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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어 의도 표현은 화자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으
로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의사소통하는 데에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표현
이다. 한국어 의도 표현의 특징은 그 수가 많고 의미가 유사하며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의도 표현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원(意願) 조동사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에 대한 의존성도 낮
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도 표현을 공부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의도 표현은 주로 초급 단계
에서 교육되는데, 그러나 이들 표현을 이미 공부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도 표현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
에 적절하게 의도 표현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형태, 통사, 의미, 화
용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의도 표현 간의 차이를 구별하고 상황 맥락에 따라 의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의도의 행위 양태적 속성을 밝히고 의도 표현의
개념을 구축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논저 및 교재에서 출현 빈도가 높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혼용하고 있는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
래’,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등 표현을 본 연구의 교육 목록으로 선
정하였다. 이어서 선행 연구를 통해 선정된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 특징을
검토하였고, 구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이들 표현의 의미 및 화용적 특징을 고찰
하였다. 그 후 한국어 의도 표현의 사용에 있어 중국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의도 표현에 관한 한·중 대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도 표현을 이미 학습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및 대조 집단인 한국
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도 표현의 사용에 대한 양 집
단의 차이를 비교하고,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사용 오류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
사를 실시한 후에 양 집단에서 응답자를 선택하여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사후 검
정 인터뷰를 실시하여, 의도 표현의 사용에 대한 양 집단의 인식 양상 및 학습

- i -

자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대체적으로 한국
어 모어 화자와 비슷한 사용 양상을 보이고, 중급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인 사용에 있어 중급 학
습자 집단이 고급 학습자 집단보다 더 많은 오류를 범하였고, 의도 표현을 변별
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양 집단이 모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사용 양상이 나타난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 목표어의 복잡성, 교
육 과정의 영향 등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의도 표현에 대한 학습자 사용 양상 및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중국
인 학습자를 위한 의도 표현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
에서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도
표현을 교수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과제를 활용하여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형태 초점 과제를 통해 형태·통사적인 특징을 이
해시키고, 판단 과제를 통해 의도 강약을 이해시키고, 상황 제시 및 역할극을 통
해 의도 표현의 화용적인 특징을 이해시키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 및 부족한 점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의도 표현 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도 표현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을 실시하여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를 위한 의도 표현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
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상황 맥락에 따라 의
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는 문장 종결형의 형태로 실현된 의도 표현만 다루었고 접속문 및
내포문에서 실현된 의도 표현의 형태들은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주요어: 한국어 문법 교육,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행위 양태, 한국어 의도
표현, 중국어 의원 조동사, 의사소통 과제
* 학 번: 2012-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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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논문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표현 중에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의도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의도 표
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외국어 교육학에서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 대두되면서 한
국어 문법 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이 상황 맥락에 따라 적절한 목표 문법을 사용하
여 상대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교육의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
는 반복 연습을 통해 문법 형태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의
사소통 상황에서 문법 사용의 유창성 및 적절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추세이다.
민현식(2006)에서도 정확성의 범주에 머물러 있던 문법 교육의 목표를 적절성의
범주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 사용자와 단절되고 독립된 언어가 아닌 실
제 일상의 언어를 문법 교육의 대상언어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
면서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
육 현장에서 문법 교육은 여전히 문법 형태의 이해 교육에 머무르고 있고 문법
의 적절한 사용을 추구하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양태 표현은 화자의 미세한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서, 실제 발화 상황에서 의사소통 실패를 초래하기 쉬운 문법 항목
들이다. 또한 양태 표현 중에 의미가 유사한 표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학습자
들이 유사 양태 표현의 의미 차이를 구별하여 상황 맥락에 따라 변별적으로 사
용하는 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양태 표현 중에 화자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의도 표현은
‘초급과 중급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표현들인 만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학습내용이다’.(이윤진·노지니, 2003:174에서 재인용) 그러나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은 초급에서 의도 표현을 이미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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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들 표현의 차이를 구분하여 화·청자 관계나 발화 장
면 등의 맥락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중국 현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재들
은 개별 의도 표현을 독립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 표현을 기술
할 때 문장 측위에서 형태 및 의미적인 특징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담화 상황
에서 의도 표현의 화용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학습자에게 의도 표현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우기 위해 의도 표현에 대한 통사, 의미, 화용적 이해 및 상황 맥락에 따
른 적절한 사용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도 표현 중에 문장의 끝을 맺어주는 종결형 의도 표현을 연구 대
상으로 삼고자 한다. 문장 종결형 의도 표현은 미세한 의미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므로 학습자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표현들이다. 이어서 초급에
서 한국어 의도 표현을 이미 학습한 중·고급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을 사용할 때
어떠한 양상이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는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다양한 의도 표현을 배웠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화 상황에서 한두 가지 항목만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설문 조사 시 다양한 발화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이 ‘-겠다’ 및 ‘-(으)ㄹ게
요’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고 상황 맥락에 따라 각 표현이 미세한 의미 차이를 가진
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상황 맥락에 따라 의도 표현을 다양하
게 사용하지 못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통사적 제약을 인식하지 못해 문법적 오류를
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의도 표현은 인칭, 용언, 시제 등 여러 통사적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예를 들어 ‘-(으)ㄹ게요’는 평서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의문문
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문문에서 ‘-(으)
ㄹ게요’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셋째, 한국어 의도 표현은 상황 맥락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높으므로 화·청자
관계나 발화 장면이 다르면 의도 표현의 선택도 달라진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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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도 표현은 그 수가 적고 맥락 의존성이 낮아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지
않는다. 모국어의 영향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도 표현을 사용할 때도
화·청자 관계나 발화 장면과 같은 맥락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넷째,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해 이들 표현을
혼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약속의 ‘-(으)ㄹ게’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으)ㄹ래’를 사용하거나, 계획의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약속의
‘-(으)ㄹ게요’를 사용하는 오류가 가장 많았다.
예비 조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들은 의미가 유사한
의도 표현의 차이를 구별하여 상황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 의도 표현의 통사적 제약에 미숙해서 비문을 생성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형태, 통사, 의
미, 화용의 측면에서 의도 표현 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나아가 의
사소통 상황에서 의도 표현을 유창하고 적절하게 상용하도록 하는 데에 교육의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도의 행위 양태적 속성을 밝히고 의도 표현의 개념을 정리하여 교육적
목록을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유사 의도 표현의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인 특징을 검토하고,
표현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셋째: 의도 표현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피고 학습자의 사용
오류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검토하
고자 한다. 첫째, 의도의 의미 자질에 관한 연구, 둘째, 한국어교육에서 의도 표
현에 관한 연구이다.

2.1. 의도의 의미 자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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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의 의미 자질에 대한 연구로는 서태용(1982), 이기갑(1987), 이찬규(2004)
박재연(2004) 등이 있다.
서태용(1982)에서는 현대국어의 의도·목적의 의미를 구성하는 어미 형태의 역
사적 변화 및 형태소 분석을 검토하고,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의도·목적 구문의
통사론적 제약 및 의미론적 특징을 밝혔다. 이 연구는 의도·목적을 실현하는 어
미의 형태소를 분석하고, 분석된 기본 형태소들이 의도나 목적이란 의미 기능과
맺은 연관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의도 및 목적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기갑(1987)에서는 의도 구문의 범위를 ‘-거든’의 후행 문에 올 수 있는 문장
들로 한정하여, 의도 구문의 주체에 대해 그 성격과 제약을 검토하였다. 그는 의
도 구문의 주체가 발화의 현장성이 살아 있고, [+주관성], [+유정성] 또는 [+사
람]이라는 의미 자질을 지니며, 또한 비의문문에서 1인칭, 의문문에서 2인칭의
주체만을 허용한다는 특징을 밝혔으며, 주체의 제약을 통해 의도 구문의 의미
자질을 밝히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찬규(2004)에서는 문장에서 화자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는 의도와
주어의 능동적 행위 여부를 결정짓는 의지 의미를 구분하여 각각 범주를 설정하
였다. 그동안 의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장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통사적인 지
표, 또는 화용론에서 의도의 함축 정보를 중심으로 전행해 왔는데, 이 연구는 문
장의 의미 정보를 화·청자 영역과 주어 영역을 구분 지어 의도의 의미 자질을
탐구하는 데에 새로운 분석 도구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 외에 양태의 의미 체계에서 의도의 의미를 다룬 연구로는 박재연(2004)이
있다. 박재연(2004)은 한국어의 문법 기술에 필요한 양태 범주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양태 어미들의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였다. 양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인식 양태에서의 추측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의도
의 양태성을 밝히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
구는 의도가 ‘화자 스스로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양태적 속성을 밝히고, 의
도를 한국어의 양태 체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2. 한국어교육에서 의도 표현에 관한 연구

- 4 -

한국어교육에서 의도 표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양태 체계에서 의도 표현을 다
룬 연구, 추측 표현과의 비교를 통해 의도 표현의 특징을 밝힌 연구, 보조 용언
으로 구성된 의도 표현에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의도 표현을 비롯한 양태 표현의 교육은 주로 ‘덩어리 형식’으로 구성
된 표현 문형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어교육에서 의도 표현을 총체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김서형(2007)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도 표현 대신 의도성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의도성
표현의 하위 영역을 의지 표현, 계획 표현, 희망 표현, 약속 표현으로 나누어,
학습자 쓰기 및 말하기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의도성 표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 의도와 관련이 있는 표현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었
다는 점, 또한 의도성 표현의 하위 영역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분류는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분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각 하위 의미 영역의 의미 자질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점이 있다.
양태 표현의 체계에서 의도 표현을 다룬 연구로는 이효정(2003), 엄녀(2010)
등이 있다. 이효정(2003)에서는 한국어 교육용 문법 체계 안에서 한국어의 양태
체계를 의무 양태, 평가 양태, 인식 양태로 분류하고, 각 영역에 속한 덩어리 표
현을 선정하여, 한국어 양태 표현의 교수 순서와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박재연(2004)은 의도 표현을 행위 양태에 포함시켰는데, 이와
달리 이효정(2003)은 의도 표현을 의무 양태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강제성] 여부에 따라 의도 표현 및 의지 표현을 구분하였으며, 의도 표현은 [강제성]의 자질로 화자가 명제 행위 실현에 가하는 힘이 약하고, 의지 표현은 [+
강제성]의 자질로 화자가 명제 행위 실현에 가하는 힘이 강하다는 특징을 밝혔
다. 한국어 교육에서 의지 표현 및 의도 표현이 혼용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
[강제성] 자질로 의도 및 의지 표현을 구분했다는 것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
엄녀(2010)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양태 표현의 이해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양태 표현의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구안하여 효과적인 교수·학
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앞서 각 학자가 제안한 양태 체계와 달리 양
태를 인식 양태 및 비인식 양태로 나누었고, 그중에 비인식 양태에는 ‘능력, 희
망, 의도, 의지, 의무, 허용, 금지’ 등 의미를 포함하였다. 나아가 비인식 양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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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을 분류하기 위해 박재연(2004)이 제안한 행위 양태의 분류 기준을 적
용하여, ‘능력, 희망, 의도, 의지’는 주어의 조건을 기술하는 자질에 해당되고,
‘의무, 허용, 금지’는 청자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의미 자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
였다. 이 연구는 의도 및 의지의 의미를 구분하였는데, 그러나 구분 기준에 대해
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양태 표현의 체계에서 의도 및 추측 표현을 대조함으로써 각 표현의 의미 자
질을 고찰하는 연구로는 이윤진·노지니(2003), 강현주(2010) 등이 있다. 이윤진·
노지니(2003)에서는 추측과 의지의 양태 표현을 기술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문법
항목의 통사적, 의미 기능적인 규칙에 대한 양 표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이차
적으로 특수한 상황과 함께 자주 쓰이거나 예외적인 현상처럼 보이는 규칙에 대
해 양 표현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추측과 의지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겠다’ 및 ‘-(으)ㄹ 것이다’가 있고, 의지만 실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으)ㄹ
게’ 및 ‘-(으)ㄹ래’가 있으며, 그리고 이들 표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미를 통해 형태론적으로 실현되는 추측과 의지 표
현 가운데 초급과 중급 수준의 표현들을 부분적으로 다루었고 고급 수준의 추측
과 의지 범주 등 한국어교육 전반에 걸친 양태 표현들을 다루지 못했다.
강현주(2010)에서는 한국어의 양태 표현 중 추측과 의지를 의미하는 ‘-겠다’와
‘-(으)ㄹ 것이다’의 의미와 기능 그리고 이들 표현이 쓰이는 상황 맥락을 검토하
여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이
들 표현은 모국어 화자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맥락에서의 의미와 기능
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담화 차원 문법 교육
의 원리에 따라 추측과 의지를 나타내는 ‘-겠다’와 ‘-(으)ㄹ 것이다’를 학습자 숙
달도별로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보조용언 또는 의존용언의 형태로 구성된 의도 표현을 다루는 연구로는 한송
화(2000), 안병일(2009), 이종은(2005) 등이 있다.
한송화(2000)에서는 국어학 분야에서 보조용언의 판단 기준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있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국어교육에서 보조용언에
나타난 상적인 의미나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의 이해가 한국어 학
습자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상적 기능, 양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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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행적 기능으로 한국어 ‘하다’류의 보조 용언을 분류하였고, 그중 양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용언에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고자 하다, -려고 하다, -을까
하다, -어야 하다’ 등 표현을 포함시켰으며, 이들 표현의 의도 의미 및 화행 기
능도 밝혔다. 그러나 동일 상 범주 혹은 동일 양태 범주로 묶인 보조용언들 사
이의 용법이나 쓰임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다.
안병일(2009)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보조용언 ‘하다/되다’로 이루어진 종결형
의도 표현을 대상으로 이들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밝히고 체계적인 교육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하다/되다’류 의도 표현을 화자지향성 및 청자지향성
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화자지향성 의도 표현에는 계획하기, 결심하기, 약속하
기, 거절하기 등 의사소통 기능, 청자 지향성 의도 표현에는 의무 부여하기, 명
령하기 등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하다/되다’로 이
루어진 의도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이종은(2005)에서는 한국어 교수·학습의 관점에서 한국어 의존용언 표현의 의
미기능을 재정립하여 한국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미기능을 문법적 의미기능과 화용적 의미기능으로 나누어, 화용
적 의미기능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양태 의미기능
이라고 주장하였다. 화용적 의미기능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의미는 [의도]
및 [의지]가 있는데, 의도에는 ‘-(으)ㄹ셈/참이다, -(으)ㄹ까 보다/하다, -(으)려
고 하다, -고자 하다, -기로 하다, -려고 들다’가 있고, 의지에는 ‘-(으)ㄹ 것이
다’만 있다. 이 연구는 의존용언의 형태로 실현된 의도 표현의 의미기능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의도 및 의지의 의미기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언급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박숙영(2006)은 한국어에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 ‘-겠어요’, ‘-(으)ㄹ
거예요’, ‘-(으)ㄹ게요’, ‘-(으)ㄹ래요’는 학습자들이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각 표현의 의미적 기능 및 표현들 간 의지의 정도의 두 측면에서 이들
표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는 확신성, 일방성, 결정권, 명령에 대한 대
답,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어들과의 결합 등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각 표현의 의
지의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의지 강약에 따라 ‘-겠어요’ > ‘-(으)ㄹ래요’ >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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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거예요’ > ‘-(으)ㄹ게요’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의지의 정도
를 비교하려는 시도가 참신하지만, 이러한 측정 도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
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윤은경(2006)에서는 양태 표현 중에 의지에 해당하는 종결어미 ‘-(으)ㄹ래’와
‘-(으)ㄹ게’를 선정하여,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이 두 표현의 의미적 분포 양상을
분석하였고, 각 표현의 형태·통사적 및 의미·화용적 기능을 검토하였다. ‘-(으)ㄹ
래’는 평서문에서 화자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며,
의문문에서는 제안, 위협, 부탁, 단순의지 순으로 반도가 높게 나타났고, ‘-(으)
ㄹ게’는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행동을 암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 연구는 말뭉치 분석을 활용하여 의지 표현의 의미 차이
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검토한 선행 연구를 요약하자면, 한국어교육에서는 개별 의도 표현의 통
사 및 의미 특징에 관한 연구, 양태 범주의 큰 틀에서 의도 표현을 부분적으로
논의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대부분 선행 연구는 개별 의도 표현의
통사나 의미적 특징을 논의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고, 의도 표현을 하나의 문
법 범주로 간주하여 의도 표현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또한
의도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및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도 표현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도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의도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
및 사용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중국 현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주로 초·중급 단계에서 의도 표현을 다루
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의도 표현을 이미 학습한 중·고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한다. 초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초급 학습자들이 의
도 표현을 완전히 학습하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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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포함시킨다면 학습자 사용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중국 현지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자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중급(3급 및 4급) 혹은 고급(5급 및 6급)을 통과한 학습자들을 연구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 및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의도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조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총 98명이고 한국인 모어 화자 집
단은 총 34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Ⅰ-1>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 집단 정보
교육 기관
연변대학교
랴오닝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
후난사범대학교
광동외국어외무대학교
총인원

남
5
1
7
3
3
19

성별
여
21
6
17
11
24
79

숙달도 (TOPIK 등급)
중급(M)
고급(A)
12
14
1
6
11
13
2
12
9
18
35
63

평균 연령

18~25세

<표Ⅰ-2>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정보
직업
대학생
대학원생
회사원
기타
총인원

남
8
2
5
1
16

성별

여
3
5
4
6
18

평균 연령

20~30세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 특징, 의미 및 화용적 특징에 대한 중
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담화 완성형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1)를 통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담화 완성형 테스트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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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형 담화 완성 테스트(Open-Ended DCT) 및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Multiple-choice DCT)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의도 표현에
대한 형태 및 통사적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의미 및 화용
적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에 의도 표현의
사용에 대한 양 집단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 참여자를 선정하여(모
어 화자 5명, 중급 학습자 5명 및 고급 학습자 6명), 사후 검정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조사 도구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개방형 담화 완성 테스트(Open-Ended DCT)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 특징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
해 개방형 담화 완성 테스트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도 표현의 화·청자 관
계 및 의사소통 기능(약속, 계획, 목적 등)에 따라 총 24개의 상황을 설계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각 상황에 맞게 답을 쓰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설문 문항 예
시는 의도 표현의 계획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화·청자의 친밀 정도 및 힘의
우위에 따라 4가지 상황으로 설정된 것이다.
<설문 문항 예시>
【계획】
1) 종강 모임에서 교수님이 당신에게 졸업 후의 계획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2) 당신은 휴학 서류를 재출하려고 행정관에 갔습니다. 직원이 당신에게 언제 복
학하겠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1) 담화완성테스트(DCT)는 유도 기법의 전형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사용이 간편하고 변인 통
제가 잘되기 때문에 화용론과 문화간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 그리고
제2언어 습득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기간에 많은 양의 자
료를 수집할 수 있고, 문어로 된 자료이기 때문에 전사할 필요가 없으며,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나이, 상황의 특징 등과 같은 특정한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어서 모어와 비모어
화자의 반응들을 통계적으로 비교하기가 용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Blum Kulka, House,
& Kasper, 1989).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발화의 실제성과 순서 교대의 수, 반응의 길이,
발화의 범위 등과 같은 측면에서 실제 발화 행위를 반영하는 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
기되고 있다(Bee & Cummings, 1996; Wolfson, Mamor & Jones, 1989).(한상미,
2006:72-7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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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은 곧 졸업합니다. 친한 후배가 당신에게 졸업 계획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4) 선배가 당신에게 방학 계획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2)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MDCT)
의도 표현의 의미 및 화용적 특징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
해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Multiple-choice Discourse Completion Test:
MDCT)를 통해 의도 표현 사용 양상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MDCT는 설정한 담
화 상황을 제시하고, 여러 의도 표현 중에서 상황에 가장 적절한 의도 표현을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자료 수집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MDCT는 의
도 표현의 의미 및 화용적 특징에 근거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
문 문항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최대한 자연 언어를 추구하기 위해 ‘21세기 세종
계획’에서의 한국어 구어 말뭉치 및 준 구어 말뭉치인 드라마 대본을 활용하였
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만 분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서 의도 표현의 사용에 있어 학습자 집단 및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도 MDCT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설문 문항 예시>
상황: 대학교 수업에서 은채가 발표를 잘하지 못해서 교수님께서 야단을 칩니다.
은채가 다음에는 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발표문을 잘

만들어 와.

은채: 네, 교수님, 다음에는 발표문을 꼭 잘 (

써오다

①써오겠습니다.

②써올 겁니다.

④써올래요.

⑤써오려고 합니다. ⑥써올까 합니다.

).

③써올게요.

3) 학습자 쓰기 자료 분석
비브 및 커밍스(Beebe & Cummings, 1985)에 따르면 담화 완성 테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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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짧은 시간에 수집할 수 있고,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심리적 요소
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화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회 규범적 가치 기준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위햇님, 2009:16 재인용). 그러나 담화 완성 테스트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자연스러운 구어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학습자의 자연
스러운 구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
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앞서 설명한 담화 완성 테스트(DCT)를 보완
하여 의도 표현의 오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쓰기 자료는 학습자의 쓰기 숙제 (10편)및 작문 과제(10편)로 나누었다. 쓰기 숙
제는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을 배울 때 작성한 대화문이고, 작문 과제는 의도 표
현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주제로 학습자에게 300~400자 분량의 작문을 쓰도록
부여한 쓰기 과제이다. 선정된 작문 주제는 ’방학 계획’이다.
2015년 1월 19일부터 1월 30일까지 30명의 중국인 학습자 및 10명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및 조사 참여자의 피
드백을 바탕으로 설문의 문항을 수정하여,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98명 및 한국인 모어 화자 34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서 학습자 집단 및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게 동일한 상
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의도 표현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
국인 학습자 집단에게 제시한 상황은 중국어로 설명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
국어 숙달도를 고려하여 중국어로 상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주어진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조사를 진행한 후에 조사 참여자를
선택하여 사후 검정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을
사용할 때 범한 문제점에 대해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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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의도 표현 교육을 위한 전제
1. 의도 표현의 개념 및 목록
의도 표현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양태의 개념 및 의미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태의 하위 의미 영역인 ‘의도’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어
에서 의도 양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의도 표현으로 정의하여 교육용 의도 표현
의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1.1. 양태에서의 의도
‘양태’는 논리학에서부터 시작하여 철학을 걸쳐 언어학까지 많은 분야에서 활
발히 다루어져 온 개념이다. 언어학에서는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라이온스(Lyons,1977)에서는 의미론
의 관점에서 양태라는 개념을 다루었으며, 양태는 화자의 견해 및 태도와 관련
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고영근(2004)에서도 양태를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
련되는 의미 영역’으로 논의하였다. 팔머(F.R Palmer,1986:16)에서는 양태를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의견을 문법화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양태를
일정한 문법적인 형태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보는 견
해이다. 이 견해에 따라 윤은경(2006:45)은 양태를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 혹
은 심적 표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해석하였다. 박재연(2004:24-31)에서는 양태
를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로 보았다. 학
자에 따라 또는 양태를 보는 관점에 따라 양태의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양태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난다는 특징 이외에 다른 의미적 특징도 있
다.

호케트(Hockett,1958:237)는

양태가

사실성(reality)의

정도나

희망

(desirability)의 정도 또는 사건의 실현 가능성(contingency)의 정도를 보여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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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양태는 화자가 명제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주관적인 태도의 정도도 나타낼 수도 있
다는 것이다. 주관적인 것은 일정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도성의
차이를 갖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기서 사실성(reality)의 정도는 명제가 사실에
얼마나 가까운지, 희망(desirability)의 정도는 화자가 명제를 얼마나 실현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사건의 실현 가능성(contingency)은 명제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태의 분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라이온스(Lyons,1977)에서 제안한 분류를
받아,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및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로

분류

해 왔다. 인식 양태는 명제 실현의 가능성 또는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정
도를 나타내고, 의무 양태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의미
를 포함된다.
라이트(Wright,1951:28)는 능력(ability)이나 의향(disposition)을 나타내는 의
미들은 인식 양태나 의무 양태의 범주로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하였다. 팔머
(Palmer,1979:36-7)도 능력(ability)이나 의지(willingness)에 대한 의미들은 인
식 양태와 의무 양태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능력이나 의향(의지)을
양태의 의미 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들을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로
정의하여, 양태의 유형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이 논의에 의하면 양태는 인식 양
태, 의무 양태, 동적 양태로 분류된다. 팔머(Palmer, 1979)는 인식 양태 및 의
무 양태는 화자와 관련되는 데 반해 동적 양태는 문장 주어의 능력이나 의도2)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팔머(Palmer,2001:7-10)는 동적 양태와 의무 양태를 포괄하
기 위한 상위 개념으로 사건 양태를 설정하였다. 수행성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전자는 의무 양태, 후자는 동적 양태로 구분하였다.
양태는 여러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범주이므로, 박재연(2004)은
팔머(Palmer,2001:7-10)의 양태 체계를 적용하여 한국어의 양태 체계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박재연(2004)은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를 행위 양태로 묶어 인식
양태와 이분하여 한국어의 양태 체계를 설정하였다. 한국어의 양태를 인식 양태
및 행위 양태로 나눈 기준은 명제 내용이 수행성을 띠는지 여부이다. 즉 행위
2) 동적 양태에 속한 ‘의도’의 의미는 학자에 따라 ‘의향’, ‘의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해 ‘의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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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에서는 명제 내용이 수행성을 지니는 데 반해 인식 양태에서는 명제 내용이
수행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위 양태란 ‘화/청자가 동작주에 대하여, 명
제가 표현하는 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조건을 부과하는 수행적 행위’라고 정의하
였다. 따라서 행위 양태를 ‘화자가 다른 개체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화자
가 스스로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팔머(Palmer, 2001)
가 제안한 의무 양태에 해당되고, 후자는 동적 양태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박재연(2004)이 제안한 한국어 양태 체계를 적용하여, 행위 양태
에 속한 의도의 의미만 연구하기로 한다. 의도의 양태적 속성을 밝히기 위해, 우
선 의도의 상위 범주인 행위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재연(2004:56)은 동작주
에게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대타적 조건 부과’, 화자가 스스로에게 조건을 부과
하는 것을 ‘재귀적 조건 부과’로 행위 양태를 하위분류3)하였다. 그중에 ‘재귀적
조건 부과’의 자질을 가진 의미 영역은 약속, 의도, 소망 등이 있다. 본고의 연
구 대상은 바로 ‘재귀적 조건 부과’에 속한 의도 양태이다. 박재연(2004:57)에서
는 ‘의도’를 ‘화자가 자신을 동작주로 하는 사태를 성립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
함’으로 정의하였다. 즉 양태에서의 의도는 화자가 동작주로서 스스로 명제의 행
위를 수행하겠다는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박재연
(2004)의 입장과 같이 의도를 화자가 자신에게 행위의 수행을 부과하는 행위적
속성을 지니는 의미로 보고자 한다. 다음 표는 앞서 논의한 각 학자의 양태 체
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Ⅱ-1> 학자별 양태 체계 비교
학자
라이온스(Lyons,1977)
팔머(Palmer, 2001)
박재연(2004)

1.인식 양태

양태 체계

2.의무 양태
1. 명제 양태: ㄱ. 인식 양태
2. 사건 양태: ㄱ. 의무 양태
1. 인식 양태

ㄴ. 증거 양태
ㄴ. 동적 양태

2. 행위 양태: ㄱ. 대타적 조건 부과: 명령, 제안, 기원
ㄴ. 재귀적 조건 부과: 약속, 의도, 소망

3). 박재연(2004)에서 재귀적 조건 부과에 속한 의미 영역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1)약속: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을 동작주로 하는 사태를 성립시키겠다는 의도를 표현함.
(2)의도: 화자 자신을 동작주로 사태를 성립시키겠다는 의도를 표현함.
(3)소망: 화자가 스스로를 동작주로 하는 사태가 성립되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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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의도의 행위 양태적 속성을 밝혔다. 다음 의도의 의미 자질을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어에는 ‘의도’ 이외에 ‘의지’라는 용어도 있는데, 양태와 관련
된 연구에서 ‘의도’와 ‘의지’를 혼용하는 문제가 있어, 여기서 ‘의도’ 및 ‘의지’의
두 용어의 사용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남순(1998)에서는 ‘의도’ 대신 ‘의지’
를 사용하였으며, ‘의지’는 모사(謀事)를 위한 판단이라고 하였다. 모사의 판단은
화자가 꾀하려는 일이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목적적인 판단이 된다고 하였
다. 이윤진·노지니(2003:176)에서도 ‘의지’를 사용하였으며, 의지(意志)는 명제의
실현을 위한 판단으로 <의도, 의향, 약속>등 하위 의미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
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도’를 ‘의지’의 하위 의며 영역으로 보고 있다.
김서형(2007)은 ‘의도’ 대신에 ‘의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화자
가 무엇을 하고자 하거나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구나 의도를 담은’ 의미로 보았
으며, ‘의지, 계획, 희망, 약속’ 등 하위 의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도성’은 ‘의지’를 포괄한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효정(2003)에서는 ‘의지’ 및 ‘의도’를 포괄하는 관계가 아닌 같은 범주에 속
한 평형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지’ 및 ‘의도’를 의무 양태
로 보고, [강제성] 및 [외부의 힘]4)의 두 가지 의미 자질로 ‘의지’ 및 ‘의도’를 구
분하였다. ‘의지’는 [+강제성], [-외부의 힘], ‘의도’는 [-강제성], [-외부의 힘]의
자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의지’ 및 ‘의도’는 [강제성]의 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즉 화자가 명제 내용을 실현하겠다는 주관정인 확신의 정도에 있어 ‘의지’가 ‘의
도’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의지’ 및 ‘의도’는 정도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의미 자질의 면에서는 근본적
인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니 본고에서는 용어 사용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 ‘의
도’를 사용하기로 한다. 앞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고는 의도를 화자가 명
제 행위의 실현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행위 양태로 보고, 그리고 의도는 ‘행위
성’뿐만 아니라 화자가 행위 실현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도 나타낸다고 본다.

4) 이효정(2003:34)에서는 의무 양태는 화자가 명제 내용이 실현되어야 할 의미가 있다고 믿
고, 이 때 화자가 명제 내용의 주체에게 의무를 가하는 등 일정한 힘을 행한다고 한다.
화자의 힘은 명제의 주체에게 행하는 것이므로 [외부힘]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의 의무는
경중(輕重)에 따라 강한 의무는 [+강제성], 약한 의무는 [-강제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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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도 표현의 개념
앞서 언급했듯이 ‘의도’는 화자가 명제 행위의 실현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심
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의 입장에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의
도 표현의 개념 및 실현 형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표현 항목에 대한 교육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혜(2002)에서는 ‘표현 항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는 목표 문법으
로 제시한 항목 중 문법적인 범주인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 등을 명확하게 분
류하기 어려운 항목들로서 문법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덩어리 항목’을 의미한
다고 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의도 표현은 바로 이러한 ‘덩어리 항목’에 속
한다. 엄녀(2010:3)에서는 양태 의미가 실현된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Ⅱ-2> 양태 의미의 실현 양상(엄녀, 2010:3)
가. 초분절적 요소: 강세, 억양
나. 형태적 요소: 종결어미, 선어말 어미, 보조사
다. 어휘적 요소
라. 통사적 요소: 어순
마. 복합 구성

<표Ⅱ-2>와 같이 (엄녀, 2010:3)에서는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보조용언 등을
포함한 형태적 요소 및 복합 구성을 ‘덩어리 항목’인 양태 표현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형태적 요소 및 복합 구성으로 실현된 의도 표현만을 선
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1.3. 의도 표현의 교육 목록
의도 표현에 관한 기존 연구 자료에서 의도 표현으로 기술되고 있는 항목들을
목록화하고, 일정의 기준에 따라 본고의 교육 목록을 선정하고자 한다. 우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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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연구 논저 및 한국어 교재에서 실현된 의도 표현 목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논저에서의 목록
국립국어원(2005:290)에서는 의도 및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을 의도/의지 표현
으로 통합하여, ‘행위자가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했음’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도 및 의지를 구분하였으나 이 두 의미
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Ⅱ-3> 국립국어원(2005)에서의 의도/의지 표현 목록
의도/의지 표현

의도
의지

-(으)려고 하다, -(으)ㄹ까 보다, -(을)까 하다, -(으)ㄹ까
싶다
-겠다, -(으)ㄹ게, -(으)ㄹ래, -(으)ㄹ 것이다

김서형(2007)에서는 ‘화자가 어떠한 것을 하고 싶다 또는 화자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의도성 표현으로 정의하고, ‘의지 표현, 계획
표현, 희망 표현, 약속 표현’ 등으로 하위 영역을 분류하였다. 각 의미 영역에
속한 표현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표Ⅱ-4> 김서형(2007)에서의 의도성 표현 목록
-겠다, -아/어야겠다, -(으)ㄹ 것이다, -(으)려고 하다, 의지 표현
의도성
표현

계획 표현
희망 표현
약속 표현

(으)려고 들다, -아/어야지, -(으)ㄹ게, -(으)ㄹ래, -도록 하
겠다, -(으)ㄹ까 하다, -(으)ㄹ 테다, -고 말겠다, -고자 하
다, -(으)리다, -(으)려던 참이다
-기로 하다, -겠다, -(으)ㄹ까 하다, -(으)려고 하다, -(으)
려던 참이다
-고 싶다, -(았/었)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하다
-기로 하다, -(으)ㄹ게, -(으)마

김서형(2007)에서는 화자의 의도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의도성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위와 같이 의도성 표현은 의지 표현, 계획 표현, 희망 표
현, 약속 표현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 계획 표현 및 약속 표현은 의지 표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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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항목들과 중첩된 항목이 많기 때문에 ‘계획’ 및 ‘약속’을 ‘의지’의 하위
의미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박재연(2004)에 따르면 희망 표현은 의도 표현
과 같이 행위 양태에 속한다. 그러나 명제 실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에
있어 ‘희망’은 ‘의도’보다 약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희망 표현의 목록들은 다루지
않는다. 이상으로 <표Ⅱ-4>의 의지 표현 항목들이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의도 표
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어 교재에서의 목록
중국 현지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5)를 선정하고, 이들 교
재에서 나타난 의도 표현의 목록을 살펴보도록 한다. 선정된 교재는 서울대학교,
북경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 상하이교통대학교에서 출간한 교재들이다. 그 중에
서울대 교재는 중국 현지 대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 서울대, 『한국어』 (1,2,3,4)
항목
Ｖ-겠V-（으）려고 하다
V-(으)ㄹ 거예요
V-(으)ㄹ게요
V-(으)ㄹ 것이다
V-(으)ㄹ래요?
Ｖ-기로 하다
Ｖ-아/어야겠다
Ｖ-(으)ㄹ까 하다
Ｖ-고자 하다
Ｖ-려던 참이다

단원
1권 11과
1권 15과
1권 22과
1권 26과
1권 28과
2권 19과
2권 26과
3권 11과
3권 16과
3권 30과
4권 3과

문법 기술
의도를 나타냄.
의도 및 계획을 나타냄.
미래 시제로 쓰임.
미래 시제를 나타냄.
will / is going to
청유형 종결어미
계획하기
의지 표현하기
의도의 보조 동사, 약한 의도 표현하기.
의도의 연결어미, 의도 표현하기.
예정된 의도 표현하기.

5) 선정된 교재
교재
한국어(1,2,3,4)
《标准韩国语》 (1-3)
《韩国语》(1,2,3,4)
《初级韩国语》(上,下)

출판사
서울대
북경대학교출판사
민족출판사
상하이교통대학교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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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경대학교출판사, 《标准韩国语》 (1-3)
형태
-(으)ㄹ래요
-겠어요
-(으)ㄹ 것이다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으)ㄹ게요

1권
1권
1권
1권
2권
2권

단원
19과
19과
28과
29과
3과
4과

문법 기술
화자의 의향, 청자의 의견을 물어봄.
화자의 결심 및 의향, 청자의 의견을 물어봄.
추측 및 의향을 나타냄.
화자의 의도 및 계획을 나타냄.
계획이 있는데 아직 정하지 않았음. 打算，想
중국어로 ‘要干...’로 변역함.

(3) 민족출판사, 《韩国语》 (1,2,3,4)
형태
-ㄹ게(요)/-을게요
-ㄹ 참이다/-을 참이다/-

단원
2권 4과
2권 6과

의미 기술
약속을 나타냄.
계획 및 예상을 나타냄.

참이다
-ㄹ 터이다(테다)/ -을 터

2권 6과

1.추측을 나타냄.

이다(테다)
-아야겠다고/-어야겠다고

2권 6과

2.의지 및 계획을 나타냄.
화자의 생각 및 계획을 나타냄. ‘생각하

/-여야겠다고
-아야겠다/-어야겠다/-여

2권 7과

다, 다짐하다, 결심하다’와 같이 사용됨.
‘-아/어야 하겠다’의 축약형으로 당위성

야겠다
-ㄹ래/-을래

2권 7과

을 나타냄. 구어에서 쓰임.
화자의 의도를 나타냄. 평서문 및 의문

-ㄹ 겁니까/-을 겁니까
-ㄹ 거다/-을 거다

2권 9과
2권 9과

문에서 쓰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봄.
‘-(으)ㄹ 것이다’의 축약형으로 추측 및

-ㄹ 것이다/-을 것이다
-ㄹ거예요/-을 거예요

2권 16과
2권 16과

의지를 나타냄.
추측 및 의지를 나타냄.
‘-ㄹ 것이에요/-을 것이에요’의 축약형

-ㄹ까 하다/-을까 하다

3권 12과

으로 추측 및 의지를 나타냄.
무엇을 하고 싶은데 아직 정하지 않았음

-겠-

3권 13과

을 나타냄.
곧 일어날 일, 의향 및 계획, 추측 및 가

3권 15과

능성을 나타냄.
어떤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어떤 행위를

ㄴ참이다/-는

-려(고)
다

참이다/-던

들다/-으려(고)들

적극적으로 함. ‘–(으)려고 하다’보다 더
강한 의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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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하이교통대학교출판사, 『初级韩国语』(上,下)
항목
-려고/-으려고 하다

단원
上 13과

의미 기술
의도를 나타냄. 중국어 ‘想’, ‘想要’에 대응

-겠-

上 17과

함.
1인칭 평서문 및 2인칭 의문문에서 의도

-ㄹ/-을 거예요

上 17과

를 나타냄.
1.동사의 언간과 결합하여 의도를 나타냄.
2.추측을 나타냄.

-아야지요/-어야지요/-여

上 19과

3.확신, 의지 등 의미를 나타냄.
동사의 언간과 결합하여 당위성 및 필연성

야지요
-ㄹ래 / -을래
-ㄹ게 /-을게
-아야/-어야/-여야겠다
-ㄹ/-을래요
-기로 하다
-려던/으려던 참
-렵니다/-으렵니다

上
上
上
下
下
下
下

을 나타냄.
의지를 나타냄.
상대방와의 약속을 나타냄.
당위성을 나타냄.
의지를 나타냄.
주관적인 결정을 나타냄.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사용됨.
‘-려고/-으려고 합니다’의 축약형으로 의

30과
30과
30과
5과
6과
19과
23과

도를 나타냄.

이상으로 한국어 문법서, 의도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 중국 현지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출현된 의도 표현 목록을 정리
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Ⅱ-5> 공통적으로 출현된 의도 표현
-겠다, -아/어야겠다, -아/어야겠다고, -도록 하겠다, -(으)ㄹ 것이다, -(으)려고
하다, -(으)려고 들다, -(으)리다, -(으)려던 참이다, -아/어야지, -(으)ㄹ게, -(으)
ㄹ래,

-(으)ㄹ 테다, -고자 하다, -(으)ㄹ까 보다, -(으)ㄹ까 하다, -(으)ㄹ까 싶

다, -기로 하다

다음 의도 표현의 교육 목록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선정 기준
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문장 종결 표현6)으로 실현되는 의도
표현만을 교육 목록으로 선정하고, 접속문이나 내포문에서 나타난 의도 표현은

6) 최영란(2012)은 종결 표현은 서술어에 결합됨으로써 그 문장이 형식적으로 완성되고 의미
적으로도 완결되며 말하는 이는 문장을 끝맺는 종결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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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지 않는다. 문장 종결형으로 실현된 의도 표현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가
장 기본적인 표현이고,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표현이
기 때문이다. 둘째, 의도 표현은 문어보다 구어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일상생활
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본고에서는 구어 담화에서 빈번하게 사용
되는 의도 표현만을 교육 목록으로 선정한다. 셋째, 한국어 교재에서 출현 빈도
가 높고 학습자들이 오류를 많이 범한 의도 표현을 선정한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표Ⅱ-5>에서 나타난 의도 표현 중에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를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이들 표현은 문법서 및 교재에서의 출
현 빈도가 가장 높고 학습자들이 혼용하기 쉬운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음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표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표Ⅱ-5>에서 출현된 ‘-(으)리다, -(으)려고 들다, -(으)ㄹ까 보다, -(으)ㄹ까
싶다’는 문법서 및 교재에서의 출현 빈도가 가장 낮고, ‘-기로 하다’는 주로 선
거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들 표현은 본고의 연구 대상에
서 제외한다. ‘-아/어야 겠다, -도록 하겠다, -고 말겠다, -아/어야겠다고’는 모
두 ‘-겠다’로부터 파생된 표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파생된 표현을 다루
지 않고 ‘-겠다’만 다룬다. ‘-아/어야지’는 의도보다 당위성을 더 강조하고, ‘(으)려던 참이다’는 계획의 의미를 더 강조하며, ‘-(으)ㄹ 테’는 문장 종결 표현보
다 연결 어미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들 표현들도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도 표현들을 다음 표와 같이 문법 속성에
따라 정리하였다.
<표Ⅱ-6> 본고에서 선정된 의도 표현 항목
구성 성분
선어말어미
관형사형 어미 + 의존명사 + 용언
종결어미
연결어미 + 보조 동사

의도 표현 항목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2. 의도 표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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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을 기술할 때 의사소통 교육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문법을 단순한 언어 형식의 집합으로 다루기보다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 라센-프리먼(Larsen-Freeman,2003)에서
는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을 기술하기 위해 아래 [그림Ⅱ-1]과 같은 삼차원의 문
법 틀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은 형태 및 통사적인 특
징을 포함한 문법의 형식(form), 문법 구조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의미
(meaning),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법의 화용적인 사용(use)으로 나눈다.

[그림Ⅱ-1] 삼차원의 문법 틀(Larsen-Freeman,2003:35)

여기서 형식 영역은 ‘문법 항목의 구성에 대한 문제이므로 구조, 형태 변화,
문장 내의 통사 제약 등을 포함하고, 의미 영역은 문법 항목이 의미하는 것을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며, 화용 영역은 문법 항목과 그것이 사영되는 문맥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이미혜, 2005:99 참고) 본고에서는 이러한 삼차원의 문법
기술 방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의도 표현
간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2.1. 의도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징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도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스스로 어떠한 행동
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의도의 의미로 해석될 때 각각의 의도 표현들
이 통사적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인칭
제약, 용언의 제약, 시제의 제약, 부정문의 제약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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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겠다’

선어말어미 ‘-겠다’의 의미 및 용법이 매우 다양하다.7) 중국 현지 한국어 교
육 현장에서 ‘-겠다’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측’ 및 ‘의도’의 두 가지 의미를 교육
하고 있다. 국립국어원(2005)에 따르면 ‘-겠다’는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거
나 할 것이라는 의도나 의지를 나타낼 수 있고, 말하는 당시의 상화이나 상태를
보고 추측하거나 추정하여 말할 때 쓰인다. 임동훈(2001:124)은 ‘-겠다’가 의지
(의도)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추측의 뜻으로 쓰일 때와 달리 일정한 제약이 있다
고 하였다. ‘-겠다’가 의도의 의미로 실현될 때 주로 1인칭 및 동작 동사와 결합
해야 하는데 반해 추측의 의미로 실현될 때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8) 본고에서는
의도의 의미만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의도의 ‘-겠다’가 가지는 형태·통사
적 특징을 인칭의 제약, 용언의 제약, 시제의 제약, 부정문의 제약 등을 중심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인칭의 제약
서정수(1977:12)에서는 ‘-겠다’가 서술문일 경우 말할 이 자신만의 의도를 나
타내고, 곧 서술문에서는 이른바 일인칭 주어에 한해서 ‘-겠다’가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의도의 ‘-겠다’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의 평서문에서 사
용된다. 이러한 통사적 제약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서정수(1977)가 ‘의도는 자
기 행동에 대한 마음의 결정인 만큼 자신의 경우 이외에는 직접 표시할 수 없
다.’로 설명하였다. 또한 의문문의 경우에 ‘-겠다’는 듣는 이의 의도를 묻게 된다
고 하였다. 즉 ‘-겠다’가 2인칭 주어 의문문에서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7) 임동훈(2001:116)은 그간 지적되어 온 ‘-겠-’의 의미와 용법에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
를 나타내는 추정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내용을 나타내는 미확인에서부터 시제 범주
인 미래, 동작주의 일정한 조건을 나타내는 기능, 의지(의도)까지 섞어 있어 그 폭이 꽤 넓
다고 하였다.
8) 강현주(2010:40)에서 주어의 인칭과 동사에 따른 ‘-겠-’의 결합 제약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1인칭
2인칭
3인칭

동작 동사
의지(의도)

상태 동사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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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어인 청자의 의도를 묻는 것이다.
(1) 가. 오늘 내가 확실히 버릇을 가르쳐주겠어.
나. ?오늘 너가 확실히 버릇을 가르쳐주겠어.
다. 오늘 그가 확실히 버릇을 가르쳐주겠어.
라. 손님, 어느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1나)는 화자가 화가 나서 청자에게 버릇을 가르쳐 주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
타내는 것이다. 즉, 이 문장은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 즉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
다. (1나)는 평서문에서 2인칭 주어를 취하고 있고 있는데, 이때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지,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지 혼란스럽다. 서정수(1977:13)에 따르면
의도의 ‘-겠다’는 남의 마음의 결정에 관하여 추정은 가능하지만 직접 드러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말할 이 자신의 경우에
한정된다. 이로 인해 (1나)는 비문이다. (1다)는 평서문에서 3인칭 주어를 취하고
있는데, 이때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기보다 화자가 3인칭 주어의 행위를 추측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잎서 언급한 듯이 ‘-겠다’가 3인칭 주어를 취할 경우
에 의도 대신에 추측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라)는 화자가 청자에게 주문하고
싶은 메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다. 즉, 의문문에서 화자가 2인칭 주어인 청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것이다.

2) 용언의 제약
이정민(1975)에서는 ‘-겠다’가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서술문에서 1인칭 주
어와 동작 동사9),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와 동작 동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다.
서정수(1977:14)는 화자가 행동자(agent)가 되어 능동적인 행동(action)을 하려
는 결정을 할 때만 ‘-겠다’가 의도의 뜻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즉, 의도의 ‘-겠
다’는 동작 동사와 결합해야 한다. ‘의도’가 행위 양태의 의미 자질을 지니므로
문장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용언도 행동성을 지니는 동적 동사이야 한다.

9) 남기심·고영근(2011:112)에서는 사람 등의 유정명사의 움직임을 동작(動作)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동적 동사란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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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그럼 전 삼순이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나. 나는 앞으로 예쁘겠어.
(2가)에서의 ‘살겠습니다’는 동작 동사인 ‘살다’와 문장 종결형 의도 표현인 ‘겠습니다’가 결합된 형태로 화자가 앞으로 삼순이와 잘 살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2나)는 ‘-겠다’가 동작 동사 아닌 상태 동사인 형용사를 취하
는 상황인데, 이때 화자가 앞으로 예뻐지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미래에 예뻐질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겠다’
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으나 의도의 의미를 나타
낼 때는 형용사와 결합할 수 없다.

3) 시제의 제약
서정수(1977:11)는 ‘-겠다’가 미래 시간의 경우에만 의도의 뜻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의도는 화자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
거 시제에는 사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도의 ‘-겠다’가 문장 종결 표현으로
쓰일 때 과거 시제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경
우에 과거 시제를 취할 수 있다.
(3) 가. 나 다음 주부터 수영을 하겠어.
나. ?나 다음 주부터 수영을 했겠어.
다. 그는 어젯밤 수영을 했겠어.
(3가)는 화자가 다음 주부터 수영을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예이다. 이 문
장에서 ‘-겠다’의 선행 동사는 현제 시제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겠다’에 대응
되는 부사는 미래성 시간 부사이다. 이와 같이 의도의 ‘-겠다’는 현제 시제를 취
함으로써 미래 신간에서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3나)에서의 ‘-겠다’는 미래
시간 부사를 취하는 동시에 과거 시제소를 사용하여 비문을 만들었다. 그런데
만약에 (3나)를 (3다)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럴 경우에 ‘-겠다’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추측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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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것이다. 즉 화자가 3인칭 주어가 어젯밤 수영한 것을 추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겠다’는 과거 시제와 결합할 때는 의도 대신에 추측을 나타낸다.

4) 부정문10)의 제약
엄녀(2010:48)는 한국어의 양태 표현은 내부에 용언 어간을 포함하고 있어 양
태 표현 자체가 부정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양태 표현이 실현
하는 양태 의미가 부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문법적인 의미는 부정문에서도
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박재연,2003ㄴ:208 참고) 그리고 박제연(2003)은 실제
로 한국어에서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양태 의미는 부정문에서 부정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09:337)에 따르면 한국어의 부정문은 부사 ‘아니(안)’나 ‘못’
이 서술어 앞에 쓰이는 짧은 부정문(단형 부정문)과 서술어의 어간에 ‘-지’를 붙
이고 보조용언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를 더하는 긴 부정문(장형 부정
문)으로 나누어진다. 의도의 ‘-겠다’는 단형 부정문 및 장형 부정문을 모두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겠다’의 부정 형식은 명제 내용만을 부정하고 ‘-겠다’가
실현하는 ‘의도’의 양태 의미는 부정의 작용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4) 가. 다시 사랑 따위 안 하겠다.
나. 다시 사랑 따위 하지 않겠다.
다. 다시 사랑 따위 못 하겠다.
(4가)는 ‘-겠다’가 단형 부정문을 취하고 있고, (4나)는 장형 부정문을 취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의 명제는 ‘다시 사랑 따위 안하다’ 혹은 ‘다시 사랑 따위 하지
않다’이고, ‘-겠다’의 부정 형식은 이러한 명제 내용만을 부정하고 있을 뿐 화자
가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를 부정하지 않는다. 즉, 박재연(2003ㄴ:208)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긍정문에서의 ‘-겠다’의 양태적 의미가 ‘의도’라면 부정문에서도 ‘-겠
10) 고영근·구본관(2009:339)에 따라 부정문은 의미에 따라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나
누어지고,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말다’ 부정문이 쓰인다. 그리고 ‘안’ 부정문은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못’ 부정문은 동작주의 의지가 아닌 그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환경이 적절하지 못해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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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의미는 ‘의도’라는 것이다. (4다)는 ‘-겠다’가 ‘못’ 부정문을 취한 예인데,
이때 ‘-겠다’는 화자의 의도를 실현하지 않고 화자의 능력을 실현한다. 즉, 화자
가 다시 사랑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2.1.2. ‘-(으)ㄹ 것이다’
‘-(으)ㄹ 것이다’는 관형사형 어미인 ‘-(으)ㄹ’에 의존명사인 ‘-것-’, 그리고 서
술어인 ‘-이다’가 결합된 덩어리 표현이다. 중국 현지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으)ㄹ 것이다’는 ‘-(으)ㄹ 겁니다’, ‘-(으)ㄹ 거예요’, ‘-(으)ㄹ거야’ 등 형태로 미
래 시제, 의도, 추측 등 의미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정수(1977:92)는 일반
적으로 주어가 화자 자신이고 또 행동성 동사가 쓰일 경우에 ‘-(으)ㄹ 것이다’가
‘의도’보다 ‘추정’의 뜻을 훨씬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였다.

1) 인칭의 제약
‘-(으)ㄹ 것이다’는 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1인칭 주어 평서문과 2인칭 주
어 의문문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으)ㄹ 것이다’는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를
취할 경우에 화자가 주어와 동일하며,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으)ㄹ
것이다’가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를 취할 경우에, 주어는 청자와 동일하고, 화자
가 자신의 의도를 나태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의 의도를 묻는 것이다.
(5) 가. 내가 만들고 싶은 과자를 내 맘대로 만들 거예요.
나. 책은 언제 빌려줄 거예요?
(5가)에서는 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과자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
이 문장은 평서문을 취하고 있고, 주어는 화자와 동일하다. (5나)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언제 책을 빌려줄 것인지 청자의 의도를 묻는다. 이 문장은 화자가 주
어와 동일하지 않고, 주어는 청자와 동일하다. ‘-(으)ㄹ 것이다’가 이러한 의문문
형식을 취할 때 화자가 주어의 의도를 묻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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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언의 제약
‘-(으)ㄹ 것이다’는 의도의 의미로 실현될 경우에 행위성을 지니는 동작 동사
와만 결합한다. 엄녀(2010:109)는 ‘-(으)ㄹ 것이다’가 행위성 동사와 결합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작 동사와 결
합할 경우에 추측의 의미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으)ㄹ 것이다’가 비
동작 동사와 결합할 경우에도 의도 아닌 추측을 나타낸다.
(6) 가. 설거지는 내가 할 거예요.
나. ?내가 똑똑할 거야.
다. 아기가 똑똑할 거야.
(6가)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동작 동사인 ‘하다’를 취하여, 화자가 설거지를
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때는 ‘-(으)ㄹ
것이다’가 행위성을 지니는 동작 동사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6나)는 1인칭 주
어 평서문에서 형용사를 취하여 비문을 생성하였다. 만약에 (6나)의 주어를 (6
다)처럼 3인칭인 ‘아기’로 바꾸면 통사적이나 의미적으로 정확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으)ㄹ 것이다’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지 않고 추측의 의미를 나
타낸다.11) 즉 아기가 앞으로 똑똑할 것으로 짐작하는 것이다.

3) 시제의 제약
‘-(으)ㄹ 것이다’에서의 ‘-(으)ㄹ’는 미래 시제소이기 때문에 ‘-ㄹ 것이다’의 자
체가 미래 시간을 나타난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를 실현하는 ‘-(으)ㄹ 것이다’는
그 선행 동사가 항상 용언의 어간이야 한다. 그러나 ‘-(으)ㄹ 것이다’의 선행 동
11) 강현주(2010)에 따르면 ‘-(으)ㄹ 것이다’가 의도를 나타날 때는 ‘-겠다’와 같이 1인칭 주
어와 동작 동사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으)ㄹ 것이다’가 2·3인칭 주어를 취할 경우에는
동작 동사 또는 상태 동사를 모두 결합할 수 있고, 이때 의도 대신에 추측을 나타낸다. 주
어의 인칭과 동사에 따른 ‘-(으)ㄹ 것이다’의 결합 제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인칭
2인칭
3인칭

동작 동사
의지(의도), 추측

상태 동사
추측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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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과거 시제도 취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으)ㄹ 것이다’가 화자의 의도
를 실현할 수 없고 과거 행위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실현한다.
(7) 가. 안 그러면 나 사표 낸다고 해, 낼 거야, 내가 이번엔 꼭 내고 말거야.
나. 연습 해놔, 다음 주에 볼 거야.
다. 그가 사표를 냈을 거야.
(7가)에서는 ‘-(으)ㄹ 거야’의 사용을 통해 화자가 사표를 내겠다는 강한 의도
를 나타낸다. 이 문장은 화자의 의도 이외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으)ㄹ 거야’는 기본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형태로 사용되지만 여
기서는 미래를 나타내기보다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7나)에서는 ‘(으)ㄹ 거야’가 ‘다음 주’와 같이 미래성 시간 부사와 대응하여, 화자가 다음 주
연습을 보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7다)에서는 ‘-(으)ㄹ 것이다’의 선행
동사가 과거 시제를 취하였는데, 이때 화자가 주어인 ‘그가’ 사표를 이미 냈다는
과거 행위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문장 종결 표현으로 쓰이는 ‘(으)ㄹ 것이다’가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려면 과거 시제를 취할 수 없다.

4) 부정문의 제약
‘-(으)ㄹ 것이다’는 의도의 뜻을 나타낼 때 ‘안’ 부정문만 취할 수 있다. 그리
고 ‘-(으)ㄹ 것이다’가 ‘못’ 부정문을 취할 때 의도 아닌 화자의 능력을 나타낸
다. 또한 의도의 ‘-(으)ㄹ 것이다’가 ‘안’ 부정문을 취할 때 단형 부정문 및 장형
부정문을 모두 취할 수 있다.
(8) 가. 나는 점심 안 먹을 거야.
나. 나는 점심 먹지 않을 거야.
다. 나는 점심 못 먹을 거야.
(8가~나)는 화자가 점심을 안 먹겠다는 주관적인 의도를 나타낸다. 이 두 문장
의 명제는 ‘나는 점심 안 먹다’ 혹은 ‘나는 점심 먹지 않다’이고, ‘-(으)ㄹ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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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러한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명제 내용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나타
낸다. ‘-겠다’와 같이 ‘-(으)ㄹ 것이다’가 부정의 형식을 실현할 수 있으나 자신
의 양태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8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점심을 먹을 수 없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으)ㄹ
것이다’는 ‘안’ 부정문을 취할 때 화자의 의도를 실현하고12), ‘못’ 부정문을 취할
경우에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2.1.3. ‘-(으)ㄹ게’
의도 표현 중에서 ‘-겠다’ 및 ‘-(으)ㄹ 것이다’는 의도 이외에 추측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와 달리 ‘-(으)ㄹ게’는 기본 의미로 의도만 나타낸다. 박재연(2004)
에 따르면 종결 어미 ‘-(으)ㄹ게’는 ‘-(으)ㄹ 것이다 ➝ (으)ㄹ 거다 ➝ (으)ㄹ게’
의 문법화 과정을 거쳐 종결 어미화된 표현이다13).

1) 인칭의 제약
종결어미 ‘-(으)ㄹ게’는 1인칭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2, 3인칭의 주
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비문이 된다.(안주호, 2002:110) 의도 표현 ‘-겠다’ 및 ‘(으)ㄹ 것이다’는 1인칭 외에 2인칭 혹은 3인칭에도는 쓰일 수 있는데, ‘-(으)ㄹ
게’는 이들과 달리 1인칭인 경우에만 쓰인다. 또한 ‘-겠다’ 및 ‘-(으)ㄹ 것이다’
과 달리 ‘-(으)ㄹ게’는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없다. 안주호(2002:111)에서도 ‘(으)ㄹ게’가 서술문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의문문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9) 가. 전 이걸 먹을게요.
나. ?다음에 너가 피자를 준비할게요.
다. ?제가 언제 밥 한번 사줄게요?
12) ‘-(으)ㄹ 것이다’가 안 부정문에서 추측도 나타낼 수 있다.
13) 안주호(2002:102)에 따르면 종결어미 형성은 문법화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 문법화란 어
휘의미를 가지고 자립적으로 기능을 하던 것이 문법기능을 하는 요소로 바뀌는 것이다.
‘-(으)ㄹ게’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안명철(1990), 손호민(1990), 안주호(2002)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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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에서는 1인칭 주어가 화자와 동일하며, 화자가 평서문에서 ‘-(으)ㄹ게’를
사용하여 무엇을 먹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9나)는 ‘-(으)ㄹ게’가 2인칭
주어를 취한 예이다. ‘-(으)ㄹ게’가 항상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9나)에서는
주어와 화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의도를 나타내는지 파악할 수 없
다. (9다)는 의문문에서 ‘-(으)ㄹ게’를 사용하여 비문을 만든 예이다. ‘-(으)ㄹ게’
는 반드시 1인칭 주어 평서문에서 사용해야 하고, 의문문에서는 사용하지 못한
다. 직관이 없는 중국인 학습들은 이 두 자기 측면에서 많은 오류를 범한다. 교
육 현장에서 교사가 이러한 통사적 제약을 명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2) 용언의 제약
‘-(으)ㄹ게’는 양태 표현으로서 동작 동사만 취할 수 있다. 안주호(2002:111)는
‘-(으)ㄹ게’가 ‘행위주의 의지가 미칠 수 있는 것’에만 결합이 가능하므로, 종결
어미 ‘-(으)ㄹ게’와 결합하는 동사는 동작 동사라는 통사적 정보를 지난다고 하
였다. 이때는 화자가 무엇을 하겠다는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10) 가. 중국 여행을 좀 다녀와. 경비는 내가 내줄게.
나. ?내가 항상 예쁠게.
(10가)에서는 ‘-(으)ㄹ게’가 동작 동사와 결합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경비를 내
주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10나)는 ‘-(으)ㄹ게’가 형용사를 취하여 비문
이 되었다. 형용사 ‘예쁘다’가 사람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
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으)ㄹ게’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3) 시제의 제약
‘-(으)ㄹ게’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서
발전된 형태이며, ‘-(으)ㄹ 것이다’가 미래성을 가지기 때문에 ‘-(으)ㄹ게’도 미래
성의 특징을 가진다. 윤은경(2006:57)은 ‘-(으)ㄹ게’가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 면에서 보면 화자가 문장의 내용을 현재의 사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즉 ‘-(으)ㄹ게’의 선행 동사는 과거 시제를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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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나중에 더 좋은 거 해 줄게.
나. ?나중에 더 좋은 거 해 주었을게.
(11가)는 화자가 청자에게 나중에 더 좋은 것을 해 주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으)ㄹ게’가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11나)는 ‘-(으)ㄹ게’의 선행 용언이 과거 시제를 취하여 비문이 된다. 앞서 ‘(으)ㄹ 것이다’의 선행 용언이 과거 시제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 바가 있
으며, 이때 ‘-(으)ㄹ 것이다’는 화자의 의도 대신에 추측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
다. 그러나 ‘-(으)ㄹ게’는 ‘-(으)ㄹ 것이다’로부터 문법화 과정을 거친 후에 이러
한 통사적 특징이 사라졌다.

4) 부정문의 제약
‘-겠다’나 ‘-(으)ㄹ 것이다’는 화자의 능력 또는 추측을 나타낼 때 ‘못’ 부정문
을 취할 수 있는데, ‘-(으)ㄹ게’는 화자의 의도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부
정문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안’ 부정문을 취할 때 ‘-겠다’나 ‘-(으)ㄹ것이다’와
같이 양태 의미가 부정되지 않고 명제 내용만이 부정된다. 즉, ‘-(으)ㄹ게’가 부
정의 의미가 담긴 명제 내용을 실현하므로 화자의 의도가 부정되지 않는다. 박
숙영(2006:27)은 ‘-(으)ㄹ게’가 청자에게 이익이 될 때만 쓰이고, 청자에게 불이
익이 되는 경우에 부자연스럽거나 비문이 된다고 하였다.
(12) 가.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알았어. 거짓말 안 할게.
나. 엄마: 점심 먹어.
아들: 싫어요. *안 먹을게요.
(12가)에서 ‘안 할게’에서의 ‘안’ 부정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ㄹ게’를 부정
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의 내용인 ‘거짓말을 하다’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화자
가 ‘거짓말을 안 하다’라는 명제 내용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12나)에서는 아들이 엄마의 제안을 거절하고 엄마에게 점심을 안 먹겠다는 의

- 33 -

도를 나타낸다. 이 문장은 ‘-(으)ㄹ게’의 부정 형식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
하였기 때문에 어색한 발화가 되었다. 따라서 ‘-(으)ㄹ게’는 반드시 상대방의 제
안을 수락하여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때만 사용된다.

2.1.4. ‘-(으)려고 하다’
‘-(으)려고 하다’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려고’와 보조 용언
‘-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덩어리 표현이다. 양지현(2013:67)은 ‘-(으)려고 하
다’가 행위주의 의도를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직접적·간접적 행위가 있음을 나타
낸다고 하였다. 박재연(2003:258)에 따르면 ‘-(으)려고 하다’는 ‘하-’의 기능이
유지됨으로써 누군가의 의도를 전달하는 서술성을 가지면서 명제의 일부로 기능
한다.14) 즉, ‘하다’로 인해 ‘-(으)려고 하다’가 다른 의도 표현과 달리 행위성 이
외에 서술성의 자질을 가진다.

1) 인칭의 제약
‘-(으)려고 하다’는 앞서 제시한 의도 표현과 다르게 인칭 제약을 받지 않는
다. ‘-(으)려고 하다’가 평서문에서는 1인칭 및 3인칭 주어를 취할 수 있는데, 1
인칭 주어를 취할 경우에 화자가 주어와 동일하고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반
해 3인칭 주어를 취할 경우에 화자와 주어가 동일하지 않고 화자 아닌 주어의
의도를 나타낸다. ‘-(으)려고 하다’가 3인칭 주어를 취할 때 수행성보다 서술성
을 더 강조하기 때문이다. ‘-(으)려고 하다’가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를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화자가 주어의 의도를 묻는 것이다. ‘-(으)려고 하다’는 평서문
및 의문문 이외에 ‘말다’ 부정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13) 가. 저는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가려고 합니다.
나. 친구는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가려고 합니다.
다.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너 헛똑똑이. 헛똑똑이.
라. 넌 졸업하면 뭐 하려고 하니?
14) 박재연(2003ㄱ:258)은 ‘-(으)려고 하다’와 달리 ‘-(으)ㄹ래’의 융합 형식은 화자나 청자의
의도 자체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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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너무 특이한 거 하려고 하지 마.
(13가)는 1인칭 평서문에서 화자가 한국으로 유학가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
는 것이고, 행위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13나)는 3인칭 평서문에서 화자가 3인칭
주어가 유학하겠다는 의도를 진술하는 것이며, 이런 경우에 명제의 행위를 나타
내기보다 화자가 제 삼자의 행위를 진술하는 성격이 더 강하다. 이러한 특징은
종결표현으로 구성된 다른 의도 표현들이 지니지 않은 특징이다. (13다)는 주어
가 2인칭이고, 화자와 주어는 일차하지 않는다. 화자가 2인칭 주어에게 주어의
의도를 한번 진술해주는 것이다. (13라)는 화자가 2인칭 주어의 의도를 묻는 것
이다. (13마)는 화자가 2인칭 주어에게 특이한 것을 하지 말라는 발화이다. 이때
는 주어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용언의 제약
‘-(으)려고 하다’의 의미는 다른 의도 표현과 다르게 주어가 유정 명사이냐 무
정 명사이냐에 따라 용언의 성격 및 문장의 양태 의미가 달라진다. ‘-(으)려고
하다’가 유정 명사를 취할 경우에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고, 이때 선행 용언이 동
작 동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주어가 무정 명사일 경우에 -(으)려고 하다’가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14) 가. 삼순이는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나. 비가 오려고 한다.
(14가)는 ‘-(으)려고 하다’가 동작 동사와 결합하여, 화자가 3인칭 주어인 삼순
이가 개명을 하려고 한다는 행위를 진술한다. (14나)는 주어가 3인칭 무정 명사
를 취한 예인데, 이때 화자가 비가 올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3) 시제의 제약
‘-(으)려고 하다’는 앞서 논의한 의도 표현과 달리 과거 시제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으)려고 하다’가 명제 내용을 진술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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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 하다’는 과거 시제 결합 여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김서형
(2007:199)에서는 ‘-(으)려고 하다’가 과거 시제와 결합할 경우는 ‘화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기능’으로, 과거 시제
와 결합하지 않을 경우에 ‘화자의 지금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의도를 표출하
는’ 기능으로 논의하였다.
(15) 가. 나 채리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나. 제 어머니는 옛날에 가수가 되려고 하셨습니다.
(15가)의 주어는 1인칭이기 때문에 화자가 주어와 동일하며, 화자가 과거에
‘채리’와 결혼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진술한다. 앞서 제시한 모든 의도 표현들
은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으)
려고 하다’는 과거 시제와 결합할 경우에 과거에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
다는 것을 진술한다. 마찬가지로 (15나)는 평서문에서 3인칭 주어를 취하여, 화
자가 주어인 어머니가 가수가 되려고 한 과거의 의도를 진술하는 것이다.

4) 부정문의 제약
‘-(으)려고 하다’는 기본 의미가 의도이기 때문에 ‘안’ 부정문만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언 ‘하다’로 인해 ‘-(으)려고 하다’의 부정 형식은 다른 의도 표현과 차
이가 난다. 앞서 제시한 의도 표현들은 부정의 의미가 양태 의미에 작용되지 않
는다. 그러나 박재연(2003ㄱ:214)에 따르면 ‘-(으)려고 하다’가 갖는 ‘의도’의 의
미는 부정의 작용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다.
(16) 가. 나 결혼 안 하려고 해.
나. 나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
다. *나 결혼하려고 안 해.
라. 나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
(16가 및 다)는 단형 부정을 취한 예이고, (16나 및 라)는 장형 부정을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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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며, 모두 화자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16가~나)는 의
도의 의미가 부정의 작용역에 들어가지 않지만 박재연(2003ㄱ)에 따르면 (16다~
라)는 의도의 의미가 부정의 작용역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엄녀(2010:51)는
‘-(으)려고 하다’가 (16다)와 같은 단형 부정문을 취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지만
(16라)와 같은 장형 부정문을 자연스럽게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2.1.5. ‘-(으)ㄹ래’
‘-(으)ㄹ래’는 ‘-(으)려고 해’에서 문법화 과정을 거쳐 종결어미화 된 표현이
다.(박제연, 2004; 윤은경, 2006:54) 따라서 ‘-(으)ㄹ래’가 ‘-(으)려고 하다’로부터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두 표현이 공통적으로 의도의 의미를 지니나 구체적인 상
황에 따라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보인다. 유은경(2006:54)에서도 본래의 ‘-(으)려
고 하다’와 문법화 된 ‘-(으)ㄹ래’는 세부적인 의미를 보면 자유롭게 바꿔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1) 인칭의 제약
고창운(1996:5)에서는 ‘-(으)ㄹ래’가 1인칭 주어와만 문장을 구성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으)ㄹ래’의 통사적 제약은 서술법의 ‘-(으)ㄹ래’가 ‘화자의 수행의
지’라는 의미를 표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즉 ‘-(으)ㄹ래’
가 명제 행위를 실현하겠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가 화자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연(2004:180)에서도 ‘-(으)ㄹ래’가
표현하는 의도는 화/청자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조건이므로, ‘-(으)ㄹ래’가 평서
문에서는 1인칭 주어만을,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만을 취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으)ㄹ래’는 1인칭 주어 평서문에서 주어가 화자와 동일하며, 화자가 청
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한다. ‘-(으)ㄹ래’가 의문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겠다’ 및 ‘-(으)ㄹ 것이다’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청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기능을 수행한다.
(17) 가. 내가 커피를 마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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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가 커피를 마실래.
다. ?그가 커피를 마실래.
라. 너, 언제 학교에 갈래?
(17가)는 평서문에서 화자가 커피를 마시겠다는 의도를 전달하는 예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1인칭이고 화자와 동일하다. (17나~다)는 평서문에서 2·3인칭 주
어를 취하여 비문이 된 예이다. (17라)는 의문문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언제 학교
에 갈 것인지의 화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예이다.
또한 ‘-(으)ㄹ래’가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복수 대명
사 ‘우리’에는 두 가 지 해석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청자를 배제한 해석이 그 하
나이고 청자까지를 포함한 해석이 다른 하나이다.(박재연, 2004:180-181 참고)
(18) 가.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래.
나.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래?
(18가)에서의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가 비빔밥을 먹겠다는 의도
를 나타내는 것이고, (18)에서의 ‘우리’는 화자 및 청자를 모두 비롯하며, 화자가
청자의 의도를 묻는 것이다.

2) 용언의 제약
고창운(1996:4)에 의하면 ‘-(으)ㄹ래’는 움직씨(동사)에만 결합된다는 제약이
있다. 동사라 해도 행위자의 의지로써 통제할 수 없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
는 결합할 수 없다. 즉 ‘-(으)ㄹ래’는 동작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다.
(19) 가. 전 분명히 육개장 먹겠다고 했으니까 육개장 값만 갚을래요.
나. ?내가 오늘 예쁠래.
다. ?내가 야구 선수일래.
(19가)는 ‘-(으)ㄹ래’가 동작 동사 ‘갚다’를 취하여, 화자가 육개장 값만을 갚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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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준다. (19나~다)에서는 ‘-(으)ㄹ래’가 비동작 동
사에 결합하여 비문이 된 예들이다. 화자가 ‘예쁘다’ 또는 ‘야구 선수이다’라는
상태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으)ㄹ래’는 화자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동작 동사와 결합해야 한다.

3) 시제의 제약
고창운(1996:10)은 문장 내용을 화자가 사실로 인식하는 기준시에 대한 태도
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관점에서 ‘-(으)ㄹ래’의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결과
‘-(으)ㄹ래’는 ‘화자가 문장의 내용을 눈앞에 존재하는 실재적 사실로 인식한다.’
의 의미 자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화자가 명제 내용이 사실로 인식하는 시점
은 현재일 뿐만 아니라 그 명제 내용은 꼭 사실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으)ㄹ
래’는 ‘-(으)ㄹ게’와 같이 선행 동사가 과거 시제를 취할 수 없다.
(20) 가. 나 졸려...잘래.
나. 친구랑 술 한 잔 할래.
다. ?친구랑 술 한 잔 했을래.
(20가~나)는 ‘-(으)ㄹ래’가 평서문에서 동사 ‘자다’ 및 ‘하다’의 어간을 취하여,
화자가 현재 시점에서 잠을 자겠다거나 술 한 잔을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20다)는 ‘-(으)ㄹ래’의 선행 용언이 과거 시제를 취하여 비문이 된 예이다. 즉
‘-(으)ㄹ래’는 ‘-(으)ㄹ게’와 같이 선행 용언은 과거 시제를 취할 수 없다.

4) 부정문의 제약
‘-(으)ㄹ래’도 ‘-(으)ㄹ게’와 마찬가지로 의도 양태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안’
부정문만 취할 수 있고, ‘못’ 부정문은 취할 수 없다. 또는 ‘안’ 부정문을 취할
때 단형 부정문 및 장형 부정문을 모두 취할 수 있다.
(21) 가. 나 엄마랑 안 살래요!...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나 엄마랑 살지 않을래!...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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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엄마랑 못 살래요.
(21가~나)는 ‘-(으)ㄹ래’가 단형 부정문 및 장형 부정문을 취한 예이다. 이 두
문장은 화자가 ‘엄마랑 같이 안 산다’ 또는 ‘엄마랑 같이 살지 않는다’의 명제
내용을 나타내며, ‘-(으)ㄹ래’의 부정 형식은 명제 내용만을 부정하고, ‘-(으)ㄹ
래’ 자체의 양태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21다)는 ‘-(으)ㄹ래’가 ‘못’ 부정문을
취하여 비문이 된 예이다. ‘-(으)ㄹ래’의 양태 의무는 의도이기 때문에 의지를 나
타내는 ‘안’ 부정문만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6. ‘-(으)ㄹ까 하다’
‘-(으)ㄹ까 하다’는 연결어미 ‘-(으)ㄹ까’에 보조 용언 ‘하다’가 결합되어 형성
된 덩어리 표현이다. 허웅(1995:672-673)에서는 ‘-(으)ㄹ까’가 어떠한 일에 대한
망설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으)ㄹ까’의 영향으로 인해 김서형(2007:207)은
‘-(으)ㄹ까 하다’가 화자가 무엇을 하고 싶은 의도나 생각은 있지만 아직 행동으
로 실천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1) 인칭의 제약
‘-(으)ㄹ까 하다’는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만을 취할 수 있다. 엄녀(2010:107)
는 ‘-(으)ㄹ까 하다’가 행위성 동사와 연결되며, 다른 의도 표현과 달리 주어와
화자가 동일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으)ㄹ까 하다’는 1인칭 평서문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의문문, 청유문, 명력문은 취할 수 없다. 앞서 논의한 듯이 의도
표현 중에 ‘-(으)ㄹ게’도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없다.
(22) 가. 난 졸업하면 취직할까 하는데.
나. ?너는 졸업하면 뭐 할까 해?
(22가)는 1인칭 주어인 화자가 취직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지만, 확신이 없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화자가 취직할 생각을 갖고 있을 뿐 실제로 취직할 가

- 40 -

능성은 높지 않다. (22나)는 ‘-(으)ㄹ까 하다’가 의문문에서 사용되어 비문이 된
예이다.

2) 용언의 제약
‘-(으)ㄹ까 하다’는 다른 의도 표현과 마찬가지로 동작 동사와 결합해야만 의
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엄녀(2010:107)에서는 ‘-(으)ㄹ까 하다’가 비행위성 동사
와 함께 쓰일 때에는 비인식 양태의 ‘의도’ 의미가 아니라 인식 양태의 ‘추측’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23) 가. 이번 기회에 수영을 한번 배워볼까 하는데.
나. 그 사람이 사기꾼일까 해서 걱정했어요.
(23가)는 ‘-(으)ㄹ까 하다’가 동작 동사 ‘배우다’와 결합하여, 화자가 수영을 배
울 생각이 좀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3나)는 ‘-(으)ㄹ까 하다’가 서술격조사
‘이다’와 결합한 예이다. 이때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지 않고, 화자가 그 사람
이 사기꾼일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하는 것이다.

3) 시제의 제약
‘-려고 하다’와 마찬가지로 ‘-(으)ㄹ까 하다’의 보조 용언 ‘하다’가 현재 시제
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시제도 취할 수 있다. ‘하다’가 현재 시제를
취할 경우에 화자가 미래에 어떤 행동을 할 생각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과
저 시제를 취할 경우에는 화자가 과거에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다.
(24) 가. 이번 기회에 독일어를 배워볼까 하는데.
나. 너랑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했는데.
(24가)는 화자가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독일어를 배우겠다는 확실하지 않은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24나)는 화자가 과거에 청자와 같이 점심을 먹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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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4) 부정문의 제약
‘-(으)려고 하다’와 같이 ‘-(으)ㄹ까 하다’는 보조 용언 ‘하다’로 인해 부정문을
취할 때 다른 의도 표현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으)려고 하다’의
보종 용언 ‘하다’가 단형 및 장형 부정문을 모두 취할 수 있는데 반해 ‘-(으)ㄹ
까 하다’에서의 ‘하다’는 단형 및 장형 부정문을 취할 수 없다.
(25) 가. 나는 영어 학원에 안 갈까 해.
나. 나는 영어 학원에 가지 않을까 해.
다. ?나는 영어 학원에 갈까 안 해.
라. ?나는 영어 학원에 갈까 하지 않아.
(25가~나)는 ‘-(으)ㄹ까 하다’가 부정문을 취하여 화자가 영어 학원에 갈까 안
갈까 망설이고 있는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25가)는 ‘-(으)ㄹ까 하
다’의 선행 용언이 단형 부정문을 취한 예이고, (25나)는 장형 부정문을 취한 상
황이다. 그러나 (25다~라)는 ‘-(으)ㄹ까 하다’의 보조 용언 ‘하다’가 단형 부정문
및 장형 부정문을 취한 예인데, 이때 모두 비문이 된다. 엄녀(2010:51)는 ‘-(으)
ㄹ까 하다’의 보조 용언 ‘하다’가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을 모두 취할 수 없고,
양태의 의미도 부정이 되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인칭 제약, 용언 제약, 시제 제약, 부정문의 제약 등 측면에서 개별
의도 표현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Ⅱ-7> 의도 표현의 통사적 특징
의도 표현
-겠다
-(으)ㄹ

서법 및 인칭

선행
용언

1인칭주어 평서문,

동작

2인칭 주어 의문문
1인칭주어 평서문,

동사
동작

선행 용언이
과거 시제와
결합 여부

선행 용언의 부정
‘안’ 부정문

○ (추측)

○

○ (추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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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부정문

○(추측,
능력)
○(추측,

것이다

2인칭 주어 의문문

-(으)ㄹ게

1인칭 주어 평서문

동사
동작
동사

1,2,3인칭 주어 평

능력)
×
× (보조 용

-(으)려고

서문,

동작

언이 과거를

하다

2,3인칭 주어 의문

동사

취할 수 있

-(으)ㄹ래
-(으)ㄹ까
하다

문
1인칭주어 평서문,

동작

2인칭 주어 의문문

동사

1인칭 주어 평서문

음)

○

×

○ (보조 용
언이 단·장형

×

부정을 취함)

×

○

×

× (보조 용

○ (보조 용

동작

언이 과거를

언이 단·장형

동사

취할 수 있

부정을

음)

지 못함)

취하

×

의도 표현들 중에 통사적 제약에 따라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
이 있다. 의도 표현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추측의 의미로 실현
되는 통사적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Ⅱ-8> 추측을 나타낼 때 의도 표현의 통사적 특징

의도 표현

의도

추측

-겠다

○

○

-(으)ㄹ것이다

○

○

-(으)ㄹ게
-(으)려고 하다
-(으)ㄹ래
-(으)ㄹ까 하다

○
○
○
○

×
○
×
○

추축을 나타내는 조건
선행 용언이 상태 동사 혹은 과거 시제를 취
하는 경우
주어가 2인칭일 경우; 선행 용언이 상태 동
사 혹은 과거 시제를 취하는 경우
×
주어가 무정 명사일 경우
×
주어가 3인칭일 경우

2.2. 의도 표현의 의미적 특징
의도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화자가 명제 행위를 실현하겠다는 주관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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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데, 상황에 따라 의도 표현들 간에 미세한 의미 차이를 보인다. 본 절에
서는 의도 표현 간의 의미적인 차이를 기술하도록 한다.

2.2.1. 행위 실현에 대한 화자의 확신
박재연(2004:56)은 행위 양태를 ‘화·청자가 동작주에 대하여, 명제가 표현하는
행위의 성립과 관련한 조건을 부과하는 수행적 행위’로 정의하였으며, 행위 양태
를 두 가지 의미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중의 하나는 ‘화자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재귀적 조건 부과’인데, ‘재귀적 조건 부과의 정도’에 따
라 ‘약속, 의도, 소망’으로 하위분류를 하였다. 여기서 ‘재귀적 조건 부과의 정
도’란 화자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성립하겠다는 주관적인 정도를 의미한다.
나진석(1965:71-107)에서는 의도 표현은 동작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기는 하나, 다른 점은 동작의 존재 형식의 판단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동
작의 실현 또는 비실현을 바라는 정의(情意) 표현이라고 하였다. 즉 의도 표현들
은 명제가 수행하는 행위가 실현될 지 여부는 화자의 바람에 달려 있다는 것이
다. 엄녀(2010:43)에서도 한국어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양태 표현은 주관적인 의
지 정도에 따라 행위 실현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가능성’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행위 실현의 가능성도 화자의 주관적인 바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의도 표현에 대한 견해는 나진석(1965:71-107)의 입장과 같다.

2.1.2. 의도 표현의 의도 정도성 비교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명제 행위의 실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정도에 따라 의도 표현들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듯이 이효정(2003)은 양태의 의미 체계에서 [강제성(強制性)] 기
준에 따라 의지 및 의도를 구분하였다. [강제성]은 화자가 명제 내용의 주체에게
의무를 가하는 힘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강제성]은 명제 실현이 강제적으로 이
루어지고, [-강제성]은 명제 실현이 약한 힘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준에 따라 의
지는 [+강제성]으로, 의도는 [-강제성]으로 실현된다. 이 연구에서는 본고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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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겠다’ 및 ‘-(으)ㄹ 것이다’를 의지에 포함시켰고, ‘-(으)려고 하다’ 및
‘-(으)ㄹ까하다’를 의도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의도 표현
들이 의도 정도에 있어 차이를 분명히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김서형(2007:238-239)은 의도성 표현 간의 의미 정도의 차이에 대해 구분하였
는데, 동일한 의미 영역에 속하는 표현들은 의미 정도의 차이를 순차적으로 나
눈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 강과 약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여기서 본고의 연구
대상만을 추출하여, 그들의 의미 강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표Ⅱ-9>김서형(2007)에서의 의지 표현의 의미 정도15)
의지 표현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의미의 정도성
강
강
강
강
약
약

<표Ⅱ-9>에 따르면 의미 정도에 있어 ‘-겠다’, ‘-ㄹ 것이다’, ‘-ㄹ게’, ‘-ㄹ래’
는 강하고,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는 약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의도
표현의 의미 정도를 강약으로만 구분하고, 표현 간의 의지 정도를 비교하지 않
았다. 본고에서는 이들 표현의 의도 정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이윤지·노지니(2003:188)에서는 ‘-겠다’가 화자의 의지를 전달하면서도 청자의
허락이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으므로 정중한 태도를 나타내는
데, ‘-(으)ㄹ 것이다’는 선택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는 태도
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즉 ‘-겠다’ 및 ‘-(으)ㄹ 것이다’는 모두 화자의 강한 의도
를 나타낸다. 그러나 의도의 정도 면에서 어느 표현이 더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지 측정하기 어렵다.
윤은경(2006)에서는 ‘-(으)ㄹ래’ 및 ‘-(으)ㄹ게’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의도의
정도성 면에서 이 두 표현을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숙영(2006:30)
15) 김서형(2007)에서는 본고와 달리 ‘-겠다’, ‘-ㄹ 것이다’, ‘-ㄹ게’, ‘-ㄹ래’는 강하고, ‘-(으)
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등 표현을 ‘의지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 45 -

에서는 ‘-(으)ㄹ래’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주어의 강
한 의도를 나타내는데, ‘-(으)ㄹ래’는 ‘-(으)ㄹ 것이다’를 사용했을 때보다 좀 더
청자의 행동에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엄녀(2010:43)는 의도 표현은 행위 실현의 가능성에 따라 미세한 의미 차이를
갖고 구별되어 사용된다고 하였다. ‘-(으)려고 하다’는 ‘-(으)ㄹ까 하다’에 비하여
화자의 의지가 더 높아 행위 실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따라
서 ‘-(으)ㄹ까 하다’는 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행위 실현의 가능성도 낮다.
이상의 논의로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는 상대적으로 강
한 의도를 나타내지만, 이들 표현의 의도 정도를 순서대로 추정하기 어렵다. 그
리고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도를 나타내며, 이
둘 중에서 ‘-(으)려고 하다’의 의도 정도가 ‘-(으)ㄹ까 하다’보다 상대적으로 높
다. 의도 표현들의 의도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표Ⅱ-10> 의도 표현 간의 의도 정도성 비교
의도의 정도
강 <----------------------------------------------------> 약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래, -(으)ㄹ게’ > ‘-(으)ㄹ려고 하다’ > ‘-(으)ㄹ까 하다’

2.3. 의도 표현의 화용적 특징
본 절에서는 담화 분석을 함으로써 의도 표현들이 화용론적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 화용은 발화의 의미를 말하는데, 임지룡
(2011:327)에 따르면 화용론은 화자와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발화의 의미, 곧 발
화가 사용자와 해석자에 대하여 갖는 의미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하였다. 즉 화
용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하에 언어의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 리치(
Leech,1982:320)는 화용론의 영역을 ‘화자와 청자’,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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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맥락’, ‘언어사용에 의해 수행된 행위’로 나누었다. 임지룡(2011:329-359)
은 리치가 제안한 화용론의 영역을 발화 맥락과 발화 행위의 두 가지 요소로 해
석하고 있다. 발화 맥락16)에서는 화·청자 관계, 발화 장면, 발화 흐름 등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발화 행위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에 수반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의도 표현의 화용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임지룡
(2011)의 입장과 같이 화·청자 관계, 발화 장면, 발화의 의사소통 기능의 세 가
지 측면에서 의도 표현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3.1. 구어 담화 분석의 틀
브라운(Brown,2007:296)은 언어의 형태와 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담화 분석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담화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의도 표현의 화용적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선
정된 의도 표현은 주로 구어체에서 사용되므로 본 연구는 한국인의 구어 담화에
서 의도 표현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국어 구어 말뭉치를 분석한다. 그리
고 본고의 연구 대상은 문장 종결 표현으로 실현된 의도 표현이기 때문에, 구어
말뭉치를 분석할 때 의도 표현의 종결 형태만을 살펴본다. 이 작업을 진행하기
에 앞서 먼저 말뭉치 분석의 틀 및 말뭉치 자료를 선정하고자 한다.
앞서 의도 표현의 화용적 특징을 주로 발화 맥락 및 발화 의도에 따른 의사소
통 기능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발화의 맥락 정보에는 화·청자 관
계 및 발화 장면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자에는 화·청자 관계가 친밀한 여
부에 따라 [+친밀도] 및 [-친밀도]의 두 변인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에는 장면의
공식성 여부에 따라 [공식적] 및 [비공식적]의 두 변인이 포함되어 있다. 의사소
통 기능에 대해서는 브라운(Brown,2007:292)에서 ‘의사소통 기능이란 언어를 사
용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서술하기, 요구하기, 응답하기,
인사하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구어 말뭉치 분
석을 통해 의도 표현들이 실제 구어 담화에서 어떠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16) Thornbury, S. (1999)에 따르면 상황 맥락(context of situation) 요인은 언어 항목의
의미를 해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화자의 역학과 관계, 공식적인 공고,
편지, 음성 메시지 등의 의사소통 방식을 일컫는다. (이관규 외, 2004:11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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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구어 담화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화·청자 관계, 발화 장면, 발화의
의사소통 기능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도 표현의 화용적인 실현 양상을 살펴보도
록 한다. 담화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표Ⅱ-11> 구어 담화 분석의 틀

상황 맥락 요소
화·청자 관계
발화 장면
발화 의도

변인
[+친밀도] [-친밀도]
[공식적] [비공식적]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

본고에서 선정된 구어 말뭉치 분석 자료는 순 구어 말뭉치 및 준 구어 말뭉치
인 한국 드라마 대본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료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Ⅱ-12> 구어 담화 분석 자료
말뭉치 자료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2011)

특스트 유형
일상대화 30편
<내 이름은 김삼순>
(1-16회)
<미안하다, 사랑한다> (1-16회)

한국 드라마 대본

<거침없이 하이킥>

(8-32회)

<그들이 사는 세상>

(1-16회)

<가문의 영광>

(1-54회)

2.3.2. 개별 의도 표현의 담화 분석
본고의 연구 대상은 종결 표현의 형태로 실현되는 의도 표현이므로 말뭉치 자
료에서는 의도 표현들의 문장의 종결 형태만 살펴보고자 한다. ‘-겠다’, ‘-(으)ㄹ
것이다’, ‘-(으)려고 하다’는 내포문 또는 접속문에서도 의도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다루지 않기로 한다.

1)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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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청자 관계 및 발화 장면
김서형(2007:192)은 ‘-겠다’는 좌담과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데, 일상 대화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대화자와 담화에서
주로 ‘-겠다’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특히 대중과 화자의 대화 상황에서 ‘-겠다’
는 격식체 어미 ‘-습니다/ㅂ니다’와 결합하여 나타나지만 친구 사이처럼 비공식
적이면서 친밀도가 높은 사이와의 담화일 경우에 약속, 수락 등의 상황에서는 ‘아/어요, -네’ 등과 결합한다. 전혜영(1995)은 의도의 ‘-겠다’가 청자의 부담을
적게 해줌으로써 공손한 발화 태도를 나타내는 화용적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씬. 만기의 방.
만기: 그래. 네가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모양이니, 없었던 일로 하꾸마.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겠지.
단아: 할아버지?
만기: 그래.
단어: 해 보겠습니다.
만기: 내키지 않는데, 할아버지의 기대 때문이라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단아: 제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 보겠습니다.
<가문의 영광.13회>

위 대화는 단아 및 할아버지인 만기와의 대화 장면이다. 단아가 ‘해 보겠습니
다’를 사용하여 할아버지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할아버지에게 공손한 태도를 드
러낸다. 이와 같이 ‘-겠다’는 일반적으로 격식체 종결어미 ‘-습/ㅂ니다’와 결합
하여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인다. ‘-겠다’가
쓰이는 발화 장면도 격식을 갖춰야하는 장면이어야 한다.
(2) 의사소통 기능: 약속, 알림, 요청
의도의 ‘-겠다’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전혜영(1995)에서는 ‘-겠다’가 상대방의 질문에 응답, 약속, 요청, 인사 등의 담
화 상황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김서형(2007:192)에서도 ‘-겠-’은 상대의 요청에
대해 즉석에서 응대하거나 약속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 쓰인다고
하였다. 말뭉치 분석에서 의도의 의미로 실현된 ‘-겠다’는 주로 약속, 알림, 요청
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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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속
김서형(2007:193)은 ‘-겠다’가 ‘친구의 당부에 대한 수락이나 약속의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종희(2004)에 의하면 약속은 ‘명제의 내용이 말하는 이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며 말하는 이는 명제 내용을 행위로 인식하고 듣는 이를
고려하되 듣는 이에게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약
속은 화자가 청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주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17)

다음 ‘-겠다’의 약속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씬. 차 밖에
규 호: 창주야, 장해진 좋은 배우다, 함부로 막 굴리지 마라, 안 그럼 너 죽는다!
창 주: (맘아픈) 잘 키우겠습니다, 감독님.
<그들이 사는 세상.14회>

위 대화는 규호가 창주에게 배우인 ‘장해진’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라고 경고
하는 상황이다. 이때 창주가 규호의 경고를 수락하여, ‘장해진’을 잘 키우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 상황에서 창주의 발화 의도는 단순히 자신의 의도를 나타
내는 것이 아니라, 규호에게 약속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주가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하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겠다는 의
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② 알림
김서형(2007:194)에서는 ‘-겠다’가 ‘상대에게 곧 행위를 할 것이라는 통보로서
의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즉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행
위를 알려준 후에 바로 그 행위를 수행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알림의
기능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17)전혜영(1995)에서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약속할 수는 없으므로 미래에 일어날 약속 행위에
대한 화자의 결심은 의도로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의도 표현이 약속의 기능
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영란(2012)는 담화 상황에서 약속이란 듣는 이를
고려하여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후에 듣는 이를 위해서 어떤 행위
를 할 것을 다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정종수(2013)는 약속 화행의 적정조건은 ‘명
제의 내용이 미래 사건과 관련되어야 한다.’, ‘화자는 그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
다.’, ‘화자는 스스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화자의 상태가 비 의무 상태에서 의무
상태로 바뀐다.’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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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레스토랑
영자: 지금부터 김희진 씨의 본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이름표-김삼순을 치켜든다)이게 바로 김희진 씨의 본명입니다. 김삼순!
영자: 김희진이 아니라 김산순이라구요. 삼순이!
인혜: 지난번에 오지재인님이 가르쳐줬어요.
<내 이름은 김삼순.5회>

위 대화는 레스토랑의 직원인 영자가 새 직원인 ‘김희진’의 본명을 공개하는
상황이다. 영자가 ‘김희진씨의 본명을 공개하겠습니다.’를 발화한 후에 바로 김
삼순의 이름표를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의 발화
의도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기보다 화자가 그 현장에서 바로 수행할 행위를 상
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알림의 기능이다.
③ 요청
요청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발화 행위이다. 요청의 발화
의도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상대방
의 의도를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도
표현은 일반적으로 의문문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데 상황에 따라 상대방
의 의도를 물어봄으로써 상대방에게 ‘요청’을 할 수 있다. Searle(1969)에서는
‘요청’을 하는 화자는 청자가 화자 자신이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것을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은 청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의도 표현 중에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표현은 ‘-겠다’ 및 ‘-(으)ㄹ래’가 있다. 전혜영(1995)에 따르면 의도를
나타내는 ‘-겠-’이 사용되어 청자의 의도를 물어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화자가
요구하는 행위의 선택권을 청자에게 맡기는 표현으로 자신의 요구를 더 공손하
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씬. 병원 대기실
신지: 저기.. 저는 언제쯤
유간호사: 환자가 너무 밀려서요. 좀만 더 기다리시라 그러던데요.
신지: 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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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간호사: 바쁘시면 메모를 남겨주시겠어요? 전해드릴게요.
신지: 네? 아니.. 아니에요. 기다리죠 뭐. 저 시간 많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32회>

위의 대화는 신지가 병원 대기실에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간호사를 재촉하는
상황이다. 이때 간호사가 ‘메모를 남겨주시겠어요?’를 발화함으로써 신지의 의도
를 묻는 형태로 신지에게 메모를 남겨달라는 요구를 한다.

2) ‘-(으)ㄹ 것이다’
(1) 화·청자 관계 및 발화 장면
구어 말뭉치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주로 ‘-(으)ㄹ 거야’의 형태로 화·청자
관계가 매우 친한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실현되었다. 김서형(2007:196)은 ‘-(으)
ㄹ 것이다’가 비교적 친근한 대화 상대와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으)ㄹ거예
요, -(으)ㄹ거야’가 사용되며, 격식체인 ‘-ㅂ니다/습니다’와의 결합형은 오히려
대화보다는 일기나 메모와 같은 문어체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하였다.
#씬. 천갑의 방.
영자: 저 봐, 저 봐, 자기도 다리 저리면서. 여보, 우리 나가자. 나가서 식탁에서
먹자고.
천갑: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는)
영자: 아줌마, 상 내가요.
천갑: 아냐, 아냐, 다리 좀 폈다가 다시 먹을 거야.
영자: 그럼 계속 밥을 앉았다 섰다 하면서 먹을 거야?
<가문의 영광.13회>

위 대화는 부부 간에 벌어진 이야기인데, 아내인 영자가 식탁에서 밥을 먹자
고 제안을 했는데, 남편인 천갑이 그냥 방에서 먹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구어 말뭉치에서는 ‘-(으)ㄹ 것이다’가 주로 ‘-(으)ㄹ거야’의
형태로 화·청자 관계가 매우 친하고 격식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쓰였다.
(2) 의사소통 기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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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것이다’는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기능 이외에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나타낼 수도 있다.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
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하는 것이므로 그 행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인 요소를 미리 정해야 한다. 다음은 계획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씬. 호텔 야외, 오픈행사장(오전)
진헌: 만찬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비행기로 갈 거예요. 못 챙겨주니까
알아서 때워요.
삼순: (흘긴다)
진헌: (다가와 돌아본다)?...
삼순: 여관장사 좋아하시네. 이게 호텔이지 여관이에요?
<내이름은 김삼순. 7회>

위 대화는 사장인 진헌이 직원인 삼순에게 오후에 비행기로 가겠다는 계획을
말해 주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으)ㄹ 것이다’의 사용이 화자의 강한 의도
를 나타내기보다 화자가 청자에게 정해진 계획을 알려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으)ㄹ게’
(1) 화·청자 관계 및 발화 장면
박숙영(2006:26)에서는 ‘-(으)ㄹ게’가 친한 사이이거나 화자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많이 쓰인다고 하였다.
#씬. 강석의 집 식당. (강석이 와인을 꺼내고 있다.)
영자: 아버지도 술 한 잔 하시겠다고 하는데, 같이 해?
강석: 아니에요. 아버지랑 같이 마시면 길어져요.
영자: 하긴. 가만 있어봐, 치즈 안주 찾아줄게.
강석: 됐어요. 한잔만 마시고 잘 건데요 뭐.
<가문의 영광. 11회>

위 대화는 엄마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대화이다. 엄마가 와인을 마시려고 하
는 아들에게 안주를 찾아주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으)ㄹ게’는 주
로 화·청자 관계가 친밀하고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맥락에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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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 기능: 약속, 알림
① 약속
박숙영(2006:27)에서는 ‘-(으)ㄹ게’가 의도의 의미가 강화되어 화자와의 약속
을 나타내고, 청자를 고려하면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하였다. 김서형(2007:202)에서도 ‘-(으)ㄹ게’가 약속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 대화 참여자가 청자에게 단순히 자신의 의지를 보고하거나 전달하는 것
이 아니라, 반드시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약
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화이다.
#씬. 레스토랑
아내: 어머 자기야~ 어머어머 어떡해! 이거 나 주는 거야? 자기 미워. 날 이렇게
감동시키구...
남편: 뭘 그 정도 갖구... 다음엔 더 좋은 거 해줄게.
<내이름은 김삼순. 4회>

위 대화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다가 아내가 반지를 씹어
낸 상황이다. 남편은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해 하는 아내를 보면서 다음에 더 좋
은 반지를 사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② 알림
김서형(2007:202)에서는 ‘-(으)ㄹ게’가 ‘어떠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청자와의 담화 상황에서 화자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형태’로 사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숙영(2006:28)도 ‘-(으)ㄹ게’는 약속의 기능 이외에 상대
방에게 알림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약속의 의미는 약화되거나 상실되고 ‘알림’
의 의미로만 이해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알림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화이다.
#씬. 상가 (민용이 차에서 나와 차 문을 잠그려는데 윤호가 걸어오고 있다.)
민용: (키 주며) 잠깐 자리 좀 지켜. 나 약국 금방 갔다 올게.
윤호: 뭐 사게? (운전석에 앉는)
<거침없이 하이킥.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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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화는 민용이 약국 갔다 오겠다는 미래 행위를 윤호에게 알려주는 상황이
다. 여기서 ‘갔다 올게’의 발화는 민용의 의도를 표출하기보다, 민용이 자기의
미래 행위를 상대방에게 알려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겠다’도 알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데, 이 기능을 수행할 때 ‘-(으)ㄹ게’ 및 ‘-겠다’의 차이는 화·청자 관계의 차
이에 있다. ‘-겠다’는 상대적으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화·청자 관계에서 사용되
고, ‘-(으)ㄹ게’는 친구와 같은 친한 화·청자 관계에서 사용된다.

4) ‘-(으)려고 하다’
(1) 화·청자 관계 및 발화 장면
말뭉치에서 ‘-(으)려고 하다’는 다양한 발화 장면 및 화·청자 관계를 가진 맥
락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으)려고 하다’가 현재 시제로 나타날 경우 주로 공
식적인 장면이나 화청자 관계가 친한지 않은 맥락에서 나타났다. 김서형
(2007:199)도 화자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으)려고 하다’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여 강한 인상을 전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으)려고 하다’는
현제 시재로 나타난 경우는 드물고, 과거 시제로 나타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씬. 준하 집 (준하가 과장이 전화를 받는다.)
과장: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든 준하 씨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LK가 인수
합병 결정이 좀 전에 났어요.
식구들: (불안하게 보는)
과장: 기존 직원들까지 위험한 상태라.. 미안해요.
<거침없이 하이킥. 42회>

위 대화는 과장이 전화로 준하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사실을 준하에게 알려주
는 상황이다. 과장이 ‘준하 씨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로 원래의 의도를 알려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뭉치에서는 ‘-(으)려고 하다’가 화·청자 관계가 상대적
으로 친하지 않은 맥락에서 화자가 과거에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려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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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 기능: 목적, 계획
① 목적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목적은 ‘실천 의지에 따라 선택하여 세운 행위의 목표’
로 정의하였다. 목적은 화자의 의도가 분명하고 행위성이 강하다. ‘-(으)려고 하
다’는 화자의 목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씬. 서울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지영, 거소 담당자 앞으로 간다)

지영: 사람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 호주에서 온 차무혁이에요.
<미안하다, 사랑한다.15회>

위 대화는 지영이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차무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상황이다. 지영이가 담당자에게 ‘사람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로 자신의 행
위 목적을 나타낸다. 말뭉치에서 밝힌 듯이 ‘-(으)려고 하다’가 목적을 나타낼 때
주로 현재 시제에서 사용된다.
② 계획
#씬. 술집
창동: 어? 준하야 너도 있었네.
준하: 이 자식. 얼굴 보기 힘들다. 대한민국에서 너 혼자 바쁘지?
창동: 너 잘 만났다.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준하: 뭐 좋은 정보라도 있어?
<거침없이 하이킥.41회>

위 대화는 창동이 우연히 준하를 만난 상황이다. 창동이 ‘연락하려고 했는데’
로 발화함으로써 과거에 친구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난다. 여기
서 ‘-(으)려고 하다’는 과거의 계획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말뭉치에서는 ‘(으)려고 하다’가 계획의 기능을 수행할 때 주로 과거 시제에서 많이 나타났다.

5) ‘-(으)ㄹ래’
(1) 화·청자 관계 및 발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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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영(2006:29)에서는 ‘-(으)ㄹ래’는 주로 입말에서 많이 쓰는 비격식체의 말
로서 정중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윤은경(2006:55)에 의하면 ‘-(으)ㄹ
래’는 비격식체로서 사용되며 경어법이 쓰일 때는 ‘-요’와 함께 사용하거나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붙여 주체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격식체의 의도 표현으로
는 선어말어미 ‘-겠-’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씬. 대문 앞.
은채: 윤이한테 갈래요.
대천: 은채야!
은채: 가서 말할래!...이제라두 나, 무혁이 아저씨한테 가야겠다고. 윤이한테 말할
래요!!
대천: (가슴이 무너진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13회>

위 대화는 아빠와 딸의 사이에 일어난 대화인데, 은채가 아빠에게 윤이에게
가서 말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으)ㄹ래’는 가족 관계이나 또래끼리와 같은 매우 찬한 사이에 사용되는 의도
표현이다.
(2) 의사소통 기능: 요청
박숙영(2006:29-30)에서는 의문문에서 ‘-(으)ㄹ래’를 사용하여 화자가 청자에
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문문에서 정
중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는 ‘-(으)시겠어요?’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겠다’가 의
문문에서 요청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가 있다. 다
음은 ‘-(으)ㄹ래’가 의문문에서 요청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화이다.
#씬. 민용 집
민용: 기저귀 좀 주실래요?
민정: 기저귀요? 기저귀...기저귀가..어디..

<거침없이하이킥. 10회>

위 대화는 민용이 동료인 민정에게 기저귀를 달라는 발화 상황이다. 이 때 화
자가 ‘기저귀를 주세요.’ 대신에 청자의 의도를 묻는 듯이 ‘기저귀를 좀 주실래
요?’를 발화함으로써 청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청자에게 요구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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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으)ㄹ래’의 요청 기능이다.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때 ‘-겠다’ 및 ‘(으)ㄹ래’의 차이는 화·청자 관계의 차이에 있다. ‘-겠다’는 상대적으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화·청자 관계에서 사용되고, ‘-(으)ㄹ래’는 친구와 같은 매우 친한
화·청자 관계에서 사용된다.

6) ‘-(으)ㄹ까 하다’
(1) 화·청자 관계 및 발화 장면
김서형(2007)에서는 ‘-(으)ㄹ까 하다’가 대담 프로와 같은 공식성을 띤 담화에
서든 일상 대화에서든 화자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즉 ‘-(으)ㄹ까 하다’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대화 장면, 또는 친밀하거나 친밀
하지 않은 화·청자 관계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씬. 주방.
해미: 어머님 마트 안 가세요?
문희: 아니.. 왜..?
해미: 오늘 김치 담그기로 했잖아요. 같이 갈까 하구요.
문희: 김치?

<거침없이 하이킥.29회>

위 대화는 시어미니인 문희와 며느리인 해미 사이에 일어난 대화이다. 해미가
문희에게 같이 마트에 가서 김치를 살 의도를 나타내는 발화 상황이다. 이와 같
이 ‘-(으)ㄹ까 하다’는 상대적으로 비공식적 장면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2) 의사소통 기능: 계획
‘-(으)ㄹ까 하다’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면서 계획의 의사소통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씬. 마트 주차장. (문희가 운전 연습하다가 마트 주차장에 왔다.)
문희: 에미야. 갈 때는 니가 운전해서 가.
해미: 왜요? 잘하고 계신데.
문희: 너무 힘들어서 그래. 기력이 다 떨어졌어.
해미: 으으음. 이 정도 갖고 그러심 안 되죠. 겨우 한 5킬로 뛰었나? 나온 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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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도 한번 타볼까 하는데.
<거침없이 하이킥.35회 >

위 대화는 문희와 해미가 운전 연습하다가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벌어진
상황이다. 문희가 운전 연습을 그만하겠다고 하는데 해미가 ‘올림픽대로도 한번
타볼까 하는데’로 발화함으로써 자신의 계획을 우회적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여
기서 이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해미의 생각이고, 확실
히 결정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획의 기능을 나타낼 때 ‘-(으)ㄹ까 하다’와
‘-(으)려고 하다’를 비교해보면, ‘-(으)려고 하다’는 ‘-(으)ㄹ까 하다’보다 그 계획
의 실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3. 한국어 의도 표현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본 절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도 표현을 대조 분석함으로써 중국어가 한
국어 의도 표현의 습득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교육 및 학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1. 중국어 의원(意願) 조동사
3.1.1. 중국어 의원(意願) 조동사의 개념 및 목록
양태는 범언어적인 개념으로 모든 언어에서 양태 의미를 실현할 수 있으며,
중국어에도 양태의 의미 체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한국어 의
도 표현은 행위 양태에 속하는데, 중국어 양태 체계에도 행위 양태의 범주가 있
다. 중국어의 행위 양태는 사건이 실현될 가능성 또는 의원(意願)을 나타낸다.
여기서 의원(意願)은 앞서 언급한 의도의 개념과 가까우며, 중국어에서 의원은
명제 행위에 대한 화자의 희망과 의도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
양태는 모든 언어에 존재하는 의미 영역이나 언어마다 양태를 실현하는 문법
적인 수단이 매우 다르다. 엄녀(2010:37)는 한국어에서 양태를 표현하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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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법 형식에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 그리고 복합 구성으로 된 양태 표현
이 있으며, 중국어에서 양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법 형식에는 양태 조동사(情
態助動詞)와 어기사(語氣詞)가 있다고 하였다.18)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의도 표현은 주로 어미와 복합 구성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응하는 중
국어 표현은 화자의 의원을 나타내는 의원 조동사이다.
중국어 의원 조동사의 범위는 학자에 따라 매우 다르다. 呂叔湘(1999)에서는
‘敢於, 敢, 要, 肯, 得, 情願’ 등, 朱德熙(1982:63)에서는 ‘敢, 肯, 願意, 情願,
樂意, 想, 要’ 등을 의원 조동사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陸慶和(2009:128-133)에
서는 대외중국어교육에서 필수적인 의원 조동사를 ‘要, 想, 愿意, 肯’만을 한정
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중국인 모어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원 조동사를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고
에서도 이 연구의 분류를 적용하여, 한국어 의도 표현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원
조동사를 ‘要, 想, 愿意, 肯’로 한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각 의원 조동사에 대
해 통사, 의미, 화용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3.1.2. 개별 의원 조동사의 특징
1) ‘要’
‘要’19)는 기본적으로 동작주가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통사적으로
볼 때 ‘要’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한국어 의도 표현과 달리 주어 인칭의 제
약을 받지 않는다.
(1) 가. 我要學唱歌。(나는 노래를 배울 거야.)
나. 她要買衣服。(그녀는 옷을 사려고 한다.)
다. 你要吃什麼？ (너는 뭐 먹을래?)
18) 조동사(助動詞): 동사의 앞에 위치하여 동사의 뜻을 더 해주는 기능을 한다.
어기사(語氣詞): ‘嗎, 呢, 吧, 啊’ 등 형태로 실현되어 문장의 끝을 맺으면서 시제, 서법 양
태 등 기능을 수행한다.
19) 吕叔湘(2004)는 조동사 ‘要’를 5가지 의미로 분석하였다. 1)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2) 당위성을 나타낸다.3) 가능성을 나타낸다. 4) 어떤 일이 곧 일어날 것을 의미
한다. 5) 추측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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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는 주어가 1인칭이고, 주어가 노래를 배우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내고,
(1나)는 주어가 3인칭이고, 화자가 3인칭 주어가 옷을 사겠다는 의도를 진술하
며, (1다)는 화자가 2인칭 주어의 의도를 묻는 것이다. ‘要’의 의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의도 표현도 매우 다양하다.
한국어 의도 표현과 같이 ‘要’의 후행 동사가 自主動詞20)일 경우에만 의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郭昭君·尹美子(2008:38)에서는 ‘要’가 自主動詞를
취할 때 의원 이외에 추측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2) 他要回家了。(그는 집에 가겠대. / 그는 집에 갈 거야.)
(2)에서는 ‘要’ 뒤에 온 동사 ‘回家’가 집에 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自主動詞
인데, 이때 조동사 ‘要’가 의도 및 추측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要’는 ‘不’ 부정문 및 ‘没’ 부정문21)을 취할 수 있다. 전자는 ‘不要’의 형태가
아니라 ‘不想’ 또는 ‘不愿意’의 형태로, 주어의 주관적인 의도나 판단을 나타내
고, 후자는 ‘没要’의 형태로, 주어가 과거에서 무엇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
를 나타낸다.
(3) 가. 我不想喝牛奶。(나는 우유를 안 마실래.)
나. 她不願意回家。(그녀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다. 我沒要回家。(난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
(3가~나)는 ‘要’가 ‘不’ 부정문을 취한 예이다. (3가)는 1인칭 주어가 우유를
먹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3나)는 3인칭 주어가 집에 가지 않겠다는 의도
를 나타낸다. (3다)는 ‘要’가 ‘没’ 부정문을 취하는 예인데, 1인칭 주어가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난다.
‘要’는 의문문에서 ‘要...吗?’ 혹은 ‘要不要...?’의 형태로 실현된다.
20) 自主動詞는 한국어에서의 동각 동사에 해당된다.
21) 중국어의 부정문은 한국어의 부정문과 같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 및 ‘没’를 서술
어의 앞에 위치하여, 서술어를 부정한다. 중국어의 ‘不’ 부정문은 한국어의 ‘안’ 부정문에
대응할 수 있고, ‘没’ 부정문은 ‘못’ 부정문에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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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這個週末你要看電影嗎? (이번 주말에 영화를 볼래?)
나. 這個週末你要不要看電影?(이번 주말에 영화를 볼래?)
(4가~나)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주말에 영화를 볼 의도를 물어보는 예이다. 이때

‘要看電影嗎?’ 또는 ‘要不要看電影?’가 모두 ‘영화를 볼래?’로 번역할 수 있다.
‘要’는 ‘想, 打算’과 같은 의원(意願) 동사22)와 결합하여 ‘想要’, ‘打算要’의 형
태로, 주어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는 의도 또는 계획을 나타낸다.
(5) 가. 我一會兒想要去游泳。(난 이따가 수영하러 가려고.)
나. 我打算要去韓國留學。(난 한국으로 유학하려고 해.)
(5가)는 주어가 이따가 수영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5나)는 주어가 한국으
로 유학 갈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2) ‘想’
‘想’은 기본적으로 동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상황에 따라 의원 조동사의 기
능도 수행한다. 조동사로서의 ‘想’은 일반적으로 주어의 희망과 의도를 동시에
나타낸다. ‘想’과 ‘要’의 의미를 비교해보면, ‘想’은 마음속의 계획을 강조하고 상
대적으로 소극적인 의도를 나타내는데, ‘要’은 ‘의지’나 ‘요구’를 강조하고 상대
적으로 적극적인 의도를 나타낸다.23) 즉 ‘想’은 ‘要’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의도
를 나타낸다.
(6) 가. 我想回家。 (나는 집에 가고 싶어.)
나. 他想學韓語。(그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
(6가)는 1인칭 주어가 집에 가겠다는 약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6나)는 3
22) 의원(意願) 동사는 행위자의 희망 및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예를 들어, ‘想’은 주어
의 의향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打算’은 주어의 ‘계획’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그러나 이 두
동사는 상황에 따라 종동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23) 蒋平, 「“要”与“想”及其復合形式、連用現象」，『語文研究』，1983年02期,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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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주어가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다.
‘想’도 ‘不’ 부정문 및 ‘没’ 부정문을 모두 취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不想’의
형태로, 현재나 미래에 어떤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후자의
경우 ‘没想’의 형태로 과거에 어떤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의문문에서는 ‘想...嗎?’ 또는 ‘想不想...?’의 형태로 나타난다.
(7) 가. 我不想結婚。(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 나는 결혼 안 하려고 해.)
나. 我沒想騙你。(난 너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8) 가. 你想吃飯嗎? (밥 먹을래?)
나. 你想不想吃飯? (밥 먹을래?)
(7가)는 1인칭 주어가 결혼 안 하겠다는 마음속의 생각을 나타내고, (7나)는 1
인칭 주어가 상대방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8가~나)는
상대방에게 밥을 먹겠는지 의도를 묻는 것이다.
3) ‘肯’
‘肯’은 동작주가 어떤 상황을 깊이 생각한 후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의원 조동사이다. 다른 의원 조동사와 달리 ‘肯’의 후행 동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蒋平(1983:45)에서는 ‘肯’ 뒤에 올 수 있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동작
주가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자신의 이익을 잃어버리거나 원래의 계획을 포기해
야 할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어야 한다. 그리고 평서문에서는 ‘肯’이 3인칭 주
어만 취하고, 1인칭 주어를 취하지 못하여,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만 취한다.
(9) 가. 他肯努力學習。(그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나. 这次募捐,你肯出多少钱？(이번에 기부하는데 너는 얼마나 내려고 해?)
(9가)는 3인칭 주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도를 진술하는 것이고, (9나)
는 화자가 2인칭 주어인 청자에게 돈을 얼마나 내겠는지 의향을 묻는 것이다.
‘肯’의 부정문은 ‘不肯’의 형태로 실현되며, 동작주가 어떤 행위를 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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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
(10) 가. 她不肯說假話。(그녀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한다.)
나. 他不肯幫我的忙。(그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10가)는 3인칭 주어가 거짓말을 안 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10나)는 3인
칭 주어가 안 도와주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4) ‘愿意’
‘愿意’는 동작주가 무엇을 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 陸慶和(2009:131)
에서는 ‘愿意’가 마음속의 적극적인 의도를 나타내고, ‘愿意’의 후행 동사는 동
작주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 혹은 동작주가 하고 싶은 행위를 나타내야
한다고 하였다.
(11) 가. 我願意為你做任何事情。(나는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어.)
나. 他願意照顧你一輩子。(그녀는 평생 동안 너를 살펴주겠대.)
(11가)는 1인칭 주어가 상대방을 위해 뭐든지 다 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
내고, (11나)는 3인칭 주어가 평생 동안 상대방을 살펴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다.
‘愿意’는 부정문에서 ‘不願意’의 형태로 실현되고, 의문문에서 ‘願意...嗎?’ 혹
은 ‘願意不願意...?’의 형태로 실현되며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것이다.
(12) 가. 我不願意在北京工作。(나는 북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13) 가. 你願意和我結婚嗎?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할래?)
나. 你願不願意和我結婚? (너 나랑 결혼하고 싶어?/할래?)
(12가)는 1인칭 주어가 북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13가~나)는 상대방에게 ‘나’랑 결혼할 의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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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어 의도 표현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원 조동사
우선, 행위 실현에 대한 화자의 확신성 측면에서 양 언어를 비교해 보고자 한
다. 한국어 의도 표현은 화자가 명제 행위에 대한 확신성 정도에 따라 강한 의
도 표현 및 약한 의도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강한 의도는 화자가 행위 실현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가 강하고, 약한 의도는 화자가 행위 실현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가 약하다. 중국어 의원 조동사도 행위 실현에 대한 확신성 정도의 측면에
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확신성 정도, 즉 의도 강약에 따른 한국어 의도 표현
및 중국어 의원 조동사의 대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Ⅱ-13> 의도 강약에 따른 한·중 의도 표현 대응 관계
의미

-겠다,

강한 의도

한국어 의도 표현
-(으)ㄹ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약한 의도

중국어 의원 조동사
‘要’, ‘愿意’, ‘肯’
‘想’, ‘想要’, ‘打算要’

<표Ⅱ-13>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 강약에 따라 한국어 의도 표현 및 중국어
의원 조동사는 명확히 구분된다. ‘要’, ‘愿意’, ‘肯’은 상대적으로 동작주의 강한
의도를 나타내고, ‘想’, ‘想要’, ‘打算要’는 상대적으로 약한 의도를 나타낸다.
다음 의사소통 기능면에서 한국어 의도 표현 및 중국어 의원 조동사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의도 표현은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평서문에서 상황 맥락에 따라 약속, 계획, 목적, 알림 등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의문문에서 요청의 화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국어 의원 조동사는 의사소통 기능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보이지 않는다.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양 언어의 대응 관계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Ⅱ-14>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한·중 의도 표현 대응 관계
의사소통 기능
약속
계획

한국어 표현
‘-(으)ㄹ게’
‘-(으)ㄹ것이다’,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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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중국어 조동사

‘要’, ‘想’, ‘想要’, ‘打算要’

목적
알림
요청

‘-(으)려고 하다’
‘-(으)ㄹ게’
‘-겠어요?’, ‘-(으)ㄹ래요?’

‘要’
‘要’
‘能不能...?’, ‘能...嗎?’

<표Ⅱ-14>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의도 표현은 중국어 의원 조동사보다 훨
씬 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약속을 나타낼 때
‘-(으)ㄹ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동사가 없다. 계획
을 나타내는 표현은 한국어 및 중국어에서 모두 다양한 실현 양상을 보인다. 특
히 ‘打算要’에서의 ‘打算’는 원래 계획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要’와 결합되어 조
동사로 작용된다. 목적과 알림의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한국어에는 ‘-(으)려고
하다’ 및 ‘-(으)ㄹ게’로 실현되는데, 중국어에는 모두 ‘要’로 실현된다. 마지막으
로 한국어에서의 ‘-겠다’ 및 ‘-(으)ㄹ래’는 의문문에서 요청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국어에서는 요청을 나타낼 때 능력을 나타내는 조동사 ‘能’을 사용한다.
이때 ‘能’의 의문문 형식은 ‘能不能...?’ 또는 ‘能...嗎?’로 나타난다.
또한 한국어 의도 표현은 장소 및 화·청자 관계 등 맥락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 중국어 의원 조동사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14) 가. 교수님,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教授, 我要先走了。)
나. 엄마, 나 먼저 가볼게. (媽, 我要先走了。)
(14가)는 학생이 교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상황인데, 이때 교수님에게 공손
한 태도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겠습니다’를 사용한다. (14나)는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상황인데, 이때 화·청자 관계가 친하기 때문에 ‘-(으)ㄹ게요’를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14가~나)에서 ‘-겠습니다’ 및 ‘-게요’에 대응 하는
중국어 의원 조동사는 모두 ‘要’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는 화·청자 관계가 친
한 상황에서 ‘-(으)ㄹ게’를 사용하고,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겠다’를 사용하는
데 반해 중국어에는 화·청자 관계와 상관없이 모두 ‘要’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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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의도 표현의 사용 양상
본 장에서는 Ⅱ장에서 검토한 의도 표현의 문법적 특징을 바탕으로 중국인 학
습자의 의도 표현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사용 양상에서 나타난 오류 및 오류 원
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집단 및 대조 집
단으로서의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학습
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습자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Ⅱ장에서 검토한 의도
표현의 특징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분석 틀은 다음 표와 같다.
<표Ⅲ-1> 의도 표현 사용 양상의 분석 틀
형태
형태·통사

1) 인칭
2) 용언
통사
3) 시제
4) 부정문
의미: 의도 강약
상황맥락
요소

의미·화용

화용

의사소통
기능

화·청자 관계: 1) 친함 2)친하지 않음
발화 장면: 1)공식적 2) 비공식적
1) 약속
2) 계획
3) 목적
4) 알림
5) 요청

<표Ⅲ-1>과 같이 의도 표현에 대한 학습자 사용 양상은 주로 형태, 통사, 의
미, 화용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쓰기 자료 및
담화 완성 테스트의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표Ⅲ-1>의 분석 틀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오
류를 검토한 후, 의도 표현 사용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1. 의도 표현의 형태·통사적 사용 양상

- 67 -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주로 중국인 학습자 집
단이 의도 표현을 사용할 때 범한 형태 및 통사적 오류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루
어진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한 개방형 담화 완성 테스트를 활용하여 학습자 자
료를 수집하여, 오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1.1. 형태적 사용 오류
수집한 학습자 자료에서 발견된 의도 표현의 형태적 오류는 중급 학습자에게
서 많이 나타났으며, 주로 ‘-(으)ㄹ 것이다’, ‘-(으)려고 하다’, ‘-겠다’, ‘-(으)ㄹ
래’ 등 표현에 관한 오류들이다. 우선 ‘-(으)ㄹ 것이다’에 대한 오류를 살펴본다.
[상황] 종강 모임에서 교수님이 당신에게 졸업 후의 계획을 묻습니다. 본인이 취
직하고 싶다는 계획을 말해보십시오.
교수님,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교수님, 저는 취직할 것에요. (√취직할 거예요) (중급)
‘-(으)ㄹ 것이다’의 형태적 오류는 주로 학습자가 ‘-(으)ㄹ 것이다’의 다양한
활용 양상을 인식하지 못해서 범한 오류들이다. (1)은 의존 명사 ‘것’ 및 ‘이에
요’의 축약형 형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범한 오류이다. ‘할 것이다’는 해요
체를 취할 경우에 ‘할 것이에요’의 형태로, 축약형으로는 ‘할 거예요’의 형태로,
또는 해체를 취할 경우에 ‘할 거야’의 형태로 실현된다. 학습자 자료에서 ‘-(으)
ㄹ 것이다’의 형태적 오류24)는 총 8회로, 모두 중급 학습자에게서 나타났다.
다음은 ‘-(으)려고 하다’에 관한 형태적 오류이다.
[상황] 당신은 담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머니에게 내년부터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말해보십시오.
엄마,__________________.

24) 구체적으로 ‘ㄹ 것에요’(5회), ‘-ㄹ 거에요’(2회), ‘-ㄹ 것예요’(1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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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내년부터 담배를 끊려고 해요. (√끊으려고 해요)
‘-(으)려고 하다’의 형태적 오류는 주로 연결어미 ‘-(으)려고’와 선행 용언이
결합될 때 생긴 활용 형태의 오류이다. (2)는 용언 ‘끊다’ 및 ‘-(으)려고 하다’가
결합될 때의 활용 양상을 인식하지 못해서 범한 오류이다. ‘끊다’가 받침이 있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다’의 형태도 실현되어야 한다. ‘-(으)려고 하다’의 형태적
오류는 총 3회25)로, 주로 중급 학습자에게서 나타났다.
다음 ‘-겠다’의 형태적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황] 친한 후배가 당신에게 주말에 같이 등산하자고 합니다. 당신은 주말에 영
화를 보고 싶어서 등산을 못 갑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갈겠다. (√못 가겠어) (중급)
‘-겠다’의 형태적 오류는 주로 ‘-겠다’의 선행 용언의 형태를 잘 인식하지 못
해서 생긴 오류이다. ‘-겠다’의 선행 용언의 형태는 아무 변화 없는 그 용언의
어간인데, (3)에서는 학습자가 ‘갈겠다’의 형태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다른 의도 표현의 형태적 특징과 혼동하여 범한 오류일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는 총 3회로 나타났다.
다음은 ‘-(으)ㄹ래’의 형태적 오류이다.
[상황] 친한 후배가 당신에게 주말에 같이 등산하자고 합니다. 당신은 주말에 영
화를 보고 싶어서 등산을 못 갑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같이 강연을 보래요? (√볼래요?) (중급)
‘-(으)ㄹ래’의 형태적 오류는 주로 용언의 활용 양상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4)
에서는 용언 ‘보다’가 받침이 없기 때문에 ‘-(으)ㄹ래’와 결합할 때 ‘볼래요?’의
25) 구체적으로 ‘끊려로 하다’(3회), ‘물어려고 하다’(1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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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학습자가 ‘-ㄹ’를 생략하여 ‘보래요’의 형태로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총 3회로 나타났다.

1.2. 통사적 사용 오류
통사적인 오류는 다시 인칭 사용의 오류, 용언 사용의 오류, 부정문 사용의 오
류, 의문문 사용의 오류로 나눌 수 있다.

1) 인칭 사용의 오류
의도 표현들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가 유정 명사이어
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인칭 제약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
은 오류를 범했다.
[상황] 후배가 당신에게 발표문에 대해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후배에게
오후에 발표문을 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을게요. (중급)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어서 오후에 봐줄게.
[상황] 친한 후배가 당신에게 주말에 같이 등산하자고 합니다. 당신은 주말에 영
화를 보고 싶어서 등산을 못 갑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미안해요. 내일 약속이 있을래요.(중급)
√미안해요. 내일 약속이 있어요.
(5)는 ‘-(으)ㄹ게’의 주어가 무정 명사인 ‘시간’을 취하여 범한 오류이다. ‘시
간’은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
낼 때 양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5)의 오류는 ‘오늘 오후에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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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오후에 봐줄게.’로 고쳐야 한다. (6)은 ‘-(으)ㄹ래’의 주어가 무정 명사인
‘약속’을 취하여 범한 오류이다. (5)와 마찬가지로 ‘약속’은 행위주의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태 표현을 취할 수 없다. 이때 양태 표현을 쓰지 않으
면 된다.

2) 용언 사용의 오류
의도 표현은 행위 양태의 속성을 지니므로 동적동사에 결합하여 한다. 학습자
들이 이러한 제약을 인식하지 못하여 의도 표현을 동적동사가 아닌 용언에 결합
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상황] 당신이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과장에게 장학금 신청에 대
해 물어보고 싶다는 의도를 말해보십시오.
학과장님,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학과장님, 장학금 신청하는 것을 알고 싶래요. (중급)
√학과장님, 장학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상황] 당신의 여자 친구가 지금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피곤
해서 이를 거절하려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지금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라면을 끓은 것 싫래요. (중급)
√지금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라면을 안 끓일래.
(7)은 ‘-(으)ㄹ래’가 형용사 ‘싶다’, (8)은 ‘-(으)ㄹ래’가 형용사 ‘싫다’26)에 결합
되어 생긴 오류들이다. 서술어 ‘싶다’ 및 ‘싫다’는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
기 때문에 양태 표현과 결합할 수 없다. (7)은 화자가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알아보겠어요’로 고쳐야 한다. 이때 ‘알아볼래
요’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청자가 화자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공손한 태도
26) 고영근·구본관(2008:97)에서는 ‘싫다’ 및 ‘싶다’가 주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형
용사로서 이를 주관성 형용사라 부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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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8)은 화자가 피곤해서 라면을 안 끓이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라면을 안 끓일래’로 수정할 수 있다.

3) 부정문 사용의 오류
부정문 사용의 오류는 주로 ‘-(으)ㄹ래’ 및 ‘-(으)ㄹ게’ 두 표현에서 많이 나타
났다.
[상황] 친한 후배가 당신에게 주말에 같이 등산하자고 합니다. 당신은 주말에 영
화를 보고 싶어서 등산을 못 갑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9) ?미안해 약속이 있어서 못 갈래. (중급)
√미안해 약속이 있어서 등산 못 가겠어 /못 갈 거야 / 안 갈래.
[상황] 선배가 당신에게 이번 학기에 논문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번 학기에 바빠서 다음 학기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은 어
떻게 거절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너무 바빠서 못 할게요. (중급)
√너무 바빠서 안 하겠어요 /안 할래요.
(11) ?이본 학기에 발표를 하지 않을 게요. (고급)
√이번 학기에 발표를 하지 않겠어요/하지 않을래요/하지 않을 거예요.
(9)에서는 학습자가 ‘못’ 부정문에서 종결 어미 ‘-(으)ㄹ래’를 사용하여 비문을
만들었다. ‘-(으)ㄹ래’는 화자의 주관적인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안’ 부정문만
취할 수 있다. (10)에서는 학습자가 ‘못’ 부정문에서 종결어미 ‘-(으)ㄹ게’를 사용
하여 오류를 범했다. ‘-(으)ㄹ게’도 ‘-(으)ㄹ래’처럼 ‘안’ 부정문만 취할 수 있다.
(11)은 장형 부정문에서 ‘-(으)ㄹ게’를 사용하여 어색한 문장을 만들었다. ‘-(으)
ㄹ게’는 장형 부정문을 취할 수 있기는 하나 제한적인 의미로 쓰인다.

4) 의문문 사용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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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의도 표현은 의문문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보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상황 맥락에 따라 상대방의 의도를 묻기보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수
행하게 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상황) 당신은 학교 교실에서 발표를 합니다. 교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PPT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위치 옆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 앞에 있는
불을 꺼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불을 꺼달 래요?
(13) ?불을 좀 꺼달까 해요?
(14) ?불을 꺼 주실 거예요?
√불을 꺼주실래요?/ 꺼주시겠어요?
위의 상황은 화자가 상대방에게 불을 꺼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
황에서 일반적으로 ‘-아/어주겠어요?’나

‘-아/어줄래요?’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 (12)에서는 ‘아/-어 달라고 하다’가 원래 간접 인용의 문법 기능을 수행하
는데, 학습자가 ‘달라고 하다’ 및 ‘-아/어줄래요?’의 형태를 혼동하여 오류를 범
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의도 표현의 의문문 형태가 수행하는 요청 기능을
학습자에게 가르쳐줄 때 ‘-아/어주겠어요?’나 ‘-아/어줄래요?’의 형태도 명시적
으로 제시해준다면 학습자들이 의문문의 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
다. (13)에서는 ‘-(으)ㄹ까 하다’가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
습자가 의문문에서 ‘-(으)ㄹ까 하다’를 사용하여 오류를 일으켰다. (14)에서의 ‘(으)ㄹ 것이다’는 의문문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묻는 기능만 수행하고, ‘-겠다’ 및
‘-(으)ㄹ래’처럼 요청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많은 학습자들이 (14)
처럼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도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다음은 의문문에서 ‘-(으)ㄹ게’를 사용하여 범한 오류이다. ‘-(으)ㄹ게’는 다른
의도 표현과 달리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중급 학습자들이 상
대방의 의도를 물어볼 때 ‘-(으)ㄹ게’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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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언제 우리 극장에서 영화를 볼게요? (√볼래요?)
나. 쇼핑한 후에 갈래요.
(학습자 쓰기 숙제에서 발췌)

(15)는 화자가 영화를 언제 볼 것인지에 대한 청자의 생각을 물어보는 상황인
데,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으)ㄹ게’를 사용하여 비문을 생성하였다. 이
때는 ‘-(으)ㄹ게’ 대신에 ‘언제 영화를 볼래요?’ 또는 계획을 강조하는 ‘언제 영
화를 볼 거예요?’를 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의도 표현의 의미·화용적 사용 양상
의도 표현의 의미 및 화용적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주로 Ⅱ장에서 분석한
의도 표현의 의미 및 화용적 특징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 집단 및 모어 화자 집
단의 사용상의 차이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양 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의도 표현에 대한 인식 양상을 검토할 것이
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의미 및 화용적 지식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
가 의도 표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의도 표현의 의미적 사용 양상은 주로 의도 강약에 따른 사용 양상을 분석하
고, 화용적 사용 양상은 주로 화·청자 관계 및 발화 장면을 포함한 맥락 요소,
의도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2.1. 의도 강약에 따른 의미적 사용 양상
의도 표현들은 의도 정도에 따라 의미상의 차이가 구별된다. Ⅱ장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의도 표현들은 의도 정도에 따라 강한 의도 표현 및 약한 의도 표
현으로 나눌 수 있다. 의도 강약에 따라 의도 표현의 상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
가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상황을 설정하였다. 【상황1】은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이고, 【상황2】는 약한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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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은채는 남자 친구의 집에 놀러 왔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의향을 나타냅니다.
남친: 너 지금 상태 안 좋아. 여기서 좀 쉬어.
은채: 싫어. 집에 ( 가다 ).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 Ⅲ-1] 【상황1】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1】은 화자인 은채가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에 가겠다는 자신의 강
한

의도를

나타내는

발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어

화자는

‘갈

래’(52.94%) 및 ‘갈 거야’(41.18%) 두 표현을 압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은 모어 화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 중급 학습자는
‘갈 거야’(34.09%), ‘갈게’(20.45%), ‘갈래’(20.45%), ‘가려고 해’(13.64%), ‘가겠
어’(9.09%)를 사용하였으며, 고급 학습자는 ‘갈 거야’(36.51%), ‘갈래’(31.75%),
‘갈게’(17.46%), ‘가려고 해’(9.52%)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모어 화자들이 ‘갈래’ 및 ‘갈 거야’를 선택한 이유는 모어 화자들이 ‘갈
거야’ 및 ‘갈래’가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갈래’ 및 ‘갈 거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갈 거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1: ‘갈 거야’는 본인의 의도를 강하게 표현해요.
연구자: ‘갈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2: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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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모어 화자들은 ‘갈 거야’ 및 ‘갈래’는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내고,
그중에 ‘갈 거야’의 의도 정도가 ‘갈래’보다 더 강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겠다’도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모어 화자들
이 ‘가겠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겠다’ 화·청자 관계가 친한 상황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위와 같은 양상을 보인 이유는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다’ 등 표현이 모두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중급 학습자들이 【상황1】에서
‘갈까 해’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으)ㄹ까 하다’의 의도 정도에 대해 전혀 인식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이 각 항목을 선택한 이
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연구자: 왜 ‘갈래’를 선택했나요?
A3: ‘갈래’는 화자가 집에 가겠다는 의향을 나타내요. 그리고 집에 가겠다는 마
음이 강해요. ‘갈 거야’도 괜찮은데, 근데 화난 느낌이 있어서 선택하지 않았어
요.
연구자: 이 상황에서 왜 ‘갈 거야’를 사용했나요?
M1: 화자가 불만이 좀 있는데 ‘갈 거야’가 ‘갈래’보다 자신의 불만을 더 잘 드러
낼 수 있는 거 같아서 선택했어요. 그러나 이 두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가려고 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M5: ‘-(으)려고 하다’는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거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은 의도 표현 간에 의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이들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정도성면에서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뷰에서 ‘갈 거야’
및 ‘갈래’ 중에 어느 표현이 더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학습자들의 의견
이 서로 다르다. 또한 학습자들이 ‘-(으)려고 하다’는 화자의 결심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결심’은 매우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데, ‘-(으)려고 하다’의 의도가
결심만큼 강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지 못하
여 ‘-(으)려고 하다’를 사용하여 어색한 발화를 생성하였다. 또한 일부 학습자들
이 ‘-겠다’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들이 ‘-겠다’가 의도를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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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고, ‘-겠다’가 쓰이는 담화 상황의 특징을 잘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으)ㄹ까 하다’가 강한 의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특징에
대 해 고급 학습자들은 잘 인식하고 있으나 중급 학습자들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
다음은 약한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상황2】 은채의 남편이 사장님의 집에 가려고

준비 하고 있는데 등산복을 입었

습니다. 은채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편이 내일 등산 갈 생각이 조금 있다고
말합니다.
은채: 당신은 왜 그걸 입어? 사장 집으로 간다면서.
남편: 음... 내일 ( 등산 가다 ). 그래서 그냥 한번 입어봤어.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 Ⅲ-2] 【상황2】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2】는 화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내일에 등산을 갈 생각이 좀 있다고 이야
기해 주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남편이 등산 갈 행위에 대해 확신이 없으며,
등산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조사 참여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모
어 화자들이 ‘등산 갈까 해’(50%) 및 ‘등산 가려고 해’(35.29%) 두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리고 ‘등산 갈 거야’(14.71%)를 낮은 비율로 사용하였다. 이
를 통해 화자의 약한 의도를 나타낼 때 모어 화자들은 일반적으로 ‘-(으)려고 하
다’ 및 ‘-(으)ㄹ까 하다’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모어 화자들
이 ‘등산 갈 거야’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어 화자들이 【상황2】에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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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화 의도는 등산 갈 계획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 ‘등산 갈까 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2: 등산 갈 생각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는 6번이 적절한 것 같아요.
연구자: ‘등산 가려고 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3: 아직 결정된 사실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위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연구자: ‘등산 갈 거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4: 다음 날에 등산 갈 계획을 나타내서요.

학습자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의 경우 ‘등산 갈까 해’(53.97%)의
사용 비율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등산 갈 거야’(22.22%) 및 ‘등산 가려고
해’(17.46%)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세 가지 표현은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고급 학습자는 대체적으로 모어 화자와 비슷한 사
용 경향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고급 학습자들은 ‘-겠다’, ‘-(으)
ㄹ게’, ‘-(으)ㄹ래’ 등 상대적으로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
여,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겠다’, ‘-(으)ㄹ게’, ‘-(으)ㄹ래’의 의도
정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등산 갈까 해’(37.14%) 및 ‘등산 가려고 해’(20%)가 상
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고, 이외에 다른 의도 표현은 모두 비슷한 비율
로 사용되었으며, 모어 화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 57.14%의 중급 학습자들은
‘-(으)ㄹ까 하다’ 및 ‘-(으)려고 하다’가 상대적으로 약한 의도를 나타낸 다는 것
을 인식하고 있으나 나머지 42.86%의 중급 학습자들은 어떠한 의도 표현들이
약한 의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인식이 미우 부족하다. 다음은 학습자 인터뷰
자료이다.
연구자: 왜 ‘갈까 해’를 사용했어요?
M5: ‘갈까 해요’는 확신이 없을 때 사용돼요.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연구자: 왜 ‘갈까 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갈까 해’ 및 ‘가려고 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갈 까해’는 등산 갈 가능성이 가장 낮아요. ‘가려고 해’는 자신의 주장이 고,
등산 갈 가능성도 좀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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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갈래’를 선택했어요?
A4: ‘갈래’는 자신의 의향을 나타내요.
연구자: 왜 ‘갈 거야’를 선택했어요?
A5: ‘갈 거야’는 화자의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나타내요.

위의 학습자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려고 해’ 및 ‘갈까 하해’가
확신이 약한 의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으)ㄹ까 하다’의 의도가 ‘-(으)려고 하
다’보다 약하다는 특징에 대해 고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다.

2.2. 화용적 사용 양상
2.2.1. 맥락 요소에 따른 사용 양상
본 절에서는 맥락 요소에 따라 의도 표현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 집단
및 모어 화자 집단의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맥락 요소는 발화 장면
및 화·청자 관계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눈다.

1) 화·청자 관계에 따른 사용 양상
화·청자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 양 집단이 의도 표현의 사용에 어떤 차이를 보
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황3】 및 【상황4】를 설정하였다. 【상황3】에서의 화·청
자 관계는 친밀하고, 【상황4】에서의 화·청자 관계는 친밀하지 않다.
【상황3】 은채와 유미는 사이가 좋은 동료입니다. 유미는 은채가 다른 동료(주준
영)와 9시에 약속을 잡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다 되어가도 은채
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채가 30분 후에 갈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미가 은채에게 묻습니다.
유미: 너 주준영 9시에 만난다며, 지금 9시야, 가.
은채: 30분 후에 (

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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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 Ⅲ-3] 【상황3】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3】은 은채와 유미가 사이가 좋기 때문에 화·청자 간계가 친밀하다. 화자
인 은채가 유미에게 30분 후에 주준영을 만나러 가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
러한 상황에서 모어 화자집단에서 ‘갈 거야’(47.06%), ‘가려고 해’(29.41%), ‘갈
게’(14.7%)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모어 화자들은 화·청자 관계가
친한 경우에 ‘-겠다’를 제외한 다른 의도 표현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들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은 다음 인터뷰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갈 거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1: 친밀하고 동등한 관계기에, 높임법 없는 비격식어를 사용해요. 그리
고 약속 시간을 잊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의도를 알려줄 수 있어요.
연구자: ‘가려고 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 2: 은채가 미리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5번을 선택했습니다.
연구자: 왜 ‘갈게’를 선택했나요?
모어화자3: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을 말했기에, ‘갈게’를 선택하였습니다.
연구자: 왜 ‘갈래’를 선택하셨나요?
모어 화자4: 편한 관계이기에 의지를 가볍게 표현하는 표현이기에 선택했습니다.
연구자: 왜 ‘갈까 해’를 선택하셨나요?
모어 화자5: 9시라는 시간에 대해, 잊지 않고 알려준 친구를 위해 부드러운 표현
으로 대답하는 것이 적당해 이를 선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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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집단의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 및 중급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갈 거야’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리고 ‘가겠어’에 대해 고급 학습자들은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중급 학습자들은 ‘8.57%’의 비율로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중급 학습자들이 ‘-겠다’가 일반적으로 화·청자 관계가 친한 상
황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
은 의도 표현은 중·고급 학습자들이 모두 사용하였으나 사용 비율상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체적으로 중·고급 학습자 화청자 관계가 친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의도 표현들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고, 일부 중급 학습자만 ‘-겠다’의 화·
청자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화·청자 관계가 친한 상황에서 쓰인 의도
표현 간의 차이에 대한 학습자 인식 양상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왜 ‘갈게’를 사용했나요?
M4: ‘-(으)ㄹ게’만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A4: ‘갈게’는 어떤 계획을 나타내는 거 같아요.
연구자: 왜 ‘갈 거야’를 사용했나요?
M5: 미래에 해야 하는 일인데 가고 싶지 않아도 꼭 가야 해요.
A1: ‘갈 거야’는 친구 사이에서 편하게 말할 때 사용돼요. 그리고 내 일이니까
넌 상관하지 말라는 느낌이 있어요.
연구자: 왜 ‘갈래’를 사용했나요?
A3: 좀 늦게 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데에 ‘-(으)ㄹ래’가 가장 적절해요.

학습자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화·청자 관계가
친한 상황에서 쓰인 의도 표현들의 구체적인 의미 차이를 잘 인식하고 있지 않
는다. 예를 들어, 일부 중급 학습자들은 ‘-(으)ㄹ게’가 계획의 의미 기능을 나타
낼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다음은 화·청자 관계가 친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4】 아파서 입원한 아들이 병에 차도가 없어 아버지가 의사에게 화를 내면
서 병원을 옮기겠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아빠: 말이 안 돼...당장 다른 병원으로 ( 옮기다 ), 우리 아들!!
의사: 일단 진정하시구, 좀 있다 다시 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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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 Ⅲ-4] 【상황4】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4】에서는 화·청자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며, 화자가 의사의 치료에 불만
하기 때문에 의사에게 병원을 옮기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
서 모어 화자의 73.53%가 ‘옮기겠습니다’를 압도적으로 사용하였고, 20.59%가
‘옮길 겁니다’를 선택하였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강한 의도를 나타내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손한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겠다’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모
어 화자의 인식 양상을 다음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왜 ‘옮기겠습니다’를 선택하셨나요?
모어 화자1: ‘옮기겠습니다’는 강한 의도를 표현하고, 불만이 있을 때, 남자는 보
통 격식체를 많이 쓰기에, ‘옮기겠습니다’가 더 단호한 뉘앙스를 풍겨요.

일부 모어 화자들은 ‘옮길 겁니다’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화자의 결정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상황4】에서는 모어 화자들이 ‘-겠다’를 통해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내면
서 청자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기보다 단순히 화자의 결정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인 것이다.
연구자: 이 상황에서 ‘옮길 겁니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2: ‘옮길 겁니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 결정을 전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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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가 ‘옮길 겁니다’(42.86%)및
‘옮기겠습니다’(28.57%)의 두 표현을 많이 사용했으며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인
다. 중급 학습자는 6가지 의도 표현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용 양상이 나타난 이유는 대부분 중급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화·청
자 관계 요소에 대해 인식이 혼란하기 때문이다.
고급 학습자들이 ‘옮길 겁니다’를 더 많이 선택한 이유는 ‘-겠다’의 화용적 기
능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특히 친하지 않은 상
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겠다’와 같은 공손성을 나
타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전략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고
급 학습자들이 이러한 대화 전력을 잘 몰라서 ‘옮길 겁니다’를 선택하였다.
연구자: ‘옮길 겁니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M3: 화자가 화를 내면서 병원을 옮기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데, ‘옮길 거
예요’만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이 대화에서 화·청자가 긴장감을 품기는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옮기겠습니다’는 적당하지 않아요.
A6: ‘옮기겠습니다’ 및 ‘옮길 겁니다’는 모두 격식을 나타내고, 다른 표현들은 비
격식을 나타내요. 그리고 ‘-(으)ㄹ 것이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데 중국어로
번역하면 ‘想要’가 아니라 ‘要’예요. ‘-겠습니다’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때, 그 사람의 요구를 수락할 때 사용하는 거 같아요.

【상황4】는 화자가 병원을 옮기겠다는 강한 의도를 나타내기보다 의도를 분명
히 나타내면서도 상대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고급 학습자
는 【상황4】에서 강한 의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겠다’와
‘-(으)ㄹ것이다’의 화용적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 특히
중급 학습자들은 ‘-겠다’ 및 ‘-(으)ㄹ 것이다’ 이외에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등 표현도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
들이 이들 표현의 화·청자 관계 요소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인터뷰 자료에서 학습자들이 이들 표현을 사용한 원인을 찾아보도록 한다.
연구자: 이 상황에서 ‘옮길게요’를 사용한 이유를 좀 이야기 해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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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이 상황에서 ‘옮길게요’를 사용하면 더 편해요.
연구자: 왜 ‘옮기려고 하다’를 사용했나요?
M2: 이 상황은 화자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다’가 적절해요. ‘옮
기겠습니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 타당하지 않아요.
A3: 화자가 화나서 병원을 옮기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간장한 분위기
속에서는 ‘-(으)ㄹ래’가 화자의 강한 의도를 제일 잘 들어낼 수 있어요. ‘-겠다’는
상대방을 고려해주는 상황에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불적절해요.
연구자: 왜 ‘옮기려고 해요’를 사용했나요?
A5: ‘-(으)려고 하다’는 ‘나는 꼭 그렇게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나타낼 수 있
어요. ‘-겠다’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급 학습자들은 화·청자 관계가 의도 표
현의 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
표현 간의 차이도 혼동하고 있다.

2) 발화 장면에 따른 사용 양상
발화 장면이 공식적인 장면인지 비공식적인 장면인지에 따라 양 집단이 의도
표현의 사용에 어떤 차이가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황5】 및 【상황6】을 설명
하였다. 【상황5】는 공식적인 장면이고, 【상황6】은 비공식적인 장면이다.
【상황5】 대학교 수업에서 은채가 발표를 잘하지 못해서 교수님께서 야단을 칩니
다. 은채가 다음에는 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발표문을 잘 만들어 와.
은채: 네, 교수님, 다음에는 발표문을 꼭 잘 ( 써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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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 Ⅲ-5] 【상황5】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5】는 화자 은채가 공식적인 장면인 대학교 수업에서 교수에게 발표를 잘
준비해 오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러한 발화 장면에서는 화자가 청
자에게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겠습니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의 모어 화자가 ‘써오겠습니다’를 선택하였다.
‘-겠다’는 일반적으로 격식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장면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모어 화자 인터뷰 자료이다.
연구자: 이 상황에서 ‘써오겠습니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1: ‘-겠다’는 보통 공식적인 장면에서 사용되기 때문예요.
모어 화자2: 교수에게는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써오겠습니다’를
사용했어요.
모어 화자4: 가장 정중하면서 확고한 표현이에요.

위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겠다’는 주로 격식을 갖춰야 하는 공식적 장면
에서 쓰이며,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74.29%의 중급 학습자 및 90.4%의
고급 학습자가 ‘써오겠습니다’를 사용하였으며, 모어 화자와 비슷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 학습자들은 ‘-겠다’에 대한 상술한 화용적인 특징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써 오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의도 표현도 골고루
선택하였는데, 이러한 사용 양상의 원인을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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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상황에서 ‘써올 겁니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M3: 학생이 다음에 발표문을 잘 써오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데, ‘-(으)ㄹ 것이
다’는 미래를 나타낼 수 있어서 선택했어요.
연구자: 왜 ‘써오려고 합니다’를 선택했어요?
M4: ‘-(으)려고 하다’는 무엇을 꼭 하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학습자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중국인 학습자들은 의도 표
현의 장면 요소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 특히 일부 중급 학습자는 비공식적인 장
면에서 사용하는 의도 표현을 공식적 장면에서 사용하고, 이들 표현의 의미적
차이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비공식적인 장면의 상황이다.
【상황6】 은채와 유미는 친한 대학교 친구입니다. 지금 교실에서 발표에 대해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가 친구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유미: 이번 학기의 발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너 통사론을 해.
은채: 아니, 나 의미론을 ( 하다 ).
(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 Ⅲ-6] 【상황6】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6】은 사이가 좋은 대학생 두 명이 비공식적 장면인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화자인 은채가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여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다. 이
러한

상황에서

모어

화자들은

‘할

거야’(32.35%),

‘할게’(23.53%),

‘할

래’(23.53%), ‘하려고 해’(8.82%), ‘할까 해’(8.82%) 등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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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들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구어 담화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들 표현
들이 공통적으로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나, 서로 미세한 차
이가 있다. 이들 표현의 차이를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자: 왜 ‘할 거야’를 사용했나요?
모어 화자1: 결정을 나타내서요.
연구자: 왜 ‘할게’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2: 거절을 조금 부드럽게 하면서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연구자: 왜 ‘할래?’를 선택했나요?
모어 화자3: 상대방과 본인이 선호가 비슷하다고 여겨질 때, 먼저 하고 싶은 일
을 말할 경우에 이런 말을 사용 했습니다.
연구자: ‘하려고 해’를 선택한 이유?
모어 화자4: 하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상대방도 비슷한 선호를 가질 것 같아 한
번 의견을 확인하고 싶어 이런 말을 사용했어요.
연구자: ‘할까 해’를 선택한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볼래요?
모어 화자5: 상대방과 조정을 하기 위해, 먼저 본인의 의견을 보이기 위해 이런
말을 사용하였어요.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들은 ‘할 거야’(44.44%),
‘하려고 해’(20.63%), ‘하겠어’(14.29%) 등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급 학습자
들은 6가지 의도 표현을 비슷한 비율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어떠한 의
도 표현들이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겠다’의 사용에 있어 모어 화자들이 이 표현을 선호하지 않은 데 반
해 일부 중·고급 학습자들이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이들 학습자들이 ‘-겠
다’가 일반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때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쓰이지 않는
화용적인 특징을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쓰일 수 있는 의도 표현 간
의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자: 왜 ‘하려고 해’를 선택했나요?
M4: ‘하려고 해’는 강한 의향을 나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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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왜 ‘할게’를 사용했나요?
M5: 친구 끼리 때문에 ‘할게’를 썼어요. ‘할게’의 태도는 긍정적이에요.
A6: ‘할게’는 계획을 나타낼 수 있어서요
연구자: 왜 ‘할 거야’를 선택했나요?
A1: ‘할 거야’가 굳은 결심을 나타내요.
연구자: 왜 ‘할래’를 사용했나요?
A2: ‘-(으)ㄹ래’는 여러 사항 중에서 선택할 때 사용돼요. 다른 사람이 어느 한
사항을 선택하면, 나는 그와 다른 걸 선택하겠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의도 표현 간의 차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
다. 그 중에서 ‘-(으)ㄹ까 하다’는 의도 표현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급스러운 표현
이므로 학습자들이 잘 사용하지 못 하는 편인데, 중급 학습자가 고급 학습자보
다 더 높은 사용 비율을 나타낸 원인은 교육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으)ㄹ까
하다’는 보통 초급 후반이나 중급 초반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중급 학습자들은
이 표현에 대해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고급으로 갈수록 이 표현을 접할 기회
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고급 학습자에게는 이 표현이 생소해지게 된다.

2.2.2.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사용 양상
의도 표현 간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의도 표현들이 수
행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양 집단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의도 표현은 약속, 계획, 알림,
목적, 요청 등 5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약속
최영란(2012:86)에 의하면 약속은 듣는 이를 고려하여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후에 듣는 이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을 다짐하는 것
을 말한다고 하였다. 약속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은 【상황7】이다.
【상황7】 아내와 남편이 이혼을 한 뒤 두 사람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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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윤이 데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아내: 그럼, 이 집 팔아서 반
(중급 학습자)

(

주다

).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Ⅲ-7] 【상황7】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7】은 부부가 이혼한 후에 각자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며, 아
내는 같이 살았던 집을 팔아서 집값의 반을 남편에게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러
한 상화에서, 91.18%의 모어 화자가 ‘줄게’를 압도적으로 사용하였다. ‘줄게’를
사용한 이유는 아래의 인터뷰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연구자: ‘-(으)ㄹ게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어 화자1: 아내가 남편의 행위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보상
을 약속하는 뜻으로 ‘줄게’라는 표현을 썼어요.

학습자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의 경우, ‘줄게’(76.19%)의 사용 비
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줄 거야’(12.7%) 등 표현들이 낮은 비율로 사용되
었으며, 모어 화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고급 학습자
들이 ‘-(으)ㄹ게’의 약속 기능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급
학습자는 ‘줄게요’(42.86%), ‘주려고 해’(22.86%), ‘줄 거야’(14.29%) 등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모어 화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부분 중급 학습들은
‘-(으)ㄹ게’의 약속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급 학습자
들은 약속의 ‘-(으)ㄹ게’를 사용하는 경우에 목적의 ‘주려고 해’, 계획의 ‘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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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사용하여, 이들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혼동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
이 ‘-(으)ㄹ게’를 사용하는 자리에 다른 의도 표현을 사용한 원인을 아래 인터뷰
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자: 왜 ‘줄 거야’를 선택했나요?
A6: ‘주겠어’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 상황에 맞지 않아요. ‘줄게’는 약속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당장 하는 일이 아니라서 ‘줄 거야’가
가장 적절해요.
연구자: 왜 ‘줄게’를 사용했어요?
M2: 이 문장은 중국어로 번역하면 ‘给你’로 돼요. ‘줄게’는 ‘给你’와 대응해요.
연구자: 왜 ‘주려고 해’를 선택했어요?
M4: 이는 화자의 결심을 나타내요.
연구자: 왜 ‘줄래’를 사용했어요?
M5: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만 협의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줄래’가 가장
적절한 거 같아요.

학습자 인터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일부 중국인 학습자는 의도 표
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혼용하고 있고, 의도 표현 간의 화용적인 차이를 잘 구분
하지 못하고 있다. 약속의 ‘-(으)ㄹ게’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때만 사용되는데
이러한 화용적 특징에 대한 학습자 인식은 위의 인터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2) 계획
【상황8】 은채와 유미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은채가 친동생에게 스누피 스티커
를 생일 선물로 주겠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유미: 어머, 이거 뭐야?
은채: 아, 스누피 스티커, 동생한테 생일 선물 ( 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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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Ⅲ-8] 【상황8】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8】은 은채가 동생에게 선물해 주겠다고 계획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모어 화자들은 ‘줄 거야’(52.94%) 및 ‘주려고 해’(41.18%)를 가장 높은 비
율로 사용하였고, 다음으로 ‘줄까 해’(5.88%)를 낮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화자의 계획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모어 화자들은 ‘-(으)ㄹ
것이다’, ‘-(으)려고 하다’ 및 ‘-(으)ㄹ까 하다’를 선호한다. 이 세 가지 의도 표
현이 계획을 나타낼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아래 인터뷰에서 알아볼 수 있다.
연구자: 계획을 나타낼 때 ‘주려고 해’ 및 ‘줄 거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어 화자3: ‘주려고 해’ 는 약한 계획에 가깝습니다. 염두를 하고 있다는 의미
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줄 거야’ 는 강한 의지를 표현 할 때 씁니다.
연구자: ‘줄까 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좀 이야기해 보실래요?
모어 화자4: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도 동시에 한번 물
어 보는 역할을 합니다. 의견이 포함된 계획을 청자에게 들려줌으로써 청자
의 의견도 확인하고 싶기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들은 ‘주려고 해’(42.86%) 및 ‘줄
거야’(41.27%) 두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모어 화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주려고 해’(48.57%)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줄 거야’(25.71%), ‘줄게’(11.43%)도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으며, 모어
화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대부분 중국 학습자, 특히 고급 하급자

- 91 -

들이 ‘-(으)ㄹ 것이다’ 및 ‘-(으)려고 하다’의 계획 기능을 어느 정도 잘 활용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잘 인
식하지 못하고 계획의 상황에서 의도의 ‘-겠다’ 및 ‘-(으)ㄹ래’, 약속의 ‘-(으)ㄹ
게’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들 표현을 사용한 이유를
아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왜 ‘주겠어’를 선택했어요?
M2: 질문-응답에서 ‘-겠다’는 응답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 같아요.
연구자: 왜 ‘줄 거야’를 사용했나요?
M3: 미래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친구끼리 이야기라서 ‘줄 거야’가 가장
적절한거 같아요.
연구자: 왜 ‘주려고 해’를 사용했어요?
A1: 목적을 나타내요. ‘想把这个给地弟弟’로 번역할 수 있고요. ‘-(으)ㄹ까 하다’
는 잘 안 쓰는 표현인거 같아요.

‘줄 거야’ 및 ‘주려고 해’가 계획을 나타낼 때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이미 정
해진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후자는 정해진 사실보다 그렇게 하겠
다는 마음속 생각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 두 표현의 차이에 대해 인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모어 화자들이 ‘줄까 해’(5.8%)를 낮은 비율로 선택하였는데, ‘-(으)
ㄹ까 하다’는 화자의 계획을 나타낼 수 있지만, 계획에 대한 확신이 가장 잔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으)ㄹ까 하다’에 대한 이러한 화용적 특징을 잘 모
르고 있다.

3) 목적
【상황9】 은채가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는 목적을 말합니
다.
지영: 사람을 좀 ( 찾다 )... 호주에서 온 차무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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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 Ⅲ-9] 【상황9】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9】는 화자가 출입국 사무소에 와서 차무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우에 91.18%의 모어 화자가 ‘찾으
려고 해요’를 사용하였으며, 이외에 ‘찾을 게요’를 8.82%의 낮은 빈도로 사용하
였다. 따라서 행위의 목적을 실현할 때 모어 화자들은 ‘-(으)려고 하다’를 선호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모어 화자들이 ‘찾을게요’도 선택하였는데, 그 이
유는 아래 모어 화자 인터뷰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자: 왜 ‘찾을게요’를 선택하셨나요?
모어 화자3: 찾는다는 행위의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들은 출입국 사
무소에서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뉘앙스를 상대방에게 줍니다.
이 경우 사람 찾는 행위에 대해 다른 부서를 알아보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강한 본인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답을 구하기 위해 위와 같은 답을 선택하였습니다.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 중의 87.3%가 ‘찾으려고 해요’
를 사용하였으며, 모어 화자에 가까운 사용 양상을 보였고, 중급 학습자는 ‘찾으
려고 해요’(57.1%), ‘찾을게요’(14.29%), ‘찾을 거예요’(11.43%) 등을 사용하였으
며, 모어 화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많은 중급 학습자들이 ‘-(으)려고 하다’
의 목적 기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으)려고 하
다’의 목적 기능 및 ‘-(으)ㄹ게’의 약속 기능 또는 ‘-(으)ㄹ 것이다’의 계획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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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이들 표현의 사용한 원인을 인
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자: ‘찾으려고 해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M4: ‘-(으)려고 하다’는 무엇을 하겠다는 태도가 분명해요. 보통 자신이 있게 그
일을 하겠다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我要找人。’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연구자: 왜 ‘찾을게요’를 선택했어요?
M5: ‘찾을게요’는 중국어로 ‘我要找人。’로 번역할 수 있어서요.
연구자: 왜 ‘찾을 거예요’를 선택했어요?
M3: ‘찾을 거예요’는 ‘我要找人。’로 번역할 수 있어서 선택했어요.
연구자: 왜 ‘찾을래요’를 선택했어요?
M2: 화자의 의향을 나타내서 선택했어요.

학습자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찾으려고 해
요’, ‘찾을게요’, ‘찾을 거예요’ 등 표현을 중국어 조동사 ‘要’로 번역한 경향이
있다. 즉 모국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 세 가지 표현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공통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으)려고 하다’는 행위의 목적, ‘-(으)ㄹ게’는 행위의 알림, ‘-(으)ㄹ 것이
다’는 미래의 계획을 나타낸다. ‘-(으)ㄹ래’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락
하지 않고 자신의 강한 의도를 나타낼 때 쓰인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차
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4) 알림
【상황10】 은채와 유미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은채가 밤늦게 유미 집에 와서 빌
렸던 책을 돌려줍니다.
유미: 이렇게 늦게 안 갖다 줘도 되는데.
은채: 내일 퀴즈 본다며, 나 땜에 망치면 미안하잖아. 잘 봤어. ( 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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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 Ⅲ-10] 【상황10】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10】은 화자가 자지 집에 가겠다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상항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100%의 모어 화자가 ‘갈게.’를 사용하였다. 이는 ‘-(으)ㄹ
게’가 알림의 기능을 실현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왜 ‘갈게’를 선택하셨나요?
모어 화자: 용무가 끝났기에,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 없는 다음 행위에 대
한 의도를 전달해요. 그리고 뉘앙스에 따라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지긴 하지만,
친밀한 어조에선 충분히 친밀도 높은 표현이 돼요.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고급 학습자는 ‘갈게’(87.3%)를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하였고, ‘갈 거야’, ‘갈래’, ‘가겠어’ 등 표현을 가장 낮은 비율로 사
용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에 가깝다. 중급 학습자는 ‘갈
게’(65.71), ‘갈 거야’(14.29%) 등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
에 비해 큰 차이가 난다. ‘-(으)ㄹ게’의 알림 기능에 대해 대부분 고급 학습자는
잘 사용하고 있으나, 많은 중급 학습자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원인을 학습자 인터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자: 왜 ‘갈게’를 선택했어요?
M1: 직관으로 선택했어요. 중국어로 번역하면 ‘我现在要走了。’이에요.
A3: ‘갈게’는 화자의 의향을 나타내고, 이어서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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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학습자들이 직관으로 ‘갈게’를 선택하였으
며, ‘갈게’의 알림 기능에 대해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습자가
알림 기능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에서 ‘가겠어’, ‘갈 거야’, ‘갈래’를 사용하여 어
색한 발화를 생성하였다. 인터뷰에서 이들 표현을 사용한 원인을 살펴보겠다.
연구자: 왜 ‘가겠어’를 사용했나요?
M1: 중국어로 ‘我要走了。’로 번역할 수 있어서요.
연구자: 왜 ‘갈래’를 선택했어요?
M5: ‘-(으)ㄹ래’는 친구끼리 사용돼요. 반말보다 더 반말을 쓰는 상황에서 써요.
연구자: 왜 ‘갈 거야’를 선택했어요?
A5: ‘갈 거야’는 ‘我要离开。’로 번역될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떠나가는 거예
요. ‘갈게’는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거구,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갈래’는 떠
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 거 같아요.

위의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가겠어’, ‘갈 거야’, ‘갈
게’를 모두 중국어 조동사 ‘要’로 번역하여, 이들 표현이 쓰이는 구체적인 맥락
요소 및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 혼동하고 있다. ‘-겠다’는 중국어 ‘要’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겠습니다’의 형태로 공식적인 장면에서 쓰인다. 또한
‘-(으)ㄹ 것이다’ 및 ‘-(으)ㄹ래’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내기 때
문에 위 상황에 어울리지 않다. ‘-(으)ㄹ까 하다’도 화자의 확실하지 않은 계획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 상황에 사용할 수 없다. 학습자들은 의도 표현 간의 이러한
화용적인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

5) 요청
【상황11】 은채와 유미는 회사 동료입니다. 유미가 은채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은
채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합니다.
은채: 죄송한데 분유 좀 ( 타 주시다 )?
유미: 네... 분유... 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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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학습자)

(고급 학습자)

(모어 화자)

[그림 Ⅲ-11] 【상황11】의 집단별 응답 양상

【상황11】은 화자인 은채가 동료에게 분유를 타 달라는 부탁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어

화자가

주로

‘타

주실래요?’(61.76%)

및

‘타

주시겠어

요?’(38.24%)의 두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보어 화자는 상대방
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명령문을 사용하지 않고 의문문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
향을 물어보듯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어 의도 표현 중에 ‘-겠다’ 및 ‘-(으)ㄹ
래’가 바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아래의 인터뷰 자료에서도 모어 화자의
인식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연주자: 왜 ‘타 주시겠어요?’를 사용하였나요?
모어 화자1: 상대방의 거절이 없음을 전제하에 부탁을 하는 말투이라서 ‘타 주시
겠어요?’가 제일 적절해요. 번 문장은 한국인이 느끼기에 비문이에요.
연구자: 왜 ‘타 주실래요?’를 선택하셨나요?
모어 화자4: 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강하게 부탁
하기 위해 위와 같은 답을 선택하였습니다.

학습자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는 ‘타 주실래요?’(53.97%) 및 ‘타
주시겠어요?’(41.27%)를 사용하였으며, 모어 화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타 주실래요?’(37.14%) 및 ‘타 주시겠어요?’(22.86%)의 사용 비
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타

주실

거예요?’(11.43%),

‘타

주실게

요?’(11.43%), ‘타 주려고 해요?’(11.43%)의 사용 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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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모어 화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대체적으로

‘타 주실래요?’ 및 ‘타 주

시겠어요?’의 요청 기능에 대해 고급 학습자들은 잘 사용하고 있으나 중급 학습
자들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타 주실래요?’ 및 ‘타 주시겠어요?’의 차이에
대해 학습자 인식 양상은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타 주실래요?’ 및 ‘타 주시겠어요?’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M1: 친한 동료시이기 때문에 ‘-(으)ㄹ래요?’를 쓰는 게 더 편해요. 하지만 회사
와 같은 공식적 장면에서는 ‘-겠다’가 더 적절해요.
A2: ‘타 주실래요?’는 거리감이 없고, ‘타 주시겠어요?’는 거리감이 있어요.

또한 ‘타 주실게요?’ 및 ‘타 줄까 해요?’의 두 문장이 비문임27)에도 불고하고
많은 중급 학습자들이 이 두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중급 학습자들이 ‘-(으)ㄹ
게’ 및 ‘-(으)ㄹ까 하다’의 통사적 특징을 잘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또
한 일부 중급 학습자들이 요청의 발화 상황에서 청자의 의도만 물어볼 수 있는
‘타 줄 거예요?’를 사용하여 어색한 대화를 만들었다. ‘-(으)ㄹ 것이다’는 의문문
에서 일반적인 의문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고 요청의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에 대한 이러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오
류를 범하였다.

2.3. 의미·화용적 사용 오류
앞서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에서 나타난 의도 표현의 의미 및 화용적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 작문 및 쓰기 숙제에서 실현된 의도 표
현의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의도 표현에 대한 의미·화용적 사용 오류를 정리하
고자 한다. 의미·화용적 오류는 주로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들 간의 의미 및 화용
적인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이들 표현을 서로 대치하여 사용한 오류들이
다. 다음으로 학습자 자료에서 많이 나타난 대치 오류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1) ‘-(으)ㄹ 것이다’와 ‘-(으)ㄹ게’의 대치 오류
27) 문항에서 비문을 설정한 이유는 전체 문항의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학습자가
이러한 비문에 대한 인식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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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으)ㄹ 것이다’ 및 ‘-(으)ㄹ게’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여 서
로를 대치하여 사용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학습자들이 ‘-(으)ㄹ 것이다’
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으)ㄹ게’를 사용하거나, ‘-(으)ㄹ게’를 사용해야 하
는 상황에서 ‘-(으)ㄹ 것이다’를 사용한다.
다음은 계획의 ‘-(으)ㄹ 것이다’를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서 약속의 ‘-(으)ㄹ게’
를 사용하여 범한 오류의 예시이다.
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뭐 할 생각이에요?
나: 세계일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게요.(√할 거예요)
(학습자 쓰기 숙제 발췌)

다음은 알림의 ‘-(으)ㄹ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획의 ‘-(으)ㄹ 것이다’
를 사용하여 범한 오류의 예시다.
가: 지금 커피를 마시면 어때요?
나: 요즘은 다이어트 하는데요.
가: 그럼 설탕을 빼고 시킬 거에요. (√시킬게요)

학습자 쓰기 숙제 발췌>

유미: 이렇게 늦게 안 갔다 줘도 되는데.
은채: 내일 퀴즈 본다며, 나 땜에 망치면 미안하잖아. 잘 봤어. 갈 거야.(√갈게)
<DCT 【상황10】 발췌>

일반적으로 ‘-(으)ㄹ게’는 약속 및 알림의 두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으)ㄹ 것이다’는 계획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자들이 두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혼동하고 위와 같은 대치 오류를 범한다. 이
러한 대치 오류는 중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에게서도 많이 나타났다.

2) ‘-겠다’ 및 ‘-(으)ㄹ 것이다’의 대치
‘-겠다’ 및 ‘-(으)ㄹ 것이다’는 공통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으나,
화용적인 측면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겠다’는 일반적으로 ‘-겠습니다’의 형
태로 공식적인 발화 장면에서 윗사람에게 사용하는데 반해 ‘-(으)ㄹ 것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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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으)ㄹ 거야’ 또는 ‘-(으)ㄹ 거예요’의 형태로 화·청자 관계가 친하
고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더 많이 쓰인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이 두 표현을 서로 대치하여 사용한다.
유미: 너 주준영 9시에 만난다며, 지금 9시야, 가.
은채: *30분 후에 가겠어. (√갈 거야)

<DCT 【상황3】 발췌>

위와 같은 상황에서 화·청자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갈 거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학습자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가겠
어’를 사용하여 어색한 발화를 만들었다.

3) 단순 의도를 나타내는 의도 표현 및 계획을 나타내는 의도 표현의 대치
한국어 의도 표현 중에 화자의 계획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으)ㄹ 것이
다’,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의 차이는
화자가 그 계획을 실현하겠다는 의도의 정도에 있다. 즉 의도의 정도성에 따라
이 세 가지 표현을 배열하면 ‘-(으)ㄹ 것이다’ > ‘-(으)려고 하다’ > ‘-(으)ㄹ까
하다’의 순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 세 가지 표현의 계획 기능 및
단순히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겠다’ 및 ‘-(으)ㄹ래’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은채: 당신은 왜 그걸 입어? 사장 집으로 간다면서.
남편: *음...내일 등산 가겠어/갈게/갈래. (√갈까 해 / 가려고 해 / 갈 거야)
<DCT 【상황2】 발췌>

위 예시는 화자의 계획을 나타내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으)ㄹ 것이
다’,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등 화자의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
해야 하는데, 학습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의도를 나타내는 ‘-겠다’, ‘-(으)
ㄹ래’, ‘-(으)ㄹ게’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약속의 ‘-(으)ㄹ게’가 계획의 ‘-(으)ㄹ 것이다’ 및 ‘-(으)려
고 하다’와 혼동하여 발생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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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윤이 데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아내: *그럼, 이 집 팔아서 반 줄 거야 / 주려고 해. (√줄게)
<DCT 【상황7】 발췌>

위 상항은 화자의 약속을 나타내는 상황인데, 학습자들이 계획을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나 ‘-(으)려고 하다’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4) ‘-(으)ㄹ 것이다’ 및 ‘-(으)려고 하다’의 대치 오류
‘-(으)ㄹ 것이다’ 및 ‘-(으)려고 하다’가 공통적으로 화자의 계획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으)려고 하다’가 행위의 목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으)ㄹ 것이다’ 및 ‘-(으)려고 하다’가 서로 대치하여 사용할 수
는 없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행위 목적을 나
타내는 상황에서 ‘-(으)려고 하다’ 대신에 ‘-(으)ㄹ 것이다’를 사용한다.
지영: *사람을 좀 찾을 거예요. (√찾으려고 해요)...호주에서 온 차무혁이에요.
<DCT 【상황9】 발췌>

위 예시는 화자가 사람을 찾겠다는 행위 목적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찾으려고 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데 많은 학습자들이 계획
의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어색한 발화를 만들었다.

5) ‘-(으)ㄹ게 ’ 및 ‘-(으)ㄹ래’의 대치 오류
‘-(으)ㄹ게’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행위의
알림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으)ㄹ래’는 평서문에서 단순히 화자의 의도만 나
타낸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서로 대치하여 사용
한 오류를 범한다.
유미: 이렇게 늦게 안 갔다 줘도 되는데.
은채: 내일 퀴즈 본다며, 나 땜에 망치면 미안하잖아. 잘 봤어.*갈래.(√갈게)
<DCT 【상황10】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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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은 화자가 집에 가겠다는 행위를 청자에게 알려주는 상황인데, 이때
‘-(으)ㄹ게’를 사용해야 한다. ‘-(으)ㄹ래’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락하
지 않고, 자신만의 강한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따라서 위 상황은 화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갈래’의 사용이 어색하다.

6) 의문문에서 ‘-(으)ㄹ 것이다’ 및 ‘-겠다, -(으)ㄹ래’의 대치
‘-(으)ㄹ 것이다’, ‘-겟다’, ‘-(으)ㄹ래’는 모두 의문문에서 청자의 의도를 묻는
기능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중에 ‘-겠다’ 및 ‘-(으)ㄹ래’는 청자의 의도를 묻는
기능 이외에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요청의 의사소통 기능도 수행
할 수 있다. 요청을 나타낼 때 ‘-겠다’는 ‘-(으)ㄹ래’보다 좀 더 정중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으)ㄹ것이다’는 요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청자의 의도를
묻는 기능만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이들 표현을 서로 대치하여
사용한다.
은채: *죄송한데 분유 좀 타줄 거예요?( √타 주실래요? / 타 주시겠어요?)
유미: 네... 분유... 분유...
<DCT 【상황11】 발췌>

위와 같은 상황은 화자가 청자에게 분유를 타줄 것인지의 의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분유를 타 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타 주실래
요?’ 또는 ‘타 주시겠어요?’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3. 의도 표현 오류의 원인 분석
앞 절에서 한국어 의도 표현의 형태·통사 및 의미· 화용적 특징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 집단 및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고, 사후 검정
인터뷰를 통해 양 집단의 의도 표현 사용에 대한 인식 양상을 분석하였다. 의도
표현 사용에 있어 학습자 집단이 모어 화자 집단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본 절
에서는 그 차이가 생긴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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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모국어의 간섭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는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적 대응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들이다.
【상황10】 은채와 유미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은채가 밤늦게 유미 집에 와서 빌
렸던 책을 돌려줍니다.
유미: 이렇게 늦게 안 갖다 줘도 되는데.
은채: 내일 퀴즈 본다며, 나 땜에 망치면 미안하잖아. 잘 봤어. ( 가다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황10】에서는 ‘갈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데, 그러나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갈게’ 이외에 ‘가겠어’,
‘갈 거야’, ‘갈래’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네 가지 표현은 중국어로 번역한다면
모두 ‘我要走了。’로 번역할 수 있다. 앞서 【상황10】에 대한 학습자 인터뷰에서
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들이 ‘가게’, ‘가겠어’, ‘갈 거야’, ‘갈래’를 선택한 이
유는 이들을 중국어로 ‘我要走了。’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화자의 의도를 나타날 때 한국어에서는 상황 맥락에 따라 ‘-겠다’, ‘-(으)ㄹ 것
이다’, ‘-(으)ㄹ게’, ‘-(으)ㄹ래’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상황과
구분 없이 모루 ‘要’로 나타난다. 이러한 언어 간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
들은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등 표현을 구분하여 사
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간섭으로 영
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목표어의 영향
3.2.1. 표현 간의 차이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윤은경(2006:58)에 따르면 ‘-(으)ㄹ게’는 의미상 청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즉 청자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약속을 할 경우
‘-(으)ㄹ게’를 사용하고, 부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으)ㄹ 것이다’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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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으)ㄹ게’와 ‘-(으)ㄹ 것
이다’를 혼동하고 있다.
【상황】 마트에서 친한 친구가 딸기 주스를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1)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않 마실 게요.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딸기 주스를 안 마실 거야.
(2)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딸기 주스를 마시지 않을게.
√바나나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딸기 주스를 마시지 않을 거야.
상대방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으)ㄹ게’를 잘 쓰이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1~2)처럼 학습자들이 ‘-(으)ㄹ게’의 부정문을 사용하여 어색한 발화를 생
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화자의 계획을 나타내는 ‘-(으)ㄹ 것이다’를 사
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음은 약속의 ‘-(으)ㄹ게’나 격식체에서의 ‘-겠다’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으)ㄹ 것이다’를 사용하여 범한 오류이다.
【상황】 당신은 대학생이고 개학 첫 날에 수업에 늦었습니다. 교수님에게 다음에
늦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해보십시오.
교수님,________________.

(3) *제가 앞으로 절대 늦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 늦지 않을게요.
(4) *나중에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 지각하지 않을게요.
(3~4)는 문법적인 오류가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은 발화이다. 위
와 같은 상황은 화자가 교수님의 허락이나 요구를 수락하여 교수님에게 다음에
지각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나타내는 상황이므로, 화·청자 간의 상호작용이 전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으)ㄹ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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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여주려면 ‘-겠다’의 사용도 적절하다.
다음은 목적의 ‘-(으)려고 해요’ 및 계획의 ‘-(으)ㄹ 거예요’를 혼동하여 범한
오류이다.
【상황】 당신은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과장에게 장학금 신청에 대
해 물어보고 싶다는 의도를 말해보십시오.
_______________.

(5) *학과장님, 장학금에 대한 물어볼 거예요.
√학과장님, 장학금에 대해 물어보려고 해요.
위의 상황과 같이 화자가 학과 사무실에다 전화를 한 목적은 장학금 신청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가 전화를 한 목적을 ‘-(으)려고 해
요’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5)처럼 계
획의 ‘-(으)ㄹ 거예요’를 사용하여 어색한 발화를 생성하였다.
다음은 의문문에서 ‘-(으)ㄹ 거예요?’의 의문 기능과 ‘-겠어요?’ 및 ‘-(으)ㄹ래
요?’의 요청 기능을 혼동하여 범한 오류들이다.
(상황) 당신은 학교 교실에서 발표를 합니다. 교실 조명이 너무 밝아서 PPT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위치 옆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 앞에 있는
불을 꺼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

(6) *불을 꺼 주실 거예요?
√불을 꺼주시겠어요? / 꺼주실래요?
‘-(으)ㄹ 것이다’는 의문문에서 의문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나, ‘-겠다’ 및 ‘(으)ㄹ래’는 의문문에서 의문의 기능 이외에 요청의 의사소통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위의 상황은 단순하게 상대방의 의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
을 꺼달라는 부탁을 하는 상황이다. (6)에서는 학습자들이 ‘-(으)ㄹ 것이다’와 ‘겠다’ 및 ‘-(으)ㄹ래’의 의사소통 기능을 혼동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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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의도 정도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색한 언어 사용
한국어 의도 표현들은 화자의 의도 강약에 따라 변별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의도 강약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해서 오류를 범한다.
아래 상황에서 나타난 학습자 사용 양상은 앞서 분석한 바가 있는데, 이 상황에
서 특히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 간의 강약 정도를 잘 구분하지 못해
어색한 반화를 만든다.
【상황1】 은채는 남자 친구의 집에 놀러 왔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의향을 나타냅니다.
남친: 너 지금 상태 안

좋아.

여기서 좀 쉬어.

은채: 싫어. 집에 ( 가다 ).

위 대화는 화자가 강한 의도를 나타내는 상황인데 많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상
황에서 ‘-(으)ㄹ까 하다’를 사용하여 어색한 발화를 생성하였다. ‘-(으)ㄹ까 하다’
는 화자의 매우 약한 의도를 나타내는데 학습자들이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지 못
하여 오류를 범했다.

3.2.3. 맥락 정보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한국어에서 장면 또는 화·청자 관계 등 요소에 따라 의도 표현의 사용이 달라
지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채 의도 표현을 사용
하여 의사소통에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황4】 아파서 입원한 아들이 병에 차도가 없어 아버지가 의사에게 화를 내면
서 병원을 옮기겠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아빠: 말이 안 돼.... 당장 다른 병원으로 (

옮기다 ), 우리 아들!!

의사: 일단 진정하시구, 좀 있다 다시 뵙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황4】의 발화 장면은 공식적이고, 화·청자 관계는
친하지 않은 맥락적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한국어 모어 화자
들은 ‘옮기겠습니다’ 혹은 ‘옮길 겁니다’를 사용하는 데 반해 많은 중국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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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비공식적 장면 혹은 화청자 관계가 친한 상황에서 쓰이는 ‘옮길게’ 또는
‘옮길래’를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발화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상황4】에
매우 어색하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으)ㄹ게’ 및 ‘-(으)ㄹ래’의 상황 맥락
적인 특징을 잘 인식하지 못한 까닭으로 인한 오류이다.

3.2.4. 의사소통 기능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의도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
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상황11】 은채와 유미는 회사 동료입니다. 유미가 은채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은
채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합니다.
은채: 죄송한데 분유 좀 ( 타 주시다 ) ?
유미: 네... 분유... 분유...

【상황11】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요청 화행을 수행하는 상황이므
로 ‘타 주시겠어요?’ 혹은 ‘타주실래요?’의 두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중급 학습자들이 이러한 요청의 의사소통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타
주실 거예요?’를 선택하였다. ‘타 주실 거예요?’도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지만
【상황11】의 특정 문맥에는 어색한 발화이다.

3.3. 교육 과정의 영향
중국 현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한 결과 의도 표
현은 주로 초급 단계에서 다루고 있고, 의도 표현의 의미 기술에 관해서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개별 의도 표현의 문법 제시는 주로 의미
및 형태적 측면에 머무르고 있고, 상황 맥락에 따른 화용적 특징에 관한 언급이
미비하다. 둘째, 의도 표현의 제시 용례는 화·청자 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문장으
로 구성되었다. 의도 표현은 상황 맥락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므로 맥락적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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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담긴 대화로 제시되어야 학습자의 이해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의도 표현은 주로 교재의 문법 설명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제시되고, 다른 언어
기능28)과 통합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교재에서
의도 표현들을 체계적으로 교수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작업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게
되고, 나아가 이들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가 생기게 된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 의도 표현의 사용 실
패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교사 인터뷰 자료】
연구자: 学生们对“의도 표현”的理解和使用情况怎么样？(학생들이 의도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사:

学生们虽然通过教材学习过这些短语，但是在实际的语言交际过程中，并不
能很好的使用这些短语。因为这些短语在特定的语境下表达说话人很细微的
心里状态，而这些特征是很难通过教材来学习的。母语话者通过语感来使用
这些短语，而中国人缺少这样的语感。(학생들은 교재를 통해 의도 표현을
다 배우지만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들 표현을 자 쓰지 못하는 편입니
다. 의도 표현은 화자의 미세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교재를 통해서
이런 특징들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모국인 화자들은 직관으로 이들 표현
을 사용하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런 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구자: 您在教学中会怎样讲解 “의도 표현”呢？ 会系统讲解 “의도 표현”的概
念和彼此的差异吗？(선생님께서는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의도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의도 표현의 개념 또는 표현 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십니까?)
교사: 不会讲解 “의도 표현”的概念，也不会系统地分析所有“의도 표현”相同点和
差异，主要按照教材里的内容和顺序来讲解。(의도 표현의 개념 또는 의도
표현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주로 교재에 실
린 내용 또는 교재에서의 배열 순서에 따라 이들 표현을 가르치고 있습니
다.)
연구자: 您认为对于“의도 표현”的教学，需要怎样的改进呢? (한국어 의도표현의

28) 여기서의 언어 기능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가지 기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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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사: 需要科学的教学方法, 培养学生对这些短语的语感很重要。(좀 더 과학적인
교수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도 표현에 대한 언어 감각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교사 인터뷰를 통해 중국 현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교사들이 의도 표현을
교수할 때 교재에 많이 의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듯이 교재
에서의 문제점들은 학습자의 사용 오류를 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교재의 내용만을 기계적으로 가르치고, 의도 표현을 체계적으로 다루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에 대한 언어적 감각이
부족한 까닭으로 의도 표현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현
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 표현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 언어 환경의 미비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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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의도 표현 교수·학습의 방안
Ⅲ장에서 의도 표현의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인 특징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
및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위한 의도 표현의 교육 방안을 설계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의 목표를 구축하고, 앞서 분
석한 학습자 오류 양상 및 오류 원인을 토대로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구체
화한 후, 한국어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의도 표현 교수·학습의 목표
민현식(2008:278)은 언어 교육 과정에서 목적(goals)과 목표(objectives)를 구
별한다고 하였으며,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
적, 일반적 수준을 명시하여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는 반면에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 계량적, 명시적 도달점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의도 표현 교수·학습의 목적 및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문법 규
칙을 익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배운 문법 지식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
용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다.
최윤곤(2010:75)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은 한국어의 언어 규칙과 질서
를 이해하고 학습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의사소통 능력29)에 개발을 목표로 삼
아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문법 규칙
을 배워서 한국인에 가까운 발화를 생성하여 일상생활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
29) 의사소통의 능력에 대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임스(Hymes, 1972)는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 인지 능력 한계에 대한 지식, 사회적 맥락에 적합한
언어의 사용, 발화의 사용 가능성에 관한 지식 등을 통합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카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은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담
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분류하였다. 바흐만(Bachman, 1990)은 카넬과 스웨인이 제
안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완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조직적 능력과 화용적 능력으로 분류하
였으며, 전자에는 문법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 후자에는 언표내적 능력과
사회·언어적 능력이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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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정확
하게 이해하고 화·청자 관계 혹은 발화 장면 등 맥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
한 표현을 선택해 상대방의 발화에 반응해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
습자에게 의도 표현을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에 목적을 둔다.
이러한 교육 목적에 따라 앞서 Ⅲ장에서 진행한 학습자 사용 양상 및 오류 분
석을 바탕으로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목표를 구체화하도록 한다. Ⅲ장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수준에 따라 의도 표현의 사용 양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중급 학습자들은 의도 표현의 차이를 잘 구
분하지 못하여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
들은 한국어 숙달도가 올라가면서 모어 화자에 가까운 사용 양상을 나타냈다.
또한 오류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의도 표현의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네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생긴 원인은 모국어의 간섭, 목표어의
복잡성, 교육 과정의 영향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학습자 간의
의도 표현 사용 차이 및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
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개별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
에서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개방형 담
화 완성 테스트(Open-ended DCT)에서 중급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인 오류를 많이 범했다. 통사적인 오류 중에 의문문에서 ‘-(으)ㄹ게’를 사
용하여 범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의도 표현이 취할 수 있는 용언의 속
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여 범한 오류, ‘-(으)ㄹ래’ 및 ‘-(으)ㄹ게’를 부정문에서 잘
못 사용해서 범한 오류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인 제약을 명확하게 교수해야 한다.
둘째, 의도 표현 간의 의도 정도성 차이를 잘 인식하고 의도 강약에 따라 의
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한국어 의도 표현은 명제
행위 실현에 대한 화자의 확신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의도 표현들은 의도
정도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
(Multiple-choice DCT)에서 많은 중급 학습자들이 이러한 차이를 잘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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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오류를 범하였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의도 표현의 의도 정도성 차이
에 대해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자로 하여금 화·청자 관계 및 발화 장면에 따른 의도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 맥락에 적절한 의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대
부분 학습자들은 ‘-겠다’가 공식적인 발화 장면이거나 화·청자 관계가 친하지 않
은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인 장면 또는 화·청
자 관계가 친한 상황에서 의도 표현들 간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이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의도 표현의 맥락적인 요소를 명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넷째, 의도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잘 이해하고 발화 의도에 따라 이러한 의
사소통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의도 표현은 약속, 계
획, 목적, 알림, 요청을 포함한 다섯 가지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선
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Multiple-choice DCT)에서 중국인 학습자 특히 중급 학
습자들이 이들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각각의 의도 표현에 대응하는 의사
소통 기능을 혼동하고 있었다. 이에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의도 표현의 의사소
통 기능을 유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목적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표 Ⅳ-1> 의도 표현 교수·학습의 목적 및 목표

의도 표현의 개념 및 개별 의도 표현의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인 특
목적

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도 표현들의 차이를
변별하여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다.
1. 개별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의도 표현 간의 의도 정도성 차이를 잘 인식하고 의도 강약에 따라

목표

의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화·청자 관계에 따른 의도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고 화·청자 관계에
맞도록 의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의도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잘 이해하고 발화 의도에 따라 의도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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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도 표현 교수·학습의 내용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제시한 의도 표현 교수·학습의 목표를 토대로, 의도 표
현의 고수·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한다. 의미가 유사하여 학습자들
이 혼용하기 쉬운 의도 표현, 또한 학습자 오류가 잦은 의도 표현의 의미 및 화
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2.1. 형태·통사적인 교수·학습 내용
한국어 의도 표현은 형태 변화가 다양하고 통사적 제약도 복잡하다. 그러나
한국어 의도 표현들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원 조동사들은 그 형태가 고정적이고
통사적 제약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언어 간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
국어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 규칙을 공부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Ⅲ
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의도 표현 사용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은 의도 표현 간의 형태적 제약을 혼동하고, 개별 의도 표현의 통사적
특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급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중
급 학습자보다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 제약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이들 제
약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흔히 범한
문법적 오류에 초점을 두어 개별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 지식을 명시적으
로 가르쳐야 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Ⅳ-2> 형태·통사적 제약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형태·통사

의도 표현
1)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래’, ‘-(으)려고 하다’는 평

문장 유형

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된다.
2) ‘-(으)ㄹ게’와 ‘-(으)ㄹ까 하다’는 평서문에서만 사용된다.
1) ‘-겠다’는 종결 표현으로 실현될 때 평서문에서는 1인칭 주어,

인칭 제약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를 취한다.
2) ‘-(으)ㄹ 것이다’ 및 ‘-(으)ㄹ래’는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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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에서 2인칭 주어를 취한다.
3) ‘-(으)ㄹ게’, ‘-(으)ㄹ까 하다’는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만 취한
다.
용언 제약

시제 제약

4) ‘-(으)려고 하다’는 1,2,3인칭 주어를 모두 취한다.
모든 의도 표현은 행위성 동사에만 결합된다.
1)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는 종결 표
현으로 실현될 때 현재 시제만 취할 수 있다.
2)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는 현재 및 과거 시제를 모

두 취할 수 있다.
부정문 제 모든 의도 표현은 ‘안’ 부정문을 취할 수 있고, ‘못’ 부정문을 취
약

할 수 없다.

2.2. 의미적인 교수·학습 내용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 의도 표현들은 행위 실현에 대한 화자의
확신성 측면에서 차이가 보인다. 즉 의도 표현들이 의도 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또한 Ⅲ장의 분석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 간의 의도 정도성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고에
서는 의도 강약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였다. 우선 의도 강약에 따라 강
한 의도 표현 및 약한 의도 표현으로 나누고, 강한 의도 표현에는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등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약한 의도 표
현에는 ‘-(으)려고 하다’ 및 ‘-(으)ㄹ까 하다’가 비롯된다. 강한 의도 표현 중에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의 의도 정도성 비교는 상대적
으로 어렵다. 약한 의도 표현 중에 ‘-(으)려고 하다’가 ‘-(으)ㄹ까 하다’보다 의도
정도성이 높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Ⅳ-3> 의도 강약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의도의 강약
강
약

의도 표현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다’ > ‘-(으)ㄹ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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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용적인 교수·학습 내용

2.3.1. 맥락 요소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한국어 의도 표현은 맥락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화 장면이 공
식적인지 아닌지, 또는 화·청자 관계가 친밀한지 아닌지에 따라 의도 표현의 선
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의도 표현은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약속, 목적, 계획,
알림, 요청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의도 표
현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원 조동사는 발화 장면 또는 화·청자 관계 등 맥락적인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도 표현을 사용할 때 많은 화용적인 오류를 범한다. 강현화(2011)에서도 외국
인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해 보면, 지속적으로 오류가 반복되는 것은 양 언어 간
에 동일한 범주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사용에서 변별적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
우이라고 하였다.
Ⅲ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의도 표현의 맥락 요소 또한
의사소통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여 어색한 발화를 만들거나 한국인 모어 화자들
이 그러한 상황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발화 장면이나 화·청자 관계에 따른 의도 표현의
맥락 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음 표는 이러한 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Ⅳ-4> 맥락 정보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맥락 요소

의도 표현의 사용
1) ‘-겠다’는 공식적 장면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자신의 강
한 의도를 나타낸다.

발화
장면

공

2) ‘-(으)려고 하다’는 공식적인 장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의

식

도를 나타낸다.
3) ‘-(으)ㄹ까 하다’는 공식적인 장면에서 매우 약한 의도를 나

비

타낸다.
1) ‘-(으)ㄹ 것이다’는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상대방의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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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
2) ‘-(으)ㄹ게’는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상대방의 허락이나 의견
을 수락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다.
공
식

3)‘-(으)ㄹ래’는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상대방의 제안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
4)‘-(으)려고 하다’는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의
도를 나타낸다.
5) ‘-(으)ㄹ까 하다’는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매우 약한 의도를
나타낸다.
1) ‘-(으)ㄹ 것이다’는 친밀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강한 의도를
나타낸다.

+ 친 2) ‘-(으)ㄹ게’는 친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나타낸다.
화·청

밀

3)‘-(으)ㄹ래’는 어린 친구와 같은 친한 사이에서 사용된다.
4)‘-(으)려고 하다’는 친한 상대방에게 사용된다.

자

5) ‘-(으)ㄹ까 하다’는 친한 상대방에게 사용된다.
1) ‘-겠다’는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자신의 의도

관계

- 친 를 나타난다.
밀

2) ‘-(으)려고 하다’는 친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사용될 수 있다.
3) ‘-(으)ㄹ까 하다’는 친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사용될 수 있다.

2.3.2.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의도 표현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지만 화자의 발화 의도에 따라
약속, 목적, 계획, 알림, 요청 등 의사소통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Ⅲ장에서 분
석한 사용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의도 표현에 대한 의
사소통 기능을 잘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능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의도 표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의도 표현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잘 대응시키지 못하여 의도 표현을 혼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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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의도 표
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각 기능에 어떠한 의도 표현이 대
응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제시한 의도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바탕으로
Ⅲ장에서 학습자들이 오류를 많이 범한 의사소통 기능에 중점을 두어 아래와 같
이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였다.
<표Ⅳ-5> 의사소통 기능에 따른 교수·학습 내용

의사소통 기능
【약속】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
는 일을 해주겠다는 행
위
【목적】

의도 표현
*표현: ‘-겠다’, ‘-(으)ㄹ게’
*표현 간의 차이: ‘-겠다’는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
하여 상대방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나타내고 ‘-(으)ㄹ게’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전제
로 한 약속을 나타낸다.

어떤 행위를 하는 목적 *표현: ‘-(으)려고 하다’
을 나타내는 행위
【계획】

*표현: ‘-(으)ㄹ 것이다’, ‘-(으)려고 하다’, ‘-(으)ㄹ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까 하다’
사항을 포함된 구체화 *표현 간의 차이: 의도의 정도에 따라 ‘-(으)ㄹ 것
된 미래 행위
【알림】

이다’ > ‘-(으)려고 하다’ > ‘-(으)ㄹ까 하다’
*표현: ‘-겠다’, ‘-(으)ㄹ게’

시간, 장소 등 구체적인 *표현 간의 차이: ‘-겠다’는 공식적인 장면 혹은 화
사항을 포함된 구체화 청자 관계가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쓰인다. ‘-(으)
된 미래 행위
【요청】
화자가 상대방에게 어
떤 행위를 수행하게 하
는 행동

ㄹ게’는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친한 사이에 쓰인다.
*표현: ‘-겠다’, ‘-(으)ㄹ래’의 의문문 형식
*표현 간의 차이: ‘-겠다’는 공식적인 장면이나 화·
청자 관계가 친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되고, ‘-(으)
ㄹ래’는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화·청자 과계가 매우
친한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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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도 표현 교수·학습의 방법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의도 표현의 교육 목표 및 내용에 근거하여 의도 표
현의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현식(2005:181)에 따르면 문법 교육
은 문법 그 자체의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이해를 돕고 실제 언어를 발화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즉 한국어의 문법 교육은 학
습자에게 목표 언어에 대한 이해 및 사용 능력을 키우는 데에 두어야 한다.
앞의 Ⅲ장에서 분석한 바에 따라 한국어 의도 표현의 문법적 복잡성으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인
오류를 많이 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의도 표현의 사용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교육적 처치를 고안해야 한다. Ⅲ장에서 의도 표현
에 대한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학
습자들이 의도 표현 간의 차이를 구분하여, 상항 맥락에 따라 변별적으로 사용
하는 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 표현은 상황
맥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교사의 설명만으로 의도 표현의 적절한 사용을 보
장할 수 없다. 때문에 다양한 상황이 주어진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구
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도 표현의 다양한 화용적인 특징을 이해시키는 것
이 효과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도 표현의 형태·통사적인 특징에 대해 형태 초
점 과제, 의미적인 특징에 대해 판단 과제, 화용적인 특징에 대해 상황 제시 및
역할극 등 과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3.1. 형태 초점 과제를 활용한 형태·통사적 교육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도 표현의 복잡한 통사적 제약으로 인해 많은 학습
자들이 의도 표현에 관한 형태·통사적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의도 표현을 이미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표현의 형태 및 통사적
규칙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통사적 오류가 올바르게 교
정되지 못하고 화석화되어버리면 의도 표현의 정확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는 언어의 유창한 사용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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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교수법이 주를 이루어 왔다. 최근에 들어 의사소통 교수법에서 문법의 유
창한 사용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용도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목표
문법의 형태·통사적 규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교육 과정에서 문법의
형태·통사적 규칙에 주목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는 형태 초점(Focus-on-form)
접근법30)이 있다.
엘리스, 바스투르크맨 및 로웬(Ellis, Basturkmen & Loewen, 2002:419)에
따르면 형태 초점 접근법은 의사소통 과제31)의 수행을 기반으로 학습자로 하여
금 목표 언어의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형태 초점 접근
법은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법 형태에 주의를 집중시켜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 향상 및 문법 인식 고양의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있는 교수법
이다. 이미혜(2005:149)에서도 형태 초점 접근법이 유창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평가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
형태 초점 접근법을 통해 목표 문법의 형태에 주의 집중시키는 데에 다양한
기법32)을 활용할 수 있다. 심솔예(2013:23)에서는 형태 초점 접근법의 기법들을
모든 문법 항목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문법 항목 간의 유사성이 있거나
학습자가 구별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항목들 하나의 문법 항목이 다양한 의미를
가져 상황 및 발화 의도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는 형태 초점 접근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차이점에 대해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데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하여
의도 표현의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학습자 오류가 많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
30) 형태 초점(Focus-on-form) 접근법은 형태 중심 지도법(form-focused instruction)의
한 유형이다. 형태 중심 지도법은 형태 중심 접근법(focus-on-forms) 및 형태 초점 접근
법(focus-on-form)로 나눈다.
31) 라센-프리먼 및 앤더슨(Larsen-Freeman & Anderson 2002:150)에 따르면 과제 기반
지도법은 의사소통 교수법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사용을 통해 언어를 습득하는 기법이다.
즉 교사가 학습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교실에서 해결하도
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32) 다우티 및 윌리엄스(Doughty & Williams, 2002:258)은 형태 초점 접근법의 구체적인 기
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일력홍수(input flood) 2)과제 핵심 언어
(Task-essential language) 3)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4)의미협상(Negotiation)
5)고쳐 말하기(Recast) 6)출력강화(Output enhancement) 7)상호작용강화(Interaction
enhancement)
8)딕토글로스(Dictogloss)
9)의식고양과제
(Consciousness-raising
tasks) 10)입력처리(Input processing) 11) 정원 길 따라가기(Garde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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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고자 한다.
한국어 의도 표현은 주어의 인칭, 용언, 부정 등 통사적 영역에서 복잡한 제약
을 받는데 각 통사적 영역에서 의도 표현들 간의 차이를 교수하기 위해, 학습자
로 하여금 형태 초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의도 표현의 형태 및 표현 간의 통사
적 차이에 의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의도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문장 유형을 예로 들어 형태 초점 접근법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의도 표현 중에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래’, ‘-(으)려고 하다’는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으)ㄹ게’와 ‘-(으)ㄹ까 하다’는 평서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통사적 차이를 학습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교사와 학습자의 상
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말하기 과제를 활용할 수 있다.
[1단계]
교사가 다섯 명 정도의 학습자를 선정하여 학습자에게 차례로 질문을 한다.
학습자가 교사의 질문에 응답한 후 교사가 학습자의 답을 확인하는 듯으로 다시
한 번 질문한다. 이러한 반복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각각의 의도 표현이 평서
문 혹은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 활동]
교사: ..씨(학생A),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학생A: 전 친구를 만날 거예요.
교사: 뭐라고요? 친구를 만날 거예요?
학생A: 네, 친구를 만날 거예요.
교사: ..씨(학생B), 졸업하면 뭐 하겠어요?
학생B: 전 취직하겠습니다.
교사: ..씨는 진학하지 않고 졸업하면 바로 취직하겠어요?
학생B: 네. 전 취직하겠어요.
교사: ..씨(학생C), 우리 지금 식당에 있는 상황이에요. 선생님은 시원한 냉면을
먹을래요. ..씨는 뭐 먹을래요?
학생C: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교사: 아, 비빔밥을 먹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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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C: 네, 전 비빔밥을 먹을래요.
교사: ..씨(학생D) 우리 지금 커피숍에 있어요. ..씨는 뭐 마실래요?
학생D: 전 따뜻한 카페라떼 마실래요.
교사: 날씨가 더운데 정말 따뜻한 카페라떼를 마실래요?
학생D: 네, 전 따뜻한 카페라떼가 좋아요.
교사: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은 시원한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실게요.
교사: ..씨(학생E) 우리 지금 커피숍에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생님은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마실까 하는데요. ..씨는요?
학생E: 전 카푸치노를 말실까 해요.
교사: 아, ..씨는 카푸치노를 마시려고 하는구나. 카푸치노는 좀 단데 정말
카푸치노를 마시려고 해요?
학생E: 네, 전 정말 카푸치노를 마시려고 해요.

[2단계]
말하기 활동을 마치고 나서 교사가 말하기 활동에서 교사 및 학생들이 사용했
던 모든 의도 표현을 정리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각각의 의도 표현이 어떠한 통
사적 차이가 있는지를 토론하게 한다.
▶교사의 질문
1) 앞의 말하기 활동에서 어떤 의도 표현들이 사용되었나요?
2) 평서문에서 나타난 의도 표현들은 어떠한 항목들이 있었나요?
3) 의문문에서 나타난 의도 표현들은 어떠한 항목들이 있었나요?

교사가 상술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학습자들이 응답한 답을 칠판에다 적어
둔다. 다음으로 교사가 학습자의 답을 보완하여 말하기 활동에서 사용된 의도
표현의 통사적 제약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단계1 및 단계2의 활동을 통해 학
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아가 귀납적으로 의도 표현의
통사적 제약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의도 표현의 인칭, 용언, 부정
등 통사적 규칙을 교수·학습하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활동
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시켜 주는 동시에 의도 표현의 정확한 사용
도 촉진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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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단 과제를 활용한 의도 강약 교육
한국어 의도 표현은 화자의 의도 강약의 측면에 차이를 보인다. Ⅲ장에서 분
석한 결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특히 중급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들의 의도 정도성
차이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육적 방법으로 탐구 활동 과제를 적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의도 표현의 의도
정도성 차이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한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아래와 같은 대화문을 보여주고 대화문에서 나타난 화·청
자 관계를 설명한 후에 학습자로 하여금 각 대화문에서 사용된 의도 표현의 의
도 강약을 판단하도록 한다. 학습자가 이 활동을 완성한 후에 교사가 의도 표현
간의 의도 정도성 차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
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의도 강약에 대해 정학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활동은 판단 과제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의도 정도를 알아내는 데
에 흥미와 주의를 이끌어 각 표현의 의도 강약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게 한다.
[1단계]
교사가 아래와 같은 대화문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각 대화
문에서 사용된 의도 표현의 의도 정도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 다음 대화를 읽고 표시된 표현의 의도 정도성을 판단해 보십시오.
1) 가: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담배를 꼭 끊으세요.
나: 네 이번에는 담배를 꼭 끊겠습니다.
<-------------------------------> (의도의 정도)
강

약

2) 가: 이 책을 읽었어요?
나: 아니요. 이번 주말에 읽을 거예요.
<-------------------------------> (의도의 정도)
강

약

3) 가: 뭘 먹을래요? 이 식당은 비빔밥하고 냉면을 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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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래요? 그러면 저는 비빔밥을 먹을래요.
<-------------------------------> (의도의 정도)
강

약

4) 가: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나: 미안해요. 지금 버스 안이에요.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
강

(의도의 정도)

약

5) 가: 오늘 수업 후에 뭘 할 거예요?
나: 명동에 가려고 해요.
<------------------------------->
강

(의도의 정도)

약

6) 가: 이번 주말에 뭘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나: 글쎄요. 친구들과 영화나 볼까 해요.
<------------------------------->
강

(의도의 정도)

약

[2단계]
교사가 아래 도표와 같이 의도 표현 간의 의도 정도성 차이를 명시적으로 설
명한다.
▶ 의도 표현 간의 의도 정도성 차이
의도의 강약
강 <-------------------------------------------------------> 약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래, -(으)ㄹ게’ > ‘-(으)ㄹ려고 하다’ > ‘-(으)ㄹ까 하다’

3.3. 상황 제시를 활용한 맥락 요소 교육
Ⅱ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어 의도 표현은 상황 맥락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며, 발화 장면 또는 화·청자 관계에 따라 의도 표현의 선택이 달라진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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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Ⅲ장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상황 맥락적
인 요소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도 표현의 상황 맥락
요소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고양하기 위해 교육 방법으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한
과제를 적용하고자 한다. 아래 활동과 같이 의도 표현이 사용되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장면, 친하거나 친하지 않은 화·청자 관계를 시각적으로 들어낼 수 있
는 그림 카드를 학습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의도 표현의 맥락 요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활동1]
▶ 다음 두 그림에서 나타난 장소 및 화·청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1)

(2)

[활동 2]
▶그림(1)을 보고 의도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교사: 이 문장은 누가 ____________? (읽어보다)
학생: 제가 _____________. (읽어보다)
▶ 그림(2)를 보고 의도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를 완성해보세요.
수지: 애들아, 우리 케이크 먹을까?

내가_______. (쏘다.)

미카: 좋아... 좋아.
유나: 정말이야?
수지: 당연하지. 무슨 케이크 _____? (먹다)
미카: 난 치즈 케이크 _______. (먹다)
유나: 난 초코 케이크 ________. (먹다)

- 124 -

위 과제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교사가 학습자에게 위와 같은
두 그림을 보여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그림에서 나타난 장소의 특징 및 화·청자
관계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토론이 끝나면 교사가 토론 내용을 바
탕으로 그림(1)은 공식적인 장면이고 화·청자 관계는 친하지 하고, 그림(2)는 비
공식적인 장면이고 화·청자 관계는 친한 상황이라는 정보를 학습자에게 유도해
준다. 다음으로 교사가 그림(1) 및 그림(2)에 대응하는 대화문을 학습자에게 보
여주고 의도 표현을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도록 한다.
첫 번째 활동은 의도 표현이 쓰이는 장면 및 화·청자 관계의 특징이 직접 보
이는 그림을 통해 학습자에게 목표 문법의 맥락 요소를 제시할 수 있고, 두 번
째 활동은 첫 번째 활동에서 나타난 상황 맥락에 근거하여 의도 표현의 변별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

3.4. 역할극을 활용한 의사소통 기능 교육
Ⅲ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학습자에게 실제 상황에서 의도
표현의 의사소통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역할극을 활용
하고자 한다. 역할극은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에
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상호작용으로 의사소통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제
공해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할극에는 상황, 역할, 유용한 표현 등 요소로 구
성된다. 한국어 의도 표현은 계획, 약속, 알림, 목적, 요청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사소통 기능은 역할극의 수행으로 습득될
수 있다. 특정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학습자에게 부여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의도 표
현을 활용하여 역할극을 완성하도록 한다.
다음 의도 표현의 계획 기능에 대환 교육 방법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
래에서 제시한 <보기>는 의도 표현의 계획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이다. 교사가
우선 학습자에게 <보기>의 대화문을 보여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 짝을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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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로 하여금 의도 표현을 사용하여 <보기>와 같은 대화를 만들게 한다. 그
리고 학습자가 맡은 역할을 바꾸어 대화를 다시 하도록 할 수도 있다.
[계획]
▶ 다양한 의도 표현을 활용하여 친구와 함께 <보기>와 같은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교수: 방학에 뭐 할 거야?
학생: 전 아르바이트를 할 겁니다.
※ 의도 표현:
‘-겠다, -(으)ㄹ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
※ 의사소통 기능: 주말 계획, 졸업 후의 계획, 10년 후의 계획 등

4. 의도 표현 교수·학습의 모형
김창원(2005:37)에 따르면 교수·학습 모형은 내용과 방법 양면에서 수업 전반
에 대한 밑그림을 부여 주고 각 단계마다 기대되는 교사의 역할을 상세화 함으
로써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한국
어 교육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법 교수 모형은 PPP모형 및
TTT모형이 있고, 이외에 언어 관찰 및 탐구를 강조하는 OHE 모형이나 NDAE
모형도 주목 받고 있다. 엄녀(2010:206)에서는 교수 모형을 선택할 때 교육 목
적, 목표 문법의 특성, 학습자의 수준 등에 따라 선택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약간의 변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
는 상술한 각 교수 모형의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Ⅲ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의도
표현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학습자 수준에 따라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
하고자 한다.
PPP모형은 교사의 문법 설명으로 이루어진 제시 단계(Presentation), 통제된
문형 연습으로 이루어진 연습 단계(Practice), 학습자의 언어 사용을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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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단계(Production)로 전개된다. 민현식(2005:181)은 PPP모형이 바른 언어
사례를 제시하고 반복 연습하여 바른 언어 자료를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

모형이라고

하였다.

엘리스,

바스투르크맨

및

로웬(Ellis,

Basturkmen & Loewen 2002:420)에서는 PPP모형으로 이루어진 수업은 형태
중심(focus-on-forms) 수업의 좋은 예이라고 하였다. PPP모형의 제시 및 연습
단계는 문법 형태에 중점을 두고, 교사가 목표 언어의 문법적 특징을 미리 선택
하고 교수요목을 설계하여, 교육 현장에서 설계된 교수요목을 명시적으로 설명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른버리(1999:201)는 PPP모형의 연습 단계가 정확성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제2 언어 습득은 정확성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생성 단계에서 유창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TTT모형은 과제(Task)-교수(Teach)-과제(Task)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우선
학습자들이 교사가 제시한 의사소통 과제를 수행하고, 교사가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를 수정하여 목표 언어의 특징을 교육한 후, 학습자들이 배운 목표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처음의 과제를 다시 수행하게 한다. TTT모형은 의사소통 교
수법의 대표적인 교육 방법으로서 의미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사소통 과제를
통해 언어의 정확한 사용을 추구한다. 소른버리(1999:202)는 PPP모형은 ‘정확성
에서 유창성으로’ 수업을 제시한다면 TTT모형은 ‘유창성에서 정확성으로’의 순
서를 취한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 상황
에서 의도 표현의 변별적 사용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는 TTT모형이 의도
표현의 유차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모형으로 본다.
리처즈(Richards,2002; 김서형 외 역, 2010:63-64)에서는 PPP모형에 내재된
언어 습득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실제 학습자의 제2 언어 학습은
PPP모형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언어 습득의 과정
을 알아차리기(Noticing), 규칙 발견하기(Discovering rules), 조정과 재구성
(Accommodation and restructuring), 실험(Experimentation)의 절차로 전개
되는 NDAE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형태
와 목표 언어 형태 간의 차이점을 관찰함으로써 목표 언어의 문법적 특징을 발
견하고, 다음으로 목표 언어에 대한 새 정보를 자신이 원래 알고 있는 구 정보
체계에 통합시킨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언어 형태를 실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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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도해 본다. 구본관(2012:198)에서는 NDAE모형이 학습자의 발견 활동 혹
은 탐구 활동을 통한 인식의 강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특히 고급 학습자의 경
우 메타적 인식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미혜(2005:116-167)에서는 문법 구조가 복잡하고 통사적 제약이 클수록, 즉
문법적 기능이 강한 항목일수록 상향식 모형이 적절한 반면에 문법적 기능보다
화용적 기능이 강한 항목일 때에는 하향식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의도 표현은 통사적인 특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화용적 특징도
다양하기 때문에 상향식 PPP모형 및 하향식 TTT모형의 장점을 흡수하여 의도
표현의 특징에 맞는 새로운 수업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PPP모형은 학습자
들이 목표 문법 특징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NDAE
모형의 탐구 기법을 적용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PPP모형, TTT모형, NDAE모형
을 변형시켜 종·고급 학습자로 하여금 의도 표현 간의 차이점을 스스로 발견하
게 하는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표Ⅳ-6>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의도 표현 교수·학습 모형

도입 단계

관찰 단계

탐구 단계

제시 단계

생성 단계

정리 단계

교사가 의도 표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학습자와 이야기함으로
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함.
▼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이 자주 사용하지 않은 의도 표
현 또는 의도 표현의 새로운 특징을 관찰함.
▼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자가 의도 표현의 통사, 의미, 화용적인
특징을 탐구함.
▼
교사가 학습자들이 발견한 의도 표현의 특징을 통사, 의미, 화용

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함.
▼
다양한 의사소통 과제를 통해 학습자가 의도 표현을 실제적으로
사용함.
▼
교사가 의도 표현 사용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함. 학습자가 의도

표현 사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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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는 교사와 학습자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교사가 의도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화제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다음에 학습자의 경험을 물어본
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교사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목표 문법을 도입
해 낼 수 있다. 관찰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의도 표현의
형태에 주목하여 자신이 모르거나 혹은 인식하지 못했던 의도 표현의 특징을 관
찰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활동 안내자의 역할만 하고 학습자들의 관찰 과정
을 간섭하지 않는다. 탐구 단계에서는 교사가 형태 초점 접근법의 다양한 활동
을 활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의도 표현의 통사, 의미, 화용적인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한다.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문법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힌트만
제공해 준다. 다음으로 제시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탐구해 낸 의도 표
현의 규칙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의도 표현의 통사, 의미, 화용적인 특징을 체
계적으로 이해시킨다. 생성 단계에서는 의도 표현의 사용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의사소통 과제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의도 표현을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교사가 수업의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자의
의도 표현 사용에 대해 피드백을 준다. 또한 교사가 학습자에게 의도 표현의 이
해 및 사용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 언어 수준별로 앞서 논의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
다. 앞서 Ⅲ장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언어 수준에 따라 의
도 표현의 사용 양상이 다르다. 고급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중급 학습자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에 더 가깝다. 중국 학습자들은 의도 표현의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였으며, 고급 학습자들은 주로 화용적
인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강현화(2011)에서는 중급 이상의 문법 교수에서는
명시적이고 독립적인 문법 교수와 의미 중심의 문법 교수가 동시에 제공될 필요
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 새로운 저 빈도 문형의 학습
보다는 앞서 배운 문형들의 의사소통 기능적 의미를 확대하여 학습하고 이들의
맥락별 사용의 적절성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
서 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은 언어 사용의 정확성 및 유창성을 목적
으로 하며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네 가지 측면에서 의도 표현의 특징을 체계
적으로 교육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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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확성보다 언어 사용의 유창성 및 적절성을 목적으로 삼아, 의도 표현이 사
용되는 맥락적 요소 및 의사소통 기능을 다룸으로써 의도 표현의 변별적인 사용
을 추구해야 한다.
다음은 중급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모형의 예시이다. 의도 표현 중에 의미
및 화용적 특징이 유사하고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으)ㄹ 것이다’ 및 ‘-(으)ㄹ게’를 중심으로 수업 모형을 고안하였다.

▶ 수업 구성
학습자 수준
목표 문법 항목

중급
‘-(으)ㄹ 것이다’ 및 ‘-(으)ㄹ게’
* ‘-(으)ㄹ 것이다’ 및 ‘-(으)ㄹ게’의 의미 및 화용적 차이를

교수·학습 목표

이해하고 상황 맥락에 따라 변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업 시간

* 정확성 및 유창성
50분

1) 도입 단계 (5분)
도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우선 다음과 같은 발화를 함으로써 ‘방학 계획’의 주
제에 대해 학습자와 함께 이야기를 해 본다.
교사: 자, 여러분 여름 방학이 다가오는데, 선생님은 여름 방학 때 제주도로
배낭여행을 갈 거예요. 여러분은 방학 때 무슨 계획이 있나요? 이야기 좀 해
볼까요?
‘방학 계획’은 학습자들이 평소에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이므로 ‘계획’에
대한 말하기 활동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시에 목표 문법의 사용
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본 수업은 의도 표현의 사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말하
기 활동과 같이 의도 표현의 사용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찰 단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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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대화문을 나누어준다. 대화
문에서 나타난 의도 표현은 볼드체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시각적 입력 강화를
통해 학습자에게 목표 문법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기법이다. 학습자들이 대화
문을 한 번 읽은 후 교사가 대화문의 내용이 담긴 녹음을 학습자에게 들려준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활동의 안내만 설명해주고 목표 문법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녹음을 들려주고 나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볼드체로 표시된 문법 항목은
자주 사용하는지 또한 이들 표현은 자신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의도 표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도록 한다.
<녹음1>
가: 이번 학기 정말 빨리 끝났다. 방학에 뭐하면 좋을까? 넌 뭐 할 거야?
나: 일본으로 여행갈 거야.
가: 좋겠다.
나: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갈 기회가 없었어. 일본에 가서 선물을 사다줄게.
너 뭐 갖고 싶어?
가: 나 도쿄 바나나빵 먹고 싶어.
나: 그래 꼭 사다줄게.

대화문에서 목표 문법을 볼드체로 표시해주는 것이 형태 초점 교수법의 한 유
형이다. 이러한 시각적 및 청각적 입력 자료를 통해 학습자에게 목표 문법의 형
태에 주목하게 하고 나아가 이러한 형태의 특징을 관찰하게 할 수 있다.

3) 탐구 단계 (10분)
탐구 단계에서는 교사가 먼저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녹음2]를 들려준다. 녹
음 내용을 들려준 후에 학습자에게 문제지를 나누어 주고, 녹음 내용에 따라 목
표 문법의 사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학습자에게 왜
그 답을 선택했는지 물어봄으로써 학습자와 같이 ‘-(으)ㄹ 것이다’ 및 ‘-(으)ㄹ
게’의 의미 차이를 토론한다.
<녹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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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오늘 우리 3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너 20분이나 늦었어. 지금
거의 3시 반이야. 내가 거의 30분 기다렸단 말이잖아.
남자: 정말 미안해. 차가 막혀서 그래. 다음에 꼭 약속한 시간에 올게.
2) 여자: 오늘 우리 3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너 20분이나 늦었어. 지금
거의 3시 반이야. 내가 거의 30분 기다렸단 말이잖아.
남자: 정말 미안해. 차가 막혀서 그래. 다음에 꼭 약속한 사간에 올 거야.
<문제지>
▶녹음 내용을 듣고 아래와 같은 문제에 답해 보십시오.
1. ‘올게’의 사용이 적절해요?

(1)어색함(

)

(2)적절함( )

2. ‘올 거야’의 사용이 적절해요? (1)어색함(

)

(2)적절함( )

▶녹음 내용을 듣고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답해 보십시오.

4) 제시 단계 (10분)
제시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으)ㄹ 것이다’ 및 ‘-(으)ㄹ게’에 대한
통사, 의미, 화용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준다. 문법 내용을 설명할 때 전
문 용어의 사용을 회피하고, 다양한 대화문을 통해 이들 표현의 차이를 보여 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미
‘-(으)ㄹ 것이다’ 및 ‘-(으)ㄹ게’는 공통적으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으)ㄹ 것이다’는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화자의 강한 의도를 나타
내는데 반해 ‘-(으)ㄹ게’는 청자를 고려하여 화·청자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낼 때 이 두 표현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要’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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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사
의도의 의미로 실현될 때 이 두 표현이 공통적으로 동작동사와 결합한다. ‘-(으)
ㄹ 것이다’는 의문문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물어볼 수 있는데 ‘-(으)ㄹ게’는 의문
문에서 사용될 수 없다.
3. 화용
‘-(으)ㄹ 것이다’는 의도를 나타내면서 화자의 미래 계획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
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打算’이다. ‘-(으)ㄹ게’는 의도를 나타내면서 약속 및 알
림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알림’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要’로
실현된다. 또한 ‘-(으)ㄹ 것이다’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으)ㄹ게’는 비공식적인 장면에서 화·청자 관계가 상대적으로 친한 상황
에서 쓰인다.

5) 생성 단계 (15분)
사용 단계는 두 가지 의사소통 과제로 이루어진다. <과제1>에서는 교사가 학
습자들을 짝을 이루어 역할극을 수행하게 하고, <과제2>에서는 한국 친구에게
메일을 쓰는 활동을 한다. 생성 단계의 활동은 의도 표현의 형태보다 의사소통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의도 표현의 정확한 사용보다 적절한 사용을 추구한다.
<과제1> 역할극
우선 교사가 학생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준다. 각 그룹에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역할 상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화·청자 관계 및 발화 장소를 고려
하여 계획 및 약속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대화문을 만들게 한다. 대화문에서
는 앞서 배운 의도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 각 그룹이 대화문을 작성한 후에 다
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다.

1.
2.
3.

역할
대학교 교수 (45살) 및 학생(23살)
친한 친구 두 명 (20살)
회사 동료 두 명 (3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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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시간 및 장소
종강 모임
수업 끝난 후, 교실 밖
점심, 커피숍

<과제2> 메일 쓰기
교사가 아래와 같은 메일 내용33)을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이 메일은 중국에
있는 왕평(여자 이름)이 한국인 친구(유진)에게 쓴 메일이다. 왕평이 유진에게 안
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소개하며, 이번 방학의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학생들이
이 메일을 읽은 후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이 메일에서 나타난 의도 표현을 찾
아내고, 의도 표현을 사용하여 이와 같은 메일을 써보게 한다. 학습자들이 메일
을 완성하면 교사가 학생들의 메일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유진아, 안녕. 나 왕평이야.
오래간만이지?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어제 드디어 기말 시
험이 끝났어. 오늘부터 방학이야. 너무 신나. ㅋㅋ
나는 이번 방학에 한국어 학원에 다니려고 해. 중국에서는 한국말을 자구 사
용할 수 없으니까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렸어. 방학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가을
에 한국어능력시험을 볼 거야.
너도 곧 방학이지? 유진이 너는 방학을 어떻게 보낼 거야? 여행 갈 거야? 올
수 있으면 중국에 놀러 와. 내가 구경시켜줄게. ㅎㅎ
유진아, 너무 보고 싶어. 메일 보면 꼭 답장 보내줘. 연락 기다릴게. ^^

한국인 친구가 아닌 한국에 있는 교수나 옛날 상사에게도 안부 메일을 쓸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한국 친구에게 메일
을 쓰고, 두 번째 그룹은 한국에 있는 옛날 상사에게 메일을 쓰도록 할 수도 있
다. 학생들이 메일을 완성한 후에 각 그룹에서 학생 한 명을 선택하여 자기가
쓴 메일 내용을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과제1은 말하기 과제를 통해서 의도 표현의 사용을 유도하였고, 과제2는 쓰기
과제를 통해 의도 표현의 사용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교실에서 학습자
들에게 의도 표현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6) 정리 단계 (5분)

33) 『재미있는 한국어2』 118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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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범한 오류를 수정해 주고, ‘(으)ㄹ 것이다’ 및 ‘-(으)ㄹ게’에 대한 통사, 의미, 화용적인 차이를 다시 정리해
준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학습자에게 수업을 통해 의도 표현에 대해 새롭게 알
게 된 정보에 대해 설명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자기 평가를 하게 한다.

자기 평가
1) ‘-(으)ㄹ 것이다’ 및 ‘-(으)ㄹ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나요?
2) ‘-(으)ㄹ 것이다’ 및 ‘-(으)ㄹ게’를
변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그렇다 <----------> 그렇지 않다
그렇다 <----------> 그렇지 않다

이상의 내용은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위해 설계된 교수·학습 모형이다. 예시로
제시된 중급 수업 모형에서는 중급 학습자들이 많이 혼동하고 있는 ‘-(으)ㄹ 것
이다’ 및 ‘-(으)ㄹ게’를 목표 문법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
수·학습 모형은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고급 학습자들
은 의도 표현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 간의 차이를 변별하여 상황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할 때
6가지 의도 표현을 함께 다루는 것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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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도 표현에 대한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상황 맥락에 따라 이들 표현을 변별적으
로 사용하여 한국인 모어화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우는 데에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어 의도 표현은 그 수가 많고 상황 맥락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데 반해
한국어 의도 표현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원 조동사는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상황 맥락에 대한 의존성도 매우 낮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많은 중국인 학습자
들이 의도 표현 간의 미세한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 실제 상활에서 의사소통에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유사 의도 표현을 묶어 이들의 미세한 차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
하면서 교육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의도 표현의 변별적 사용을 도모하고 궁극적
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어 의도 표현의 개념을 구축하고, 한국어 교
재에서 출현빈도가 높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혼용하기 쉬운 의도 표현 ‘-겠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래’, ‘-려고 하다’, ‘-(으)ㄹ까 하다’를 선정
하여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이들 표현의 형태 및 통
사적인 특징을 살펴보았고, 한국어 구어 말뭉치를 통해 의도 표현의 의미 및 화
용적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도 표현을 사용할 때 모
국어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고찰하기 위해, 한국어 의도 표현에 대응하는
중국어 의원 조동사를 분석하고 의도 표현에 대한 한·중 대조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의도 표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인 중·
고급 학습자 집단 및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모어 화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의도 표현의 사용에 있어 양 집
단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조사 도구는 개방형 담화 완
성 테스트 및 선다형 담화 완성 테스트로 구성되었으며, 전자는 의도 표현의 형
태 및 통사적 특징, 후자는 의도 표현의 의미 및 화용적 특징을 고찰하는 도구
로 설계하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에 중국인 학습자 및 모어 화자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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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후 검정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도 표현
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가 범한 오류 및 오류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에 가까운 사용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중급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들은 의도 표현의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으
며, 고급 학습자들은 주로 의도 표현의 화용적 측면에서 많은 오류를 범했다. 대
체적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은 상황 맥락에 따른 의도 표현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앞서의 논의를 근거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토대로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의도 표현의 교수·학습 내용을 제
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도 표현을 교수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과제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형태 초점 과제를 통해 의도 표현의
형태·통사적인 특징을 이해시키고, 판단 과제를 통해 표현 간에 의도 강약의 창
이를 이해시키고, 상황 제시 및 역할극을 통해 의도 표현의 화용적인 특징을 이
해시키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의 측면에서 의도 표현의 문법적
체계를 구축하였고, 의도 표현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의 문제점을 밝히었
으며, 나아가 의도 표현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장 종결 표현의 형태로 실
현된 의도 표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내포문이나 접속문에서 의도 표
현의 다양한 실현 패턴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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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중국인 학습자용)
您好，我叫金宗艺，是首尔大学韩国语教育专业的硕士研究生。本次问卷的目
的是分析中国人韩国语学习者的韩语意愿动词的使用情况。各位的回答信息
只作为本人论文的研究材料来使用，绝不用于研究以外的其他活动。并保证不
透漏应答者的个人信息。非常感谢您抽出宝贵的时间协助本次研究。
研究者： 金宗艺
2015 年 02 月
基本资料：
1． 性别： □男

□女

2． 年龄： □18岁以下

□18~25

□31~40

□41以上

3． 韩国语能力等级考试 TOPIK等级：
□1

□2

□3

□4

□5

□6

4. 学习韩国语时间：
□1年以下 □1~2年 □2~3年 □3~4年 □4年以上
5. 所属院校：
学校：
年级：
Ⅰ. 선다형 담화 완성형 테스트
请根据下面的各种情景和人物关系，选择最恰当的一个选项，完成对话。
1. 情景: 恩彩在前男友的家里做客，前男友看到恩彩状态不好，让她休息。可恩彩
却表达出要回家的意愿。
남친: 너 지금 상태 안 좋아. 여기서 좀 쉬어.
은채: 싫어. 집에 (

가다

①가겠어.

②갈 거야.

④갈래.

⑤가려고 해. ⑥갈까 해.

).

③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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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情景:

恩彩的丈夫要去社长家里做客，可穿起了登山服。恩彩问起原因，丈夫

说,明天也许会爬山。
은채:

당신은 왜 그걸 입어? 사장 집으로 간다면서.

남편:

음... 내일 ( 등산 가다 ). 그래서 그냥 한번 입어봤어.

①등산 가겠어.

②등산 갈 거야.

③등산 갈게.

④등산 갈래.

⑤등산 가려고 해. ⑥등산 갈까 해.

3. 情景: 恩彩和由美是关系很好的同事。恩彩和另一位同事约好晚上９点见面，可
是现在已经９点了，恩彩还没动身。由美让她现在去，可是恩彩表现出想晚点去的
意愿。
유미: 너 주준영 9시에 만난다며, 지금 9시야, 가.
은채: 30분 후에 (

가다 ).

①가겠어.

②갈 거야.

③갈게요.

④갈래.

⑤가려고 해. ⑥갈까 해.

4. 情景: 儿子生病住院了，可病情不见好转，父亲很生气，对医生表达出想要换医
院的意愿。
아빠: 말이 안 돼... 당장 다른 병원으로 ( 옮기다 ), 우리 아들!!
의사: 일단 진정하시고, 좀 있다 다시 뵙죠.
①옮기겠습니다.

②옮길 겁니다.

③옮길게요.

④옮길래요.

⑤옮기려고 합니다. ⑥옮길까 합니다.

5. 情景: 在大学的课堂上，恩彩发表完自己的作业后，教授很不满意。教授让她下
回好好准备。恩彩表达了要努力的强烈决心。
교수님: 다음에는 발표문을 잘 만들어 와.
은채: 네, 교수님, 다음에는 발표문을 꼭 잘 ( 써오다 )
①써오겠습니다.

②써올 겁니다.

③써올게요.

④써올래요.

⑤써오려고 합니다. ⑥써올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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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情景:

恩彩和由美是大学同学，她们在教室里讨论这学期发表的事情。由美让

恩彩发表教材的‘形态学’部分，可是恩彩已经决定发表‘语义学’部分。
유미: 이번 학기의 발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너 통사론을 해.
은채: 아니, 나 의미론을 ( 하다 ).
①하겠어.

②할 거야.

③할게.

④할래.

⑤하려고 해. ⑥할까 해.

7. 情景: 恩彩和丈夫离婚了，两人在讨论以后的生活。丈夫已经决定带着儿子小俊
去爷爷家住。恩彩想把房子卖掉后，把钱分给丈夫一半。
남편: 윤이 데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아내:

그럼, 이 집 팔아서 반 ( 주다 ).

①주겠어.

②줄 거야.

③줄게요.

④줄래.

⑤주려고 해. ⑥줄까 해.

8. 情景: 恩彩和由美是高中同学，她们在家里。恩彩打算把snoopy粘贴作为生日
礼物，送给自己的弟弟。
유미: 어머, 이거 뭐야?
은채: 아, 스누피 스티커, 동생한테 생일 선물 ( 주다 ).
①주겠어.

②줄 거야.

③줄게.

④줄래.

⑤주려고 해. ⑥줄까 해.

9. 情景: 恩彩来到外来人口登记处，并向负责人说明来此找人的目的。
은채:

사람을 좀 ( 찾다 )... 호주에서 온 차무혁이에요.

①찾겠어요.

②찾을 거예요.

③찾을게요.

④찾을래요.

⑤찾으려고 해요. ⑥찾을까 해요.

10. 情景: 恩彩和由美是高中同学。几天前，恩彩向由美借了一本书。恩彩想起明
天有考试，于是半夜去由美家还书。
유미: 이렇게 늦게 안 갖다 줘도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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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내일 퀴즈 본다며, 나 땜에 망치면 미안하잖아. 잘 봤어. 나 (
가다 ).
①가겠어.

②갈 거야.

③갈게.

④갈래.

⑤가려고 해. ⑥갈까 해.

11. 情景: 恩彩和由美是同事，由美来恩彩家做客，恩彩想给孩子喂奶，麻烦由美
去冲奶粉。
은채: 죄송한데 분유 좀 ( 타 주시다 ) ?
유미: 네... 분유... 분유...
①타 주시겠어요?

②타 주실 거예요?

③타 주실게요?

④타 주실래요?

⑤타 주시려고 해요? ⑥타 주실까 해요?

Ⅱ. 개방형 담화 황선 테스트
1. 의도
1) 당신은 수업에 늦었습니다. 교수님에게 다음에 늦지 않겠다는 의사를 말해보
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
2) 반장이 누가 청소를 하겠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자기가 하겠다는 의사를 말
해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
3)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마지막 한 조각 케이크가 남았습니다. 친구가 누구 그
케이크를 먹겠냐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
4) 당신은 엄마에게 내년부터 술과 담배를 끊겠다고 말해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
2. 목적
1) 당신은 우체국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중국으로 물건을 부치겠다는 목적을 말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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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
2) 당신은 학과 사무실에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과장에게 장학금 신청에 대해
물어보겠다는 의도를 말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은 급하게 걷다가 선배와 마주쳤습니다. 선배가 왜 그렇게 급하냐고 묻습
니다. 당신은 학과 사무실에 가야 하는 의도를 말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
4) 당신은 새로 산 옷을 환불하러 백화점에 갔습니다. 당신은 직원에게 옷을 환
불하겠다고 말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
3.약속
1) 당신은 학위 논문에 대해 교수님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당신은 교수님께 수요
일 오후에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말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
2) 후배가 당신에게 발표문에 대해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후배에게 오
후에 발표문을 봐주겠다고 약속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
3)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당신은 친한 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주겠다
고 약속을 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
4) 부모님이 당신에게 대학 등록금을 내주었습니다. 당신은 졸업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
4. 계획
1) 종강 모임에서 교수님이 당신에게 졸업 후의 계획을 묻습니다. 당신이 취직하
겠다는 계획을 말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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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신은 학교 휴학 서류를 재출하려고 행정관에 갔습니다. 직원이 당신에게 언
제 복학하겠냐고 묻습니다. 당신이 내년에 복학할 계획을 말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은 곧 졸업합니다. 후배가 당신에게 졸업 계획을 묻습니다. 당신은 취직
할 계획을 말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4) 선배가 당신에게 방학에 무엇을 하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일본 여행을 갈 계
획을 말해 보십시오.
___________________.
5. 요청
1) 당신은 교실에서 발표를 합니다. 교실의 조명이 너무 밝아서 PPT가 잘 보이
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스위치 옆에 앉아 있는 학생에게 불을 꺼달라고 부
탁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
2) 당신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메모하고 싶은데 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펜을 빌립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겠
습니까?
___________________.
3) 당신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방에 있는 동생에게 물을 좀 가
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은 동생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
4) 내일 김태희가 당신이 다니는 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같이 강연을 보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6. 거절
1) 당신의 아내가 지금 당신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피곤
해서 거절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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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
2) 선배가 당신에게 이번 학기에 논문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번 학기에 바빠서 다음 학기에 발표를 할 계획을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
3) 마트에서 친한 친구가 딸기 주스를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나나 우유
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이럴 경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
4) 친하지 않은 친구가 당신에게 주말에 같이 등산하자고 합니다. 당신이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럴 경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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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지 (한국인 모어 화자용)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김종예입니다. 본 조사는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의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에서는 여러
분이 한국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의 응답은
연구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구자: 김종예
2015 년 02 월
개인정보:
1. 성별: □남자 □여자
2. 나이: □10대

□20대

3. 직업: □대학생

□30대

□대학원생

□40대

□회사원

□기타
□기타

상황 설명을 보시고 맥락에 제일 적절한 답안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1. 상황: 은채는 남자 친구의 집에 놀러 왔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기 집으
로 돌아갈 의향을 나타냅니다.
남친: 너 지금 상태 안 좋아. 여기서 좀 쉬어.
은채: 싫어. 집에 (

가다

①가겠어.

②갈 거야.

④갈래.

⑤가려고 해. ⑥갈까 해.

).

③갈게.

2．상황: 은채의 남편이 사장님의 집에 가려고

준비 하고 있는데 등산복을 입

었습니다. 은채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편이 내일 등산 갈 생각이 조금 있다
고 말합니다.
은채:

당신은 왜 그걸 입어? 사장 집으로 간다면서.

남편:

음.. 내일 ( 등산 가다 ). 그래서 그냥 한번 입어봤어.

①등산 가겠어.

②등산 갈 거야.

③등산 갈게.

④등산 갈래.

⑤등산 가려고 해. ⑥등산 갈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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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황: 은채와 유미는 사이가 좋은 동료입니다. 유미는 은채가 다른 동료(주준
영)와 9시에 약속을 잡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다 되어가도 은
채는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채가 30분 후에 갈 의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
다. 그러자 유미가 은채에게 묻습니다.
유미: 너 주준영 9시에 만난다며, 지금 9시야, 가.
은채:

30분 후에 (

가다 ).

①가겠어.

②갈 거야.

③갈게요.

④갈래.

⑤가려고 해. ⑥갈까 해.

4. 상황: 아파서 입원한아들이 병에 차도가 없어 아버지가 의사에게 화를 내면서
병원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아빠: 말이 안 돼... 당장 다른 병원으로 ( 옮기다 ), 우리 아들!!
의사:

일단 진정하시고, 좀 있다 다시 뵙죠.

①옮기겠습니다.

②옮길 겁니다.

③옮길게요.

④옮길래요.

⑤옮기려고 합니다. ⑥옮길까 합니다.

5. 상황: 대학교 수업에서 은채가 발표를 잘하지 못해서 교수님께서 야단을 칩니
다. 은채가 다음에는 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발표문을 잘 만들어 와.
은채: 네, 교수님, 다음에는 발표문을 꼭 잘 ( 써오다 )
①써오겠습니다.

②써올 겁니다.

③써올게요.

④써올래요.

⑤써오려고 합니다. ⑥써올까 합니다.

6．상황: 은채와 유미는 대학교 친구입니다. 지금 교실에서 발표에 대해 이야기
를 하고 있습니다. 은채가 '의미론'에 대해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미: 이번 학기의 발표 내용을 정해야 하는데. 너 통사론을 해.
은채: 아니, 나 의미론을 ( 하다 ).
①하겠어.

②할 거야.

③할게.

④할래.

⑤하려고 해. ⑥할까 해.

- 157 -

7. 상황: 아내와 남편이 이혼을 한 뒤 두 사람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윤이 데리고 할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아내:

그럼, 이 집 팔아서 반 ( 주다 ).

①주겠어.

②줄 거야.

③줄게요.

④줄래.

⑤주려고 해. ⑥줄까 해.

8．상황: 은채와 유미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은채가 친동생에게 스누피 스티커
를 생일 선물로 주겠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유미: 어머, 이거 뭐야?
은채: 아, 스누피 스티커, 동생한테 생일 선물 ( 주다 ).
①주겠어.

②줄 거야.

③줄게.

④줄래.

⑤주려고 해. ⑥줄까 해.

9. 상황: 은채가 출입국 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을 찾고 싶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은채:

사람을 좀 ( 찾다 )... 호주에서 온 차무혁이에요.

①찾겠어요.

②찾을 거예요.

③찾을게요.

④찾을래요.

⑤찾으려고 해요. ⑥찾을까 해요.

10. 상황: 은채와 유미는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은채가 밤늦게 유미 집에 와서
빌렸던 책을 돌려줍니다.
유미: 이렇게 늦게 안 갖다 줘도 되는데.
은채: 내일 퀴즈 본다며, 나 땜에 망치면 미안하잖아. 잘 봤어. 나 (
가다 ).
①가겠어.

②갈 거야.

③갈게.

④갈래.

⑤가려고 해. ⑥갈까 해.

11．상황: 은채와 유미는 회사 동료입니다. 유미가 은채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은
채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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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죄송한데 분유 좀 ( 타주시다 ) ?
유미: 네... 분유... 분유는 어딨을까요...?
①타주시겠어요?

②타주실 거예요?

③타주실게요?

④타주실래요?

⑤타주시려고 해요? ⑥타주실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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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 education
of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for the Chinese learners.
JIN, ZONGY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methods of teaching
th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for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of Korean language learners in China based on the performance of
these

learners

in

using

th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in

the

communicative discourses.
Th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belong to the category of dynamic
modality, demonstrating what the speaker will do on certain in the futur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can be semantical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different contexts which include the diffe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s and listeners. Different from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the
Chinese intentional expressions are not so subjective to the speech
contexts as the Korean.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wo languages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Chinese learners to learn th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So it becomes a priority to find effective methods to improve
the Chinese learners' capacity of using th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properly in dialogues.
This paper is structured in as follows. In Chapter-Ⅰ, I 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reviewed the previous researches in regard
with th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and then suggested two research
methods used to collect the learners' data.
In Chapter-Ⅱ, I firstly explored the basic theories for the concept of
dynamic

modality

and

then

identified

the

implication

of

intentional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analyzing the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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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used in Chinese Universities I selected ‘-겠다’, ‘-(으)ㄹ 것이다’, ‘-(으)
ㄹ게’, ‘-(으)려고 하다, ‘-(으)ㄹ래’, ‘-(으)ㄹ까 하다’, which are frequently used
by the Korean native speakers and are easily misused by the Chinese
learners, as the research subject for this paper. Then I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intentional expressions on the morphologic,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aspects.
In Chapter-Ⅲ, I designed a survey composed of MDCT and Open-ended
DCT in order to collect learners' data. The former is planned to analyze
the morphologic and syntactic errors made by learners and the latter
aim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native speakers and
the

Chinese

learners

in

understanding

the

semantic

and

pragmatic

features of th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After the survey I made
follow-up interview with both the native speakers and the Chinese
learners in order to explore how they perceive the intentional expressions.
In Chapter-Ⅳ, based on the error analysis conducted in Chapter-Ⅲ, I
set the goal and objectives for the instruction of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and then organized the instructional contents. In order to
give students more opportunities to use the intentional expressions in the
authentic

environment

I

planned

various

task-based

activities

for

students. It includes focus-on-form task, judgement task, and role-play so
on and so forth.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this paper systematically reconsidered the
futures

of

syntactic,

the

Korean

semantic

and

intentional

expressions

pragmatic

level

and

in

the

analyzed

morphologic,
the

Chinese

learners' performance in use of th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It also
suggested different pedagogical methods to teach the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s effectively for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Key

words:

Korean

Education,

Chinese

learners,

dynamic

modality,

Korean intentional expression, morphologic and syntactic
constraints, semantic and pragmatic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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