은 희망 표현(16.3%)을 사용하였다. 일부 
학습자는 희망 표현을 사용하면서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부사 ‘좀’이나 어미 
‘-는데’를 붙여 ‘(좀) 보고 싶은데요.’로 실현하였다(‘-ㄴ데요’의 실현 빈도는 4회
로 관찰되었다). 중국인 학습자는 ‘-고 싶다’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모국어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의지·희망을 나타내는 ‘V+겠습니다’, 
‘V+ㄹ게요’라는 표현은 중국어에서 전형적으로 能願動詞 ‘想+V’ 구조로 실현할 
수 있다. 중국어에서의  ‘想+V’60) 의 의미를 표현하려고 할 때 중국인 학습자는 

60)  ‘想+V’라는 표현은 희망, 의지 등 심적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能願動詞) ‘想’에 동사
를 붙이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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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고 싶다.’를 제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국어의 ‘想+V’ 와 한국어의 ‘-고 싶다’가 쉽게 대응 관계로 연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 중국인 학습자는 ‘-고 싶다’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 학습자는 높은 응답률을 산출하였다(22.8%).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
다.

ㄱ. *이 책 보면 괜찮습니까? -(√ 이 책 봐도 괜찮습니까?)
ㄴ. *이 책 보면 돼요? (√ 이 책 봐도 돼요?)
ㄷ. *보고 싶은데 나에게 빌려 줄까요?(√ 나에게 빌려 줄래요?)
ㄹ. *저에게 좀 볼 수 있어요? (√ 저에게 좀 보여 줄 수 있어요?)
ㅁ. *저한테 보면 안 되아요? (√ 저한테 보여 주면 안 돼요?)
ㅂ. *보 주세요.(√보여 주세요.)
ㅅ. *나를 보게 하면 안 될까요? (√ 나에게 보여 주면 안 될까요?)
ㅇ. *저를 주고 볼 수 있을까요? (√ 저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

위 오류 중 ㄱ,ㄴ)과 같이  ‘-어도 되다’와 ‘-면 되다’를 혼동해서 범한 오류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총 오류수의 71.4%). ‘-아도 되다’는 어떤 일이나 행위
를 하는 데 대한 ‘허락 구하기’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어느 정도의 상태이면 충분한
지에 대한 ‘허용’의 의미를 나타낸다. ‘-면 된다’는 조건으로서 어떤 행위를 하거
나 어떤 상태만 갖추면 문제가 없거나 충분함을 나타낸다. ‘-면 되다’는 어떤 기
준이나 결과를 충족시키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비해 ‘-아도 되다’는 그 행
위나 상태가 상대에게 허용·허락만을 나타낸다. 위의 예문에서 ‘이 책 보면 돼요.’
의 경우에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이 책만 보면 된다, 이 책만 보면 충분하다’를 의
미하고 ‘허락 구하기’의 뜻은 없다. 학습자는 이 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높
은 오류를 산출하였다.

ㄷ)은 ‘-ㄹ까’ 와 ‘-ㄹ래’를 혼동해서 범한 오류다. ㄹ~ㅂ)은 동사 ‘보다’의 사
동형 ‘보이다’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 오류이다. ㅅ~ㅇ)은 문장 구조가 전체적
으로 틀린 오류이다. 오류의 원인은 모어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중
국어로 ‘给我看看可以吗?'처럼 사동 구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같이 
모어의 영향을 받아 학습자들이 사동 구문을 하려고 하는 데에 위와 같은 오류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ㅅ)은 중국어로 ‘给我看看不行吗?’라는 의미, 한국어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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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여 주면 안 될까요?’라고 하려고 한 것이고, ㅇ)은 중국어로 ‘给我看看可以
吗?’라는 의미, 한국어로 ‘저에게 보여 줄 수 있을까요?’라고 하려고 했을 것이다.

q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먼저 요청 화행의 전략적 실현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1) 요청 행위를 할 때 학습자는 대개 공손하게 요청하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공손을 실현하는 언어 표현 사용에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였다. 이 중에서 가장 
현저한 차이는 명령형의 사용이다. 학습자는 공손을 나타내기 위해 경어법을 적극
적으로 사용하지만 의문문이라는 통사적 완화 장치 사용에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
을 보였다. 문항1과 같은 공적인 장면은 모어 화자는 ‘전화해 주시겠습니까/겠어
요’를 거의 관례적으로 사용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전화하십시오/전화하세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문항7에서도 모어 화자는 ‘봐 주시면 안 될까요?/봐 주시면 
안 됩니까?’처럼 거절당할 때의 체면 손상을 미리 예방하려고 의문문을 많이 사용
하였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역시 직설적 명령문을 많이 사용한 편이었다. 이와 같
은 공적 장면에 중국인 학습자는 더 정중하게 발화하려는 의도에서 존대법 명령문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학습자들은 경어법을 전형적인 공손 전략으로 인
식하고 의문문과 같은 통사 완화 장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2) 중국인 학습자들은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부정 의문문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문항4의 경우 모어 화자는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가지 않을래요?’를 많이 사용한 반면 학습자는 이런 의식
이 별로 없었다. 또한 문항7에서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청자에게 사정하는 상황이
어서 모어 화자는 ‘봐 주시면 안 돼요?’ ‘봐 주실 수(는) 없어요?’와 같은 부정 의
문문을 많이 사용한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들의 부정 의문문의 사용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목표어의 복잡성 원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교육 과정에서 부정 의
문문의 화행 기능이 소홀히 처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부담을 완화 시키는 문말 장치 ‘-ㄹ까’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부족하다. 교
육 과정에서 ‘-ㄹ까’의 기능에 대해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묻거나 제안함, 또는 
추측의 뜻으로 해석되었지만 ‘-ㄹ까’의 화용상의 부담 완화 기능에 대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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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므로 학습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다음에 구체적 언어 표현 사용 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었다.
(1)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방법으로써 요청 화행을 실현하는 데에 먼저 ‘-

겠-’의 용법이 어렵다고 ‘-시겠-’을 회피 사용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물론 ‘-
시겠-’을 사용하는 언어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도 있
다. 

(2)제의나 제안할 때, 먼저 ‘-ㄹ까’는 제안할 때, 즉 행위 주체가 화자 및 청자 
공동일 때 상대적으로 잘 사용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ㄹ까’는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봄으로써 제의할 때의 주어 제약에 대해 학습자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
다. 즉 ‘-ㄹ까’는 주로 자신의 제의에 대해 상대방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어
보는 것이므로 제의나 제안을 할 때 주어가 보통 1인칭 단·복수라는 점을 학습자
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항4, 5, 6을 대조적으로 봤을 때, 4는 구어에서
의 제안 상황인데 학습자는 ‘-ㄹ래’ 대신 ‘-ㄹ까’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5는 주어
가 1인칭이고 상대방에게 커피를 제안하는 상황에서 학습자의 ‘-ㄹ까’의 실현 빈
도는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6의 상황은 공적 자리에서의 제안 상황이고 학
습자의 응답은 ‘-ㄹ까’로 실현하는 것보다 존대 명령형으로 실현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으로 모어 화자들이 제의나 제안할 때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ㄹ래’는 학
습자는 교육 과정에서 입력 부족 원인으로 적게 사용하는 편이었다. 

(3)‘허락 구하기’의 상황에서 발화 전제가 부정 가정일 때 모어 화자는 ‘-면 안 
되-?’나 ‘-ㄹ 수 없-?’ 등 부정 의문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중국인 학습자
들은 부정 의문문 실현 빈도가 모어 화자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부정 의문문 중에
서 ‘-면 안 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사용되었고, ‘-ㄹ 수 없-?’은 거의 사용되
지 않았다.

발화 가정이 긍정이나 중립일 때 모어 화자는 ‘-어도 되-?’를 가장 많이 사용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는 ‘-어도 되-?’ 와 ‘-ㄹ 수 있-?’를 비슷한 빈도로 사용
하였다. 한편으로 ‘-어도 되-’를 사용할 자리에 학습자는 ‘-어도 되-’와 ‘-면 되
-’를 혼동해서 ‘-면 되다’로 잘못 사용한 오류를 많이 산출하였다.

 



- 125 -

엄마: 내일 시험 날이지. TV 그만 보고 일찍 자.

 -동생은 ‘네’ 하면서 계속 TV 를 보고 있다. 

 -잠시 후.

엄마: TV 그만 보라니까. 엄마 말이 안 들려?

 -동생은 못 들은 척하고 계속 TV 를 보고 있다. 

엄마: (화가 나서) 너 자꾸 엄마  말 ___________________  (듣다) (Q9)

3.2. 명령 기능의 실현 양상

명령 화행에 발화자는 보통 친교의 목적 없이 청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강제성을 
가지고, 청자가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이도록 하여 선택권이 없는 경우이다.  앞
에서 논의된 것처럼 현재 수행 행동에 대한 금지와 새로운 행동 수행에 대한 촉구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된다.

명령 화행은 보통 발화자가 권위성이 있고 청자보다 지위가 높은 경우에 발생한
다. 명령 행위의 속성을 생각했을 때 가장 즉각성 및 효과성이 있는 명령문 표현
이 가장 많이 선호될 것이다. 하지만 그 명령 행위의 수행 결과가 발화자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을 때 발화자는 왜 명령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지를 따지게 된다. 
이때 의문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상황을 ‘(1)경고, 행동 금
지’와 ‘(2) 행동 수행 촉구’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1) 문항9: 경고, 행동 금지

먼저 문항9는 집에서 발생하는 명령 발화이다. 동생은 엄마의 말을 계속 무시하
고 TV만 보고 있다. 엄마는 화가 난 상태에서 발생하는 발화이다. 담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담화에서 처음에 엄마는 일찍 자라고 명령문으로 발화하였다가 동생이 무시하고 
계속 TV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다시 ‘TV 그만 보라니까’라고 명령 행위를 
거듭 수행하였다. 하지만 동생은 계속 TV보고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있다. 엄마는 
동생의 말을 안 듣는 행동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경고하는 상황이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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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6> 문항9 응답 분포

모어 화자는 ‘엄마 말을 안 들을래?’와 같은 부정 의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
다(77.8%). 다음으로 2순위는 ‘귓등으로 들어?’와 같은 관례적인 말(10.0%)을 사
용하였다. 3순위는 ‘왜 말을 안 들어?’와 같이 행위를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
는 식으로 발화하였다(4.4%).

학습자도 역시 ‘안+V’의 부정 의문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47.8%). 다음으
로 2순위는 ‘V+지 않-?’와 같은 장형 의문문이다(17.4%). 학습자는 모어 화자보
다 장형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보통 단형 부정은 더 구어적이고 더 즉
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장형 부정 의문문은 구어에서 많이 안 쓴다. 하지만 
학습자는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해 수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인터뷰를 참여한 
학습자는 절대부분 구별이 없다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한명은 결합된 동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를 응답하였다. 학습자 응답의 3순위는 ‘안 들어!, 안 듣
네. 안 듣구나!’와 같이 감탄이나 강조가 나타나는 종결형이었다.

두 집단은 모두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문장의 종결 표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모어 화자는 협박의 의미를 나타내는 ‘-ㄹ래’를 많이 사용하였지
만 학습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ㄹ래’의 출현 빈도는 다음<그림 Ⅲ-17>과 
같다. 모어 화자는 ’안 들을래?’로 실현한 것은 65.6%였지만 학습자는 단순히 ‘안 
들어?’, ‘안 들을 거야?’와 같은 부정 의문문을 썼으며 ‘-ㄹ래’ 종결형을 사용한 것
은 4.3% 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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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ㄹ래’의 실현 빈도

이 상황에서 학습자는 보다 높은 오류를 산출하였다(22.8%). 오류 유형은 주로 
다음과 같다.

ㄱ. *너 자꾸 엄마 말을 들려?
ㄴ. *                  들어?
ㄷ. *                  들어야지. 
ㄹ. *                  못 듣네!
ㅁ. *                  듣는 척 마는 척해서 혼 맞을래?
ㅂ. *                  못 들은 척하지 뭐야!
ㅅ. *                  못 들은 척하게 뭐해?
ㅇ. *                  안 들어 그랬지? (√ 안 들어?, 안 들을래?) 

ㄱ,ㄴ)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범한 오류고 ㄷ)은 부사 ‘자꾸’와 호
응하지 못해서 생긴 오류이다. ㄹ)은 부정형 ‘안’과 ‘못’ 용법을 구별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ㅁ~ㅇ)은 목표어 표현에 대한 불완전 습득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이런 오류는 전부 다 목표어의 복잡성 원인으로 생긴 것이고 의사소통 장애를 일
으키는 전체적 오류라고 할 수 있다.

(2)  행동 수행 촉구

문항10은 빨리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엄마의 발화이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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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일어나.
나: 엄마 나 좀 더 잘래요.
   -잠시 후
엄마: 한 번만 더 말한다. 빨리 일어나라고.
나: (아무 반응 없이 계속 자고 있다)
엄마: (화가 나서) 일어나라니깐. 빨리 ____________ (일어나다)(Q10)

엄마는 처음에 ‘빨리 일어나.’라는 명령문으로 발화하였다. 청자인 ‘나’가 반응이 
없어서 엄마는 잠시 후에 ‘빨리 일어나라고.’라고 다시 명령하였다. 하지만 ‘나’가 
아무 반응이 없자 엄마는 화가 나서 거듭 명령하는 상황이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18> 문항10 응답 분포 

모어 화자는 ‘안+V(43.3%)?’ 응답이 가장 많았다. 2순위는 직접적으로 명령하
는 ‘일어나!’(23.3%) 발화였고 3순위는 ‘-라니까, -라고’등과 같이 강조 의미의 
종결 어미로(18.9%)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명령형 ‘일어나!’(42.4%)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2순위는 강조 
의미의 종결형 어미로(30.4%) 실현된 것이다. 이중에서 ‘일어나라고’ 및 ‘일어나라
니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모어 화자들이 높은 빈도를 보인 부정 의문문 ‘안 
일어나?’는 학습자들이 적게 사용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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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일어나라고’ 했지요?
학습자: 엄마는 자기의 발화를 강조해야 되니까요.
연구자: ‘안 일어나?’가 어때요? ‘안 일어나?’를  배운 적이 있어요?
학습자: 아, 맞다. 그것도 되는 것 같아요. 교재에서는 배운 적이 없던 것 같

아요. 하지만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요...저는 ‘안 일어나?’를 알기는 하지만 
사용할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CK-SD3)

인터뷰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해당 맥락에서 암시를 받아 뭔가 좀 유표적인 표현
을 사용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안+V?’라는 부정 의문문에 익숙하지 않아 많이 사
용하지 않은 편이었다. 그리고 앞 문항9과 비슷한 현상으로 단형 부정과 장형 부
정의 구별을 잘 모른 체 수의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빨리 일어나지 않
아?’와 같은 장형 부정 의문문은 4.3%의 사용 빈도가 나왔다.

한편으로 해당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V+지 못해?’와 같은 장형 ‘못’ 부정 의문
문도 많이 사용하였다(14.4%). ‘안’ 부정형 의문과 ‘못’ 부정 의문문의 구별은 앞
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에 비하면 ‘-못’은 명령 행위 수행 촉구하는 동시에 화
자가 청자에 대한 분노나 못마땅함 등의 심적 태도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다는 것
이다. 학습자는 부정 의문문 자체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
의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구별도 잘 인지하지 못한다.

q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일상 발화에서 명령 화행은 직접적으로 명령문으로 실현하가나 간접적으로 요청
하는 것처럼 실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만약에 명령 수행 효
과가 발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또는 발화자가 못마땅함이나 분노 등 심
적 태도를 표현할 때 의문문으로 실현하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때 화자는 청자
와 친밀도가 높거나 청자보다 권위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조건이 다 
갖추어진 상황이더라도 모어 화자는 의문문, 특히 부정 의문문을 조심스럽게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성 및 부담이 수반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러한 강제성 및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
생활에서 제대로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상황들도 많다. 학습자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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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이 일은 장미한테 맡기는 것 어때?

나: 글쎄. 걔가 이번에 과연__________________  (잘 해 내다)  (Q11)

에 대한 문법 지식과 사용 정보를 갖고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그렇
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설정하고 조사한 결과 명령할 때 학습자는 역
시 명령문에 더 의존하고 부정 의문문 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다. 부정 의문문을 사
용할 때 단형 부정 및 장형 부정 차이에 대해 잘 인식하지 않고 수의적으로 사용
하는 경향이 있으며, 명령이나 경고할 때 많이 쓰이는 ‘-ㄹ래’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한 경향을 보였다.

3.3. 소극적 진술 기능의 실현 양상

소극적 진술은 대개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신이 없거나 청자에 대해 정보가 
부족할 경우, 또는 확신이 있는 주장을 의도적으로 완곡하거나 공손하게 표현할 
경우에 나타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약화시켜 질문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배려와 
화자의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공손 표현 방법(politeness strategies)로서의 
화행이다. 여기에서는 ‘(1) 추측이나 의심을 나타내는 경우, (2)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하는 경우, (3) 확신이 없는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 (4) 공손하게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 네 가지로 학습자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다. 

(1) 문항11: 추측이나 의심을 드러낼 때

문항11의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화자는 제3자인 장미가 잘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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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문항11 응답 분포

담화 내용에 발화자의 의심을 나타내는 ‘과연’이라는 부사가 나타났다. 임유중
(1998)에 의하면 이와 같은 부사는 ‘양태소 호응 부사’라고 한다.61) 이 중에서 
‘과연’은 주로 감탄법이나 의문법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담화 상황에서 의심 표시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모어 화자는 이러한 언어적 맥락의 암시를 받아 절대 다
수(93.3%)는 ‘-ㄹ까?’라는 종결법을 선택하였다. ‘-ㄹ까?’ 이외에 ‘-ㄹ지 (모르겠
다)’라는 추측 표현을 사용한 응답은 4.4%를 차지하고 ‘-려나’ 종결형을 사용한 
응답은 2.2%를 차지하였다.

이와 반대로 학습자는 이런 언어 맥락을 잘 인식하지 못해 다양한 응답이 나왔
다. ‘-ㄹ까?’ 종결형(31.5%)외에 ‘-어?’로 종결을 진 의문형이 가장 많이 나왔다
(16.3%). ‘-는가?, -나?’는 그나마 부드럽고 친근하게 물어볼 때 사용되고 어느 
정도 부담 완화 기능을 하지만 ‘과연 잘 할 수 있어?’, ‘과연 잘 할 수 있니?’는 비
61) 양태소 호응 부사란 서법 형태들과 공기 관계를 보이는 부사류를 일컫는다. 이 부류에 

속하는 것들은 서법 형태들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 임유종(1998)에서 제시한 양태 
호응 부사 어휘 목록과 그 호응 성분들을 묶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ㄱ. 설마 ……-겠느냐, -ㄹ까, -으랴
ㄴ. 부디/아무쪼록/제발/어서…… -라, -자(-기 바라다, 빈다, 기대하다‥‥)
ㄷ. 과연/정말(로)/참말(로) …… -다, -구나, -군 / -ㄹ까
ㄹ. 무릇/모름지기…… -어야 한다
ㅁ. 아마(도) ……-ㄹ 것이-, -겠-
ㅂ. 확실히/분명히 …… -ㄹ 것이-, -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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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횟수 상대빈도62) 절대빈도
ㄱ. *과연 잘 해 낸지 모르겠다. 4 25.0% 4.3%
ㄴ. * 잘 해 내는 것 같은데. 3 18.8% 3.3%
ㄷ. * 잘 해 낼텐데. 2 12.5% 2.2%
ㄹ. * 잘해 내야지. 2 12.5% 2.2%
ㅁ. * 잘 해 내면 좋겠어요. 2 6.3% 1.1%
ㅂ. * 잘 해 낸다. 1 6.3% 1.1%
ㅅ. * 잘 해 낼 수 있겠지? 1 6.3% 1.1%
ㅇ. * 잘 해 낼게요 1 6.3% 1.1%
합계 16 100% 17.4%

<표 Ⅲ-7> 양태소 호응 부사와 관련한 학습자의 오류 양상 

문은 아니지만 화자의 ‘잘 하지 못 할 것 같다’의 발화 전제와 의심이라는 발화 의
도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므로 모호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잘 할 수 있
겠어?’와 같이 ‘-겠-’이 사용될 때 확실성이 강한 추측을 드러내므로 ‘의심’보다 
강한 부정적인 심적 태도가 표출되어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상황에 학습자는 다양한 오류를 산출하였다.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오류 중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는지/을지 모르다’ 의 형태 복잡성으로 인한 
불완전 습득 때문에 범한 오류들이다. 다음에 ‘-는 것 같다, -ㄹ테데, -겠지’와 
같은 양태 표현, ‘잘 내면 좋겠어요, 잘 해야지.’와 같은 희망 표현, ‘잘 해 낼 게
요.’, ‘잘 해 낸다.’와 같은 의지 표현, 단정 표현 등 오류가 나왔다. 이러한 오류는 
‘의심’이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문과 관련된 양태 부사와의 호응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여 범한 것이다. 

 
(2) 문항12: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할 때

문항12번에서는 잘 기억해 내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발
화한 내용이다. 

62) 여기서의 절대 빈도는 해당 오류가 전체 피험자 수에서 차지하는 빈도수고 상대 빈도수
는 해당 오류가 총 오류 수에서 차지하는 빈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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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준: 저 과일 뭐지? 처음 본 것 같네.

나: 왜 몰라? 우리 지난 번 뷔페에서 _________________  (먹다) (Q12)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0> 문항12 응답 분포 

모어 화자는 94.9%가 ‘-잖-’을 사용하였고 기타 응답이 극히 소수였다. 학습자
도 이 문항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분산이 덜 심했다. 이 중에서 65.4%가 ‘-잖-’, 
13.0%가 ‘-는데.’ 종결형, 8.7%가 ‘어.’로 된 평서형, 3.3%가 ‘-거든’ 종결형,  
2.2%가 ‘-는 게 아니-?’, 1.1%가 ‘-는데 기억 안 나?’ 부정 의문문 표현을 사용
하였다. 

상대방에게 ‘기억을 환기시키기’가 제시되었으므로 이 상황에서는 ‘-잖-’이 가
장 자연스러운 발화일 것이다. ‘-잖-’에 대해서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는 거의 
다 쉽게 느껴지고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상황에서의 오류(6.5%)는 주로 다음과 같이 ‘-더라’, ‘-더니’의 오용 때문이
었다.

ㄱ. *우리 지난 번 뷔페에서 먹어 봤더라.
ㄴ. *                      먹었더라.
ㄷ. *                      먹었더라고.
ㄹ. *                      먹었더니.(√먹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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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이번 신제품 마케팅은 TV 광고부터 하는 게 어때요?
팀장: 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효과가 확실할 것 같아. 다른 아이디어는 없  
         나?
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 신제품 특성을 봤을 때 TV 광고보다 현장  
         이벤트가 더 _____________ (낫다)

팀장: 일리가 있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Q13)

‘-잖-’은 듣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거나 혹은 상
대방이 잘 기억하지 못할 때, 잘 모르고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이 정정해 주거나 알
려 주듯이 말함을 나타낸다. 즉 발화자는 발화 시 해당 명제를 신정보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공유정보라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더라’는 과거에 직접 경
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지금 상대방에게 옮겨 전달할 때 쓰거나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그것을 기억해 내
려고 애쓰면서 혼잣말하듯이 생각해 본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발화자 혼자만의 
정보라는 것이다. ‘-더니’은 보통 연결어미로 사용하고 역시 화자가 전에 경험하
여 알게 된 사실이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양자는 다 목표어 표현 간의 의미
적 차이의 이해 부족으로 생긴 오류이다.

(3) 문항13: 확신이 없는 주장을 제시할 때

문항13에서 발화자는 신입사원이고 회사에서 신제품 마케팅 방안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상황이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화자는 신입 사원으로서 경험도 별로 없고 자신의 주장에 아주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대화 참여자는 다 상사와 선배들이므로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발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발화 의도를 제시하기 위해 담화에서 ‘제가 잘 몰라
서 그러는데요.’라는 헤지(Hedge) 표현63)이 등장하였다. 헤지 표현은 보통 필자가 
63) 헤지 표현이란 주크(Zuck, 1986)에서 발화자가 진술의 강도를 약화시키기 위한 표현으

로 정의하였고(하일랜드, Hyland, 1995a에서 재인용), 브라운과 레빈슨(Brown과 
Levinson,1978)에서는 체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하였다. 하일랜드
(Hyland, 1995a)에서는 헤지는 잠정성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필자가 자신의 
진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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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진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위 담화에서 발화자는 바로 이와 같은 헤지 표현으로 의견 대립을 
암시하였다. 이 상황의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1> 문항13 응답 분포

모어 화자의 문형 선택에는 ‘-지 않-?’(52.2%), ‘-는 것 같다.’(34.4%), ‘-다
고 생각하다.’(11.1%) 순으로 나왔다. 중국인 학습자는 ‘-는 것 같다.’(53.3%), 
의문형 ‘-지 않-?’(15.2%), ‘-다고 생각한다.’(14.1%) 순으로 나왔다. 중국인 학
습자는 모어 화자와의 뚜렷한 차이는 모어 화자는 ‘-지 않-?’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는  ‘-는 것 같다.’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낫지 않아요?’와 같은 부정의문이나 ‘-는 것과 같다.’와 같
은 양태 표현은 다 완곡성을 드러내는 가능한 표현일 수 있다. 모어 화자는 ‘-는 
것 같다.’보다 부정 의문문을 선호한 이유는 ‘자신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발화하고 그 판단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완곡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화자의 불확신 태도는 문형 선택뿐만 아니라 종결 표현으로도 드러났다. 모어 
화자는 이 상황에서 부담 완화 기능의 종결어미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상황에서 
관찰된 완화 기능 관련 의문 종결형은 ‘-ㄹ까’와 ‘-겠-’이 있었다. 이에 관한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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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형 출현 문맥 집단 절대 빈도수64) 상대 빈도수65) 
-을까 ‘낫지 않-’ + ‘-을까요?’

KN 45.6% 87.2%
CK 13.0% 75.0%

-겠- ‘낫지 않-’+ ‘-겠어요?’
KN 0.0% 0
CK 3.3% 60.0%

<표 Ⅲ-8 > 부담 완화기능 어미의 출현 빈도 

<표 Ⅲ-8>에서 본 바와 같이 종결 어미 사용에는 모어 화자 및 중국인 학습자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모어 화자는 부담 완화 기능을 하는 종결형 ‘-ㄹ까’
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학습자는 그리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겠-’은 모어 화
자 응답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습자 응답에서 3.3%가 나왔다.

‘-ㄹ까’의 담화 완화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보다 약하다. 다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점을 알 수 있다.

연구자: ‘나은 것 같아요.’를 적었구나. 다른 표현이 없나요?
실험자: 응...
연구자: ‘낫지 않을까요?’가 어때요?
실험자: 응...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낫지 않을까요?’가 괜찮아요?
실험자: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요.
연구자: 왜 ‘-ㄹ까요’를 쓸까요?
실험자: 추측이 아닌가요? (CK-SS3)

한편으로 학습자는 ‘-겠-’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ㄱ.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TV 광고보다 현장 이벤트가 낫지 않겠어요?
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TV 광고보다 현장 이벤트가 더 낫겠다고 생각해요. 
                                            

맥락을 떠나서 봤을 때 위 발화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가능 표현으로 해석
할 수 있다. ㄱ)은 부정 의문문에다 추측을 나타내는 ‘-겠-’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64) 절대 빈도수는 해당 종결 표현이 총 응답 수에서 차지하는 빈도수다.
65) 상대 빈도수는 해당 종결 표현이 그 표현이 출현된 문맥에서 차지하는 빈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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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그 책 어제 깜빡해서 책상에 두고 갔는데 어디 갔을까?

나: 어제 책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선배님 혹시 잘못         

    ____________________(알다)

나마 괜찮다. 하지만 ㄴ)은 해당 상황맥락에서, 또한 발화에서 ‘제가 몰라서 그러
는데요’와 같은 헤지 표현이 나와 있으므로 ‘낫겠다고 생각해요.’는 너무 단정적으
로 들려 무례함을 유발할 수 있는 화용적 실패로 판단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은 화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용 외에 학습자는 10.9%의 
오류를 산출하였다. 

ㄱ. *나는 것 같아요.
ㄴ. *나는 것 갈 텐데.
ㄷ. *나은 텐데요. 
ㄹ. *낫습니까/ 나아요?

오류 중에 ㄱ)은 ‘낫다’의 활용형을 잘못 사용하여 생긴 오류, ㄴ,ㄷ)는 양태 표
현을 잘못 사용해서 범한 오류다, ㄹ)은 순수 질문으로 자신의 ‘주장 제시’ 발화 
의도를 실현하지 못한 오류다.

(4) 문항14: 공손하게 발화할 때

문항14는 선배와의 대화인데, 발화자는 선배가 잘못 기억한 것을 거의 확신한
다. 그렇다고 직접 선배가 잘못 생각했다고 지적하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공손하
게 발화하는 상황이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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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문항14 응답 분포 및 학습자 오류 유형

담화에서 ‘혹시’가 나왔으므로 모어 화자는 98.9%가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혹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와 같은 ‘-는 거 아니-’형 부정 의문문을 선
택하였다. 나머지는 ‘잘못 알지 않으셨어요?’ 또는 ‘잘못 알지 않으셨을까요?’와 같
은 ‘V+지 않-’ 부정 의문문을 사용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는 모어 화자의 응답 양상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은 상당
히 분산적이고 높은 오류율을 산출하였다(56.5%). ‘-는 거 아니-’ 부정 의문문과 
‘V+의문 어미’ 긍정 의문문은 각 18.5%, 19.6%가 나왔다. 모어 화자는 일단 자신
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즉 선배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
신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고 가정하고), 최대한으로 주장을 약화하여 자신의 의
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반대로 학습자는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의 부정 의문문
보다 ‘잘못 아셨어요?’와 같은 긍정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즉 학습자는 부
정 의문문의 부담 완화 기능에 대해 인식이 약하다.

학습자 오류는 위 표에서 본 것처럼 주로 양태 표현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양
태 부사 ‘혹시’와의 공기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범한 오류다. 양태 표
현 중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은 역시 ‘-는 것 같다.’(20.7%)와 ‘-은가 
봐.’(18.5%)이었다. 본 연구는 양태 표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므로 각 양태 
표현 간의 차이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위 <그림 Ⅲ-22> 참조). 그 외
에 의문문 사용하는 데 생긴 오류는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잘못 아시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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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잘못 아십니까?
ㄷ. *잘못 알고 있지 않으세요?
ㄹ. *잘못 알아보셨어요?
ㅁ. *잘못 알지 아닌가? (✓잘못 아신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

에요)

ㄱ~ㄷ)은 과거 시제를 잘못 사용한 오류고, ㄹ)은 ‘알다’와 ‘알아보다’ 어휘 혼
동으로 범한 오류이다. ㅁ)은 부정형 구조의 잘못 사용이다. 이러 오류는 거의 다 
목표어 복잡성 원인으로 인한 불완전 습득 때문에 생긴 것이다.

q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의문문의 소극적 진술 기능을 실현하는 데에 발견된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
다.

(1) 부정 의문문과 양태 표현의 혼동
소극적 진술 기능은 확신이 없는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학습자는 양태 표현

과 혼동하여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정 의문문은 명제 내용을 
부정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데 반해 양태 표현은 명제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 의문문은 흔히 명제 내용을 약화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판단을 맡기
는 의도에서 발화하는 것이므로 더 간접성이 높은 표현이라고 한다. 학습자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문항13, 14에는 모어 화자가 부정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 상황에 양태 표현으로 대신 한 경우가 많았다. 이 중에서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양태 표현은 ‘-는 것 같다’와 ‘-는가/-나 보다’이다.

(2) 양태 부사와의 공기 관계에 대한 지식 부족
소극적 진술 기능의 의문문은 확신이 없는 태도를 전달하기 위해 흔히 ‘혹시, 설

마’ 등 양태 부사와 공기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모어 화자는 양태부사와의 공
기 관계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양태 부사가 나오는 경우 보통 호
응되는 문장 유형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므로 응답은 상당히 집중적이었다. 하지만 
학습자는 양태부사와의 공기 관계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여 오히려 오류를 더 많이 
산출하였다.

(3) 발화 수반력 완화 기능의 종결 어미에 대한 인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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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어미 ‘-ㄹ까’는 흔히 의문문에서 부담 완화 기능을 한다. 모어 화자는 의
문문에다가 이와 같은 ‘-ㄹ까’를 같이 사용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시키거나 발
화의 완곡성을 가미하는데 학습자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문
항13의 경우 ‘낫지 않을까요?’와 같이 ‘-ㄹ까’의 출현 빈도는 45.6%로 나왔지만 
이에 비해 학습자는 13.0%밖에 나오지 않았다.

3.4. 적극적 진술 기능의 실현 양상

이 부분에서는 상황적 맥락 및 언어적 맥락을 통해서 적극적 진술 기능을 하는 
의문문의 실현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논의의 순서는 (1)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
사 실현 양상, (2) 진술 기능을 하는 의문문의 종결형 실현 양상, (3) 수사 의문
문의 긍/부정 형식과 발화력 강화 장치 ‘-겠-’의 통합 실현 양상 순으로 진행 할 
것이다. 

 (1)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실현 양상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는 발화 수반력 강화장치로서 수사 의문문의 담화 기
능을 변별하는 중요한 언어적 장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표지화나 문법화 경향
이 있고 출현 빈도가 높은 의문사를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수사 의문문과 의문사의 
통합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66) 

1번은 ‘화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시간 관련 ‘언제’가 정답이
다. 여기에 ‘언제’는 그 원형적인 의미와 관계가 가까워서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게 나왔다. 여기서 ‘언제’는 ‘화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어서 ‘언제’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된다. 다만 강조의 심적 태도를 표출하지 못할 
뿐이다. 이에 대해 학습자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66) 뒤 [부록3]을 참조.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는 관용적 어휘구 표현처럼 사용되는 경우
가 많아 모어 화자는 이에 대해 선험적 지식이 있는 관계로 설문지 조사는 중국인 학습자
에게만 실시하였다. 해당 내용은 모어 화자에게 인터뷰만 실시하였다. 



- 141 -

  Q1

나:   언니, 내가 한 말 때문에 화
가 난 거야?

언니: 화라니 내가 ________ 화내
는 거 본 적 있어?

<그림 Ⅲ-23> 설문Ⅰ-1 문항 및 응답 분포

2번은 ‘가장 친한 사이니까 자신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
는 발화이다. 담화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이라는 어구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누가’가 정답이다. 학습자의 정답률은 43.1%밖에 나오지 않았다. ‘누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였지만 격조사 ‘가’가 누락된 채 ‘누구’만 쓴 경우가 무려 44.6%로 
나왔다.

  Q2
나:   이번 일은 정말로 고마워.
친구: 뭐, 우리 사이에…… 내가 도

와주지 않으면 _________ 도
와줘?

<그림 Ⅲ-24> 설문Ⅰ-2 문항 및 응답 분포

3번은 비밀을 지키지 않은 친구에게 불만을 토로한 발화인데 관례적으로 ‘무슨’
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무슨’의 전형적인 의미는 무정 명사의 성격이
나 정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수사 의문문에서 유정 명사의 특성이나 정체
성, 자격 등을 나타낼 수 있다(임홍빈, 1998). 학습자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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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친구: 너 선 봤다면서? 민수한테 
들었는데 아주 좋은 사람이
었다고?

나:   ______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그림 Ⅲ-25> 설문Ⅰ-3 문항 및 응답 분포

학습자는 ‘무슨’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그다음으로 ‘어떤’(26.2%)과 ‘어
느’(10.8%)를 선택한 응답도 높은 빈도였다. 맥락을 보지 않으면 ‘어떤’, ‘어느’도 
‘남자’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하지만 선행 발화에서 이미 ‘민수’라는 사람을 
밝혔기 때문에 화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발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슨+N’로 자신의 불만이나 비난 등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4번은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지 못한 데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 경우는 
한국어에서 ‘N+다 뭐야’를 관례적인 어휘구처럼 쓰인다. 학습자들의 정답률은 
50.8%로 나왔다. 하지만 ‘뭘, 뭐?’ 등과 같은 활용형 오류가 다른 문항보다 많이 
나왔으며(9.2%) 오답 중 ‘무슨’의 응답률이 높았다(23.1%). ‘N는+무슨’도 의문문
에서 많이 나타나고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한국어에서 
관용 표현처럼 굳어지고 조사나 부사와 고정적으로 공기관계가 이루어진다. 학습
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오류를 많이 산출했다.

  Q4

친구: 남자 친구한테 무슨 생일 선
물 받았어?

나:  선물이 다 _______________? 
날짜조차 잊어버렸는데.

<그림 Ⅲ-26> 설문Ⅰ-4 문항 및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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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이 경우 ‘어디 쉬운 일인가’가 가장 자연스럽다. 물론 방식을 물어보는 
‘어찌, 어떻게’도 가능하다. ‘어디, 어떻게, 어찌’를 다 정답으로 처리할 때 정확도
는 40.0%밖에 나오지 않았다.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응답은 ‘무슨’(30.8%)
이었다.

  Q5
나:  우아, 그 사람조차 떨어졌구

나.
친구: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_______ 쉬운 일인가? 경쟁
이 꽤 치열하다더라.

<그림 Ⅲ-27> 설문Ⅰ-5 문항 및 응답 분포

6번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
하는 것이고 ‘어떻게/어찌/어디 합격할 자신이 있겠니?’가 가능한 응답이다. 학습자
는 ‘어찌/어떻게/어디’의 선택률은 총 84.6%로 다른 문항보다 높게 나왔다. 

  Q6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시험
에 떨어질 것 같아요.

엄마: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 
______________ 합격할 자신
이 있겠니?

<그림 Ⅲ-28> 설문Ⅰ-6 문항 및 응답 분포

7번은 ‘상상력만 풍부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상상력 풍
부하면 뭘/뭐 해?’가 정답이다. 이 문항은 학습자의 응답은 분산도가 높고 정답률
은 47.7%가 나왔다. ‘뭘, 뭐’외에 학습자가 많이 선택한 것은 ‘어떻게’(12.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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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10.8%)였다. 

  Q7
나:   지성 씨는 상상력이 풍부하

니까 그런 점을 살리면 취직
이 잘 될 거예요.

친구: 상상력만 풍부하면 ______ 
해요? 회사 생활이 내 적성
에 안 맞는데요.

<그림 Ⅲ-29> 설문Ⅰ-7 문항 및 응답 분포

8번은 남자친구한테 사과를 받았냐는 친구의 선행 발화에 ‘사과를 못 받았다’의 
뜻을 반어로 표시하면서 자신의 불만한 태도를 표출하는 발화이다.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어휘구를 사용하는 것은 관례이다. 학습자의 정답은 52.3%가 나왔다. 
그 다음으로 많이 응답한 것은 ‘뭘, 뭐야, 뭐’등이었다. 이 문항은 앞 문항4와 같이 
‘N 다 뭐야’와 ‘N는 무슨’을 혼동하여 범한 오류가 많이 나왔다.

  Q8

나:   남자친구 사과했어?
친구: 사과는 ______________? 아

직도 말을 안 하는데.

<그림 Ⅲ-30> 설문Ⅰ-8 문항 및 응답 분포

9번은 ‘회사의 일이 많다’를 감탄조로 강조하는 것이다. ‘얼마나/ 어찌나 일이 많
은지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가 정답이다. ‘얼마나/어찌나’의 정답률은 60%이었
다. 오답 중 ‘어떤’이 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담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범한 오
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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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친구: 회사일 할 만해?
나:   너무 바빠. __________ 일이 

많은지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

<그림 Ⅲ-31> 설문Ⅰ-9 문항 및 응답 분포 

10번은 ‘택시 타고 가도 더 빠르지 못하다’를 강조하는 것이고 ‘얼마나’가 가장 
자연스럽다. 한국어에서 ‘V면 얼마나 V’가 관용 표현처럼 쓰인다. 이에 대해 학습
자의 정답률은 43.1%가 나왔다. 오답 중 보다 비율이 높은 것은 ‘얼마’(18.5%)와 
‘어떻게’(10.8%)였다. 

  Q10

친구: 택시 타고 가자. 택시가 더 
빠를 거야.

나:  퇴근 시간이라서 길 많이 막
힐 텐데 빨리 가면 _______더 
빨리 가겠어?

<그림 Ⅲ-32> 설문Ⅰ-10 문항 및 응답 분포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사용은 전체적으로 다음 표
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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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너 혹시 들었어? 우리 동창 대풍이랑 수미가 이혼했대.

나: 아니, 그렇게 다정한 부부가 _________________  (이혼하다) (Q15) 

<그림 Ⅲ-33>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사용 정확도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학습자 응답은 폭이 넓고 분산적인 경향이 있었다. 수사 
의문문에서 발화 수반력을 강화하기 위해 쓰이는 의문사는 그 원형적 의미와 달라 
의미가 추상화되고 양태화됨으로 학습자는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 이런 양태화 정도가 높고 문법화 된 경향이 있는 의문사를 중
심으로 어휘구로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문항15-18: 진술 기능을 하는 의문문의 종결형 실현 양상

본 연구에서는 강조이나 심적 태도를 표출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모어 화자 및 
학습자가 각각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문항15는 발화자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친
구한테 고등학교 동창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운 상황이다. 담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모어 화자 및 학습자의 종결형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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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4> 문항15 응답 분포
모어 화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종결형은 ‘-다고’(43.3%), ‘-다니’(23.3%),‘어’

와 같은 일반 의문 어미(22.2%)이었다. 학습자는 응답이 분산적이었고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다니’(28.3%), ‘이혼했어, 이혼해?’와 같은 일반의문문 어미
(25.0%), ‘-다고’(9.8%)였다. 모어 화자와 비교했을 때 ‘-다고’가 현저히 적게  
실현되었다. 

학습자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다니’였다. ‘-다니’ 실현 빈도가 높게 나온 
것은 교재의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북경대 교재
를 예로 설명하겠다. ‘-다니’는 2권 14과에서 표현 문형으로 나오고 ‘用於用言后,
表示感到意外,往往對該事有些不滿或持有異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다
고’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관련 표현 ‘-다고 말하다’(1권 22과), ‘-다고 
하다(1권 23과)’가 있는데 그 문법 설명은 ‘對平述文的間接引用(평서문에 대한 간
접 인용)’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다. ‘-다고’는 의문문에 사용할 때 주로 다른 사람
의 말을 확인하거나 따져 물을 때 쓰거나 들은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자신의 
생각이나 사실과 달라 부정하거나 빈정거릴 때 쓴다. 담화 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다고 하다’와 별개의 표현 문형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교재에 ‘-다고’에 대
해 별 다른 설명이 없으므로 학습자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이 상황에서는 오류율이 높게 나왔다. 오류 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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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이고, 넘 힘들어. 할아버지 안 피곤하세요? 

할아버지: 이 정도 가지고 _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곤하다） (Q16) 

오류 예시 오류 유형 절대 빈도 상대 빈도
ㄱ. * 이혼하단 말이야? 시제 오류 3.3% 20.0%

ㄴ. * 이혼했다면서?
표현 오용

4.3% 26.7%

ㄷ. * 이혼했고 하더라고. 2.2% 13.3%

ㄹ. * 이혼했더니? 2.2% 13.3%

ㅁ. * 이혼 하고 말았어? 1.1% 6.7%

ㅂ. * 이혼하 문장 미 완결 3.3% 20.0%

오류 중에서 종결 표현을 잘못 사용하여 범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다면서’, ‘-더라고’, ‘-더니’ 등이 그것이다.

문항16은 발화자가 할아버지와 하루 종일 봉사 활동을 했다. 할아버지는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으며 힘들어하는 발화자에게 핀잔을 주면서 발화한 것이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어 화자 및 학습자의 실현 양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Ⅲ-35> 문항16 응답 분포

이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뭐가/뭘 +종결어미’의 실현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
다(34.4%).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ㄱ. 뭐가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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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철수가 오늘도 학교에 안 나왔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냐?

나 : 설마 _________ (일이 생겼다) 내일부터 멀쩡하게 나올 거야.(Q17)

ㄴ. 뭘 피곤하다고?
ㄷ. 뭘 피곤하다 그러냐?
ㄹ. 뭘 그리 피곤하다니?

2순위는 ‘피곤하냐?, 피곤하다면 되냐?’와 같은 상황의존형 수사 의문문(18.9%)
이고 그 다음으로  ‘-기는/긴’ 종결 표현(12.2%), ‘-다니’(8.9%), ‘-다고’ 7.8%
였다.

학습가가 가장 많이 사용한 문장 유형은 다음과 같은 부정형 평서문이다
(50.0%). 

ㄱ. 안 피곤해.
ㄴ. 단연히 안 피곤하지 / 피곤하지 않지.
ㄷ. 하나도 안 피곤해 / 피곤하지 않지.
ㄹ. 아직 안 피곤해 / 피곤하지 않아.
ㅁ. 전혀 안 피곤해 / 피곤하지 않아.

2위로 ‘뭐가/뭐/어찌 +의문 종결어미’(14.1%)인데 모어 화자에 미치지 못했다. 
3위로 ‘-기는/긴’ 구조(10.9%)이다. 기타 응답은 다양하지만 빈도 낮게 분산되었
다.

정리하면 모어 화자는 ‘뭐가 피곤해’와 같이 ‘의문사+의문 종결어미’나 억양형 
수사 의문문, 또는 ‘기는/긴’, ‘-다니’ 수사 의문문으로 부정이나 반어의 의미를 적
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수사 의문문보다 평서문에다 정도나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발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항17은 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하는 반장에게 발화자는 아무 일이 
없다고 반발하는 발화 내용이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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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6> 문항17 응답 분포

발화에서 ‘설마’가 나왔다. ‘설마’는 왕문용·민현식(1993:190-192)에서 ‘의문 강
조’의 의지법 양태부사로 불린다. 모어 화자는 ‘설마’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 부분
이(97.8%) 의문형을 사용하였다. 의문문의 종결형에 가장 많이 선호된 것은 ‘-겠
-’(80.0%)이고 기타는 주로 범용 어미 ‘-어’,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려고, -을
라고, -ㄹ까’를 사용하였다. 

학습자는 모어 화자의 실현 양상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무슨 일이 생겼겠
어?’로 실현한 것은 14.1%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외 ‘-어’로 종결을 진 의문형은 
25.1%를 차지하고 의문문을 실현한 것은 총 39.2%밖에 나오지 않았다. 

오류는 무려 55.4%로 나왔다. 대표적인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다.

ㄱ. * 설마 갑자기 일이 생겼나 봐요?
ㄴ. * 설마 일이 생긴 것 같다.
ㄷ. * 설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올 수도 있지.
ㄹ. * 설마 무슨 일이 생겼지?
ㅁ. * 설마 일이 생겼구나.
ㅂ. * 설마 일이 생겼는데.
ㅅ. * 설마 일이 생겼다고?
ㅇ. * 설마 일이 생겼도 모르니까. 
ㅈ. * 설마 일이 생길 리가 없어.
ㅊ. * 설마 일이 생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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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다들 왜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거야, 정말.

나: 글쎄, 조금이라도 더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게 모든 여자들의         

    ____________ (희망 사항이다) (Q18)

ㅋ. * 설마 아무 일이 안 생겼어. (✓설마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ㄱ, ㄷ)은 양태 표현으로, ㄷ, ㄹ)은 확인 의미를 나타내는 ‘-지’로, ㅂ, ㅅ)은 
강조 의미의 종결 어미로, ㅇ)은 양태 표현인데 형태적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다. 
ㄱ~ㅇ)은 대충 ‘일이 생긴다.’ 정도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이
런 발화는 ‘아무 일이 없다’라는 상황 설명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상황 맥락을 정확
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ㅈ~ㅋ)은 일이 안 생겼다는 의도를 전
달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었지만 ‘설마’의 의미적 자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류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문항18는 ‘친구’는 여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다이어트 하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
하고 있고 이에 대해 ‘나’는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것은 모든 여자들의 희망 사항
이라고 강조하여 발화하는 상황이다.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어 화자 및 학습자의 응답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37> 문항18 응답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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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시험 날짜 얼만 안 남았으니까 많이 바쁘죠?
나: 응.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친구: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꼭 합격할 거야. 합격하면 크게 한턱 내.
나: 그럼. 내가 합격만 한다면야 뭘  __________________ ? (하다/ 못 하다)

이 문항의 응답은 분산된 경향이 있다. 모어 화자가 많이 사용한 표현은 ‘-잖
-’(26.7%), ‘-는 거 아니?’(21.1%), ‘희망사항이야.’와 같은 평서문(18.9%), ‘-
지’(13.8%)이고 나머지는 다양하지만 10%이하의 낮은 빈도수로 분포되어 있다. 
학습자가 많이 사용한 표현은 평서문(28.3%), ‘-지.’(22.8%), ‘-잖-’(18.6%), 
‘-거든’(12.0%)이다. 양 집단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한 표현은 ‘-지’, ‘-잖-’, 
평서문이고 차이가 보인 표현은 모어 화자는 21.1%가 ‘-는 거 아니-’ 부정 의문
문을 사용한 반면에 학습자는 상당히 적게 사용하였다.

학습자는 모어 화자보다 응답의 폭이 더 널리 분산되어 있고 더 다양한 종결형 
실현 형태가 나왔다. 이는 언어 능력 발달 과정에서 학습자는 나름대로 언어를 적
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다양한 중간언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문항19-21: 긍/부정 형식과 발화력 강화 장치 ‘-겠-’의 통합 실현 양상

문항 19-21는 강한 진술 기능을 하는 수사의문문의 긍/부정 실현 양상과 발화 
강화 장치 ‘-겠-’의 실현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먼저 문항19번의 담
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의 긍/부정 실현 양상 및 ‘-겠-’의 실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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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부모님께 전화 한 걸 별로 못 봤던      
    같은데.

나: 부모님이 왜 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그림 Ⅲ-38> 문항 19의 실현 양상 

이 문항은 부정 형식으로 긍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수사 의문문이다. 두 집단은 
모두 다 단형 ‘못’ 부정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학습자 오류는 17.4%가 나왔다. 
이중에서 2.2%는 ㄱ)과 같이 안내 사항 요구대로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은 오류이
고 5.4%는 ㄴ,ㄷ)과 같이 표현의 대용 오류였으며 나머지 9.8%는 ㄷ)과 같이 맥
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범한 오류들이었다.

ㄱ) *내가 합격만 한다면야 뭘 못 할 것이 없어요.
ㄴ) *                     뭘 못 하겠더니?
ㄷ) *                     뭘 못 할 수 없나?
ㄹ) *                     뭘 하겠어/할거야?/해?/할까?/할 수 있어?/해도 되냐?

모어 화자는 ‘뭘 못 하겠어?’, ‘뭘 하지 못하겠어?’와 같이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
키기 위해 ‘-겠-’을 86.7%로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34.8%로밖에 사용하
지 않았다.

문항20의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의 긍/부정 실현 양상 및 ‘-겠-’의 실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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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 후회하지 않아도 돼. 일이 기왕 이렇게 된 거 후회한다고            

    ___________________? (소용이 있다/없다)

 

<그림 Ⅲ-39> 문항 20의 실현 양상 

이 문항도 부정 형식으로 긍정적 의미를 전달하는 수사 의문문이다. 두 집단은 
모두 다 단형 ‘안’ 부정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였다. 학습자 오류는 10.9%가 나왔
는데 이중에서 6.6%는 ㄱ,ㄴ)과 같이 표현의 잘못 대용 오류였고, 4.3%는 ㄷ,ㄹ)
과 같이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범한 오류였다.

ㄱ) * 부모님 왜 안 보고 싶단 말이야?
ㄴ) *           안 보 고 싶어 보여?
ㄷ) *           무지 보고 싶지.
ㄹ) *           보고 싶나/싶니?/보고 싶어요?

모어 화자는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겠-’을 87.8%로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학습자는 13.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문항 21의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 집단의 긍/부정 실현 양상 및 ‘-겠-’의 실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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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0> 문항 21의 사용 양상

이 문항은 긍정 형식으로 강한 부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모어 화자는 
‘(무슨) 소용 있(겠)어?’와 같은 긍정 의문문을 가강 많이 사용하였지만 ‘소용(이) 
없잖아?’나 ‘소용(이) 없지 않(겠)니?’로 실현하기도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는 ‘(무
슨) 소용 있(겠)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오류는 주로 안내 사항 요구
대로 의문문을 사용하지 않은 오류들이었다. 한편으로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키는 
‘-겠-’에 있어서 모어 화자는 56.1%를 사용하였지만 학습자는 22.8%를 사용하였
다.

문항19~21의 수사 의문문 긍/부정 실현 양상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 범한 오류도 상
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수사 의문문의 긍/부정 형태와 실제적으로 전달되
는 의미가 불일치하다는 점은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이해하기가 큰 어려움이 없다
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수사 의문문의 이러한 특징은 중국어의 反問문과 
언어 장치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후 인터뷰 조사 내용에 
의하면 실제 발화에서 학습자는 이러한 수사 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편이
다. 중국인 학습자는 문항에서 ‘-겠-’의 실현빈도가 낮은 것을 보면 수사 의문문
의 이러한 발화 수반력 강화 장치에 대해 인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의문문의 적극적 진술 기능은 담화에서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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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의문문은 수사의문문으로 논의되어 왔다. 무표적인 수사 의문문은 학습
자가 일상 발화에서 무의식적으로도 사용하지만 통사적 구조가 복잡한 수사 의문
문은 학습자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언어 맥락에서 특별히 제시되지 않았
을 때 학습자는 의문문의 진술 기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사 의문문을 
실현하는 언어 표현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는 담화에서 양태의 기능을 갖게 되어 그 원형적 의미와 달라
질 때가 많다. 한국어에서 일부 의문사 구는 문법화 경향이 있고 관용적으로 쓰이
는 경향이 있다. 학습자는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높은 오류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양태 부사와의 공기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의문 강조’ 기능의 ‘설
마’가 나타낼 때 모어 화자의 응답은 집중적인데 이는 모어 화자는 이 양태 부사
의 공기 관계에 대한 공통된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태 부사가 나올 때 
학습자의 응답은 상당히 분산되고 오류율이 높았다.

셋째, 수사 의문문은 부정 형태로 강한 긍정적 의미, 긍정 형태로 강한 부정적 
의미를 전달하여 형태와 의미가 불일치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 중국인 학
습자는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이해와 사용에 일정한 간격이 있
다. 학습자는 발화력 강화 장치로서의 어미 ‘-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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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입력 -⟶ 수용 언어 -⟶ 발달 체계-⟶ 언어 산출

➀
입력 처리
중점 연습

➁
중점 연습

<그림 Ⅳ-1> 제2언어 습득 과정(반패튼 Vanpatten, 1990)

Ⅳ. 의문문 간접화행의 교수·학습 내용 및 실제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논의된 의문문의 간접화행 실현 양상 및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들의 의문문 형태·의미 기능의 이해 및 의문문의 간접화행 실현 양상을 토
대로 의문문 담화 기능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실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반패튼(Vanpatten, 1990)은 제2언어 습득 과정을 다음 도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이미혜, 2007: 296-297에서 재인용).

‘입력’(input)은 언어 학습을 시작하기 위해 제공하는 언어 자료를 말하는데 입
력 자료는 문법의 규칙이나 문법의 사용 정보를 제공하며 학습자가 이러한 규칙과 
정보를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교사가 제시한 입력 자료는 목표 
문법을 인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수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수용(intake)’ 된다. 
습득된 지식은 언어 산출에 초점을 둔 다양한 통제된 연습, 문맥화된 연습, 의사소
통적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로 ‘산출’(output)된다. 이 과정에서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과 직관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문법 지식에 대한 이해 과정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 산출하기 위해 반
드시 필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의문문 화행에 대한 이해로부터 적절
하고 전략적인 사용으로 이어지는 교수·학습 내용과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교수 과정에서 입력할 내용은 주로 2절 교육·학습 내용 부분에서 다
루고, 입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학습자가 산출하는 단계까지 연결시키는 
과정은 주로 3절 교수·학습 방법에서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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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의 전제 및 목표

1.1.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의 전제

문법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자에게 언어 체계에 대
한 메타적 사고와 통찰력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 의미가 있다. 의
사소통은 정적인 현상이 아닌 동적인 현상이므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
는 한국어 교육은 더욱이 단편적인 문법 구조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언어 사용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담화 문법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담화 문법은 70년대 언어학계에서의 기능문법, 외국어나 제2언어 교육계에서의 
기능 중심 의사소통 접근법, 주로 소비뇽(Savignon, 1972, 1983)의 상호작용 접근
법(Interactional Approach), 위도우슨(Widdowson, 1978,1979)의 담화 중심 접근
법(Discourse-Based Approach), 피에포(Piepho, 1974, 1979)의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Communication-Based Approach) 등이 제기되면서 외국어 연구와 교육에
서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담화와 담화 기반 교수법에 대해서는 각 학자마다 여러 면에서 논의의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맥락과 연관된 언어 사용을 높이 평가하고, 언어 교수에서 언어 
사용을 통한 언어 습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담화 기반 문법은 
형태나 구조를 중심으로 기술된 문법 지식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사소통 기능의 측
면에서의 문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고립된 문법이 아닌 실제 담화의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데에 관심을 둔다.

담화 기반 문법 교수의 의의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 최영란
(2012:19-24)은 담화 문법의 의의를 첫째, 형태 중심의 문법 기술에서 담화 중심
의 문법 기술로서의 전환; 둘째, 개념적 지식에서 방법적인 지식으로서의 전환; 셋
째, 언어 이해 중심에서 언어 사용 중심으로 전환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요구되는 문법 지식
은 문법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을 맥락에 맞게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변환할 수 있는 수행적 지식이다. 라슨-프리만(Larsen-Fre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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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에서 교육 문법의 지식을 ‘형태’, ‘의미’ 외에 ‘사용’ 측면에서 강조한 까닭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즉,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법 지식은 해당 문법의 실현 형태와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 외에 그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기능’적 측면이 중요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문법 형태가 실질적인 담화 상황에서 갖는 역동
적 의미 기능을 밝히려는 노력은 담화 개념을 문법 교육 내용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문법교육의 내용적 지평 확장을 도모함은 물론, 그것의 질적 수준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김호정, 2012: 392). 하지만 담화 연구 
중 실제 한국어 문법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고, 
담화와 문법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학습자나 교실 연구와 같은 행동 연구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강현화 2012: 252). 본 연구 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한국
어 의문문은 담화맥락적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어 교육 현장에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에는 담화 기반 교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민현식(2006: 307-308)에서는 이상적인 문법 교수 학습의 원리로 문맥의 원
칙, 사용의 원칙, 경제의 원칙, 관련성의 원칙, 양육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담화 문법 관점의 한국어 의문문 간접화행 교육에서 특히 
강조해야 될 원칙은 문맥의 원칙, 사용의 원칙, 적절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전제로 담화 문법을 기반으로 한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수·학습 목표, 내용 및 교수·학습의 실제를 구체화할 것이다.

1.2.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의 목표

카터와 맥카시(Carter & McCarthy, 2000)는 ‘선택(choice)으로서의 문법’과 ‘구
조(structure)로서의 문법’을 구별하였다. 선택의 문법은 문법이 고립적으로 존재
하는 지식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정밀하게 하는 것임을 의미한
다. 특히 상호작용적,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은 문장 층위에서 해석이 불가
능하다. 의사소통은 문장 층위에서가 아니라 담화 층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
법 교육이 담화 층위에서 이루어질 때 문법 지식과 사용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논의에는 빠짐없이 화용 능력이 언급되고 있다. 네즈고다
와 로에버(Niezgoda & Rover)에 따르면 화용 능력은 ‘의미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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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ness of meaning)’과 ‘형태의 적절성(appropriateness of form)’ 모두
를 충족하는 사회 언어학적 능력에 포함된다. 이처럼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인 화용 능력이 의미와 형태의 적절성 모두를 확보할 때 완전해진다는 논의는, 형
태와 그 의미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담화 화용적 측면에까지 확장되어 교수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교육시키는 데에 의문문을 실현하는 형태적 특징 및 의미 
기능에 대한 학습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의문문과 관련된 문법·구조적 학습을 전
제하여 의문문 표현들을 실제적인 담화 맥락에서 어떻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
인가를 이어주도록 교육시키며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67)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문문 간접화행에 대한 문법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담화에서 의문문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더 나아가 의문문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적 능
력(strategic competence)을 가지도록 지향하는 것이다.

엘리스(Ellis, 1997: 612)에서는 제2언어의 교육 목표를 인지 목표와 초인지 목
표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인지 목표는 언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고 초인지 목표는 학습자의 학습 전략을 키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는 목
표 언어의 발음, 어휘, 문법, 화법에 중심을 두고 학습하는 것이고 후자는 학습자
들이 스스로 목표 언어에 숨어 있는 규칙과 질서를 찾는 활동을 통하여 언어를 익
히고 나아가 언어에 대한 분석 능력과 탐구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앞서 살
펴본 의사소통 능력 및 제2언어의 교육 목표에 근거하여 의문문의 화행 기능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문문이 단순 질
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맥락 안에서 다양한 화행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맥락에서 의문문 담화 기능에 주의 기울이기를 통하여 의문문의 

67) 카넬(Canale,1983)과 바흐만(Bachman, 1990)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언어 
능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anale(1983) Bachman(1990)
문법적 능력 조직적 능력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화용 능력 언표내적 능력(기능 범주)
전략적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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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동기, 어떤 발화 상황에서 발화자가 왜 그 의문문을 사용했는지, 어떤 의미 
기능을 전달하고 어떤 심적 태도를 반영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간접화행을 수행하는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요소 및 초분절적인 요소를 정
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문문의 담화 맥락적 성격을 감안하여 
교육 시 맥락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의문문을 실현하는 표현의 형태·통사적 기능
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맥락에서의 담화기능에 주의를 기울
이고 스스로 해당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언어 표현을 발견하게 하고 숙지시킨다. 

셋째, 간접화행을 수행하는 의문문이 나오는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맥락에 따
라 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적절하게,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의문문은 형태와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특정 발화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익히고 선택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 언어 사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의문문 간접화행의 교수·학습 내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문문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데에 있다. 간접
화행은 정보 교환의 차원을 넘어, 상호적인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
는, 특화된 메타화용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68).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대한 교수· 
학습은 의문문의 범주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방법적인 지식으로 
전환하여 발화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의문문의 형태적 
특징, 구체적인 표현 항목의 담화 기능에 대한 지식이 우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 내용의 확인 역시 담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그 방법
적 지식의 검토는 실제 담화에서 상황 맥락에 따라 의문문의 기능이 다양함을 보

68) 이성범(2012: 125-126)에 의하면 간접화행은 그것이 함축하거나 임시하는 내용을 전
달하기 위해 화자가 보다 유표적인(marked)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자
신이 그 말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의 선택에 유의하고 있음을 상위화용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담화의 정보적 목표 외에 상호인간적 목표를 중시하는 동기가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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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동시에 방법적 지식이 적용된 실제 담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그 다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담화 차원에서의 활동을 구성한다. 즉 의문문
의 간접화행에 관련된 교수·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그림 Ⅳ-2>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수·학습 과정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의문문에 대해 실제 사용되는 언어의 한 방법으로 
그 기능과 실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황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의사
소통 활동과 연결시키는 수업 과정은 문법과 기능의 통합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의문문이 사용되는 다양한 양상과 그 적용, 실제를 경험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의사소통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먼저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의 범주적 지식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3장
에서의 실험 결과, 의문문의 간접적 사용에 대한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표현 및 이해 양상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요청·명령 기능을 
하는 의문문의 이해와 사용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존재하고 있다.

첫째, 모어 화자는 요청·명령하는 데에 공손성과 간접성을 목적으로 의문문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많은 상황에서 명령형으로 이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중한 자리나 공적 장면에서 존대형 명령문을 적극적으로 사
용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경어법은 공손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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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범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의문문이라는 통사적 완화 장치로 드러나는 공
손성과 간접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요청 기능을 하는 일부 개별 문형에서 높은 오류율이 보인다. 예를 들어 
‘-ㄹ까’, ‘-을래’의 주어 제약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두 형태의 상황 맥락을 잘 인
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허락 구하기’를 통해 부탁하는 경우에 ‘-어도 돼?’를 
‘-면 돼?’로 잘못 사용하는 오류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셋째, 부정 의문문이 요청이나 명령하는 데에 드러나는 부담 완화 기능 및 발화 
수반력 강화 기능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사용 능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요청
할 때의 ‘-지 않을래?’, ‘-ㄹ 수 없어?’, 강한 명령을 할 때의 ‘안 + V’나 ‘V+지 
못해?’ 등 부정 의문문 표현을 학습자는 생소하게 느끼며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의문문에 대해 학습자는 인지
와 사용 능력이 비교적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의문문의 종결 표현에 대한 인지가 약하고 실현빈
도가 낮았다. 예를 들어 ‘-ㄹ까’, ‘-겠-’ 의 부담 완화 기능 및 강화 기능, 또는 
‘-다고, -다면서, -다니’가 의문문에서의 담화 기능 등이 그것이다.

둘째, 불확신 주장을 제시하거나 확실한 주장에 대해 추정하는 것처럼 공손하게 
표현되는 부정 의문문은 학습자는 모어 화자보다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 

셋째, 강한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 의문문에 대해 내재화가 부족하고 의식
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다. 수사 의문문은 주로 의문사와 통합적으로 실현되
는데 해당 의문사가 원래의 원형적 의미와 다르므로 이러한 문법화된 경향이 있는 
의문사 어휘구에 대해 학습자는 이해가 약하고 정답율이 높지 않았다. 수사 의문
문의 표면적 형식과 실제로 전달되는 의미가 상반된다는 점, 즉 긍정적 형태이면 
부정적 의미, 부정적 형태이면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 대해 학습자는 
이해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으나 실제 발화에서 이러한 수사의문문을 많이 사용하
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인 화자가 발화 의도에 따라 발화에서 자연스
럽게 사용하는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
하고, 또한 형태적인 복잡성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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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이는 사항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 실제를 구안한다. 민현식(2008: 316)에서는 언어 표현
을 지나치게 규칙 중심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대표적 언어 표현을 주목하게 하고 
인지시키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간접화행을 나타내는 의문
문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언어 표현이 맥락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 내
용으로 삼는다.

의문문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문법 항목 교육 내용은 ‘-ㄹ까’와 같
은 종결 어미, ‘-겠-’과 같은 선어말 어미 또는 ‘-다고’와 같은 복합형 어미로 구
성된 종결 표현, ‘-ㄹ 수 있다’와 같은 복합 구성 또한 부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과 같은 문장형이 포함된다. 문법 항목의 속성에 따라 교육 과정에서의 입력 내용
과 교수 방법이 다르게 마련이다. 다음으로 문법 항목 유형 별로 의문문의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 간접화행, 부정 의문문의 간접화행, 수사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제시할 것이다. ‘-ㄹ 수 있어?’와 같은 복합 구성의 간접화행은 2.2절 교수 방법 
부분에서 예시와 함께 보여줄 것이다.

2.1. 의문문 종결 표현으로 드러나는 간접화행 교육 내용

한국어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은 한국어 의문문을 구성하는 문법적 요소들이 
의사소통 기능 영역의 일정한 체계 속에서 적절한 텍스트와 문제 해결 상황, 과제 
활동 등을 통해서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심화시키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까
지 적용 생산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여기서 먼저 의문
문을 구성하는 문법적 및 범주적 지식을 살펴보겠다.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데에 종결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2
장에서 논의된 내용과 3장에서 학습자의 사용 실태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간접
화행을 실현하는 종결 표현의 기본 의미와 담화 기능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
다.69) 

69) 각 문법 항목의 기본 의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담화 기능은 의문문에서 나타나
는 기능만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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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까/을까(요) [어미]
기본
용법

① 상대방의 의견이나 의도를 물어본다.
② 말하는 사람의 의심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담화
기능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한다. 
§ 상대방의 의향이나 의도를 물어봄으로써 제의나 제안을 드러낸다. 주어

가 1인칭 단·복수이고 미래 행동을 지향한다.
§ 추측, 의심, 부담 완화, 강조, 감탄 등 심적 태도를 드러낼 때 쓴다. 주어

나 용언 제약이 없고 과거 시제도 가능하다.
-ㄹ래/을래(요) [어미]
기본
용법

① 화자의 의향, 의지, 의사를 나타낸다.
② 상대방의 의사나 의도를 물어본다.

담화
기능

[의문문에서]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한다.
§ 상대방의 의향이나 의도를 물어봄으로써 요청이나 제안을 드러낸다. 주

어는 1인칭 복수나 2인칭 단수이고 미래 행동을 지향한다.
§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상대방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여 그러지 

말 것을 야단치듯이 말할 때 쓴다. 주어는 2인칭이다.
-다고(요): [어미] -ㄴ다고(요)/-는다고(요)/-(이)라고요/-(으)라고(요)/-(으)
냐고(요)/-자고(요), 구어에서 흔히 ‘-다구’로 축약됨.
기본 
용법

① 발화 내용을 강조하여 말한다.
②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을 재확인한다.

담화 
기능

[의문문에서]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한다.
§ 선행 발화에 대해 재확인하는 동시에 따짐이나 비꼼, 강조나 질의, 부정

이나 반대 등 강한 심적 태도를 나타낸다.
-다면서(요): [어미] -ㄴ다면서(요)/-는다면서(요)/-(이)라면서(요)/-(으)라면
서(요)/-(으)냐면서(요)/-자면서(요), 구어에서 흔히 ‘-며’로 축약됨.
기본 
용법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대화 상대방에게 확인하여 물어본다.

담화
기능

§ 다른 데서 듣고 알게 된 내용을 대화 상대방에게 말해주듯이 확인한다.
§ 상대방이 한 말이 현실 행동이나 사실과 다를 때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

면서 따짐·비꼼 등 심적 태도를 나타낸다.
-다니[어미]: [어미] -ㄴ다니(요)/-는다니(요)/-(이)라니요
기본 
용법

① 다른 사람이 상대방에게 한 말을 물어본다.
② 상대방에게 들은 내용에 대해 의외나 놀라움, 감탄을 나타낸다.

담화 [의문문에서]구어체에서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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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대방에게 들은 말에 의외나 놀라움 또는 감탄 등 심적 태도를 나타낸다.
-겠-[선어말 어미]

기본
용법

①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낸다.
② 화자의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낸다.
③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낸다.
④ 상대방의 의지나 의도를 물어본다. 
⑤ 추측, 가능성을 물어본다. 

담화
기능

[의문문에서] 격식체나 비격식체에서 두루 사용한다.
§ 정중하고 공손하게 요청할 때 많이 쓴다. 흔히 ‘-(시)겠어요?, -(시)겠

습니까?’ 형으로 나타난다.
§ 화자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조심스럽거나 공손하게 드러낼 때 쓴다. 

화자의 심적 태도를 전달하려고 흔히 ‘-지?’, ‘-네’, ‘구나’, ‘군요’와 같
은 양태 의미를 드러내는 어미와 같이 출현한다.

§ 확신이 있는 주장이나 판단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강한 심적 태도를 나
타낼 때 쓴다.

-잖-[표현]
기본
용법

① 상대방에게 정정해 주거나 알려 주듯이 말한다.
② 상대방에게 확인하여 물어본다.

담화
기능

[의문문에서] 비격식체에서 많이 사용한다.
§ 알고 있기는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이 한 말을 잘 기억하

지 못하거나 불확실할 때 상대방에게 확인하듯이 물어볼 때 쓴다.
§ 확인이나 재확인을 통해 동의 요구, 단정, 강조, 감탄 등 심적 태도를 드

러낸다.
<표 Ⅳ-1> 의문문 종결 표현의 담화 기능

이상과 같이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종결 표현은 ‘-ㄹ까, -ㄹ래’와 같은 
어말 어미, ‘-겠-’과 같은 선어말 어미, ‘-다고’류 융합형 어미 또는 ‘잖’과 같은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법 내용은 대부분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
어 있지만 교육 과정에 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1) 의미가 복잡한 문법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를 나누어 순환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겠-’의 의미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교재 문법 설명에서는 단 1회적으로 출현하고 용법을 간단하게 제
시하고 있다. 교육 과정에서 반복 제시가 없으면 학습자는 ‘-겠-’의 용법을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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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문법 설명
SN 1-13 shall we

1-23 will N be A/V
YH 1-14 친구에게 어떤 일을 제안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KH 1-16 *

YS
-ㄹ까1

1-4-1

跟在動作動詞後面的終結詞尾,表示想聽活人建議一起做某件事情,或

者詢問別人的意見.如果動詞詞幹以元音結尾用’-ㄹ까요‘,如果動詞詞

幹以輔音結尾用’-을까요‘。
-ㄹ까2 

1-4-4
和動作動詞詞干連用,說話人詢問聽話人關於做某事的意見.如果動詞

詞幹以元音結尾用’-ㄹ까요‘,如果動詞詞幹以輔音結尾用’-을까요‘。
BJ 1-20

表示對未來或現在是表示對未來或現在事情帶有疑問的推測。當

主語是第一人稱單數時，表示主語徵求聽者的意見；當主語是複

數時，表示話者建議聽者一起行動。
YB 1-27 尊敬階稱終結詞尾。多以疑問形式表示說話人的推測,意志,商量,

強調等。
<표 Ⅳ-2> 한국어 교재에서의 ‘-ㄹ까’에 대한 제시 양상

하게 인지하고 내재화하기 어렵다. ‘-ㄹ까’도 마찬가지인데, 교재에 제시된 실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ㄹ까’의 의미는 기본으로 ‘상대방의 의향이나 의도 묻기’ 또는 ‘추측’으로 논의
되었지만 일부 교재에서는 첫 번째 의미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ㄹ까’에 대해 학
습자는 이 표현의 요청·제안 의미를 상대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 표
현이 지니는 추측 기능 또는 담화에서의 부담 완화 기능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지
와 사용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한쪽 의미 기능의 내재화만이 강화되고 다른 한쪽
이 내재화되지 않으면 자동적 산출에 지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재 내용 제
약으로 한 단원에서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면 의미 기능이 다양한 
문법 항목에 대해 YS교재처럼 ‘-ㄹ까1’, ‘-ㄹ까2’로 나누어 각 학습 단계에 맞추
어서 반복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의미 기능이 비슷한 문법 항목은 대조적 학습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ㄹ까, -ㄹ래’는 거의 모든 교재에서 ‘상대방의 의향이나 의도 
물어보기’나 ‘제안’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ㄹ까’를 초급 단계에
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ㄹ래’의 경우 서울대, 연세대, 북경대 교재에서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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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까’ ‘-ㄹ래’
공통점 제의·제안을 드러내기

차이점

Ÿ [주어]1인칭 단수와 복수
Ÿ (화자 행위를 지향하고) 청

자의 의향이나 의도를 물어
봄으로써 제의나 제안을 드
러낸다.

Ÿ [주어]1인칭 복수와 2인칭 단·복수
Ÿ (청자 행위를 지향하고) 청자의 의

향이나 의도를 물어봄으로써 제의나 
제안을 드러낸다.

Ÿ ‘-ㄹ까’보다 더 구어적이다.

예시

ㄱ. 수진아,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
ㄱ’ 수진아,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ㄴ. 수진아, (너) 주말에 우리 집에 잠깐 올래?
ㄴ’ 수진아, (너) 주말에 우리 집에 잠깐 올까?(✕)
ㄷ. 수진아, 주말까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까?
ㄷ’ 수진아, 주말까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래?(✕)

이화여대 교재에서 3급, 연변대 교재에서 5급, 경희대교재 6권에서 제시하고 있다. 
‘-ㄹ까’는 화자 행동을 지향하고 자신의 제의나 제안에 대해 상대방의 의향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ㄹ래’는 청자 행동을 지향하고 제의나 제안을 나타내는 
것이다. 양자는 ‘제안’을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우
리) 영화 보러 갈래요?’로 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제안을 할 때 
‘-ㄹ까’는 1인칭 지향적이고 ‘-ㄹ래’는 2인칭 지향적이라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조적으로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3) 문법 항목을 제시할 때 담화 상황과 같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화 
성격이 강한 문법 항목에 대해 충분한 상황 설명이 있으면 좋고 교재 지면 관계로 
상황 설명이 어려운 경우 적어도 예문을 단 하나의 문장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다고’는 보통 담화 장에서 
발생한 상대방의 대화에 대해 재확인이나 상황에 따라서 의와나 놀라움, 못마땅함 
등 심적 상태를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므로 발화시 선행 발화가 있는 것이 전
제된다. ‘-다고’에 대해 한국어 교재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69 -

부정 의문문의 담화 기능
  부정 의문문은 부정 명제에 대해 질문하는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상황
에서도 쓸 수 있다.
① 간접적으로 요청이나 명령을 할 때;
② 자신의 인견을 간접적으로나 공손하게 드러낼 때;

교재 단원 문법 설명 예문

SN 3-15 *
시험이 어려웠어요.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네, 시험이 어려웠다고요.

YB 4-2

‘-다고’是詞尾’-다’+表示引用的助詞’-

고’結合而成的複合詞尾.用於形容詞詞

幹或表示時制的詞尾’-았/었/겠’後面表

示如下意思:

(1) 連接詞尾，表示引用別人的話。
(2) 終結詞尾，表示想不到或反問。

난 또 얼마나 많다고.
난 또 너도 갔다고.
책을 잃어버렸다고?
모두 떠났다고?

<표 Ⅳ-3> 한국어 교재에서의 ‘-다고’에 대한 제시 양상 
위의 교재 제시는 상황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연변대 교재 예문의 경우 

선행 발화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이런 방식의 제시는 학
습자가 해당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문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나마 상황 제시를 붙여 담화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친구1: 너 이번에 합격했대.  
  찬구2: 내가 합격했다고?(의외)

2.2. 부정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 내용

부정 의문문의 간접화행 기능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재에서는 많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교육 과정에서 부정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 내용은 다음
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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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확실한 전제에 대해 강조하면서 반대, 질책, 못마땅함, 이의 제기 등 부정적 심
적 태도를 표출할 때.

세부 유형

‘안’
부정

의문문

Ÿ 공손하거나 간접적으로 요청할 때 쓴다. 주로 ‘-지 않을래(요)?’, 
‘-지 않으(시)겠어요?’ 형으로 나온다. 

Ÿ 강하게 명령할 때 쓴다. 주로 사적 장면에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
나 아래 사람일 때 쓴다. 구어에서 흔히 단형 ‘안’ 부정 의문문을 
쓴다.

Ÿ 확신이 없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조심하거나 공손하
게 나타낼 때 쓴다. 주로 ‘-지 않-’ 장형 의문문으로 실현되고 구
어 발화에서 ‘-잖-’으로 축약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또는 양태 부
사 ‘혹시’ 나 ‘추측’ 의미의 종결형 ‘-ㄹ까, -겠지’와 공기하여 나타
내기도 한다.

Ÿ 확실한 정보나 주장에 대해 강조하여 말하거나 반대, 질책, 못마땅
함이나 이의 제기 등 강한 부정적 심적 태도를 드러낼 때 쓴다. 이
때 ‘-겠-’와 같이 공기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못’
부정

의문문

Ÿ 강하게 명령할 때 쓴다. 명령하는 동시에 불만이나 분노 및 못마땅
함 등 심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흔히 ‘V+지 못해(요)?’ 장형 
의문문으로 실현된다.

Ÿ 확실한 정보나 주장에 대해 강조하여 말하거나 반박, 이의 제기 등 
부정적 심적 태도를 드러낼 때 쓴다. 이때 ‘-겠-’와 같이 공기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A/V+ -는 
거 아니- 

Ÿ 확신이 없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확인하듯이 물어보면서 자신의 주
장을 조심스럽거나 공손하게 나타낸다. 흔히 양태 부사 ‘혹시’나 종
결형 ‘-ㄹ까, -겠지’와 공기하여 나타난다.

Ÿ 확실한 정보나 주장에 대해 강조하여 말하거나 반박, 이의 제기 등 
부정적 심적 태도를 드러낼 때 쓴다. 이때 ‘-겠-’와 같이 공기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표 Ⅳ-4> 부정 의문문의 담화 기능 교육 내용

부정 의문문은 교재 텍스트에서 가끔 출현하기는 하지만 교재에서 이에 대해 거
의 아무런 설명이 없다. 캐스퍼(Kasper, 1997)에 의하면 화용적 특성은 교수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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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교수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그 효과가 높았고, 명시적 교수(입력과 연습에 
더하여 화용적 특성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가 비명시적 교수(입력과 연습만 있고 
메타 화용적 구성요소 학습이 없었던 경우)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이해영, 
2002: 67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와 같은 부정 의문문의 화행 기능은 교육과정에
서 일반 부정 의문문과 동등시하고 아무 제시 없이 넘어가면 학습자는 이의 형태
와 담화 기능을 연결시키기가 어렵고 발화에서 자동적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법 지식은 교재에서 삽화나 ‘쉼터’에서 주목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70).

<그림 Ⅳ-3> 부정의문문의 바람직한 제시 예시

2.3. 수사 의문문의 간접화행 교육 내용

수사 의문문은 상황의존형과 상황독립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 문법 
표지로 드러나는 상황독립형 수사 의문문의 담화 기능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70) 그림은 성광수(2005:100)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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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문문의 담화 기능
  발화자는 자신이 잘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
술하거나 강조하여 말하면서 반대, 질책, 비꼼, 따짐, 못마땅함, 감탄 등 다양한 심
적 태도를 강하게 표출할 때 쓰는 의문문은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수사 의문문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Ÿ 담화 장면에 갈등 상황이 있을 때나 갈등 상황이 없지만 단순히 자신의 발화

를 강조하고자 할 때 수사 의문문을 많이 사용한다.
Ÿ 보통 사적 자리에서 같은 또래나 아래 사람 또는 가까운 사람끼리 사용한다.
Ÿ 정중한 자리나 공적 장면 또는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친하지 않은 상

대일 경우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수사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발화하는 말투나 화계 선택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수사 의문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적 특징이 있다.
Ÿ 수사 의문문은 형식상 의문문이다.
Ÿ 수사 의문문은 의문사와 결합하여 실현할 수 있다.
Ÿ 수사 의문문은 ‘좀, 감히, 차마, 도대체, 오죽, 하필, 어찌, 어떻게, 얼마나’ 등 

양태 부사와 결합하여 실현할 수 있다.
Ÿ 수사 의문문은 ‘-겠-’에 의하여 발화 수반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Ÿ 표면적 형태와 내재적 의미가 반대이거나 모순적이다.

<표 Ⅳ-5> 수사 의문문의 담화 기능 교육 내용
수사 의문문은 학습자가 어렵게 느끼는 문법 범주 중의 하나이다. 학습자가 어

렵게 느끼는 이유는 형태상의 복잡성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
는 맥락에 대해 인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도 수사 
의문문을 아주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권하고자 하는 
제시 방식은 3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의문사+ A/V 종결어미’처럼 덩
어리(chunk)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수사 의문문 교육에 다음과 대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수사 의문문의 기본적인 의미를 스스로 탐색 
수사 의문문 교육의 큰 방향은 수사 의문문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을 학습자에게 

탐색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수사 의문문의 교육적 가치는 화자의 발
화 수반력 강화 및 상호작용적 언어 사용 전략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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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나타날 때 화자의 의심스러운 태도를 의문 형
식으로 표현한다. 흔히 ‘-겠-’, ‘-ㄹ까’ 등과 같이 사용한다..

¶ 그가 아무리 돈이 급하다고 해도 설마 도둑질이야 하겠습니까?
  설마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겠지?

<표 Ⅳ-6> 양태부사와 공기하는 수사의문문의 바람직한 제시 방식

다. 즉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동기로 사용하고 이런 표현으로 인해 어떤 발화 효
과가 생기는지를 인식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

(2) 의문사 덩어리 형태로 제시
덩어리 형태 교육의 효율성은 이미 많이 선행 연구에서 논증되었다. 다만 덩어

리 제시 항목 및 수량을 통제해야 한다. 제시 내용은 의문사 덩어리 중 해당 의문
사의 원형 의미와 차이가 많고 문법화 경향이 있으면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기
준으로 교재 교수요목으로 선정하고, 제시 형태는 가급적 단순하게 하며 그 양도 
최소화한다.

(3)양태 부사와의 통사적 공기관계 제시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수사 의문문(강조, 반어, 감탄 등 기능)에서 나온 양태 부

사는 ‘좀, 감히, 차마, 도대체, 오죽, 하필, 어찌, 어떻게, 얼마나’ 등이 있었다. 이러
한 양태 부사는 텍스트에서 출현 시 해당 문맥에서의 서법과 타 성분과의 호응 관
계를 특별히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 강
조’ 양태 부사 ‘설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3. 의문문 간접화행의 교수·학습 방법

누난(Nunan)은 제2언어 교육 방법을 논하면서, 언어를 학습할 때에는 유기적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유기적이며 담화적인 언어 발달에 근거를 둔 교육
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 학습들이 원어적 언어 표현에 노출되어, 배워야 할 문법적 요소들을 광범
위한 언어적, 경험적 맥락 속에서 접한다.
- 학습자가 특정 구조를 연습했다고 해서 그 구조를 습득했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연습을 하는 경우 그 것은 단지 최종적 습득을 향한 첫 단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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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 언어 형식이 순환 반복 제시되며, 학습자들은 형식-기능 간의 관계를 투
명하게 보여 주도록 고안된 과제들을 수행한다.
- 학습자들은 맥락 속에서 문법의 기능을 탐구할 수 있게 해 주는 귀납적 
학습 경험들을 통하여 언어를 점진적으로 구조화시키고 재구조화시키는 가운
데, 스스로 문법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가진다.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습자들은 목표 언어의 항목들을 점점 더 다양하
고 복잡한 언어적, 경험적 환경 속에서 접하게 된다.
                            누난(Nunan, 1999; 임병빈 외 역, 2003:204)

문법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자에게 언어 체계에 대
한 메타적 사고와 통찰력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때 의미가 있다. 러
더 포드와 샤우드 스미스(Rutherford, W. & Sharwood-Smith, M.,1985: 282)는 
목표어의 문법적 규칙의 사용을 통해 언어 표현을 성취해 가는 과정은 보편 문법
의 관점에서 언어의 보편적 원리들이 각 언어의 통사적, 담화적 규칙들에 따라 나
타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인식 고양(consciousness-raising)이라는 개념을 제
시하였다. 

인식 고양은 입력 강화로 명시적으로 하여 목표 문법에 주목하게 하는 것을 강
조한다. 또한 이러한 의식적 주목은 입력 속의 언어 특질들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
고, 그 특징을 자신의 중간 언어 체계와 비교하여 규칙을 확대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진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로즈(Rose, 1999: 
171)는 ‘화용 의식 고양(Pragmatic Consciousness-raising: PCR)’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주어진 화행을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
라, 대신 학습자를 언어의 화용적인 측면에 노출시켜 문맥적으로 적절한 언어 사
용과 관련된 일반화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인식 고양은 학습자에게 언어에 대한 인식을 충분한 입력을 확보하는 토대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 사용에 노출되게 하고 맥락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과 관련된 
일반화에 도달하게 하며,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본다. 본 연
구는 문법 의식 고양 및 화용 의식 고양을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언어 인식 고
양’(language consciousness-rais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언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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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과제를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인식하는 것, 발화 맥
락에 대한 이해, 맥락에서 적절한 사용을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여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통해서 학습자의 언어 인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빌마이어(Billmyer, 1992), 킹과 실버(King & Silver, 1993)에서는 발화 행위 
교육에 필요한 계획 및 실행의 방법을 (1) 발화 행위 실현 전략들에 대한 인지정
도 조사하기(역할극, DCT, 인터뷰 등) (2) 실제 발화 행위의 사용 예를 모델 대
화로 제시하기(짧은 대화, 먼저 대화를 듣고 목표 발화 행위를 식별), 발화 행위의 
사회문화적 요인 파악(대화 상황, 대화 참여자, 상황 초래 원인 파악), (3) 특정 
발화 행위가 필요한 상황을 주고 적절한 표현을 찾게 하기, (4) 실제 연습(역할
극), (5) 역할극 실행 후의 자아 평가 등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다(강현화 2008: 
69-9에서 재인용). 저드(Judd, 1999: 162-166)는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 화용 
능력을 가르치기 위한 모델을 (1) 화행에 대한 교사의 분석, (2) 인지적 인식 기
술, (3) 수용적/통합적 기술, (4) 통제된 생산 기술, (5) 자유롭고 통합적 연습 등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이해영(2002: 67-68)은 화용 의식을 향상시키는 의식 
고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식별해내기(대화 안에서 학습 목표인 
화용적 특성을 찾아내기, 두 사람의 대화에서 한 사람의 대화를 지운 스크립트 보
고 빈칸 채우기, 체크리스트 만들어 대화 점검하기, 드라마나 녹음 테이프를 들으
면서 스크립트 보고 분석하기), (2) 설명 듣기, (3) 자료 수집하기(관찰하기, 참여 
관찰하기, 인터뷰하기, 비디오나 영화, 드라마 자료, 신문과 잡지 기사, 각종 글 이
용 정보 수집), (4) 자문화와 비교하기, 토의하기, (5) 행동으로 옮기기(역할극 하
기, 프로젝트 활동), (6) 평가하기(화용적 적절성에 대한 교사 및 동료의 피드백, 
자기 검정)이다.

의문문 간접화행의 적절하고 자동적인 산출을 위해서는 형태와 연계하여 상황 
맥락 속에서 학습자에게 반복 사용의 경험을 주는 것을 통해, 형태에 초점을 두고 
점차 의미 전달을 위한 담화 생성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표현의 자동
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인식 고양 방법을 적용하여 의
문문의 간접화행을 교육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수 방안을 고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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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담화 상황 부각시키기

상황은 발화 맥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화용론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황적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화자와 청자, 공간과 시간이 부여된 장면, 그리
고 발화의 흐름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에게는 목표
어 나라에서 습득하는 것처럼 충분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면서 언어 지식을 적용하
는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언어 지식을 적용하
는 담화 맥락을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에 공적 장면에서의 
제의와 부탁을 예로 설명할 것이다.

<예시> 공적 장면에서의 부탁하기와 제의하기(중급 전반)
                                                                      
1단계: (주: 교사 질문 내용은 ‘↦’로 표시)

교사는 다음과 같은 준비된 대화를 제시한다. 제시할 때 학습자가 목표 문법에 
주목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목표 문법을 글씨를 진하게 하거나 밑줄 치는 방식으
로 입력 강화를 할 수 있다.

대화 1
사람1(로스): 직장 동료가 당신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료에게 짐 정리를 어
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물어 보십시오.
사람2(메기): 옆 사무실로 이사를 했습니다. 도와주려는 동료에게 부탁할 것을 말해 보
십시오.

로스 유진 씨. 짐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좀 도와 드릴까요?

메기 고맙습니다. 그럼, 이 상자 좀 받아 주시겠어요?

로스 네, 그런데 유진 씨, 이 상자에 있는 사류들은 어떻게 할까요?

메기 그 서류들은 모두 버릴 거예요. 저기 문 앞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 주시겠어  

요?

로스 이 상자에는 필기도구와 문구류가 있는데 서랍에 넣어 드릴까요?

메기 아니오. 괜찮아요. 문구류는 제가 정리하겠어요.
(<말이 트이는 한국어> 2권 내용에 의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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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절차:
(1) 학습자에게 학습 자료를 이해하고 익힌다. 
(2) 유도 질문을 통해 상황 맥락을 인식시킨다.
질문할 때 화행 요소를 주목시키고 식별시키도록 ‘제의’ ‘부탁’ 등 메타언어가 들

어가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 어디에서 발생한 대화입니까? -(담화 장면 질문하기)
↦ 발화하는 사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담화 참여자 질문하기)
↦ 담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화 상황을 질문하기)
↦ 화자는 부탁할 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목표 표현 주목시키기)

(3) 의미 협상으로 해당 언어 표현에 대해 제시한다.

↦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 어떤 표현을 썼어요?
Ÿ ‘-주시겠어요?’는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Ÿ ‘-ㄹ까요?’는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어로 어떻

게 말할까요? 
↦ 위 표현의 주어가 무엇인가요?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 자, 해당 표현의 주어를 주의하세요.

3단계                                                                   
다음 교사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학습자와 협상하여 정

하고 학습자에게 작은 역할극을 수행하게 한다. 

절차:
(1) 과제 주제를 학습자와 협상하여 정한다.(⇨ 상호작용으로 강화)
‘-시겠습니까?’/‘-시겠어요’, ‘-ㄹ까’의 용법을 다시 확인하고 학습자와 상호작

용을 강화하기 위해  ‘-시겠습니까?’/‘-시겠어요’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학습자
에게 생각하게 한 다음에 상황을 설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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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애: 이 아이...너무 예쁘지 않으세요?

떨어지는 선이 여성스러우면서 어딘가.. 천진난만하고... 
영숙: 그러네요.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2)
소현: 그런데요, 절대....라는 건 없지 않나?
지애: 네?
소현: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서요.
(3)
민혁: 계약금도 받으셨는데,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은: 네? 
(4)
강석: 당신이 선생이야?
단아: 네?
강석: 선생이면 애가 그런 거 싫어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단아: 미안합니다.
(5)

(2) 과제를 수행시킨 다음에 교사 평가와 동학 평가를 진행시킨다.
예시: 은행에서: 은행원이 당신에게 신분증 보여 달라고 하기
     회사에서: 상사에게 내일 스케줄을 물어보고 정하기

(3) 목표 문법 학습 효과를 확인한다.

3.2. 발화 의도 실현하기

발화 의도를 실현하는 효과성을 부가시키면 학습자는 해당 표현을 주목하게 되
고 사용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발화 동기를 부각시키는 방안은 다음 예시를 통
해 제시한다.

<예시2> 부정 의문문의 진술 기능(중급)
 
1단계                                                                     

제시 내용은 드라마 동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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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요즘은 서울 시내 700여 군데 주유소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    
        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대요.
경수: 나도 기름 넣으려 가는 길에 그 동안 모아 두었던 신문지를 가져가      
         본적이 있는 데 참 편리하던데요.
철수: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에요.
경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줄     
         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2단계                                                                   
이 단계는 교사는 학습자에게 발화자의 발화 의도를 확인함으로써 의문문의 담

화 기능을 설명한다.
절차:
(1) 학습자에게 위 자료에서 밑줄 친 부분의 공통점을 찾게 한다.

↦ 각 대화에서 밑줄 친 의문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찾아보세요. (부정 의문
문)

(2) 위 상황에서 발화자의 발화 의도를 확인시킨다. 학습자에게 화자가 전달하
고 싶은 의도를 평서문으로 바꿔 쓰라고 하고 평서문의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다른
지를 생각하게 한다. 

↦ 위 부정 의문문은 다 부정적인 뜻인가요? 
↦ 위 부정 의문문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대화1: 너무 예쁘다.
대화2: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다.
대화3: 밥을 사달고 한다.
대화4: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대화5: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3단계                                                                    

이 단계는 다른 가능한 대체 표현을 찾는 것을 통해 대체 표현과 비교함으로써 
부정 의문문의 사용 효과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육의 한 
가지 활동 기법으로 가든 패스(garden path)가 있는데 가든 패스란 의도적으로 과
일반화의 오류를 유도시키고 교사가 개입해 이를 교정한다. 정원에 자연스럽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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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따라 가게 하듯 학습자에게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적용하게 한 후 오류가 발
생했을 때 개입하여 시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비슷한 원리로 출현 가능한 오
류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타 가능한 표현을 찾게 하고 원
문 표현과 비교하여 해당 표현의 발화 수반 효과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인지
를 강화시킨다.

예를 들어 대화2의 경우 ‘절대....라는 건 없지 않나?’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학습
자들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대답할 수 있다.

ㄱ) 절대...라는 건 없어.
ㄴ) 절대...라는 건 없지.
ㄷ) 절대...라는 건 없는 것 같아.

위에서 제시한 표현은 모두 가능한 표현이지만 부정 의문문 형식은 자신의 주장
을 좀 더 부드럽거나 더 강하게 반문(反問)처럼 전달하려고 할 때, 또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이 주장을 상대방에게 판단하라는 식으로 상호작용적 전략을 
도모하고자 할 때 쓴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한다.

마지막 상황을 설정하고 담화를 완성시키는 과제로 해당 문법의 용법을 심화시
킨다.

3.3. 관찰·탐구 학습 활용하기

많은 교수법에서 관찰·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OHE(Observe-Hypothesis-Experiment): 어휘적 접근법 (Lexical 
approach)으로 교수하는 모형으로 ‘관찰-발견, 가설-탐구, 시도’등 단
계를 거친다. 

NDAE(Notcing-Discovering Rules-Accommodation and restructuring  
Experimentation): 문법 현상에 주목하고 문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탐구 
학습의 방법을 수용한 모형이다.

ESA(Engage-Study-Activate): 즉 몰입으로 학습 목표를 동기화하고 스스
로 규칙을 발견하는 학습 단계를 거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강조한 
활동을 통해 습득 내용을 활성화시키는 교수 모형이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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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교수법의 공통적 특징은 ‘관찰-발견-탐구’를 통해 학습자가 지
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급 
학습자에게 형태 변화 및 의미 기능이 다양한 의문문의 수사적 기능에 대해 귀납
적 방법으로 발견·탐구를 통해 스스로 언어 규칙 특히 사용 동기를 모색하게 하는 
탐구 학습 단계를 걸친 통제된 형태 초점 교수 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탐구적인 교수·학습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더 잘 이
해하고 언어 교실에서 제공되는 배움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머피(John M. 
Murphy, 2004: 517)에 의하면 학습자는 학습에 관한 자각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 언어 코스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정보라도 수집하기.
나) 수집한 정보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도록 조사하기.
다)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찾아보기.
라) 현재 교수·학습하는 행위와 학습하는 행위를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깨달음

을 갖기.
마) 탐구적 교수·학습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협력하기.
바) 심층 탐구가 필요한 교수·학습에 연관된 질문을 제기하여 다듬기.
사) 제기된 질문을 명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 찾기.
아) 교수·학습에 있어 새로운, 미약한 정보라도 지식적인 변화주기.
자) 교수·학습 행위와 반응에 관한 변화 적어 놓기.
차)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고 타인과 지식 교환 및 정보 공유하기.

의문문 간접화행을 교육시키는 데에 탐구를 활용하는 총 목표는 실제적인 맥락
에서 사용되는 의문문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과 사용 능력을 개발하고 화용론적 관
점에 입각하여 적절한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다양한데 예를 들어 교사가 한국인 화자들 사이의 대화를 녹
화 또는 녹음한 자료를 준비하거나 혹은 학습자 스스로 한국인과의 대화를 녹음하
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한국의 드라마나 동영상 자료 프로그램을 녹취하
여 그 자료에 나타난 특수적 담화 기능을 하는 의문문을 발견하고 기능 별로 분석
하게 한다.
71) OHE는 M. Lewis(1993), NDAE는, J.C. Richards(2002),  ESA는 Harmer(2007)를 참

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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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
B: 뭐? 야?
A: 그래. 내가 너한테 밥 (     ) 그리고 나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있었어.
         너 (                               ).
B: 너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내가 너 밥 갖다 주고 싶어서 (             )? 
         그리고 밥 갖다 달라고 했으면 밥 먹을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귀에 이어폰 틀어막고 있었던 게 (                         ).
A: (                        ) (대본 출처: <돌아온 뚝배기>)

탐구적 학습은 그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은 굉장히 열린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창의적으로 받아쓰기를 하는 활동 예시를 보여준다.

<예시3>  동영상 시청하고 창의적 받아쓰기 (고급 듣기)

절차:
§ 학습자에게 들려주기 전에 대화 내용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
§ 학생 2인 1조씩 팀을 나눈다. 한 팀에 한 학생만 동영상 자료를 듣고 다른 

학생은 듣지 않는다.
§ 학습자에게 문제지 배부하기: 녹음 내용 중 수사 의문문이 나온 부분을 지

워 빈칸이 있는 활동지를 배부한다.
§ 과제 설명: 학생에게 들은 내용에 근거하여 자기 말로 평서문으로 바꿔 내

용을 채워 보도록 한다.
§ 학생에게 동영상 자료를 두 번 들려준다. 처음에 들렸을 때는 정상적 속도

로 들려주고 대화의 맥락과 내용을 파악하게 한다. 두 번째로 들렸을 때는 
느린 속도로 들려주고 담화를 완성하도록 한다.

§ 담화 완성시키기 문제지를 작성한 후 같은 팀의 다른 학생에게 준다.
§ 문제지를 받은 학생은 빈칸에 채워진 평서형 문장을 다시 수사 의문문 형으

로 바꿔 쓴다.
§ 완성 후 원본 스크립트와 대조한다.

<스크립트 내용에 의하여 재구성된 담화 완성 문제지>

<원본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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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야!
B:    뭐? 야?
A:   그래. 내가 너한테 밥 가져오라고 했니? 그리고 나 이어폰 끼고 음악 듣고     
      있었어. 너 같으면 밖에서 소리 나는 거 들리겠니?
B:    너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구나! 내가 너 밥 갖다 주고 싶어서 온 줄 알아? 그  
       리고 밥 갖다 달라고 했으면 밥 먹을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귀에 이어폰 틀  
       어막고 있었던 게 잘 했다는 거야?
A:     뭐 이런 게 다 있어?

위와 같은 창의적 듣기와 텍스트 재구성 방법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대본에서 
출현된 다양한 의문문의 형태 및 담화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4. 의문문 간접화행의 수업 구성

교수·학습 모형의 선택에는 학습 목표, 학습자의 학습 동기, 학습 환경, 목표 문
법의 특성 등에 따라 그 방법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혜(2005: 167)에 의
하면 문법 구조가 복잡하고 통사적 제약이 클수록, 즉 문법적 기능이 강한 항목일
수록 상향식 모형이 적절하고, 반면 문법적 지식보다는 문법 사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문법적 기능보다는 화용적 기능이 강한 항목일 때에는 하향식 모
형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문법 항목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초급 단계에는 
상향식 모형이, 문법 항목의 통합 지도가 필요한 고급 단계에 하향식 모형이 적합
하다고 하였다.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4> 이미혜(2005) 교수 모형 선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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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상향식 접근 방식은 PPP 모형이 
고 하향식 접근 방식은 TTT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72) 실제 수업 현장에는 각 
변인을 고려하여 각 모형의 장단점을 보완하거나 종합하는 약간의 조절과 변형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의문문은 문법적 구조가 비교적 복잡함과 동
시에 담화에서 실현되는 양상 또한 복잡하여 담화 맥락에서의 발화 의미가 중요한 
문법 범주이다. 따라서 의문문의 담화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 모형을 선택할 경우
는 고정된 하나의 모형보다는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서 교사가 융통성을 발휘하여 
종합적인 교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의 요청 기능을 예시로 TTT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명시
적 교육을 부각시키는 교수 모형을 고안할 것이다. 이러한 교수 모형을 선택한 근
거는 첫째, 학습 내용 면에서 요청 기능을 실현하는 각 의문문 유형은 문법 구조
가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실현 방법이 다양하다. 각 구조의 문
법 적 기능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에서의 사용이 더 중요하다. 둘째, 학습자 및 학
습 환경 요인을 보면, 중국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교재 중심으로 문법 위주의 통제된 학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수업 시간 외
에 언어 사용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언어 환경이 구비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배운 문법 형태와 이의 담화 기능을 사상(mapping)하고 상황 맥락에서 사
용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환경적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입력
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 출력 기회를 만들고 문법 표현의 사용에 익히는 것이 교사
와 학습자 모두에게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72)이 외에도 OHE(Observe-Hypothesis-Experiment) 모형, NDAE(Notcing-Discovering 
Rules-Accommodation and restructuring Experimentation), ESA(Engage-Study- 
Activate)모형 등이 있다. OHE모형은 어휘적 접근법 (Lexical approach)으로 교수하는 
모형으로 ‘관찰-발견, 가설-탐구, 시도’등 단계를 거친다. NDAE모형은 문법 현상에 주목
하고 문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탐구 학습의 방법을 수용한 모형이다. ESA 모형은 몰입으
로 학습 목표를 동기화하고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는 학습 단계를 거쳐서 자유로운 의사소
통을 강조한 활동을 통해 습득 내용을 활성화시키는 교수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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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수·학습 모형

의문문으로 요청을 실현하는 언어 유형은 주로 한국어 교육 중급 단계에 이루어
진다. 구조가 많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담화에서 실현 양상이 다양하고 상황을 
의존하는 담화 성격이 강하다. 앞에서 논의된 문법 교수·학습 모형 선택 기준에 근
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청 기능을 실현하는 의문문 유형에 대해 언어 인식 고양
을 부각시키는 과제 기반 교수·학습 모형을 고안하고자 한다. 수업 구성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
계 교사 활동 ó 학습자 활동
⇩ ⇩ ⇩
과
제 
준
비

§ 의문문 화행 기능이 들어간 담화 제시
§ 화행을 실현하는 언어 표현에 입력 강

화
유
도
식

언
어 

인
식

고
양
하
기

§ 제시된 담화를 이해하기
§ 입력 강화된 부분을 주목하

기
⇩ ⇩ ⇩
과
제 
이
해

§ 담화 상황 및 발화 의도 안내
§ 과제의 주제와 목표 제시
§ 담화에서의 목표 문법 및 표현 주목시

키고 확인시키기

§ 담화의 상황 및 발화 의도
를 이해하기

§ 발화 의도를 실현하는 수행 
방법을 모색하기

⇩ ⇩ ⇩
과
제 
수
행

§ 소집단별 과제 수행 활동 안내
§ 각 소집단별 모니터
§ 학습자의 동기 촉진, 격려

§ 그룹별로 과제 수행하기
§ 결과 발표하기

⇩ ⇩ ⇩
과
제 
정
리

§ 과제 수행 중 사용된 언어 표현을 명
시적으로 설명하고 정리하기

§ 이해와 생산 결과 확인
§ 과제 수행 중 표현 다시 확

인하기

<그림 Ⅳ-5> 언어 인식 고양을 지향한 과제 기반 교수·학습 모형

(1) 과제 준비 단계

과제 준비 단계는 담화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 언어 표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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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이끌어 흥미를 유발하는 동기화 단계이다. 목표 언어 표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 담화를 제시하고 교사는 학습자들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
험을 통한 학습이 되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대화적 상황 교육을 통해 목표 문법 
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낸다.

주제는 주요 표현 문형의 의미와 기능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혹
은 학습자에게 거기서 출현된 문법 사용에 대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선수 학습한 내용을 환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교사는 구체
적인 문법 설명을 지나치게 자세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학습자가 유의적 표현들의 
서로 다른 사용에 주목할 수 있도록 입력 강화 기법을 사용한다. 자료에서 특정 
표현을 굵게 보이게 하거나 밑줄을 긋는 등 학습자가 형태를 의식적으로 주목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 과제 이해 단계

과제 이해 단계는 좀 더 복잡한 과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학습
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 내용 자체에 대해 관찰하고 탐구하여 중요한 정보를 발
견하는 단계이며 이렇게 발견된 정보를 자신의 중간언어 체계 속에서 목표 문법에
는 어떠한 규칙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가설을 형성하는 단
계이다. 

이때의 중요한 연습 활동은 유도식 질문을 던지고 의미 협상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있다. 문법 의식 고양 과제에서 사용되는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일반화를 위한 전략들을 학습자에게 점진적으로 안내해 주는 발문의 성격을 지닌
다.73) 효과적인 발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화 과정에 관련되는 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식별하기로, 문법 의식 고양 과제에서 
학습자들은 입력 자료 속에서 목표 문법을 식별, 주목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는 문
법 처리를 위해 맥락 속에 묻혀 있던 목표 문법을 초점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3) 타바(Taba, 1967)는 유도 발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강혜옥, 2006: 70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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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제 수행 단계

과제 수행 단계는 목표 형태에 초점을 두면서 의미 중심의 의사소통 활동을 수
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한국어로 표현할 기회를 많이 주어 학습자가 의미나 기능뿐
만 아니라 의문문의 실현 형식을 의식하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과제 수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사는 집단별 과제 수행을 모니터하며 어
려움을 겪는 집단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어 문제를 완만히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
할을 한다. 학습자가 형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정
확히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규칙 발견을 위한 비계 설
정(scaffolding)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화된 안내나 힌트를 제공하여 학습자가 
빠른 시간 내에 규칙에 가까운 가설을 형성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4) 과제 정리 단계

과제 정리 단계는 교사의 최종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과제
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이때 교사의 피드백과 함께 학습자의 자아 평가나 학습자 
간에 상호 평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과제 준비부터 과제 정리 단계의 전 과정 중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일차적으로 표현한 상태에서 교사는 잘못 사용된 언어 형식에 학습자의 주의를 집
중시킴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한 형식이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형
식과 다름을 깨닫게 한다. 교사의 피드백은 교수-학습의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고 
교사는 명시적 방식 위주로 학습자가 의사소통 중에 언어 형식에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외면적 활동 내면적 정신 작용 유도 발문

일
반
화

1)요점 확인 -식별하기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2)확인된 정보의  
  항목 설명

-요점들의 상호 관련
-인과 관계 결정

이것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3)추론
-제시된 바 넘어서기
-함축된 바 알아내기
-추정하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떤 느낌을 떠오르게 합니까?
어떻게 결론(일반화) 내리겠습니까?

<표 Ⅳ-7> Taba(1967)의 일반화 전략의 수행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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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언어 인식 고양을 위한 과제 기반 수업 구성

이 절에서는 상술한 교수·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의문문의 요청 기능 관련 
수업 구성을 살펴본다.

l 학습 목표: 간접적 요청화행을 실현하는 데의 의문문의 기능을 학습하고 적절
하게 수행한다.

l 학습 내용: 요청 기능을 실현하는 의문문 유형
l 언어 수준: 중급 
l 수업 유형: 말하기

1단계: 과제 준비 단계                                                      
절차:
1) 자연스럽게 경험 위주로 과제를 도입한다.
교사가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자에게 특정한 행동이나 과제를 수

행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 학습 자료를 좀 나눠 줄래?
↦ 좀 덥네. 창문을 좀 열어 놓을까?
↦ 분필이 다 떨어졌네. 누가 가서 좀 받아 올래?

시킨 다음에 유도 발문으로 본 수업 주제 및 언어 표현을 주목시킨다. 이 절차
를 통해 학습자에게 주제 내용을 암시하고 동기를 부여시킨다.

↦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뭘 시켰어요? 무슨 말로 시켰어요?

2) 모델 대화를 제시하면서 수업을 시작한다. 이 단계를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
금 담화 상황 및 해당 표현에 주목시킨다.

↦ 자, 여러분 자료 다 받았지요? 2분 줄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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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및 환불

점원: 손님, 오서 오세요. 찾으시는 것 있으세요?
손님: 다음 주에 면접이 있어서 정장을 좀 사고 싶어요. 정장 좀 보여 주시겠어  
         요?
점원: 네. 이것 어떠세요? 올해 인기 상품이에요.
손님: 네. 그런데 좀 화려하지 않을까요?  좀 점잖게 보이는 건 없나요? 
점원: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떨까요?
손님: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입어 봐도 돼요?
점원: 그럼요. 입어 보세요.
손님: 괜찮네요. 이 것 주세요.
점원: 네, 결제 도와 드릴까요?

다음날:
소님: 어제 산 옷이 좀 작네요. 큰 사이즈로 바꿔 주실 수 있으세요?
점원: 죄송하지만 이 옷은 큰 사이즈가가 다 팔렸어요. 다른 양식으로 바꿔 드릴  
         까요?
손님: 그런데 마음 드는 것 없는데요. 그냥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점원: 네. 손님, 아주 죄송하지만 이 건 특가 상품이라서 환불은 안 되는데요.

2단계:  과제 이해                                                      
과제 이해 단계는 주로 유도 질문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담화 상황, 발화 의

도 및 해당 표현의 사용을 주목시키고 식별해 내도록 인도한다. 

절차:
1) 학습자에게 자료 내용을 낭독하게 하고 학습 자료를 이해하고 익힌다.
2) 낭독 후 유도 질문으로 담화 맥락을 주목시키고 식별시킨다.

↦ 어디에서 발생한 대화입니까?-(담화 장면 질문하기)
↦ 발화하는 사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담화 참여자 질문하기)
↦ 담화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화 상황 질문하기)
↦ 화자는 부탁할 때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목표 표현 주목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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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해당 언어 표현에 대해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의미 협상(negotiantion)으로 요청을 실현하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제시하고 터득
시킨다.

↦ 대화에서 옷을 사는 손님과 종업원은 부탁하거나 제의하는 데 각각 어떤 의문문 
언어 표현을 썼나요?

학생이 찾은 언어 문법 항목을 판서하고 입력 강화를 하면서 이들 문법 항목의 
용법을 잘 아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각 문법 항목의 용법을 간단하게 제시해
도 좋다. 

Ÿ -어 주시겠어요?
Ÿ N+ 어떨까요?
Ÿ -어도 돼요?
Ÿ -어 드릴까요?
Ÿ -어 주실 수 있으세요?
Ÿ -어 주시면 안 될까요?

의미 협상의 다른 중요한 목적은 이들 표현이 왜 사용되었는지를 인식시키는 것
이다. 명령문으로의 실현과 의문문으로의 실현이 서로 비교했을 때 발화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의문문으로의 사용 때문에 발화의 정중성, 공손성, 완곡성이 어떻
게 구현되었는지를 학습자에게 생각하게 한다.

4) 해당 표현이 출현된 상황 및 용법에 대해 확인한 다음에 과제 수행을 안내한
다.

↦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표현들을 잘 알겠나요? 우리 한번 활용해 볼까요?

3단계: 과제 수행                                                          

 이 단계의 과제 수행 유형은 역할극이다. 역할극의 상황 유형은 학습자와 상호
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같이 상의하여 결정해도 좋다. 교사는 과제의 목표를 명확
히 설명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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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극장에서 자리 바꾸기
친구랑 오랜만에 같이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자리가 같이 있는 영화권을 사지 못했
습니다. 당신은 친구와 같이 앉아서 영화 보려고 앞자리에 앉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
리 좀 바꿔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상황2: 컴퓨터 빌리기
당신은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인해 고장이 났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컴퓨터를 하루만 
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쓰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빌려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상황3: 발표 순서 바꾸기

황 맥락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킨다. 

1) 역할극이라는 과제 유형을 설명한다.
2) 상호작용을 강화시키기 위해 과제 주제를 학습자와 협상하여 정할 수 있다.

본 수업의 과제 목표는 정중성, 공손성, 간접성을 드러내는 요청 화행을 수행하
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과제 수행의 목표를 암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여러분은 일상 상활에서 자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제의를 하나요?
↦ 주로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제의하세요?
↦ 정중하고 공손하게 부탁하거나 제의할 상황은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어른이나 높은 사람일 때
상대방과 친한 사이가 아닐 때
부탁하는 일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클 때
......

3) 교사가 최종 과제 주제를 정하고 과제 수행을 모니터한다.
절차: 
1) 2인 1조로 팀을 나눈다.
2) 주제를 적힌 쪽지를 배부하고 자유 과정 수행 시간을 준다. 과제 상황 설정

은 예시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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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이번 학기의 발표순서는 마지막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반 친구와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4: 교수님께 면담 예약하기
당신은 개인적 사정으로 지난 주 수업에 빠졌습니다. 수업 내용을 선생님께 찾아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전화로 방문 사유를 진술하고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상황5: 축제 계획 상의하기
당신은 반장입니다. 당신 반은 상급반과 같이 이번 학기의 문화 축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상급반 반장과 문화 축제 내용에 대해 상의하고 싶습니다.  
상황6: 음악 소리 줄려 달라고 부탁하기
당신의 룸메이트는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
지만 역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옆에 공부하고 있는 당신은 방해가 됩니다. 음
악 소리를 줄어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4) 과제 정리 단계                                                      
이 단계는 과제 수행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 평가 및 동학 평가를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절차:
1) 일부 학생에게 과제 수행 내용을 발표시킨다.
2) 교사 평가와 동학 평가를 통해 역할극에서의 언어의 전략적 사용 및 형태·구

조 사용을 체크한다. 비디오 촬영이 가능한 경우 과제 수행 중에 녹화된 화면 일
부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다시 회상하도록 하는 기법도 사용할 수 있다.

3) 수업 끝난 후 학습 내용 및 효과를 확보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다. 유형은 드라마에서의 요청 상황을 발췌하거나 한국인 친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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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의문문은 순수 질문 기능뿐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양한 담화 기능을 갖는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문의 담화 기능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화용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간접화행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살
펴보고 화용 능력을 신장을 지향으로 의문문 간접화행의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에 목표를 두었다.

본 연구는 의문문의 담화 기능을 문장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를 
감안하여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담화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이의 담화 
기능을 간접화행의 틀에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간접화행의 개
념, 간접화행에 적용되는 공손성 원리, 간접성 원리 및 적합성 이론을 살펴보고 간
접화행의 적극적 담화 기능과 소극적 기능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의문문의 담화 맥락적 성격을 주목한 연구는 많았지만 그 구체적 실현 
양상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먼저 Ⅱ장에서 선행 연구
를 기반으로 의문문의 간접화행을 요청·명령 및 진술로 나누고 이를 본 연구 논의
의 틀로 삼았다. 각 화행 기능을 실현하는 맥락적 요소, 즉 화자의 발화 의도, 대
화 참여자의 사회관계, 담화 장면, 담화 상황을 고려하고 의문문의 형태·통사적 및 
화용적 실현 양상을 드라마 대본을 통해 살펴보았다. 요청·명령 기능을 실현하는 
의문문 표현은 선행 연구에서 비교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하고 드라마에서 추출된 유형을 일부 보완하였다. 

의문문의 진술 기능은 그 동안 적극적 진술 기능 및 소극적 진술 기능으로 나누
어서 설명되어 왔으나 이러한 진술 기능을 실현하는 언어 표현은 담화맥락적 성격
이 강해 언어 구조로만 가지고 소극적인 진술인지 적극적 진술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진술 기능을 참조하여 의문문의 형
태적 기준으로 종결 표현으로 실현되는 간접화행 기능, 부정 의문문이 드러나는 
간접화행 기능, 수사 의문문이 드러나는 간접화행 기능을 논의하였다. 이 중에서 
종결 표현으로 드러나는 간접화행은 주로 ‘-ㄹ까, -겠-’으로 이루어진 의문문 종
결형의 부담 완화 기능이나 발화 수반력 강화 기능, ‘-다고, -다면서, -다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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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형의 담화 기능을 논의하였다.
Ⅲ장에서는 의문문 교육의 현황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의문문 간접

화행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의문문의 간
접화행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의문문의 형태적 특징 및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문문 간접화행의 실현 양상을 모어 화자와 비
교함으로써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중국인 학습자는 의문문의 
요청·명령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모어 화자는 요청·명령 하는 데에 공손성과 간접성을 고려하여 의문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학습자들은 많은 상황에서 명령형을 선호하였다. 특히 정
중한 자리나 공적 장면에서 존대형 명령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었다. 이는 
학습자들은 경어법을 공손성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법 범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의문문이라는 통사적 완화 장치가 드러나는 공손성과 간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요청·명령 기능을 하는 일부 개별 문형에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 예를 들
어 ‘-을까’, ‘-을래’의 주어 제약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양자가 쓰이는 상황 맥락
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허락 구하기’ 방법을 통해 부탁하는 경우
에 ‘-어도 돼?’를 ‘-면 돼?’로 잘못 대용하는 오류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셋째, 요청을 하거나 명령을 할 때 부정 의문문이 수행하는 부담 완화 기능 및 
발화 수반력 강화 기능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이해와 사용 능력이 
부족한 편이었다. 예를 들어 요청할 때의 ‘-지 않을래?’, ‘-ㄹ 수 없어?’, 강한 명
령을 할 때의 ‘안+V?’나 ‘V+지 못해?’ 등 부정 의문문 표현은 학습자는 생소하게 
느껴지고 담화 자료에서의 출현 빈도가 낮았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의문문에 대해 학
습자는 인식과 사용 능력이 비교적 약한 경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의문문의 종결 표현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실현빈
도가 낮았다. 예를 들어 ‘-ㄹ까’, ‘-겠-’ 의 부담 완화 기능 및 발화 수반력 강화 
기능, 또는 ‘-다고, -다면서, -다니’가 의문문에서의 담화 기능 등이 그것이다.

둘째, 불확신 주장을 제시하거나 확실한 주장에 대해 추정하는 것처럼 공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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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는 ‘-지 않-’ 과 ‘-는 거 아니-?’ 와 같은 부정 의문문의 경우 중국인 학
습자는 모어 화자보다 그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 

셋째, 강한 진술 기능을 수행하는 수사 의문문에 대해 내재화가 부족하고 의식
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수사 의문문의 경우 의문사와 통합적으로 실현
되면서도 해당 의문사가 원래의 원형적 의미와 다르게 문법화된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의문사 어휘구에 대해 학습자의 이해도가 낮았으며, 정답율 역시 높지 않
았다. 수사 의문문의 형식과 실제 전달 내용이 상반한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는 데
에 큰 지장은 없으나 실제 발화에서 이와 같은 수사의문문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
는 편이다. 

Ⅳ장은 의문문 간접화행의 교수·학습 내용, 방법 및 실제를 다루었다. 의문문의 
간접화행에 대한 교수·학습은 의문문의 범주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을 이해하고 이
를 방법적인 지식으로 전환하여 발화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발화 의도를 적절하
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간접화행을 실
현하는 의문문의 형태적 특징, 구체적인 표현 항목의 담화 기능에 대한 지식이 우
선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 내용의 확인 역시 담화 차원에서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또 그 방법적 지식의 검토는 실제 담화에서 상황 맥락에 따라 기능
이 다양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방법적 지식이 적용된 실제 담화를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 

의문문 간접화행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문법 항목 교육 내용은 ‘-ㄹ까’와 같
은 종결 어미, ‘-겠-’과 같은 선어말 어미 또는 ‘-다고’와 같은 복합형 어미로 구
성된 종결 표현, ‘-ㄹ 수 있다’와 같은 복합 구성 또한 부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과 같은 문장형이 포함된다. 문법 항목의 속성에 따라 교육 과정에서의 입력 내용
과 교수 방법이 다르게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내용에 따라 상황을 부각시
키는 교수 방법, 발화 의도를 부각시키는 교수 방법, 관찰·탐구를 활용하는 교수 
방법을 고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적 요청 기능을 실현하는 의문문에 대해 언어 
인식 고양을 지향한 과제 기반 교수 모형을 제시하고 교수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문문의 의미 기능을 다루는 데에 문장 차원
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화행적 요소를 고려하여 담화 차원에서 
의문문의 간접화행 기능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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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요구도 및 학습자 담화 자료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모형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의문문의 간접화행은 담화맥락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학습자의 실제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려면 구어 담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제약적이고 직접 실생활의 
발화를 녹취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지면에 쓰이는 구어 자료
를(담화 완성 테스트) 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서 연구자는 학습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피
험자는 해당 상황에 실감이 나지 않아 실생활에서의 발화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면에 쓰이는 구어 자료 사용으로 인하여 의문문 간접
화행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억양이나 악센트 등 초분절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자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에 언어 사용 환경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입력을 강조하면서 활용 기회를 창출하는 언어 인식 고양을 지향
하는 과제 기반 교수 모형을 고안하였으나 교수 모형 선택에는 학습 환경(외부 물
리적 여건이 구비되는지), 클래스 인원 구성(다인수 클래스인지 소인수 클래스인
지), 학습자 수준 및 학습 취향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입력 및 과제 활동의 분량
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한계는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한국어 교
육에서의 의문문 담화 기능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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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資料
性別： 男□  女□
韓國語學習時間：大學（    ）學期；
                在中國（    ）個月+在韓國（    ）各月
3.是否參加韓國語能力考試?
參加過的話：韓國語能力考試（       ）級（例如： TOPIK 3級）
沒參加過的話：相當於 TOPIK （        ）（無TOPIK成績者）

[부록1] 예비 설문조사 Ⅰ

PartⅠ 在韓國語日常會話中，你是否經常用到下列疑問終結形式。

疑問終結形式 沒用過  很少使用 一般 較多使用 經常使用

(으)ㅂ/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어(요)? ① ② ③ ④ ⑤

-니? ① ② ③ ④ ⑤

-나(요)? ① ② ③ ④ ⑤

-는가(요)? ① ② ③ ④ ⑤

-느냐/으냐? ① ② ③ ④ ⑤

-다면서(요)? ① ② ③ ④ ⑤

-잖아(요)? ① ② ③ ④ ⑤

-다니? ① ② ③ ④ ⑤

-지(요)/죠?- ① ② ③ ④ ⑤

-ㄹ까(요)? ① ② ③ ④ ⑤

-ㄹ래(요)? ① ② ③ ④ ⑤

-겠지(요)? ① ② ③ ④ ⑤

-는다고?/-라고?/-냐고?/-자고? ① ② ③ ④ ⑤

-시겠습니까/시겠어요? ① ② ③ ④ ⑤

※寫出上述疑問終結形式中,你認為最難的三個(從最難的開始),並說明理由(可用中文）。
1. ________ 認為難的理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 認為難的理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 認為難的理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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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

同意  
同

意

一

般

不太

同意 
不同

意

1 在日常韓國語交流中經常使用到問句。 ① ② ③ ④ ⑤

2 使用問句的時候，終結表現形式很復雜，經常

拿不准使用何種終結方式。
① ② ③ ④ ⑤

3 對韓國語特殊疑問句中疑問詞的用法不清楚。 ① ② ③ ④ ⑤

4 疑問句的語義功能受具體語境影響很大。 ① ② ③ ④ ⑤
5 疑問句在具體語境中的語義很容易理解。 ① ② ③ ④ ⑤

6 能夠在具體的語境中熟練自如的使用疑問句的

各種語義功能。
① ② ③ ④ ⑤

7 課本中對疑問詞尾的與法說明不夠充分。 ① ② ③ ④ ⑤

8 教學中對疑問句的各種語義功能有比較充分的

練習。
① ② ③ ④ ⑤

9 疑問句，特別是特殊疑問句需要進一步學習。 ① ② ③ ④ ⑤

10-1
你知道的韓國語問句的功能有哪些？

① 提問  ② 推測   ③ 確認   ④ 邀請   ⑤ 拜托   ⑥ 命令 

⑦ 表達不太確定的觀點       ⑧ 反問

10-2 上述功能中你用得比較熟練的是哪些功能？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1 用韓國語交流時, 經常用疑問句表示邀請或拜托嗎？
經常使用⇦  ① -  ②  -  ③  -  ④  -  ⑤  ⇨不用

11-2 如果不經常用，請說明原因:

① 不太會用  ② 這樣的語境不多  ③ 用疑問句顯得不禮貌 ④ 其它__________

12-1 用韓國語交流時,常用‘-는 게 더 낫지 않아요?’的這樣否定疑問句，提出自
己的看法或觀點嗎？
經常使用⇦  ①  -  ②  -  ③  -  ④  -  ⑤ ⇨不用

12-2
如果不經常用，請說明原因.

① 這種用法不太會用 ② 這樣的語境不多 ③ 這種句式所表達的意思不夠明確

④ 其它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1 用韓國語交流時,經常使用的疑問句表示反問嗎?
經常使用⇦  ①  -  ②  -  ③  -  ④  -  ⑤ ⇨不用

13-2
如果不經常用，請說明原因。

① 反問句用法不太熟悉 ② 這樣的語境不多  ③ 這種用法顯得不禮貌

④ 其它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2] 예비 설문조사 Ⅱ

PartⅠ를 완성하신 다음에 다음 질문을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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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번 일은 정말로 고마워.
친구:  뭐, 우리 사이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_______________ 도와줘?

친구:  너 선 봤다면서? 민수한테 들었는데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고?
나:    _______________ 남자가 그렇게 입이 가벼울까?

친구:  남자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뭐 받았어?
나:       선물이 다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도 잊어버렸는데.

나:    우아, 그 사람도 떨어졌구나.
친구: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_______ 쉬운 일인가? 경쟁이 꽤 치열하다더라.

나:    언니, 내가 한 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언니:  화라니? 내가 _______________ 화내는 거 본 적 있어?

무엇(뭐, 뭘); 왜; 어디; 누구; 언제; 어떻다; 어떠하다; 어떻게; 

어떤; 몇; 얼마; 얼마나; 무슨; 어느; 어찌하다; 어찌(나)

[부록3] 수사 의문문에서의 의문사 사용 양상 조사(학습자)

☞在下列場景下,請選擇合適的疑問詞形式來加強說話的語氣,如果覺得不

需要添加任何疑問詞,請在橫線上畫“○”。

1.【與學校前輩的對話】你擔心學姐因為自己的話生氣了,學姐表示自己從不會發火。

2.【與朋友的對話】你非常感謝朋友的幫助，而朋友認為幫你是理所當然的。

3.【與朋友的對話】你對朋友不遵守秘密的行為感到非常不滿。

4.【與朋友的對話】男友不僅沒有送你生日禮物，甚至連日子都不記得，你很不滿的對朋友

抱怨。

5. 【與朋友的對話】朋友認為進ＯＯ公司絕對不是容易的事情。

6.【與媽媽的對話】你對這次考試沒有信心，媽媽反問你，沒有學習怎么有可能有信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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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요.
엄마: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 ______________ 합격할 자신이 있겠니?

나:   지성 씨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런 점을 살리면 취직이 잘 될 거예요.
친구:  상상력만 풍부하면 ______ 해요? 회사 생활이 내 적성에 안 맞는데요.

나:   남자친구가 사과했어?
친 구 :     사과는 ________________________? 아직 말도 안 하는데.

친구:  회사일 할 만해?
나:    너무 바빠. _________________ 일이 많은지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

친구:  택시 타고 가자. 택시가 더 빠를 거야.
나: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텐데 빨리 가면 _____더 빨리 가겠어?

好。

7.【與朋友談論找工作】你稱贊朋友想象力豐富，朋友卻認為想象力豐富并沒有多大用處。

8.【與朋友的對話】你和男朋友吵架了，男朋友沒有跟你道歉，你在跟好朋友抱怨。

9. 【與朋友的對話】你剛剛進入一個公司工作，公司非常忙。

10.【與朋友的對話】朋友認為做出租車更快，你認為現在是下班時間，坐出租車也快不到

哪裡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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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나: 네. ＯＯ전자 사업부입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모씨: 장철수 부장님 계십니까?

1. 성별: □ 남자        □ 여자

2. 나이: □ 10-19세 □ 20-29세   □ 30-31세  □ 40-49세  

3. 직업: □ 대학생 □ 대학원생   □ 직장인    □ 기타

[부록4] 간접화행 의문문 사용 양상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과정 진강려라고 합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이 한국어 간접화행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문 결과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학위 논
문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조사 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연구자 진강려 올림

응답자의 기본 신상 정보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십시오.

☞ 여러분은 다음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안내：

（1）담화 상황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괄호 안에 제시된 핵심어 (혹은 그 

부정형)를 활용해  문장을 완성해 주십시오.

（2）담화를 완성하시고 끝에 문장 부호를 표시하십시오. 예를 들어 평서

형 뒤에 ‘.’, 의문형 뒤에 ‘?’, 감탄형 뒤에 ‘!’ 등.

1.【회사 사무실에서】당신은 회사 직원이다. 부장을 찾는 전화가 왔는데 부장은 
지금 자리에 없다. 당신은 상대방에게 이따 다시 전화하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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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죄송하지만 한 한 시간 후에 다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하다)

나: 선배님, 어디 가세요?
선배: 어, 도서관에 좀 가려고.
나: 책 반납하러 가시는 거예요? 혹시··· 반납할 책 많으세요?
선배: 아니.
나: 그래요? 그럼 제 것(도) 좀 ____________________  (반납하다)

유준: 단나야, 주말에 뭐 해? 
단나: 아직 생각은 안 해 봤어. 요즘에 너무 정신없이 바빴으니까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쉴까 해서...
유준: 그래? 나랑 같이 영화 보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다)

단나: 미안해서 어떡해? 영화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 사장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커피 한잔  ________________ (드리다)
사장: 네. 감사합니다.

나: 배불러. 커피 마시고 싶어. 너 커피_____________________  (마시다)
친구: 그래. 가자.

2.【선배에게 부탁하기】선배가 도서관에 가려고 한다. 당신은 선배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사정이 급해서 선배에게 책을 대신 반납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3.【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당신은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 
같이 다니는 친구에게 커피를 마실 것을 권유하다.

4.【좋아하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하기】단나는 유준이가 동아리에서 만난 
여대생이다. 안 지 얼마 안 되어 아주 친하지 않지만 유준은 단나에게 호감이 
생겼다. 그런데 단나는 유준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유준은 단나에게 
거절을 당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같이 영화를 보자고 
권유하고 싶다.

5.【회사 대접실】당신은 사장 비서이다. 회사를 방문하러 온 A 회사 사장을 
대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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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20kg 넘으셨네요. 추가 요금을 내셔야 됩니다.
나: 저기, 저……학생인데 (혹시) ________________________  (봐 주다)

나: 선배님. 이 책   ________________  (보다)

선배: 그래. 

엄마: 내일 시험 날이지. TV 그만 보고 일찍 자.
 -동생은 ‘네’ 하면서 계속 TV 를 보고 있다. 
 -잠시 후.
엄마: TV 그만 보라니까. 엄마 말이 안 들려?
 -동생은 못 들은 척하고 계속 TV 를 보고 있다. 
엄마: (화가 나서) 너 자꾸 엄마  말 ____________________  (듣다)

엄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일어나.
나: 엄마 나 좀 더 잘래요.
 -잠시 후
엄마: 한 번만 더 말한다. 빨리 일어나라고.

나: 그 동안 선배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퇴근 후 다들 약속     
    없으시죠?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기념으로 우리 같이          
   _______  (한잔하다).

동료 선배들: 그래?

6.【회사 사무실】당신은 회사 신입 직원이다. 오늘은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 당신은 사무실 동료에게 퇴근 후 같이 
한잔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7.【공항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당신의 짐이 중량 초과되었다. 당신은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승무원에게 봐 달라고 조심스럽게 사정한다.

8.【선배에게 책 빌려 보기】당신은 같이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선배의 방에 
놀러갈 때 선배의 책상에 놓여 있는 책을 보았다. 당신은 그 책을 잠시만 
빌려 보고 싶다.

9.【엄마는 동생을 혼내고 있다】동생은 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TV 만 보고 
있다. 엄마는 몹시 화가 났다. 

10.【아침 집에서】엄마는 몇 번이나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했는데 당신은 계속 
자고 있다. 엄마는 몹시 화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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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무 반응 없이 계속 자고 있다)

엄 마 : (화가 나서) 일어나라니깐. 빨리________________  (일어나다)

반장: 이 일은 장미한테 맡기는 것 어때?
나: 글쎄. 걔가 이번에 과연_______________________  (잘 해 내다)

유 준: 저 과일 뭐지? 처음 본 것 같네.
나: 왜 몰라? 우리 지난 번 뷔페에서 _________________  (먹다)

대리: 이번 신제품 마케팅은 TV 광고부터 하는 게 어때요?
팀장: 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효과가 확실할 것 같아. 다른 아이디어는  

    없나?
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 신제품 특성을 봤을 때 TV 광고보다   

    현장 이벤트가 더 _____________ (낫다)

팀장: 일리가 있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선배: 그 책 어제 깜빡해서 책상에 두고 갔는데 어디 갔을까?
나: 어제 책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선배님 혹시 잘못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알다)

11.【반장과 주말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반장은 축제 계획안을 장미에게 
맡기려고 한다. 당신은 장미가 잘 하지 못 할 거라고 의심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12.【과일 가게에서】친구 유준이는 모르는 과일을 보고 당신한테 물어봤다. 
당신은 지난번에 어떤 뷔페에서 유준과 같이 먹은 일이 생각났다.

13.【회사에서 신제품 마케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당신은 회사 마케팅부 신입 
사원이다. 신제품 마케팅 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14.【선배의 책이 없어졌다】선배는 어제 수업이 끝난 후 책상에 두고 간 책이 
없어졌다고 한다. 당신은 어제 책상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선배가 잘못 기억한 거라고 생각하고 공손하게 선배에게 
말한다.

15.【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다】당신은 고등학교 동창 
대풍과 수미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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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너 들었어? 우리 동창 대풍이랑 수미가 이혼했대.
나: 아니, 그렇게 다정한 부부가 _________________  (이혼하다)

나: 아이고, 넘 힘들어. 할아버지 안 피곤하세요? 
할아버지:이 정도 가지고 _________________________   (피곤하다）  

친구: 다들 왜 그렇게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거야, 정말?
나: 글쎄, 조금이라도 더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게 모든 여자들의         

    _____________ (희망 사항이다)

반장: 철수가 오늘도 학교에 안 나왔네.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냐?
나 : 설마 ______________ (일이 생겼다) 내일부터 멀쩡하게 나올 거야.

친구: 시험 날짜 얼만 안 남았으니까 많이 바쁘죠?
나: 응. 이번에 꼭 합격해야 되는데.
친구: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꼭 합격할 거야. 합격하면 크게 한턱 내.
나: 그럼. 내가 합격만 한다면야 뭘  __________________ ? (하다/ 못 하다)

16.【할아버지와의 대화】당신은 할아버지와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했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마쳤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으시며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신다.

17.【대학생 철수가 이틀째 학교에 안 왔다】반장이 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하며 철수의 친구인 당신에게 물어본다. 당신은 철수가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교에 안 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다고 강조하여 
말한다.

18.【친구와의 대화】당신은 날씬하게 보이고 싶은 것은 모든 여자들의 희망 
사항이라고 강조하여 말한다.

☞ 다음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안내: (1)괄호 안에 제시된 핵심어를 선택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2)반드시 의문형으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19.【친구와의 대화】당신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꼭 
통과하고 싶다. 통과하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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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어요? 부모님께 전화 한 걸 별로 못 봤던      
    같은데.

나: 부모님이 왜 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친구: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 후회하지 않아도 돼. 일이 기왕 이렇게 된 거 후회한다고            

    ___________________? (소용이 있다/없다)

20.【친구와의 대화】당신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당신에게 부모님이 보고 싶냐고 물어본다. 당신은 당연히 보고 싶다고 
강조하여 말한다.

21.【친구와의 대화】친구는 어떤 일 때문에 몹시 후회하고 있다. 당신은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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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Indirect Speech Acts of Interrogatives 

for Chinese Korean Learners

                                          Chen, Jiangli

Interrogative is a type of sentences that conveys a question for people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the world. Interrogative sentences can reveal not 
only questions but also various pragmatic meanings such as conjecture, doubt, 
confirmation, request, command, irony, emphasis, and admiration, etc. Indirect 
speech act of interrogative means when a sentence with interrogative forms is 
not to be interpreted as question acts but other implicative functional 
meanings. They are commonly used as a syntactic down-grader in order to 
prevent pragmalinguistic failures and reinforce the effect of utterance in 
communication. This study points that education on the indirect speech acts of 
interrogative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earner’s pragmatic ability. In 
this research, the aspects of understanding and usage of the indirect speech 
act functions of interrogatives by Chinese Korean learner are studied for the 
purpose to find effective approaches.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ly, indirect speech acts are important components of pragmatic abilities 
and interrogative is a typical grammatical category to realize the indirect 
speech acts. Secondly, interrogative is related to various language functions 
like request and discussion, etc., which is requested on the Korean language 
course from beginner to advanced level. In other words, teaching the 
discourse function of interrogative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function. Finally, the sentence structure of interrogatives 
which reveals indirect speech act is complex, and the discourse meanings 
while expressing indirect speech action should be explained with a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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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erence in the context. Both of them are difficult for foreign learners.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ations of explaining the meanings of 
interrogatives in the sentence dimension, this study tries to clarify the 
functional meaning of interrogatives in the discourse dimension.

  In chapter Ⅱ, the concept of indirect speech acts, politeness principles, 
the degree of indirect, relevance theory that applied to indirect speech acts, 
the active discourse function and passive function of indirect speech acts are 
discussed.

The indirect speech acts of interrogatives are clarified into requests, orders 
and statements in this study based on previous studies. Combined contextual 
factors to realize the function of each speech act, i.e.  speaker's intention, the 
social relations of the dialog participants, discourse situation and scene of 
discourse, the form and syntactic patterns and pragmatic aspects of 
interrogatives are discussed based on previous studies. Meanwhile, by 
analyzing materials extracted by drama scripts, some patterns discussed 
insufficiently in previous studies are added. 

In Chapter III, status of education of interrogatives and the problems which 
existed in education course are reviewed. And then, the aspects of 
understanding and usage of indirect speech acts of interrogatives by methods 
of Discourse Completion Tests and Follow-Up Interview a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comparing between Korean native speaker and 
Chinese intermediate and advanced Korean learner, we can draw a conclusion 
that the native speakers use the indirect acts functions of interrogatives 
actively in order to express their intention effectively and exert the 
illocutionary force while the Chinese speakers can not use them appropriately.

In chapter Ⅳ, the teaching contents and approaches of the indirect acts 
functions of interrogatives are prepared. It is confirmed that the promotion of 
automatic usage of expressions through communication activities starting with 
the focus on form and progressing to a focus on information transmiss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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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with the basis of the learner's understanding of categorical 
knowledge of interrogatives and working to reach an appropriate output in 
conversational discourse and giving experience in repetitive usage in a context 
where the forms of interrogatives are connected to the utterance meaning. 

While teaching the indirect acts functions of interrogatives, the grammar 
items of Korean endings like ‘-ㄹ까’, ‘-ㄹ래’, pre-final endings like ‘-겠-’, 
fused endings like ‘-다고’; phrase like ‘-ㄹ 수 있다’, negative interrogative 
and rhetorical interrogative should be included. The input contents and 
approach should be prepared differently as well depending on the properties of 
the grammar items. The approach focusing on the speech situations and 
speech intentions and the approach conjugated observation and discovery are 
devised in this study. In addition, a model of task-based teaching oriented 
language awareness-raising for the indirect request meaning function of 
interrogative and the teaching plan are given. 

* Key words: interrogative, indirect speech act, illocutionary act, the 
principles of indirect speech act, discourse function, the aspect of 
understanding and usage, task-based teaching, language awareness-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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