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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불평 화행 사용 양상과

화용적 실패를 조사분석한 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맞는 교수학습 방

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어 학습의 중핵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다. 화행 교육

은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에 유용한 교육 영역 중 하나다. 화행

교육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발화하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을 지향하는 학습자에게는 아주 실용적이고 효과적

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요청, 거절, 인사 등의 화행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체면 위협인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구체적인 교육 방안 또한 부족한 편이다. 학습자가 화용적 지식과 언어

적인 완화 장치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원어민 화자에게 무례하게 비춰져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초

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학습자의 실제 불평

화행 양상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교수 활동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1장에서는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방법을 제시

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모어 화자 세 집단을 대상으로 서면 담화완성텍스트

를 사용하여 각각 10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불평 화행을 실현하

는 데 중요한 요인인 체면 고려 경향성을 조사하기 위해 5점 리커트 척

도를 활용하였다.

2장에서는 불평 화행에 관한 화용론적 접근과 교육적 접근으로 나누어

이론적 배경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화행이론에 대해 살펴본 후 불평

화행의 정의와 불평 화행 전략 유형 등에 대해 다시 정리하였다. 그리고

체면이론과 공손 이론을 고찰하여 불평 화행 전략 실현과의 관련성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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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였다. 교육적 접근 부분에서는 화행 교육에 관한 이론 중 중간언어

와 화용적 실패에 대해 고찰한 후 화행 교육의 방법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 조사 결과 분석은 불평 화행 양상과 학습자 화용적 실패 양상

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양상 분석 및 화용적 실패 분석은 각각 화용언

어적 측면과 사회화용적 측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먼저 화용언어적 측면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집단은 보조

화행, 구와 관례어 완화 장치의 사용 양상이 비슷하였으나 시작말, 주화

행 대우법, 그리고 존대 어휘의 사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가 주화행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

째, 사회화용적 측면에서 불평 화행의 주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전체적

으로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불만의 표현 정도가 낮은 전략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 변인에 따르는 전략 사용에서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친한 사이에서는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

지 못하는 편이었고 상대의 지위에 따른 전략 사용에서 큰 변화가 없었

다. 화행 전략과 언어적 장치 사용의 결합한 분석에서는 학습자들의 상

당수가 불만 강도 낮은 전략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완화 장치

나 사회화용지식이 부족하여 오히려 실제 표현에서 강한 불만과 무례함

이 초래되었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남성과 여성의 전

략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체면 고려

경향성에서는 전체적으로 세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화용적 실패 분석에서 화용언어적 실패가 81회 발생하였으며 그 실패

원인은 ‘교육용 교재의 부재 및 교실담화의 부적절함’과 ‘모국어 전이’로

귀납될 수 있다. 화용언어적 실패는 49회가 발견되었고, 그 원인은 ‘사회

적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가치 판단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에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의 마지막 논의 부분에서는 이러한 화행 양상 및

화용적 실패 고찰을 통해 교육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학습자 불평 화행 사용 양상을 바탕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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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불평 화행 교육의 목적 및 내용

을 설정하였다. 또한 역할극을 활용하여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고

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에서 나타난 화용적 실패 및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불평 화행에 초

점을 맞추어 사회화용적 측면과 화용언어적 측면의 전반에 걸쳐 구체적

인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주화행 전략

을 불평의 강도에 따라 분석하였고 불평 화행의 보조 화행을 새로이 추

가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및 원인을 자세

히 논의하였고 체면 고려 경향성의 측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평 화행의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 맞는 역할극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화행 교육, 불평 화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화용적 실패, 체면 위협 행위, 체면 고려

* 학 번 : 2014-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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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불평 화행의 사회화용적

측면과 화용언어적 측면의 사용 양상을 조사 분석한 뒤 불평 화행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어 교육은 과거의 문법 능력 중심에서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변

화해 왔다. 언어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사

소통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제2언어습

득 연구에서도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다

양한 화행 상황 속에서 알맞은 화행을 적절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화용

적 언어 능력(pragmatic competence)의 유무와 관계가 깊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언어 학습자가 목표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Bardovi-Harlig(1992)는 고급 언어 학습자라도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

게 말하는지, 누구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서 말하는지 등과 같은 화용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Thomas(1983: 107)는 학습자가 목표어와 다

른 언어적 표현이나 문법을 사용할 때는 원어민 화자에게서 “말하기 실

력이 나쁘다(speaking badly)”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화용 규칙에

따라 목표어와 다른 표현을 하면 원어민 화자가 이를 예의 없는 행동으

로 여길 수 있고 “행동이 안 좋다(behaving badly)”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원어민 화자가 학습자의 발화 특징을 언어 사용 제한

보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 결함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언어 학습자가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려면 목표어 사회에 접근해야 잘

학습할 수 있지만,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에게는 스

스로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학습자가 두 언어의 사회 · 문화적 차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모국어의 화용적 규칙에 따라 외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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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가 쉽다. 특히 화용적 능력 부족으로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할

때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학습자 집단의 언어적 특

징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교수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존 화행 연구는 주로 요청, 거절, 칭찬, 사과에 집중해 왔다. 불평 화

행은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의 하나로서 화자로 하여금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청자에게 의사를 전달할 때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

킬 수 있다. 청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했던 일이나 잘못한 것 때문에 받

는 질책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화자의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럽고 공손

해야 대립 상황의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심리적 부담과 언

어적 요구를 봤을 때 불평 화행은 원어민이라도 같은 상황에서 쉽게 다

룰 수 있는 언어 행위가 아니다. 학습자가 목표어에 관한 화용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불만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로 불만

을 표현할지, 어떤 표현이 원어민 화자가 잘 받아들이고 적당하다고 생

각하고 있을지에 대해 전혀 갈피를 못 잡을 것이다. 이런 경우와 관련하

여 학습자가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무엇을 습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한편 불평 화행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화행 중

하나이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화행

전략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고 학습자의 언어적인 특징과 오류에 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효율적인 화행 교육 방안을 마련하려면

사회 · 문화 측면의 화행 전략뿐만 아니라 언어적 사용도 같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평 화행에 관한 교육 방안도 특정 문화권 학습자의

문화 배경 및 실제 화용적 실패와 결합할 때 가치가 있다. 그래서 본고

는 사회화용적 측면과 화용언어적 측면, 학습자 화용적 실패를 모두 분

석하여 학습자 불평 화행 양상을 충분히 파악한 뒤 효과적인 교육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을 볼 때 체면 고려는 불평 화행을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체면이란 우리의 공적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은유(metapho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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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가 타인에게 보이고 대우받기 원하는 방식이다. 체면 관리

(facework)는 ‘체면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유용하고, 체면 획득을 지지

하거나 존중하기 위한 특정한 언어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일컫는다

(Ting-Toomey & Kurogi, 1998). 한국과 중국은 공통적으로 집단주의와

고맥락 문화에 속하지만 체면이나 공손에 대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동

시에, 특정 사회에 내재된 문화에 따라 구체적 실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서양과 동양의 대조를 중심으로 연구해 왔기 때문에

한중 체면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

는 언어 체계를 인식하는 중국인과 한국인 원어민 화자가 의사소통을 할

때, 특히 갈등 상황에서 해결 방식이 다르거나 체면을 고려하는 정도성

이 다르므로 체면 고려에 대한 적절한 측정과 양상 파악이 필요하다. 또

한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수가 제일 많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화행 연구가 앞으로 중국 내 한국어 교육 현장의 적용에 유용할 것이

라는 판단 하에 연구 대상을 중국인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

자 한다.

첫째,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하였을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

평 화행의 화용언어적 측면과 사회화용적 측면의 사용 양상은 어떤 특징

이 있는가?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화용적 실패 양상 및 원인이

무엇인가?

셋째, 더 효과적인 불평 화행 교육을 위해 중국인 학습자에 적합한 화

행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은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1) 한국어 불평 화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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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에 따라 선행연구는 크게 한국어 학습자 불평 화행 인식 연

구, 한국어 불평 화행 언어적 특징이나 유형화 연구, 그리고 한국어 불평

화행과 다른 언어권 대조 및 학습자 중간언어 연구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 불평 화행 인식 연구는 홍승아(2010)와 Luk Yun

Tsz Lavina(2015)가 있다.

홍승아(2010)는 학습자의 거주 기간에 따른 불평 화행 인지 발달 양상

을 연구하였다. 거주 기간에 따른 학습자의 불평 화행 인지를 화행의 간

접성, 사회적 관계, 경험 가능성, 불평의 당위성, 화자-청자 입장의 다섯

변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기관에서 여러 국적을 가진 중

급 이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결

과 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학습자는 더 높은 불평 화행 인지도를 보

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에 2년 이상 거주한 학습자는 거의 모

든 불평 화행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Luk Yun Tsz Lavina(2015)에서는 홍콩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환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불평 화행 인식 조사를 하였다. 결과에 따

르면 한국어 학습자 두 집단(홍콩에 있는 학습자와 한국에 있는 학습자)

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하였을 때 불평 화행 인식률이 낮았다. 그

러나 통계적으로 홍콩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에 있는 학습자의 화

행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습 환

경과 화행인식을 같이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지만, 조사대상으로 학

습자 집단 각 15명만을 다루었다는 점과, 학습자가 1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시에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다는 조건이 연구 결과에

미친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한국어 불평 화행 언어적 특징이나 유형화와 관련한 연구로는

강현화・황미연(2009), 이민정(2010), 상일화(2014), 유연(2015)의 연구가

있다.

강현화・황미연(2009)에서는 불평 표현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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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사전 분석을 통해 불평을 나타내는 문형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직접적인 불평 전략과 간접적인 불평 전략을 구분하고 특히

고빈도로 나타나는 간접 전략인 재인용 표현에 주목하여 이들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불평 전략과 문형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한국어 화행

교육에 바탕이 되는 자료를 만들었다.

이민정(2010)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와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불

평 화행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실제

담화에서 자주 사용하는 불평 화행 전략과 5종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불평 화행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실제 생

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성별에 따른 불평 전략을 분석하였

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경고와 비꼬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

성은 남성에 비해 의무 제시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불평을 할 때 더 많

은 전략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상일화(2014)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드라마를 활용하여 불평 화행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5-2014년 동안 인기 있는 드

라마 8편을 선정하여 불평 장면을 추출하고 전략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불평 화행 교육의 내용으로 불평 화행 전략뿐만 아니라 전략에 맞는 언

어 표현 및 전략에 작용하는 사회적 변인을 함께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앞으로 불평 화행을 교육할 때 필요한 자

료를 제공하였지만, 설계한 교수 모형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유연(2015)에서는 불평 화행을 대화에서 화자가 상대방에 대한 비우호

적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하였고 강도가 높은 체면 위협

행위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화자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려는 목

적을 위해 적극적 불손 전략, 소극적 불손 전략, 그리고 거짓 공손 전략

의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분류하였는데 구체적인 실현 방식

을 위계화하기 위해 드라마 세 편의 대본에서 대화 내용을 추출하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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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 이 연구는 불평 화행의 형식적 기제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어

교육의 기초자료를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한국어 불평 화행과 다른 언어권 대조 및 학습자 중간언어 연구

이다. 언어권 별로 중국, 일본, 베트남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불평 화행 연구에는 곽미라

(2010), 진양(2010), 박재현(2012), 유양・양명희(2014a, b) 등이 있다.

곽미라(2010)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 중

국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 세 집단의 불평 전략을 대조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양상이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 있는 학습자가 중국에 있는 학습자보다 모어 화자에 더

근접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진양(2010)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불평 표현에 관하여 대조 연구를 하

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는 화자 중심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는 청자 중심 실현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무응답 전략을

다른 집단보다 더 선호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재현(2012)에서는 서비스 상황에서 자주 만나는 불만 상황을 중심으

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발화 양상을 비교 분석하

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불평 발화 전략을 비교하였

을 뿐만 아니라 불평 화행이 실현된 문형, 문형 조합, 문형과 서법의 조

합 등 언어 표현 측면에서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TTT 모형(Task-Teach-Task)을 적용하여 불평 화행 교

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화행 전략보다 문형, 서법 등 여러 가

지 측면에서 불평 화행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양・양명희(2014a, b)는 한국 내 중국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불평 화

행 전략을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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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과 하위 전략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국인 직장인은 한국인 직장인보

다 간접 화행 전략 사용이나 침묵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입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두 집단 모두 하위 전략의 종류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한편 일본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미즈시마 히로코(2003), 최

명선(2007), 혼다 토모쿠니・김인규(2009)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미즈시마 히로코(2003)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불평 표현 양상을 중간 언어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일

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보다 불만을 많이 느끼는

것에 비해 사용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지 못하며 완곡적인 표현을 선택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명선(2007)은 불평 화행과 응답 화행을 함께 연구하였다. 불평 화행

에 대한 7개의 담화 상황과 응답 화행에 대한 14개의 담화에서 모어 화

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를 수집하여 사

회적 변인, 상황, 학습자 특성 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집

단과 한국인 집단 간 담화 양상의 차이가 큰 부분을 위주로 PPP 모형

(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에 따라 교육 방안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불평 화행과 응답 화행을 함께 다루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과 단

일 국적 학습자가 아니라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하였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혼다 토모쿠니・김인규(2009)는 비교 문화 화용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불평 화행과 일본어 불평 화행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그 결

과, 한국어 모어 화자, 일본어 모어 화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세 집단

가운데 일본어 모어 화자 및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두 집단은 상대적으

로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학

습자는 일본어 모어 화자에서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특징을 보였는

데, 이는 대부분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사한 것이었다.

끝으로 베트남인 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최연숙(2013)의 연구가 유일하

다. 최연숙(2013)은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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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와 회고적 보고 방법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

베트남어 모어 화자, 그리고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세 집단

이 사용한 전략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서 세 집단 간 또

한 출신 지역 간에 불평 화행의 전략 사용에 있어 모두 차이점과 공통점

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북부 출신의 베트남어 모어 화자

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유사한 반응과 전략 사용이 있었으나 남부 출

신의 베트남어 모어 화자들은 이와 상당히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불평 화행에 관한 연구는 특히 동양권에

서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국 내의 선행연구 중에서는 한국어와 아시

아권 언어에 대한 불평 화행 양상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 화행 사용 양상을

대조하는 중간언어 연구가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전략 비교가 중심이

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불평 화행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만 상황에서 사용 전략을 단순

히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화용적 분석으로 체면 고려 경향성, 화

용언어적 측면, 학습자 화용적 실패 양상을 같이 분석할 것이다. 또한 실

제 조사 양상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효율적인 한국어

화행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한국어 외 언어의 불평 화행 연구

불평 화행과 관련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외국에서 시작되었고 다양한

주제 중에서 주로 영어와 다른 언어를 대조하는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House & Kasper(1981)에서는 영어 모어 화자와 독일어 모어 화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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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불평과 요청 화행 양상을 조사하여 직접정도(directness levels)

와 서법표지(modality marks)를 대조하였다. 그 결과 불평 또는 요청을

할 때 독일어 모어 화자들은 영어 화자보다 더 직접적이었으며 완화어를

덜 사용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모습은 독일 사람이 영어 원어

민보다 공손하게 말하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Olshtain & Weinbach(1985)에서는 히브리어 학습자와 히브리어 모어

화자 각 35명을 대상으로 DCT로 20개 상황을 사용하여 불평 화행 양상

을 조사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변인은 화행 전략의 선택에 영향

을 미친다는 점과 그 영향은 문화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자가 불만을 표현할 때 원어민보다 더 간접적

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처음으로 불평

전략을 발화의 심각한 정도(severity of the complaint)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것은 후속 연구들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Trosborg(1995)에서는 덴마크인 영어 학습자, 덴마크 모어 화자, 영어

모어 화자 세 집단을 비교하였다. 불평 전략, 불평 시각(complaint

persective), 양태 표지(modifity markers), 보조 화행(external

modification) 등을 대조한 결과, 영어 고급 학습자라도 불평 화행을 잘

수행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습자들은 효과

적으로 각각의 불평 화행 전략을 구조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설득력 있

게 자기의 불평을 표현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어민 보다 양

태 표지의 사용은 적었으며 사회적 변인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한국어와 관련된 논문은 Murphy & Neu(1996)과 Moon(1996)을 들 수

있다. Murphy & Neu(1996)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와 영어 모어 화

자 불평 화행 세트(speech act set)를 비교하고, 영어 모어 화자의 비모

어 화자의 화행 세트에 대한 지각을 분석하였다. 불평 화행 세트를 분석

한 결과 두 집단의 불평 양상은 교수를 찾아오는 목적을 설명하는 시작

부분과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종결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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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중심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다. 영어 화자는 직접 불평을 많이 하는

반면에 한국어 모어 화자는 지적을 많이 하였는데, 후자의 경우 무례함

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다만, 이 연구는 두 집단 각 13명

만을 조사하였고 피실험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요인이 연구 결과에 영향

을 주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Moon(1996)에서는 13개 불만 상황에 대한 DCT를 통하여 한국인 영

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영어 모어 화자의 세 집단 각 70명을 대상

으로 불평 화행 양상을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는 사회화용론

(sociopragmatic)과 화용언어학(pragmalinguistic)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는

데,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전략 사용, 의미공식(semantic formulas) 사용

방식은 영어 원어민과 달리 특별하게 표현되고,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

와 가까웠다. 즉, L1에서 L2로의 전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사회적 변인에 대해 덜 예민하다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중국인 영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영상 연구에서 李萍 외(2006)에서는

중국어 영어학 습자와 영어 모어 화자의 불평 화행 정도성(degree of

severity)에 관한 비교연구를 하였다. 결과를 보면 실험 집단, 불만 상황,

학력, 나이 등의 요인은 불평의 정도성에 영향을 주었지만 유의미한 차

이가 없다고 하였다. 朱晓姝(2008)는 중국인 영어 학습자, 중국어 모어

화자, 영어 모어 화자 세 집단을 대상으로 불평 화행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불평 전략뿐만 아니라 불평을 할 때 출발점(I, we, you,

it), 보조용어 등 사용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hinese Korean lea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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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학교 정보
성별 인수

(명)

합계

(명)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산동대학교, 제남대학교，

정주경공업대학, 복단대학교

남 30
100

여 70

한국인 모어 화자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

세종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남 48
100

여 52

중국인 모어 화자
산동대학교, 하남이공대학교,

화남이공대학교, 남경대학교 등

남 45 100

여 55

학년 인수(명) 백분율(%)

2학년 32 32%

3학년 25 25%

4학년 39 39%

대학원생 4 4%

합계 100 100%

CKL), 한국어 모어 화자(Korean Native Speaker, KNS), 중국어 모어

화자(Chinese Native Speaker, CNS) 세 집단이고 집단마다 100명1)을 조

사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 집단이 연구 대상이지만 학습자

오류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도 같이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습자 집단은 중국 국내 대학 한국어학과 2, 3, 4학년 한국어 학

습자로 설정하였다.

피실험자의 연령은 20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현재 중국 국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2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대응하여 같은 조건을 가진 20대 한국인, 중국인 대학(원)생

을 조사하였다. 또한 성별 요소도 전략 사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각 집단별로 비율을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하였다. 단 학습자 집단

인 경우 남성이 워낙 적어서 30명만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정보는 <표 Ⅰ-1> 과 같다.

<표 Ⅰ-1> 본 실험 조사 대상 정보

<표 Ⅰ-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정보

1) 본고에서 조사된 표본은 동질성과 대표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집단 내부의 학교 간
불평 화행 전략 사용을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 같
은 집단 내 다른 학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불평 화행 전략 사용 양상 분포는 학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본고에서 표
집 대상을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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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화행 측정 도구로는 대표적으로 민족지학적인(ethnographic) 방법, 역

할극(role play), 담화완성형테스트(discourse compliment test, DCT)를

들 수 있다.

민족지학적인(ethnographic) 방법으로는 제일 실제적인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다. 연구자은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예상하지 못한 상호작용

에 참여하면서 전체 대화 내용을 메모하거나 녹음한다. 이런 방법은 문

화 간의 다양성 연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휴대용 카세트

녹음기를 들고 실생활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정

량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Olshtain

& Cohen(1983)에서는 자연 언어 행위 코퍼스를 수집하는 것은 긴 시간

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고, 특히 일부 화행(사과, 불평 등)은 출현의 예측

가능성이 낮고 다른 화행보다 더 상황 의존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Kasper(1991)는 높은 일상화 또는 표준화된 언어 행동(인사 등)을 제외

한 다른 화행과 대조할 수 있는 충분한 비교문화적 또는 비교언어적 자

료를 민족지학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하였다.

역할극(role play)은 항상 원어민 화자와 비원어민 화자의 대화 연구에

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역할극은 면대면 구어 대화와 비언

어적인 표정, 행동 등을 같이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제성을 가

지며, 대화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연 언어자료보다 역할극은 통제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참여자가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아닌 역할을 하거나 지금

처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가정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Moon(1996: 29)에서는 연구자가 역할극을 전사할 때 가끔 참여자

의 화행의 힘이나 담화 표지의 정확한 기능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맥

락에 따라 참여자의 모호한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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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따라서 평가자 간의 객관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낮아서, 연

구자가 다시 돌아가서 참여자에게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담화완성형테스트(DCT)는 Blum-Kulka(1982)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CCSARP ‘문화 간 화행실현 프로젝트’(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담화완성형테스트는 상

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상황,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 등)이 있고, 뒤에

미완성 대화문을 서면으로 보여준다. 실험대상은 제공된 상황에서 무엇

을 말할 것인지를 적으라고 요구받는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연구자가 목

적에 따라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고 대조할 수 있도록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과 단시간 안에 방대한 양의 화행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지학적인 방법이나 역할극과 달리 서면 설문이라서 구어 자

연 발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화 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이나 의미협상을 보지 못하고 억양이나 강조 표현, 또는 비언어적

표정 등을 알 수가 없다.

한편, DCT는 구어(oral)와 서면(written)으로 구분될 수 있다. Yi

Yuan(2001)의 칭찬 화행을 통한 화행 수집 방법 대조 연구에 따르면, 구

어 DCT에서 서면 DCT보다 수집된 자료의 길이가 더 길고 말 반복이나

설명, 생략, 도치 등이 더 많았다. Beebe & Cummings(1996)는 전화 통

화를 통해 유도한 구두 자료와 서면 DCT를 통해 수집한 거절 화행 자

료를 비교·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구두 자료의 발화 길이가 더 길고

반복적이며 상세한 반면에 의미적 유형의 내용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문지 설계는 불평 화행 양상 조사와 체면 고려 경향성

조사,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전략 사용

및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여 일반화하려는 목적에 따라 많은 자료의 수집

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면 DCT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고는 불평

을 할 때의 체면 고려 양상을 측정하고자 Oetzel & Ting-Toomey(2001)

에서 사용하는 34개 항목을 근거로 하여 12 항목을 가진 체면 고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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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2).

연구 대상을 20대 대학(원)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불평

화행 설문지 상황 설정은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과 같이 실제로 접할 수

있고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가

가족들과 외국어로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 관계 변수는

배제하였다.

화행이 실현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 변인에 따

라 화행이 달라지고 문화에 따라 변인 영향의 크기도 달라진다. Brown

& Levinson(1978)은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 FTA)의 심각

함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the social

distance of S and H), 화자가 청자에게 가지는 상대적 권력(the relative

powerof S and H)，그리고 내용 X가 화행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상대방

에게 주는 부담의 크기(the absolute ranking of impositions in the

particular culture), 이러한 세 변인은 모든 문화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Olshtain & Weinbach(1987)에서는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계약 관계(contract)와 화자의 기

대치(level of S’s expectation/frustration)의 네 가지 변인을 설정하였다.

불평 화행과 관련된 선행연구(Moon, 1996; 최명선, 2007 등)에서는 상

대적 권력(relative power, 혹은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과 사회적 거

리 (social distance, 혹은 친소 관계)를 일반적인 변인으로 보고 공적/사

적 거리(이민정, 2010; 박재현, 2012), 연령(미즈시마 히로코, 2003; 진양,

2010), 불만의 강도(혼다 토모쿠니・김인규, 2009) 등 다른 변인을 연구에

따라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즈시마 히로코(2003)에서는 불평 화행이 계약 관계(contract) 의무가

2) 체면 고려 항목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
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에는 통번역직의 한국인 1명, 한국인 국어교육
학전공자 1명, 한국인 대학생 1명에게 번역을 의뢰하였고, 중국어의 경우에는 영국에
서 8년간 살던 중국인 유학생 1명, 중국어 전공자 1명, 중국인 대학생 1명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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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일보다 의무가 있는 일이 더 직접적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으

며，상황 부담의 크기도 주관적인 것이어서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담의 크기는 사용 전략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담의 크기라는

변인을 제외하였다. 계약 관계의 설정에 관해서는 Olshtain &

Weinbach(1987)에서 이웃 사람이 한밤 중에 소음을 내는 상황과 반 친

구가 노트를 빌리려고 했는데 거절을 당할 경우를 들며, 분명함(explicit)

과 내포됨(implicit)으로 나눈 바 있다. 이는 법률이나 사회 원칙을 위반

하는지에 따라 계약 관계를 결정한다는 관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

관계를 통제할 것이며, 상황 설정은 모두 사회 규칙 위반행위(socially

unacceptable act, SUA)의 범위에 속하여 청화자 간에 계약 관계가 존재

한다고 보았다.

한국 문화에서 연령은 중요한 변수이고 불평을 할 때 전략 선택에 크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정(2010)에 따르면 연령과 사회적 지위

(social status)는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청자가 화자보다 연

령이 높으면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연령이 낮은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는 거의 특정한 조직(회사나 군대)밖에 없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대

부분의 상황에서는 연령이 사회적 지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두

가지 변인이 상충될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령을 변수로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이민정(2010)에 따르면 불만의 강도(1-5점)와 전략 사용에 유의

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고에서 불만의 강도를 변인으로 보기보

다는 세 집단의 불평 인식이 비슷하며 불만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

황을 예비 조사를 통해 뽑아서 불평의 강도를 통제하였다.

체면 관리는 공적 상황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제시 상황을

공적 상황만으로 한정하였다. 본고에 적용할 사회적 변인은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와 상대적 권력(relative power)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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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인 적용 설명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친 화자와 청자가 친하다.

소 화자와 청자가 얼굴만 아는 사이 또는 잘 모른다.

극소 화자와 청자가 처음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상대적 권력

(relative power)

청>화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청=화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와 동등하다.

청<화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

<표 Ⅰ-3> 분석에 적용 사회적 변인

불평 화행 상황 설정은 Holmes(1900)의 사과 화행에 대한 연구에서

분류된 위반행위(type of offense) 6 유형3),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나온

것을 참고하여 상황 설정을 하였다.

또한 실제 생활에서 극소 관계, 즉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청자와 화자의 상대적 권력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다. 특히 사회생활에서나 길에서나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부

딪히는 경우 보통 연령과 관련이 높지만 극소 상황에서 상대방의 연령이

화자보다 높아도 상대적 권력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서비스업에

서 종업원이나 영업원은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갑을관계

로 보이며, 고객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

서 설문지를 설계할 때 극소 관계임과 동시에 상대적 권력이 높은 경우

만 제외하였다. 본고의 DCT 상황 구성은 <표Ⅰ-4>와 같다.

3) Holmes(1900) 위반행위의 유형:
1. 불편이나 부적절한 서비스(Inconvenience/inadequate service)
2. 공간(Space)
3. 말(Talk)
4. 시간(Time)
5. 소유물(Possessions, including money)
6. 사회적 실수(Social ga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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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상대적

권력
상황

번

호

친

청>화
친한 선배에게 책을 빌려 주었는데, 몇 달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

우
1

청=화
나이 비슷한 같이 살던 친한 룸메이트가 방청소를 할 때 룸메이트가

매번 하지 않는 경우
2

소
친한 후배에게 새 카메라를 빌려줬는데 후배가 카메라를 돌려줬을 때

카메라 표면에 긁힌 자국 있었다는 경우
3

소

청>화 동아리 활동 때 친하지 않은 같은 학년 선배가 자주 지각하는 경우 4

청=화
낮잠 시간에 옆방에 살던 친하지 않은 같은 학년 학생이 밖에서 큰 소

리로 계속 전화하고 있는 경우
5

청<화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팀원 중 친하지 않은 후배 한 명이 맡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6

극소

청=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모르는 사람) 당신 앞에 끼어들은 경우 7

청<화
식당에서 주문을 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나보다 늦게 온 손님의 음식이 먼저 나오는 경우
8

<표Ⅰ-4> DCT 상황 구성

한편 불평을 할 때의 체면 고려 측정은 Oetzel & Ting-Toomey(2001)

에서 사용하는 34개 항목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 독

일, 일본, 미국 4개 나라에 있는 총 912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자기체면 고려 7개, 타자체면 고려 11개, 상호간의 체면

고려 4개 항목을 통해 체면 고려를 측정하였다. 본고는 상황 설정이 많

아 34개 항목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처음에 15개 항

목을 추출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12개 항목을 확정하였다.

항목을 추출할 때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면 측정을 할 때

하위 항목에서 ‘체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둘째, 불평을 할

때 주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할 위험이 있어 자기의 체면 잃을 우려가

거의 없게 ‘자신이 창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자신과 타자의 ‘명예유

지’와 연관성이 떨어져 있는 항목들을 제외시켰다. 셋째, 선행연구는 충

돌 상황에서 체면을 다루기 때문에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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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상황 설문조사

2015.10.05.-2015.10.09

목적 불평 화행 상황 선정 및 연구 가능성 판단

방법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예비 시험 설문지 작성(상황 15개)

및 인터뷰

대상 KNS, CKL. CNS 3집단 각10명

예비 실험

2015.11.11.-2015.11.12

목적
불평 화행 DCT 설계 적합성 확인,

체면 측정 척도 신뢰도와 요인분석 및 진행 예상

방법
예비 실험 서면 DCT(상황 8개) + 체면 고려 측정 설문지

및 사후 인터뷰

대상 KNS, CKL 2집단 각10명

본 실험

2015.12.24.-2016.01.15

2016.03.10.-2016.05.18

목적 한국어 불평 화행 양상 조사

방법 서면 DCT + 체면 측정 설문지 및 사후 인터뷰

대상 설문지: KNS, CKL. CNS 3집단 각100명

강조하였지만, 이는 본고의 목적과 달라 제외시켰다. 그리고 타자 체면

고려 분류에서 ‘서로 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항목이 있었지만 ‘서로 간의’ 개념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체면 고

려 측면에서 다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체면 고려의 각 영역이 같은

항목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조사 및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구

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표 Ⅰ-5>와 같다.

<표 Ⅰ-5> 조사 절차 및 방법

예비 조사는 2015년 10월 5～9일에 실시하였다. 서울대학교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 남경대학교 중국인 모어 화자 3집

단 각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은 문헌고찰을 통해 추출

된 불만 상황 15개를 중심으로 일상생황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어떤지를

1∼5점 척도로 표시하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불만을 느꼈는지, 또는 불

만을 말로 표현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설문이 끝난 후에 중국

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각 3명에게 인터뷰를 통해 양국 문화의

차이를 같이 물어보아 DCT 불만 상황을 수정하였다.

예비 실험은 2015년 11월 11일, 12일에 한국인 집단과 학습자 집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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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추출한 8개의 불만스러

운 상황을 가지고 불평 화행을 조사하였고, 체면 측정 척도 15문항을 설

정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선배가 몇 번 지각했다’는 상황에 대하여 1

명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회피하였고, 그밖에 피실험자는 모두

불만 표현을 사용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 요인분석, 또

한 피실험자 인터뷰를 통해 상관성이 떨어지거나 난해한 문항 3개를 삭

제하고 최종 12 항목을 구축하였다. 또한 삭제된 후 설문지 신뢰도 분석

에서 Cronbach 알파가 ‘자기체면 영역’이 0.772, ‘타자체면 영역’이 0.737,

‘양자체면 영역’이 0.795이다. 사화과학영역에서 알파의 수치가 0.60이상

이면 사용가능한 척도로 볼 수 있으므로 본고의 체면 고려 척도의 신뢰

도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척도 5점의 계산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그렇지 않다’를 2점으로, ‘모르겠다’를 3점으로, ‘그렇다’

를 4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불평 화행 상황

의존도가 높아 상황마다 체면 고려 경향성이 다를 수 있어 설문지 각 상

황 밑에 체면 고려를 측정하였다.

체면 측정이라는 목적은 명시적인 내용이어서 리커트 척도 문항 배치

가 무선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분포로는 1-4번이 자기체

면 고려, 5-8번이 타자 체면 고려, 9-12번이 상호간의 체면 고려 항목이

다. 또한, 내용을 읽지 않고 똑같은 답을 체크하는 무효 설문지를 제외시

키기 위해 4번, 8번, 11번과 12번 문항은 조건을 반대로 설정하였다. 본

고 설문지 체면 측정 부분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상황1

당신은 친한 선배에게 책을 빌려 주었는데, 두 달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에도 재

촉을 하고 선배에게 돌려주라고 말했는데 그는 잊어버린 것 같다. 당신은 이에 대해 불

쾌하다. 지금은 과방 밖에서 그 선배를 만났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밑줄 친 곳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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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응답자 본인의 주관(혹은 감

정, 실제 느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신경을 쓴다.

2 나는 선배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선배 앞에서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4 나는 매너를 지키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5 나는 선배가 매너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

6
나는 선배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에 신경

을 쓴다.

7 나는 선배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쓴다.

8 나는 선배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9 상호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0 나는 주로 서로의 감정/느낌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11 선배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12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위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이 발화 시 고려한 요인을 체크해주세요. ( √로 표시)

불평 화행 조사 결과 분석을 위해 통계 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

23.0을 활용하였고, 주화행 전략 및 체면 고려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t

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불평 화행 양상 분석을 Moon(1996)에서 나온 분석 틀에

따라 화용언어적 분석과 사회화용적 분석, 두 측면으로 나누었다.

Leech(1983; 11)에서 화용언어학(pragmalinguistics)을 ‘한 발화에서 특정

한 발화 수반 행위를 실현하는 데에 사용되는 특정한 리소스(the

particular resources that a given language provides for conveying

particular illocutions)’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Moon(1996; 39)에서 사회

화용론(sociopragmatics)은 언어사용의 문화적인 측면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화용론은 특정한 문화권 사람들이 특정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관례적인 방식이다. 본고에서 화용언어적 분

석은 시작말, 주화행, 보조화행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사회화



- 21 -

기호/약자 의미

FTA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

SUA 사회 규칙 위반행위(Socially Unacceptable Act)

CKL/학습자/학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hinese Korean Learner)

KNS/한국인/한 한국인 모어 화자(Korean Native Speaker)

CNS/중국인/중 중국인 모어 화자(Chinese Native Speaker)

CKL7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74번

(각 집단 조사대상 일련 번호 1～100번 표시)

#3 상황3(#: DCT 상황, 3: 상황 고유 번호)

XX 인명 표시

___ 오류 또는 분석 부분의 예 표시

▷｛ ｝ 오류나 실패 요인 표시

✓ 오류 수정 내용

→ 속한 분류 제시 또는 추가 설명

용적 분석은 주화행 전략과 체면 고려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또한 본고에서 사용한 약자 의미 및 예문 제시 기호는

Jefferson(1974), 한상미(2006)의 사용을 참조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

게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Ⅰ-6> 과 같다.

<표 Ⅰ-6> 기호/약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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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이론적 배경

1. 불평 화행의 화용론적 접근

1) 화행이론

(1) 화행의 개념

화행이론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언어 철학 배경에서 나온 한 언어학

이론이다. 옥스퍼드 일상언어학파의 대표인물인 Austin은 20세기 50년대

에 처음으로 화행이론을 제기하였고 1962년 ‘말과 행위 (How to Do

Things with Words)’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화행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는 언어 사용의 목적을 말하기 위한 것(to say things)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to do things)으로 인식하였다. Austin은 문장

을 수행문(performative)과 진술문(constative)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발

화를 의도적 행동으로 보고 언어 행위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즉 화행(speech acts)이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발화 수반 행위

(illocutionary act), 발화 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성된다고 주

장하였다. 발화 행위는 실제로 입에서 나온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발화

수반 행위는 단순한 발화 이외에 요청, 진술, 약속, 명령 등 또 다른 발

화 의도를 갖고 있는 행위이며, 발화 효과 행위는 발화를 통해 이루어지

는 설득이나 확신과 같은 결과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 후에 Austin의 제자인 Searle은 화행이론 일부를 수정하여 보완하

였다. Searle(1969)에서는 화행을 언어학적 이론으로 통합시키고자 체계

적인 틀을 제안하였다. 그는 ‘화행은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the

speech act is the basic unit of communication)’라고 주장하며 Austin의



- 23 -

발화 행위 삼분법을 네 가지4) 화행으로 세분화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s)이다. Searle(1979)은

발화수반 행위를 단언형(assertive), 지시형(directives) 선언형

(declaratives), 언약형(commissives), 표현형(expressives)의 다섯 유형으

로 나누었다. 단언류(assertive)란 화자가 어떤 명제에 대해 자기가 진실

하다고 여기는 것을 서술하거나 묘사하는 행위이다. 지시류(directives)란

명령, 요청, 초대와 같이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선언류(declaratives)란 어떤 관습에 의해 사태에 직접적인 변화

를 일으키는 발화를 하는 것이며, 선언, 전쟁 선포, 해고가 여기에 속한

다. 언약류(commissives)란 화자가 미래의 행동에 대해 약속하는 행위이

다. 표현류(expressives)란 기쁨, 즐거움, 고통, 후회, 불평 등 화자의 감

정이나 심리적 상태를 표출하는 발화행위이다.

또한 Searle(1975)에서는 Austin의 간접 수행문(indirect performatives)

개념 위에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s) 개념을 제기하였다. 즉 표면적

의미와 실제적으로 전달, 의도된 언표내적 힘 사이의 불일치가 있는 것,

즉 구조와 기능 간에 간접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를 간접 화행이라 하였

다. Searle은 간접화행에서 화자가 청자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어

적, 비언어적 배경지식과 청자의 추론 능력에 의해 자기의 의도를 간접

적으로 전달하게 되고 화자와 청자의 실제 의사소통 정보량은 화자의 발

화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불평 화행은 Searle의 분류에 따르면 표현류

(expressives)에 속한다. 하지만 불평은 체면 위험 행위로서 일상생활에

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발화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불평 화행은 간접 화행과 같이

4) Searledml 화행 구성
1. 발화 행위 (tterance act): 단어, 형태소,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
2. 명제 행위(propositional act): 지시하고 예측하는 행위.
3. 발화 수반 행위 (illocutionary act): 요청, 진술 등을 행하는 것으로 규칙 지배적이
며 의도적인 것.u

4. 발화 효과 행위 (perlocutionary act): 발화수반 행위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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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것이다.

(2) 화행의 조건

화행이론의 ‘적정조건’ 개념은 Austin의 초기 연구에서 진술문

(costative)과 수행문(performative)을 구분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 진술

문은 단언이나 사실 진술, 사태보도 등의 기능을 가지며 진위 여부를 판

단하지만 수행문의 판단은 진위가 아니라 적절성(felicity)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이다. 즉 화자의 의도된 방향으로 청자에 의해 인식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황이 필요하다. 이것을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이라고 하였

다. Searle(1969)은 Austin의 적정조건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세분화하였

다. 즉, 발화가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발화수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

음의 네 가지 적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명제내용 조건(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② 예비 조건(preparatory)

③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

④ 필수 조건(essential condition)

송경숙(2005)에서 화행의 적정 조건을 다음 같이 설명하였다. ‘명제내

용 조건(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은 화자가 발화함으로써 전달하

는 내용에 대한 조건이고, ‘예비 조건(preparatory)’은 발화 행위와 연관

된 배경적 상황, 그리고 화자와 청자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조건이다.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은 발화 행위와 관련하여 화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 태도와 상황에 관한 것이며 ‘필수 조건(essential condition)’

은 발화 행위의 객관적 효과에 관한 것이다.

Olshtain & Weinbach(1993)에서는 ‘불평 화행’이 실행되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조건(preconditions)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청자와 화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행위규범 중에서 청자가 사회적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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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반하는, 또는 용인되기 어려운 행동(socially unacceptable act,

SUA)을 한다. 둘째, 화자는 SUA가 자신에게 그리고 일반인에게 선호되

지 않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화자는 그 SUA의 책임이 청자

에게 있다고 보고 청자에게 불만을 말로 표현한다. 넷째, 화자는 SUA를

㉠자신과 청자의 사회적 상호협력관계의 내포된 합의에서(최소 일부로)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서, 충돌적인 발화수반행위를 초래하는 것에도 불

구하고 화자가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선택한다. ㉡화자의 이익이

나 공중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SUA를 취소화하기 위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여긴다.

(3) 불평 화행

① 불평 화행 개념 및 범위

Olshtain & Weinbach(1985)은 불평 화행을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지는 과거의 행위, 혹은 진행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서 화자가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정의하

였다. 그리고 화자의 불평은 일반적으로 청자가 이런 공격적인 행위에

대해 최소 일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Trosborg(1995)에서 불평 화행은 본질적으로 화자가 청자(불평하는 대

상)에게 그가 했던/못하는 행위나 진행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

의 회고(retrospective)라고 하였다.

한국 국내 연구인 경우 불평 화행 정의가 연구 목적이나 범위에 따라

연구마다 조금 다르다. 불평 화행의 정의에 대해 논의들 중에 초기 연구

미즈시마 히로코(2003), 조정민(2004), 최명선(2007), 강현화・황미연

(2009) 대표로 들 수 있다. 그 후에 나온 논문은 주로 이 네 편을 근거하

여 불평 화행을 재정의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어 불평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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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불평 화행의 개념

미즈시마

히로코

(2003)

이미 일어난(post-event) 화자에게 손해를 주는(anti-X) 불만스러운 상황에 대한 반

응으로, 화자가 심적 태도를 손해를 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출

하는 행위, 또는 표출하지 않은 행위이다.

조정민

(2004)

불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또는 공공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여겨지는 과거의 행위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불쾌함

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최명선

(2007)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신이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는 영향을 준 과거의 행위 혹은 현

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공공의 측면에서는 누구

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준 과거의 행위나 앞으로의 행위

에 대해 불평함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강현화·

황미연

(2009)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화자의 판단에) 청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행위나 사건에 대해 화자의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화행이다.

행의 개념을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 불평 화행 개념 정리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평 화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

다. 불평 화행이란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에게 손해를 준 과거의

행위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위가 청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화자

가 불만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화자 자신의 부정적 감정

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발화 행위이다.

불평의 시각(perspective)으로 볼 때 불평은 직접 불평(direct

complaint)과 간접 불평(indirect complaint)으로 나눌 수 있다.

Boxer(1993)에서는 두 개념을 구분하였는데, 간접 불평은 일어난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는 청자에게 이루어지는 부정적 평가(negative

evaluation)인 반면, 직접 불평은 청자가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고

이런 위반 행위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직접/간접 불평과 직접/간접 화행이라는 개념은 헷갈릴 수 있는데 직접/

간접 불평은 청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직접/간접 화행은 발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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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의사소통적 기능 사이에 직접적/간접적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분

류되는 발화행위를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불평은 직접 불평이다.

체면 위협 행위가 아닌 간접 불평5), 즉 제3자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한다. 한편 강현화・황미연(2009)에서는 불평을 상위

화행으로 보며 불평 화행의 하위 화행을 규명하였다.6) 본 연구에서도

불평 화행을 상위 화행으로 보고, 하위 화행을 분류하였다.

② 불평 화행의 구조 및 전략

Blum-Kulka 외(1984)에서는 요청 화행과 사과 화행을 분석하기 위해

화행 구조를 시작말(address term), 주화행(head act), 보조 화행

(adjuncts to head act)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불평 화행도 이런

구조에 따라 나눌 수 있다.

㉠             ㉡                  ㉢
"선배,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위 예시는 연구자가 DCT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로서 선배가 지각한

상황이며, 예문의 발화는 일반적인 불평 화행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발

화에서는 ㉠을 시작말, ㉡를 주화행을 꺼내기 위해 발화 의도를 보여주

5) Boxer(1996)에 따르면 불평은 체면 위협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간접 불평은 단결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양호관계 구축을 수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능 의미(표준국어대사전)
책
임

대상 명
시
성

부정
태도
명시

손위
/
상사

청
자

제3
자

비난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함 + + + ± - +

질책 꾸짖어 나무람 + + - + - -

따짐
문제가 되는 일을 상대에게 캐묻고 분명한 답을
요구하다

+ + - + - +

핀잔 맞대어 놓고 언짢게 꾸짖거나 비꼬아 꾸짖는 일 + + - + + -

못마
땅함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김.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냄

± + + ± + +

비꼼 얄밉게 빈정거리며 자꾸 놀리다 ± + + ± + -

6) 강현화·황미연(2009: 11) 불평 화행의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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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조화행, ㉢을 화자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주화행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런 구조는 일반적인 구조일 뿐이고 모든 발화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서는 DCT 서면 설문지의 특성상 실제 발화와

달리 응답자가 시작말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고, 불평을 할 때 보조 화

행 없이 주화행만 쓴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에 따라 구분

이 어려울 경우 화자의 불평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주화행으로 보

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불평 화행 전략은 일반적으로 주화행의 표현들

이다. 그러나 시작말, 주화행, 보조화행을 구분하지 않고 말 전체에 대해

서 분류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불평 화행 전략은 주화행에서

사용하는 전략들을 가리킨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검토한바 한국어 불평화행 연구와 그 외 언어의 불

평 화행 연구의 불평 전략 분류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 외 언

어의 선행연구에서는 불평 화행 전략을, 발화의 심각한 정도(severity of

the complaint)에 따라 분류하는 것과 언어의 의미공식(semantic

formulas)을 나누어 분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Olshtain & Weinbach(1993)에서 발화의 심각한 정도(severity of the

complaint)에 따라 불평 화행 전략을 가장 낮은 단계의 비난 정도의 수

준, 짜증이나 반감 표출하기, 직접 불평하기, 경고하기, 위협하기의 5 연

속 단계로 분류하였다.

Trosborg(1995)에서는 의미의 발화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불평 화행

의 직접적인 등급(directness scale)을 만들어냈다.

Trosborg(1995: 315)에서 불평 화행의 직접적인 등급.

P: propositional content-complainable명제내용-불평 행위

C: Complainer 불평을 하는 사람

A: Assused-comlpainee 불평을 받는 사람

1. 명제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P를 언급하는지

2. C가 P에 대해 소극적인 평가를 함축적으로/명백하게 언급하는지

3. A가 P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명백하게 언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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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전략 하위 전략 예문

명백한 나무람이

없음
1. 힌트 어제 내 차에 이런 손상이 없었는데.

짜증이나

못마땅함을 표현하기

2. 짜증내기 여기 심한 훼손이 있어.

3. 부정적 결과 언급하기
정말 안됐다! 내일 이것을 타서 출근할 수

없네.

질책하기
4. 간접 질책하기 네가 어제 내 차를 빌렸어, 아닌가?

5. 직접 질책하기 내 차를 어디서 부딪쳤어?

비난하기

6. 완화하여 비난하기 다른 사람의 차를 더 조심하게 써야지.

7. 행동을 명백히 비난하기
이것 너무 지나치다. 알잖아. 남의 차를

훼손하는 것.

8. 사람을 명백히 비난하기 어머, 또！ 너 정말 경솔해.

4. C가 A의 행동에 대해 소극적인 평가를 함축적으로/명백하게 언급하는지

5. C가 A 개인에 소극적인 평가를 함축적으로/명백하게 언급하는지

또는 이런 불평 화행의 직접적인 정도에 따라 아래 <표 Ⅱ-2>와 같이

불평 화행을 상위 전략 4개, 하위전략 8개로 분류하였다. 아래 전략은 불

평의 직접적인 정도가 오름차순으로 높아지고 예문은 청자가 화자의 차

를 빌렸는데 손상을 주었다는 상황이다.

<표 Ⅱ-2> Trosborg(1995) 불평 화행 전략 분류

Olshtain & Weinbach(1993) 와 Trosborg(1995)에서는 사회 규칙 위반

행위를 수정하는 목적인 ‘요청’을 ‘보조화행’으로 보고 불평 전략에서 제

외시켰다. 또한 Trosborg(1995)에서 ‘시정 요청’, ‘위협’, ‘금지요구’를 지

시행위(directive act)로 따로 구분하였다.

한편 Moon(1996)에서 불평 화행 표현을 ‘시작말, 보조화행, 불평, 요청,

불평+요청, 요청+불평, 추가 제재, 반문적인 질문, 공격적인 질문, 비꼼,

감사/사과’ 11개 의미공식(semantic formulas)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불평 화행 연구의 상위 전략 분류 방법은 ‘직접 불평-간접 불

평 전략’과 ‘청자 중심-청자 중심 전략’이다. 직접 불평-간접 불평 전략

으로 분류된 연구에는 미즈시마 히로코(2003), Luk Yun T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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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ina(2015), 홍승아(2010), 이민정(2010), 박재현(2012), 상일화(2014),

유양・양명희(2014) 등이 있고 청자 중심-화자 중심 전략으로 분류된 연

구는 최명선(2007), 곽미라(2010), 진양(2010)을 들 수 있다.

미즈시마 히로코(2003)에서는 Searle의 ‘발화 수반 행위’의 구분에 따

라 불평 화행의 전략을 분류하였다. 상위 분류는 직접 화행 전략과 간접

화행 전략으로 나누고, 직접 화행 전략은 ‘표현류’의 ‘불평하기’로 보았다.

간접 화행 전략은 다시 단언류, 지시류, 언약류로 나나누고, 단어류에는

‘소망 표출하기, 의지 표출하기, 상황제시하기, 약속 환기시키기’ 전략이

있고 ‘질문하기, 요구하기, 명령하기, 대가요구하기’는 지시류에 속하며

언약류에는 ‘위협하기’전략이 있다.

최명선(2007)은 조정민(2005)에서 나온 불평 응답화행의 청자-화자 중

심 전략 분류 방식을 참고하여 불평 화행 전략을 청자-화자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청자 중심 전략에는 ‘환기시키기, 원인 짐작하기, 이해하기,

돌려 말하기’ 네 가지가 있고, 화자 중심 전략에는 ‘상황 제시하기, 대가

요구하기, 경고하기, 시정 요청하기, 비난하기’가 있다. 또한 무응답은 따

로 하나의 전략으로 삼았다.

불평 화행 하위 전략의 분류가 연구 설문지 상황 설계, 조사대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집된 자료의 내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출현 빈

도가 높거나 대표성이 있는 전략들(시정 요청, 환기시키기 등)에 대한 인

식은 선행연구에서 일치하였다. 한편 한국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시정 요청’과 ‘경고하기’를 주화행의 한 전략으로 보았는데, 실제 조사에

서 불평 없이 ‘시정 요청’나 ‘경고하기’만 사용하는 답장이 많아 지시화행

에 속한 ‘요청/제안’은 보조화행보다 불평 전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국내 선행연구에서의 전략 분류 기준을 근거로

분류하였다.

불평 화행 전략을 분류할 때 ‘무응답’이 전략에 속하는지에 대한 논쟁

이 있다. Brow & levinson(1978, 1987)에서 FTA를 하지 않는 것(dont
do the FTA)을 한 전략으로 보았다. 불평 화행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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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1996), 미즈시마 히로코(2003), 최명선(2007), 곽미라(2010), 진양

(2010) 등의 연구에서 무응답을 한 전략/표현 방식으로 삼았고, Olshtain

& Weinbach(1985), 박재현(2012), 최연숙(2013), 상일화(2014) 등의 연구

에서는 무응답을 제외시켰다.

무응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수용,

즉 화자가 화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말하

지 않은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 것

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명선(2007), 곽미라(2010)에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았다. 또한 최연숙(2013)에서

는 “향후의 불평 화행 교수학습에 있어 굳이 언어로써 표현하지 않는 행

위까지 교수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외려 불평 상황

을 말로써 표현하고 싶지만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언어 표출로 연계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말로써 불유쾌함을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불평

화행으로 간주해, 표출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기로 한다.”

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을 위해서 언어 자료를 수집함으로

써 무응답을 화행 전략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대신에 설문지를 만들 때

예비 조사를 통해 발화 비율이 높은 상황을 뽑았다. 즉, 세 집단이 모두

불평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상황을 조사를 통해 추출하여 본 연구의 본

실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불평 화행은 대화 위치에 따라 선행발화와 응답발화로 나눌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범위는 선행발화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논의할 불

평 화행 전략도 선행발화에 적용될 전략이다.

본고는 발화의 심각한 정도(severity)에 따라 이를 다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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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 화행 전략 전략 설명 예문

명백

한

나무

람이

없음

1. 수용/

이해하기7)

불평 행위나 청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더 이

상 따지지 않는다.
괜찮아.

2. 암시하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불평 행위나 청자를 언급

하지 않지만 암시나 힌트를 통해서 상황이나

SUA를 환기시킨다.

그 책…

3. 시정 요청

/제안

불평 없이 행위 수정을 요구한다. 대가/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는 청자의 행위에 대

해 제안하는 것이다.

빨리 책 주세요.

수리비 줘.

다음에 조심해.

못마

땅함

표현

하기

4. 짜증내기

명백하게 SUA나 청자를 언급하지 않지만 그 방

해에 대해 일반적인 짜증을 표출한다. 반어적으

로 비꼰 것을 여기에 포함한다.

너무 시끄러워요.

너 정말 신경을 쓰네.

5. 부정적

결과 언급

명백하게 SUA나 청자를 언급하지 않지만 그 방

해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면서 간접적

으로 불만을 표현한다.

앞으로 지각하면 지각

비 5000원씩 걷기로

해요.

질책

하기

6. 간접

질책하기

화자가 SUA상황에 대해 청자를 물어보거나 청

자가 SUA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 원래 없었는데

네가 쓰다 이런 거야?

7. 직접

질책하기

화자는 청자가 SUA를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질

책한다.
왜 자꾸 지각을 하지?

비난

하기

8. 완화하여

비난하기

화자가 SUA의 못마땅함을 완화하게 표현한다.

또는 청자가 취했어야 되는 행동을 제시한다.

내가 조심히 사용하랬

잖아.

9. 명백히

비난하기

화자가 청자의 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거나 청자를 책임 없는 사회 구성원으로 여

긴다.

매번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면 저도 좀

곤란해요.

<표 Ⅱ-3> 불평 화행 주화행 전략 분석틀

2) 체면이론

(1) 체면과 공손

Hu(1944)는 중국인의 체면을 ‘lien(脸)’과 ‘mien-tzu(面子)’로 구분하였

7) 전략1은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화자가 이해한 것을 전달하는 응답이어서 엄격하게 말
하면 불평에 속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전략 분류에서 제외하였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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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개념은 서로 연결되지만 차이가 있다. ‘lien’은 개인의 도덕성과

품격 측면을 가리키고 ‘mien-tzu’은 삶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통해 얻

은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Goffman(1967)은 Hu의 연구를 근거로 상호작

용 사회언어학의 주요 개념으로 ‘체면(face)’을 들었다.

Brown & Levinson(1978, 1987)에서는 사회의 모두 능숙한 성인 구성원에

게 ‘체면’이 있다고 가정한다. 체면은 공적인 자기 이미지이며, 모든 구성원

에게는 체면이 요구된다. 체면에는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소극적 체

면(negative face)’,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적극적 체면은 화자 자신의 바람

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환영받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

대방을 칭찬하는 것은 적극적 체면을 세워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소극적인 체면은 화자 자신의 욕구가 다른 사람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강요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Brown & Levinson(1978, 1987)은 담

화 참여자은 의사소통 과정 중에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이 동시에 위협

받는다고 여기므로 대부분의 언어행위가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 FTA)라고 하였다. 또한 FTA를 4종류로 분류하였다. 첫째,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 화자가 청자에게 명령, 요청, 권유, 위협,

경고 등을 하는 행위. 둘째,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화

자가 청자의 의견을 찬성하지 않고 청자에 대한 비판, 불평, 비난, 질책,

모욕 등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부정하는 행위. 셋째, 화자의 소극적 체면

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화자가 청자에게 감사하는 행위, 비판을 받는 것,

청자의 지연된 반응에 대해 허위로 약속하거나 진심이 아닌 도움을 주는

행위. 넷째, 화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화자의 사과, 칭찬,

참회, 잘못을 인정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행위.

Moon(1996)에 따르면 불평 화행은 본질적으로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첫째, 화자가 청자의 감정, 욕구, 바

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불평 화행을 통해 화자가 청자의 적극적

체면의 어떤 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감 표출, 비판, 비난 등 불평 전략은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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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이유는 화자가 청자의 행동 자유를 방해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자는 청자가 어떤 행동

을 수행하도록 강제적인 의미가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경고나 위협이라

는 불평 전략이 이 범주에 속한다. 또는 불평 뒤에 항상 이어지는 요청

도 이 범주에 속한다. 화자가 청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체면 욕구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체면 위협 행위로 여겨지며 이러

한 위험성을 중화하기 위해 ‘공손(politeness)’이 필요하다. 즉 공손을 통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상대방이 체면을 유지하

도록 하거나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다.

공손의 원리(principles of politeness)는 Lakoff(1973)에 의해 제시되었

고 Brown & Levinson(1978), Leech(1983) 등의 연구에서 발전해왔다.

Lakoff(1973)는 공손의 기본 조건으로 ‘강요하지 마라’, ‘선택의 여지를

주어라’, ‘상대방을 기본 좋게 해주어라’를 제시하였다. Grice(1975)는 일

반적인 대화 협력 원칙(The Cooperative Principle)을 제안하였는데, 언

어의 효율적인 사용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 원칙, 즉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8)을 설정하였다.

Brown & Levinson (1978, 1987)의 보편적인 공손의 원리는 화행연구

에서 하나의 본질적인 체계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공손을 실현하기 위하

여 ‘적극적인 공손 전략(positive politeness strategy)’과 ‘소극적인 공손

전략(negative politeness strategy)’으로 나누었다. 적극적인 공손 전략은

화자 자신의 바람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적극적으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고, 소극적 공손 전략은 자신의 의도와 행동의 자

유로움이 방해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으로 소극적 체면을 향한 전략이

다. 대표적인 적극적 공손 전략은 칭찬이고 불평은 보조화행으로 나타나

는 일부 완화 장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볼 수 있

8) Grice(1975)의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
1.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2.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
3.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4.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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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ech(1983)에서는 Grice(1975)의 협력의 원칙에 근거하여 6가지 공

손의 원리를 발전시켰다. 이런 제약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행위에서 관찰

될 수 있고 우리가 의사소통 불화나 위반 행위를 피하는 것에 영향을 미

쳐 의사소통의 화합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손의 원칙, 특히 소극적 공손은 개인(individual)에 집

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서구인의 특징에 속하며, 따라서 집단주의가 우

세한 동양권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들이 계속 있었다. 즉, Brown &

Levinson의 이론이 모든 언어문화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Ide(1989)에서도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경우 주로 경어법 등의 언어적

유형을 통해 언어적 공손 기능을 실현하기 때문에 공손 이론의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체면’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있다. Brown & Levinson(1978, 1987)은 체면을 적극적

체면과 소극적 체면으로 나누면서 이러한 개념이 Goffman(1967)의 정의

에서 발전해 왔으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Mao(1994)에서는 서양의 체면은 역사적으로 중국인의 체면 ‘lien(脸)’과

‘mien-tzu(面子)’에서 유래하였지만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Leech(2005)도 서양과 동양은 사회, 문화, 언어 등으로 인해 ‘공손’의 개

념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이 여전히 있어 따로 나누면 안 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공통적인 연구 틀로 ‘거시공손전략(Grand Strategy of

Politeness, GSP)’을 제시하였다. 이는 공손을 실현하기 위해 화자가 ①

다른 사람(일반적으로 청자)과 관련된 것을 높이거나 ② 화자 자신과 관

련된 것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2) 체면 협상 이론과 체면 고려

최근 연구에서 체면은 좋은 사회적 자아 존중 감각과/혹은 공적 상황

에서 예상된 타인에 대한 존중 감각이라고 언급되고 있다(Ting-Toom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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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rogi, 1998). Ting-Toomey(1988)에서는 갈등(conflict)을 어느 문화에

서나 사회와 개인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보

았으며, 일종의 체면 협상 과정으로 보았다.

Ting-Toomey의 체면 협상 이론은 32개 명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갈

등에 따른 체면과 체면 관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전면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핵심 관점은 ① 모든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체면을 유지하고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의사소통 쌍방의 상황적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때 체면이라는 개념은

불확실한 상황(예를 들어, 난감이나 갈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있

다. ③ 문화적 가변성(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등)과 개인적 가변성(자기 구

성 등), 상황 가변성(상대적인 지위와 친소 관계 등)은 문화 구성원의 체

면 고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④ 체면 고려는 집단 사이에, 그리고 대

인관계에 다양한 체면 관리와 갈등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

한편 Ting-Toomey(1998)는 체면 고려 (face concerns)를 3종류로 나누었

다. 즉, ‘자기체면(self-face)’, ‘타자체면(other-face)’, ‘상호간의 체면

(mutual-face)’이다. 자기체면 고려는 자기 이미지가 다른 사람의 이미지보

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타자 체면 고려는 상대방의 이미지를

제1 순위로 보는 것이다. 상호간의 체면은 서로간의 이미지를 동시에 고려하

는 것, 혹은 관계의 ‘이미지’나 책임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체면 관리는 의사소통 전략과 관련이 있는데 개인이 사용하여 자기 체

면을 연기하고 타자 체면을 지지하거나 도전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Ting-Toomey, 2005). 갈등 상황에서 체면 관리는 갈등 해결하기, 악화

시키기, 회피하기, 타자 위치 위협하기, 이미지 보호하기 등 다양한 기능

을 갖고 있다. 체면 관리 전략은 근본적으로 통합하기(integrating), 회피

하기(avoiding), 지배하기(dominating)로 분류할 수 있는데, Oetzel 외

(2000, 2001)에서는 체면 관리의 11개 전략을 세분하였으며, Oetzel &

Ting-Toomey(1999, 2005, 2008)는 문화 가변성과 체면 고려, 그리고 체

면 관리 전략 및 갈등 스타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자기체면 고려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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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기’라는 체면 관리 전략 및 갈등 스타일과 관련되고, 타자 체면 고려

는 ‘회피하기’와 ‘통합하기’와 관련되며, 상호간의 체면 고려는 상관적인

체면 관리 전략 및 갈등 스타일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체면 협상 이론은 주로 동양과 서양 문화를 대조하여 연구해 왔기 때

문에 체면 관리 전략도 서양과 동양 문화 간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진

행되어 왔다. 즉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등 대

조 분명한 대조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Ting-Toomey 외(1991)는 중

국, 일본, 한국, 대만, 미국 5개 지역에서 965명 학생을 대상으로 가상의

갈등 사건을 통해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미국 학생들에게서는 개인주

의 특징이 나타났지만 나머지 4개 지역 학생들은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주의적 문화 구성원은 자기 체면에 더 관

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집단주의 문화 구성원보다 타자 체면을 덜 고려

하였다. 전략 사용에서는 고맥락 문화인 대만 구성원이 저맥락 문화인

미국 구성원보다 통합하기와 회피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집단주의

와 고맥락 문화에 속한 한국과 중국은 문화가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이

런 차이들을 경시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기가 쉽다. 특히 사회 규칙 위

반행위(SUA)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갈등이 존재한다고 여길 수 있고, 이

때 불평 화행은 언어적인 해결법으로써 체면 관리 전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불평 화행에서 ‘대가 고려(payoff consideration)’라는 용어가 있다.

Brown & Levinson(1987)의 FTA를 피하기 위해 담화 전략을 근거로

Olshtain& Weinbach(1993)에서는 어떤 체면 위협 행위(FTA)를 실행하

기 전에 일정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다고 하였는데, Moon(1996)에서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불평 화행 대가 고려 과정을 구축하였다. 구체적인

대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자가 FTA에 대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화자의 이런

‘회피하기(opting out)’는 선택을 통해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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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다. 회피하기 전략을 선택하면 청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통해 화

자가 청자에게서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

② 화자가 불만을 말로 표현하기로 하지만 암시(hint)로써 사회 규칙

위반행위로 초래한 불편(inconvenience)을 언급한다. 즉 청자나 위반행위

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암시를 통해 청자에게 위반행위

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청자가 바로 사

과를 하거나 스스로 수정 행위를 약속한다면 화자가 더 이상 불만을 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화자가 불만을 표현할 때 가능한 선택이 두 가지 있다. ‘보상

(redress)’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화자가 ‘보상’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평은 단순히 사회 규칙 위반행위를 언급하거나 혹은 청자가 위

반자(violator)라는 것을 직접 언급할 것이다. 이런 경우 화자는 대가라는

것을 상관없는 요소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때 화자가 자기의

불만을 직접 표현하기로 한다.

④ 한편 화자가 ‘보상’을 불평 화행 수행의 일부로 본다면 가능한 선택

이 또 두 가지 생길 것이다. 바로 적극적인 공손 지향(positive

politeness orientation)과 소극적인 공손 지향(negative politeness

orientation)이다. 적극적인 공손 지향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위반행위를

언급하지만 동시에 상호간의 관심과 이해를 표현하여 불만의 강도를 완

화시킨다. 반면에 화자가 소극적 공손 지향을 선택한다면 불평 화행을

실현하는 데 완화 장치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화자는 관습적인

수정을 요구하거나 위반행위만 언급하고, 청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앞 절에서 분류된 불평 화행 전략을 대가 고려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Brown & Levinson(1987)의 FTA를 피하기 위한 담화 전략의 형식으로

구축하면 다음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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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대가 고려 과정 근거한 불평 화행 전략 구축

본고에서는 기존 불평 화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Ting-Toomey의 체

면 고려 원리를 바탕으로 불평을 할 때 ‘대가 고려’ 의사결정 과정을 통

해 체면을 고려하면서 실제 전략 사용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정리하였

다. [그림 Ⅱ-1]을 통해 분류된 불평 화행 전략이 각각 대가고려 과정의

여러 단계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불평 화행의 교육적 접근

1) 화행 교육의 이론

(1) 중간언어 화용론

중간언어(interlanguage)는 Selinker(1972)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

는데, 제2언어 학습자가 목표어를 배우는 과정 중에 내재화된, 모국어 또

는 목표어와 다른 언어 지식 체계를 가리킨다. Ellis(1985)에서는 이런 학

습자의 언어에 관하여 과도기 언어능력(transitional competence)이라 부

르고 그 특징을 체계성(systemicity), 변화성(permeability),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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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김진우(2002)에서는 중간언어의 특징으

로 독자성, 체계성, 보편성을 들었는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독자

성(identity)이란 중간언어가 학습자의 창조적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는 것이다. 체계성(systemicity)은 학습자의 중간언어는 자의적이고 무

질서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것이다. 보편성

(university)은 모든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나 학습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를 통해 목표어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중간언어 화용(interlanguage pragmatics)에서의 많은 연구는 발화행위

(화행, speech act)라는 틀 내에서 수행되었다. 이는 주로 학습자가 중간

언어에서 나타나는 화용적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습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Gass(1994: 184)는 “언어학습에 있어서, 화용론의 영역은, 언어

학습자가 이러한 언어의 양상을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모국어 화자가 그

러한 표현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또한 잘 모를 것이

라는 점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영역 중의 하나다.”라고 말하였다. 비

교문화적 화용(cross-cultural pragmatics)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선희

(2010: 15-16)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개(혹은 그 이상)의 언

어 집단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각각의 언어에서 나타나는 모어

화자의 발화를 유형화하여 언어 집단 사이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밝혀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분야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해영

(2002)에서도 중간언어 화용론에 대한 연구는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개념

적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중간언어 화용론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현상 중 하나는 화용적

전이이다. Kasper(1991)에서는 화용적 전이를 제2언어 학습자가 모국어

의 사회문화적 방식을 목표어에 적용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즉 학습자

가 목표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할 때 자기 나라의 언

어규칙, 문화, 사고방식, 가치관 등에 의존하여 말하는 것을 말한다. 전이

는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화용전이는 화

용언어적 전이와 사회화용적 전이로 나눌 수 있다. 화용언어적 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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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학습자가 모국어와 목표어간의 규칙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

문에 나타나는 반면에 사회화용적 전이는 학습자가 모국어의 문화적 요

인, 즉 사회적 지위, 상대적 거리, 공적 사적 상황 등으로 인해 같은 의

미를 표현하려고 할 때 나타난 전이다.

(2) 화용적 능력 및 화용적 실패

Hymes(1972)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인간 상호 간에 의미를 타협

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Canale & Swain(1980)은

의사소통 능력을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을 이

루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9) 중에서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은 담화가 이

루어지는 사회언어적인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고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은 주어진 언어적 맥락에 적

절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화용적 능력’은 의사소

통 능력에 관한 개념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사회언

어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chman(1990)의 의사소통 언어 능력(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모형에서 언어 능력은 조직적 능력(organizational compentence)

과 화용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으로 구분되었다. 조직적 능력은

문법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을 포함되는 반면에 화용적 능력은 발화수반

능력(illocutionary competence)과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을 포함한다. 그 중에 발화수반능력은 언어의 기능적 측면으

9) Canale & Swain(1980)의 의사소통 능력 하위 구성 요소:
1.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2.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3.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4.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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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실제 언어를 수행하는 능력을 말

한다.

제2언어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 지식 부족이나 자기

모국어의 문화적 배경 지식의 영향을 받아 언어적 오류와 화용적 오류를

범하기가 쉽다. 문법적 오류는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 중심으로 다루어

져 왔으며, 화용적 오류 연구는 이러한 언어 사용의 부적절한 현상을 ‘화

용적 실패’라고 불러왔다. 학습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언어 사용 양상에는

‘화용적 오류’보다 ‘화용적 실패’ 용어가 더 적합하여 본고에서는 ‘화용적

실패’라고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Thomas(1983)는 화용적 실패를 ‘발화 내용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화용적 실패를 화용언어적

실패(pagmalanguistics failure)와 사회화용적 실패(sociopagmatics

failure)로 나누었다. 화용언어적 실패는 발화가 지니는 화용적 힘을 언어

로 부호화할 때 나타나는 차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기본적으로 언어

적인 문제를 말한다. 화용언어적 실패는 비모어 화자가 목표어의 맥락에

적절한 ‘언어 사용’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므로 목표

‘언어 자체’에 대한 문장 내적 지식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문법적 오류와

는 다르다. 사회화용적 실패는 목표어에 대한 사회문화적 능력이 부족하

기 때문에 생기는 담화적 또는 상호작용적 실수를 말한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사회언어적 측면이 적절하다고 해도 문화적 차이나 문화적 충

돌이 발생할 때 화용적 실패가 생길 수 있다. Tomas(1983: 103-109)는

사회화용적 실패의 원인을 금기(taboos), 부담의 크기(size of

imposition), 가치관(values), 힘과 사회적 거리(power and social

distance) 네 가지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을 구축하

기 위하여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학습자

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여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그 구체적

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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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행 교육의 방법

(1) 형태 중심 교수지도

Ellis(2008)에 따르면 언어교수에서 교육적 개입(instructional intervention)

은 직접식과 간접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개입은 학습자가 언제,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 교사가 사전에 정하고 이를 진행하는 지도 방법이다. 즉

교사가 먼저 언어적인 형식 또는 기능을 가르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

의 언어적인 지각(linguistic realization)을 가르치게 된다. 직접 교육적 개입

은 종합적이고 명확한 교수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획득(skill-getting)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에 간접 개입은 교사가 적절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서

학습자가 L2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경

험에 의해 언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교육적 개입

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과업중심 교육과정이다.

직접 개입 교수기법은 형태 중심 교수지도(Form Focused Instruction,

FFI)이다. 형태 중심 교수지도에서는 주로 문법과 L2화용 영역을 지도한다.

화행 지도를 위해서는 형태중심 교수지도 범위 안에서 다양한 교수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명시적(explicit)/암시적

(implicit) 교수기법과 귀납적(inductive)/연역적(deductive) 교수 기법을 들을

수 있다.

① 명시적/암시적 교수 기법

명시적 교수기법은 교사가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 규칙에 대해 메타언어

인지(metalinguistic awareness)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명시적 설명을 하는 것

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에 암시적 교수기법은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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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가 아니라 학습자가 언어 형식에 대한 규칙 등을 무의식적으로 학습

하도록 한다. 즉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것과 같이, 교사가 학습자의 이

러한 부분의 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화행

교육에서의 명시적 교수기법은 학습자에게 메타화용적 설명(언어 사용 규칙)

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암시적 교수기법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목표어

특징 요소를 포함된 예시를 보여주지만 메타화용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항

상 목표어의 특징 요소가 무엇인지는 학습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

다.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교수기법의 효과를 연구해 왔는데 그중에서 명시적

교수기법과 암시적 교수기법을 대조하는 연구가 많았고, 보편적으로 명시적

교수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명시적 교수기법을 통해 학

습자가 목표어 특징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를 입력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

룰 수 있기 때문이다.

Olshtain & Cohen(1990)에서는 영어 숙달도가 높은 이스라엘 현지 학습

자를 대상으로, 사과화행을 조사 및 분석한 뒤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도

록 보완된 사과 화행전략을 20분씩 3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였다. 사전

사후 테스트를 비교한 결과 명시적으로 교육한 뒤의 학습자는 모어 화자

와 더 유사하게 화행을 수행하였고, 또한 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

다. 이는 화행 전략 간의 미묘한 차이점, 완화/강화 전략 사용, 그리고

사회적 변인에 대한 고려 등 세밀한 부분까지도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Olshtain & Cohen(1991)과

Cohen(1996)은 화행을 가르치는 다섯 가지 기술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하기 전에 진단평가를 통해 일반적인 화행 및 특정한 화행

에 대한 학습자의 인지 수준을 측정한다. 둘째, 해당 화행이 담긴 모델

대화(model dialogues)를 제시한다. 이는 실제 사용되는 화행의 예문으로

서 가능하면 길이가 길지 않고 자연스러운 음색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화행이 일어나는 상황을 평가하는 단계로서 화행에 사용되는 의미

화 유형을 선택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인식을 고양시키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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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다. 넷째, 역할극을 통해 화행을 연습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배경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역할극을 하는 것이

다.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나 토론 등의 단계다.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학

습과정을 거치면서 모국어와 목표어의 화행 습관에서의 비슷한 점, 다른

점 등을 생각해보고 화행전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교환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학습자는 화행수행에 관한 인식을 고양할 수

있고, 또한 의사소통의 실패를 야기하는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

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② 귀납적/연역적 교수 기법

귀납적(inductive)/연역적(deductive) 교수기법은 문법 교육에서 가장 기본

적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Scott(1989)는 연역적 방법을 ‘규칙의 도출

(rule driven)’이라고 표현했고, 귀납적 방법을 ‘규칙 발견(rule

discovery)’에 의한 방법이라고 표현하였다. 즉 귀납적 교수기법은 먼저

언어 자료를 많이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탐구하여 발견 및 도출

해낼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하는 방법이고, 연역적 교수 기법은 먼저 문법

규칙을 제시하고 그 규칙이 구현된 여러 예문을 보여주며 언어 규칙에 따라

언어 오용 예방이나 교정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방법이다.

Rose & Ng(2001)에서는 칭찬 화행에 대해 귀납적 교수기법과 연역적 교

수기법을 사용하여 둘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귀납적 교수기법을 받

은 학습자들이 더 목표어 화자에 가깝게 칭찬을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지만, 두 기법은 모두 문법공식(syntactic formulae)에 대한 사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Soler(2005)는 귀납적 교수기법과 연역적 교수기법이 학습자의 요청화

행 전략 사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는데, 132명의 학습자를 세

집단(명시적, 암시적, 대조적)으로 나누어 드라마 ‘Stargate’에서 추출된

요청화행이 포함된 다양한 언어자료를 보여주었다. 명시적 교수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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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그룹에게는 직접적으로 의식 상승과제(awareness-raising tasks)를

부여하였고, 또한 적절한 요청 사용의 메타화용적 피드백을 하도록 하였

다. 한편 암시적 교수기법을 받은 그룹은 인쇄물을 통해 요청 전략을 강

화시켰고, 동시에 암시적인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두 교수기법은

모두 효과가 있으나 명시적 교수기법이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었

다.

Ellis(2008)는 귀납적 교수기법과 연역적 교수기법 중 어느 것이 학습

자의 L2 명시적 지식(implicit knowledge)의 발달에 더 효율적인지에 대

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없다고 지적하였

다. 또한 Nunan(2003)은 교수 기법의 효과가 교수 상황, 즉 가르치는 문

법 사항과 학습자의 학습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으며, Celce-Murcia

& McIntosh(1991)에서는 문법의 중요성 또는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자에게는 연역적 접근법보다 귀납적인 접근법이 효율적이라고 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목표어 환경에 접근이 쉬운 경우에 언어 연

역적인 방법보다는 귀납적인 방법이 효율적이며 학습자가 성인이거나 외

국어의 능력이 높고 교육 경험이 풍부한 경우에는 연역적인 방법에 귀납

적인 방법을 절충한 접근법이 효율적임을 밝혔다.

(2) 구어 기능 교수지도

Hymes(1972)에서 제안한 의사소통 이론과 의사소통 언어 교수법의 적

용으로 대두된 대화의 상황 맥락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구

성된 구어 의사소통 기능 교수법은 많은 외국어 교실에서 활발하게 사용

되고 있다.

언어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 유창성이라

는 개념은 단순히 ‘말의 단위들을 부적절한 지연이나 오랜 주저함 없이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유창성이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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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활동의 의미와 의미의 교섭에 초점을 맞출 때, 말하기 전략들이 사

용될 때, 그리고 분명한 교정이 최소화될 때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언

어 사용’이 되었다(Hedge, 1993: 275-276). 구어 기능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그것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결정짓는 요소는 학습자의 수준 및 인

지적 요구, 학습 목적, 기대 효과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구어 기능을 향

상시키는 많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토론, 역할놀이, 대화, 음성이

녹음된 구어 대화 일지 등을 들 수 있다.

① 토론

토론은 구어 기능 수업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지도 방법

이다. 토론은 수업 도입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읽기, 듣기, 또한 시청 후의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

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해 정답과 결론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짝이나 집단끼리 주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토론할 수 있다.

Lazaraton(2001)은 교사들이 토론 활동을 계획하는 것과 진행하는 것

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짝을 계획적으로 정하는

것, 학습자가 토론을 할 때 자기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 기록과 결

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 등 미리 해야 할 것과 다음에 해야 할 것에 대한

안내를 분명히 주여야 한다고 하였다.

Green 외(1997)에서는 학습자가 토론 주제를 선택하고 발표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학습자의 발표를 평가하는 것은 학습자의 높은 참여도와 동

기를 유발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즉 토론이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서 학습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언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고 것이다.

② 역할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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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 또는 역할놀이(Role Play)는 학습자들에게 어떤 설정된 상황의

역할을 맡겨서 실생활처럼 연기를 하게 한 후, 다른 학습자와 평가 및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기법이다. 역할놀이

는 1923년 Moreno에 의해 창안된 심리극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으로 대개 치료법이나 교육과 연관하여 사

용하는 기법이다(박희정, 2015).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역할극은 교육

연극의 하위 기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Ladousse(1987)는 역할놀이를 역할(role)과 놀이(play)로 나누었다. 역

할(role)이란 학습자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때를

말하며, 놀이(play)란 학습자들이 가능한 한 창조적이고 즐거운 환경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Paulston & Bruder(1976)는 학생들이

가상의 역할을 부여 받아 과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다른 참여자와

즉석에서 연기하는 것을 역할극이라고 정의하였다.

Paulston & Bruder(1976)는 역할극의 구성을 상황(situation), 역할

(role), 그리고 유용한 표현(useful expression)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상황’은 장면과 줄거리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말하며, 특별한 문

화 정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역할’은 등장인물들에게 가공적

으로 주어지는 신분이나 지위, 이름 등이다. ‘역할’은 상호작용하는 것이

므로 역할극에는 2명 이상의 역할이 등장하게 된다. ‘유용한 표현’은 역

할극 전에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문법,

관용어, 어휘 등의 언어 요소는 물론 참고할 만한 대본이나 예문 등이

모두 포함된다.

③ 대화

언어 학습자에게 되도록 말하기 연습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하지만 동시

에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Lazaraton(2001)은 학습자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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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게 말하고 대화할 수 있으려면 언어의 많은 특징들을 좀 더 상위 언

어학적으로(다른 행동과 연관하여 배우는 것) 깨달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걸맞는 말하기 활동으로는 대화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습자

는 언어를 배울 때, 교과서에 나온 대화문이나 교실 상황과 같은 비형식

적인 대화에 근거하여 연습한다. 하지만 실제 원어민과 대화할 때 계획

되지 않은 대화를 할 기회가 거의 없으며, 이는 긴장되고 자신감이 떨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 활동은 적절성을 기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활동을 진행하는 한 방법으로, 학습자가 본인이 아는 원어민 또는

원어민에 준하는 사람을 찾아서 20-30분 동안 대화를 하고 녹음하는 것

을 들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테이프를 켜고 학습자들이

그들의 대화 중 특정 부분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테이프에서 나오는 말을 종이 위에 받아쓰기하여 말하는 것이 정말 어떠

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찾기 등과 같이 다양한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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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말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상황7 상황8 평균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선배(님)/

후배(님)
69 75 0 0 1 2 49 42 0 0 4 0 0 0 0 0 14.375 14.875

형/오빠

누나/언니
15 3 0 0 0 0 3 2 0 0 0 0 0 0 0 0 4.625 0.625

저기(요) 1 0 2 1 0 1 0 0 31 3 1 0 53 13 27 11 5.5 3.625

야! 0 0 20 4 10 3 0 0 3 2 4 0 0 3 0 0 0.5 1.5

(XX)아 0 0 17 10 15 2 0 0 4 2 8 1 0 0 0 0 0.75 1.875

여러분/

얘들아
0 0 0 0 0 0 0 0 0 0 4 4 0 0 0 0 0 0.5

아저씨/

아주머니
0 0 0 0 0 0 0 0 0 0 0 0 2 1 4 5 0 0.75

XX씨 0 0 0 2 0 1 0 0 0 0 0 0 0 0 0 0 0 0.375

학생/동창 0 0 0 0 0 0 0 0 0 4 0 1 0 0 0 0 0 0.625

이봐요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1 43.375 0.375

종업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4.375 0.25

합계 85 78 39 17 26 9 52 44 38 11 21 7 55 18 31 19 4.625 25.375

III.불평 화행 조사 결과 분석

1 불평 화행 양상 분석

1) 화용언어적 분석

(1) 시작말

본 절에서 분석하는 화행 시작말은 환기어를 가리킨다. 환기어

(alerters)란 화행에서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요소들로,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칭, 이름, 별명이나 애칭, 대명사, 그밖에 주의

를 환기시키는 표현, 혹은 이들의 혼합을 모두 일컫는다(Blum-Kulka &

House, 1989: 277). 조사한 내용 가운데 시작말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집단별(한, 학) 시작말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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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설문 조사는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주화행을 중심으로 다

루었으며, 피실험자에게 시작말을 꼭 써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 결과

를 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시작말 사용 빈도가 한국어 학습자 보다 높은

편이었다. 평균을 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저기(요)’사용에서는 학습자 집

단과 제일 큰 차이가 나타났고, ‘(XX)아’, ‘야!’의 사용 빈도도 높은 편이었다.

상황별로 보면, 상황1과 상황4에서는 청자가 선배이기 때문에 호칭어 ‘선

배(님)’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두 집단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는 않았다. 상황2는 친한 룸메이트를 부르는 경우인데, 두 집단 모두 ‘저

기(요)’, ‘야!’, ‘친구야/XX아’를 사용하였다. 다만 학습자 집단은 2명이

‘XX씨’라고 응답하였던 반면에 한국인 집단은 ‘-씨’라고 부르는 응답이

전혀 없었다. 상황3은 친한 후배를 부르는 상황에서 ‘후배’, ‘야!’라고 부

르는 경우가 많았고 학습자 1명이 ‘XX씨’라고 불렀다. 사후 인터뷰를 한

결과 학습자들은 평소에 한국 드라마를 볼 때 친한 사이라도 ‘XX씨’라고

부르는 장면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실제로 이렇게 자주

사용할 줄 알았다고 하였다.

상황5에서 잘 모르는 같은 학년 학생을 부를 때 시작말 사용에서 한국

인 집단은 38명인 것이 비하여 학습자 집단은 11명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중에서 한국인 집단의

86.8%(33명)가 ‘저기(요)’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지만 학습자 집단에서는

23%(3명)에 불과하였다. 다른 호칭어 ‘야!’, ‘(XX)아’의 경우 두 집단에서

일부 나타났으며, 학습자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호칭어로 ‘학생/동창’을

사용한 학습자가 4명(30.7%) 있었다.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모국

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인들은 상대방

을 잘 모르는 사이지만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을 때 ‘同学’라고

부른다. 이 말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학생/동창’이다. 상황6에서 조사 참

여자들은 친하지 않은 후배에게 호칭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국인 집단이 ‘(XX)아’라고 후배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8명, 상

황6 응답의 38.1%)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후배’, ‘야!’, 또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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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얘들아’(각 4명, 상황6 응답의 19.0%)가 그 뒤를 이었다. 학습자 집단

의 경우 응답한 7명 중에 4명은 ‘여러분/얘들아’를 사용하였고 한국인 집

단과 달리 ‘학생’, ‘이봐요’를 각각 1명씩 사용하였다.

상황7과 상황8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상황인데 두 집단

모두 ‘저기(요)’를 제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가 실제 경험했던

것, 혹은 응답자가 상상한 장면을 바탕으로 두 집단 중 일부에서만 ‘아저

씨/사장님/이모/아주머니’를 사용하였다.

한편 위의 분석한 결과에서 학습자 집단은 ‘XX씨’, ‘학생/동창’, ‘이봐요’,

‘종업원’을 사용하며, 상황에 맞지 않는 오류 양상을 보였다.

CKL26#6: 이봐요. 이 발표는 우리 팀 팀원의 성적에 큰 영향을 끼치겠는데요. 적

극적으로 준비해야하지.

CKL89#8: 종업원. 우리 우선 요리를 주문하였다.

예문 CKL26#6에서 친하지 않는 후배인 청자에게 ‘이봐요’라고 호칭하

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 CKL89#8은 종업원을 직접적으로 ‘종업원’

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함을 부를

수 있지만 이는 한국에서 보통 ‘저기요’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과 대

조적인 모습이다. 이와 같은 사용은 한국인 모어 화자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언어습관이기도 하고, 상황에도 맞지 않아 오류로 판단하였다.

(2) 주화행

① 대우법

불평 화행은 다른 요청 화행이나 인사 화행처럼 구체적이고 고정적인

문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강현화·황미연(2009)에 따르면 불평

화행은 문맥 의존도가 높고 억양, 몸짓 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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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불평 표현의 판정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주화행을 사용

한 대우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대우법(待遇法, 또는 존대법, 경어법, 존비법 등)이란 ‘말하는 이가 대

인 관계에 따라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법’을 이른다. 화자와 청자 간

의 높낮이 관계, 친소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황에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것이 대우법이다. 또한 대우법의 기능은 위아래 관계, 친소 관

계를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였

다(서정수, 1996: 574-576).

한국어 교육학사전에서는 이를 문법 범주의 하나로 보지 않는 견해를

바탕으로 ‘높임법’이라기보다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화자가 특정한 문법 요소나 어휘 요소를 사용하여 발화(utterance) 속에

등장하는 행동의 주체나 객체 혹은 발화를 듣는 상대방(청자)에 대한 공

경의 정도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높임 표현의 하위분

류에서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익섭(2005)에서는 경어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주체, 객체, 상대 경어법으로 나누었다.

본고에서는 존경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

라 알맞은 것을 골라 쓰는 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대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고 분류도 선행연구에 따라 주체 대우법, 객체 대우법, 상대

대우법으로 바꿔 통일되게 사용할 것이다.

주체 대우법은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으)시’에 의해 실현되며 그밖

에도 몇 가지 부수적인 언어 장치가 있다. 주격조사 ‘이’를 ‘께서’로 바꾸

는 것, 명사를 특별한 것으로 쓰는 것(예: 나이→연세, 말→말씀 등), 그

리고 ‘-(으)시’를 쓸 때 어간을 다른 모습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 즉 특

수 높임말(예: 아프-시-다→편찮-으시-다, 자-시-다→주무-시-다) 등으
로 통해 주체를 존대한다.

객체 대우는 주체와 대비되는 객체 인물을 존대하거나 존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객체 대우는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주로 일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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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 등급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등급

높임
아주 높임 합쇼체

해요체 두루높임
예사 높임 하오체

안 높임
예사 낮춤 하게체

해체 두루낮춤
아주 낮춤 해라체

어휘에 의해 실현된다(예: 주다→드리다, 묻다, 말하다→여쭈다, 여쭙다).
상대 경어법 또는 청자 대우법은 청자의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대우법

이다. 상대/청자 대우법은 종결어미로 실현되고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

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격식체를 높임의 정도에 따라 4등분, 비

격식체를 2등분하였다10). <표 Ⅲ-2>은 국립국어원 「한국어문법 1」에

분류된 상대 높임 체계이다.

<표 Ⅲ-2> 국립국어원(2005) 「한국어문법 1」 상대 높임

뒤에서 분석할 화용적 실패 중에서 대우법 사용 실패는 화계, 어휘, 어

미로 나누었는데 화계 선택 오류는 상대 대우법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

이고, 어휘 및 어미 오류는 주체와 객체 대우법의 실현 방식에서 나타나

는 오류를 가리킨다. 본 절에서는 주화행의 상대 대우법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분석 범위는 주화행에 나타난 모든 문장이고 분석 단위는 사람을 기준

으로 계산할 것이다. 한 사람이 대우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이

를 따로 계산하고, 또한 일부 전략 사용에서 명사나 명사구를 통한 표현

으로 문장을 생략하는 경우는 ‘대우법 생략’으로 따로 분류할 것이다.

조사에서 두 집단이 자주 사용한 합쇼체 어미는 평서문 ‘-습니다/-ㅂ

니다’, 의문문 ‘-습니까/-ㅂ니까’이었고, 명령문 ‘-으십시오/-십시오’로도

나타났다. 하오체 사용은 주로 청유문 ‘-ㅂ시다’이었으며, 명령문 ‘-오’의

사용은 1회만 나타났다. 하게체 ‘-는가’는 사용빈도가 낮았다. 해라체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평서문 ‘-다/-는다/-ㄴ다’, 의문문 ‘-니/-으

10) 기존연구에서 상대 대우법 체계 분류에 대해 쟁점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의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계분류 관점에 따라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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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냐/-으냐/느냐’, 명령문 ‘-아/어/여라’, 청유문 ‘-자’, 감탄문 ‘-구나’

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해요체는 평서문과 명령문, 청유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어요’, ‘-지요’, 의문문 ‘-까요’등의 어미가 사용되었다. 해체

는 해요체와 비슷하게, 존대 어미 ‘요’가 없이, 평서문과 명령문, 청유문

에서 ‘-아/어’, ‘-지’, 의문문 ‘-까’를 두 집단이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대우법을 판정할 때는 구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바로

종결어미 ‘-네’의 사용이 하게체의 속한 것인지 해체에 속한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11). 본고는 불만스러운 상황에 논의를 한정하고 있는데 응

답에서 종결어미 ‘-네’는 행위에 대한 불만이나 상황에 대한 감탄에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로 판정하였다.

또한 ‘-나’와 ‘-는가’에 대한 판정도 필요한데, 하게체에 ‘-나’, ‘-는가’

가 있고 해체에서도 ‘-나’가 있다. 또한 ‘요’가 붙은 높임 표현 ‘-나요’,

‘는 가요’도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에 따르면 ‘-나’는 해

체로 쓰인 경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질문할 때 쓰인

다고 하였다. 이는 주로 군대와 같이 상하관계가 분명하고 계급이나 지

위 등을 고려하여 말하는 집단에서 쓰이지만 친구관계나 그밖에 아주 친

한 사이에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요’를 붙일 때의 ‘-나요’는 명령, 책

망 등의 뜻이 약해지고 혼잣말로도 쓰이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본

고에서 학습자들은 ‘-나’를 해체로 사용하였으며, ‘요’를 붙일 경우에는

해요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ㄴ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하게할 자리에 쓰여, 현재의 사실

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또는 스스로에게 묻는 물음이나 추

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설문지에서 제시한 장면은 모두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잣말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또한 ‘요’가 붙어 ‘-ㄴ가요’를 사용하는 경우는 ‘해요체’로 보았다. 실제로

‘-ㄴ가’가 하게체로 쓰인 응답은 한국인 집단 1회, 중국인 집단 1회 밖에

11)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네’가 하게할 자리에 쓰인 때 단순한 서술의 뜻을 나타내
는 종결 어미이고 해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지금 깨달은 일을 서술하는 데 쓰이
는 종결 어미로 정의하며 흔히 감탄의 뜻이 드러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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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법

(상대)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상황7 상황8 합계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한 학

합쇼체 1 2 0 2 0 1 12 7 6 3 8 8 6 5 1 5 34 33

하오체 0 0 0 3 0 0 0 0 0 1 0 2 0 4 0 0 0 10

하게체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1 1

해라체 0 0 31 24 14 9 0 3 8 5 22 15 0 2 1 2 76 60

해요체 80 92 1 32 2 31 83 79 61 69 21 34 84 71 91 82 423 490

해체 7 1 58 33 78 52 2 3 21 19 40 33 2 13 0 5 208 159

합쇼체+해요체 1 0 1 0 0 0 1 1 1 0 0 1 2 0 2 1 8 3

해라체+해요체 0 0 0 1 0 1 0 3 0 0 0 0 0 0 1 0 1 5

해라체+해체 0 0 9 3 4 0 0 0 1 2 9 6 0 1 0 0 23 12

해요체+해체 2 0 0 0 0 2 0 1 0 0 0 1 0 3 1 1 3 8

생략 9 5 0 2 1 3 2 3 2 1 0 0 6 1 3 4 23 19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0 800

없었다.

KNS85#3: 여기 긁힌 자국 생긴 건가?

CKL72#3: 이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위 두 문장(KNS85#3, CKL72#3)은 모두 상황3에서 나타났다. 이를 보

면 해체인 혼잣말이 아니라 하게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게체

는 일반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나이가 든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본고에

서 조사대상인 20대 대학(원)생은 하게체의 주요 사용자에 속하지 않는

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하게체를 전혀 쓰지 않는다거나 쓰면 틀린다는

뜻은 아니다. 20대 대학생의 하게체 사용은 0.1%의 낮은 빈도를 보이며,

어느 정도는 사용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3> 집단별(한, 학) 주화행 상대 대우법 사용 양상

두 집단은 상대 대우법 사용에서 모두 해요체를 제일 많이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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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 집단은 한국인 집단보다 해요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고,

한국인 집단이 해체, 해라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였다. 대우법 조합

은 ‘합쇼체+해요체’, ‘해라체+해요체’, ‘해라체+해체’, ‘해요체+해체’의 네

종류가 나왔다. 한국인 집단이 35회, 중국인 집단이 28회 대우법 조합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이 모두 ‘해요체+해체’를 선호하였다. 문장을 생략한

경우에 두 집단의 응답 양상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습자들은 하

오체를 10회 사용하였지만 한국인 집단은 하오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

다. 하오체가 현대 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학습자 집단은 ‘-(으)

ㅂ시다’를 9회 사용하였고 나머지 한 번은 ‘-시오’를 사용하였다.

CKL23#2: 청소 좀 같이 합시다!

CKL52#6: 내일은 발표시간이니까 다들 열심히 준비합시다. 자기의 부분 을 잘 연

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주지 말고.

CKL20#7: 새치기하지 말고 줄을 제대로 섭시다.

CKL6#5: 미안해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잠을 자고 있다. 조용하시오.

CKL43#7: 법칙을 지켜야지. 빨리나가.

위의 예를 보면 CKL23#2는 룸메이트가 청소하지 않는 경우에 같이

청소하자는 요청이고, CKL52#6은 팀원에게 열심히 준비하라는 제안이

다. CKL20#7은 모르는 사람이 새치기를 할 때 줄을 제대로 서라는 요청

또는 명령이다. CKL6#5는 잘 모르는 같은 학년 친구에게 조용히 하라는

요청이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에 따르면 ‘-(으)ㅂ시다’는 주

로 공적 상황(연설, 강의, 토론, 회의 등)에서 여러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권유할 때 사용하고 윗사람 개개인에게 말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

였다. 또한 박지순(2015)에서는 ‘-(으)ㅂ시다’가 명령의 의도를 완화하는

기능, 청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학습자 집단은 상대방의 지위가 자기와 동등하거나 낮은 경우, 또는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할 때 ‘-(으)ㅂ시다’를 사용하였다. 한

국인 모어 화자는 하오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학습자 집단에서는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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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것은 오류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 발화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조용하시오’라는 말도 자주 쓰지는 않지만 틀리지 않아 어

느 정도 허용한다고 보고, 또한 이런 특수 대우법을 사용하는 것 역시

불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에서 한국인과 학습자 집단의 대우법 오류 사용 양상이 발견

되었다. 상황7과 상황8(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에 대한 응답에서 학습자

집단은 해체와 해라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경우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의 해체 사용빈도는 1%～2%에 불과하였다. 그에 반하

여 상황7에서 학습자 100명중 17명이 해체를 사용하였다. 위 예문

CKL43#7은 학습자가 상황7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모

르는 사람에게 이처럼 해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무례할 수 있다.

② 언어적 완화 장치

언어적 완화 장치는 어휘 완화장지, 구 완화 장치, 관례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어휘와 구 완화 장치(lexical and phrasal downgraders)는 어휘나

구 단위의 특정한 장치를 통해 화행의 강요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Blum-Kulka & House, 1989: 283). 관례어(routines)란 관용적으로 고정된

표현(formulaic speech)의 한 유형으로, 분석되지 않고 통째로 학습되는 단

위들이다(Ellis, 2008).

도여미(2012)는 Trosborg(1995)의 완화 언어장치 분류에 따라 한국어

에서 비슷한 어휘, 구를 설명하였다. 한국어에서 강화 기능을 하는 장치

들로는 ‘단지, 그냥, 혹시, 조금, 약간’등의 어휘들이 있고 ‘생각에는, 미안

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지요?’등의 구나 관례어 등

이 있다. 한상미(2006)에서도 ‘조금만’, ‘좀’은 강요성이나 부담을 줄여 주

는 부사로 보았고 ‘그렇지?’, ‘안 그래?’등의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에 호

소하는 구 완화 장치로 보았다.

본고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집단의 어휘, 구, 관례어의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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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찰하는 것은 위계화가 목적이 아니다. 연구에서 상정한 상황 설정

에 따라 나타나는 어휘나 구/관례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할

수도 있어 본고는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언어 장치를 중심으로 분석

한다. <표 Ⅲ-4> 사용 양상을 보면 어휘 장치 중에 완화 어휘로는 상대

방을 존대하는 의미가 나타나는 연결어미 ‘-(으)시’, ‘있다/주다’의 높임

표현 ‘계시다/드리다’가 있고 부사 ‘좀/조만/조금만’, ‘혹시’, ‘제발’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Ⅲ-4> 집단별(한, 학) 어휘 장치 사용 양상

어휘 장치 한(회) 학(회)

완화어

-(으)시- 204 150

계시다/드리다 16 0

좀/조만/조금만 132 99

혹시 14 26

제발 1 6

합계 367 281

존대 어미 ‘-(으)시’의 사용은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분석에서

‘-세요’는 ‘-시어요’의 같은 말로 보고 ‘-(으)시’의 사용에 포함시켰다. 분

석 결과 한국인 집단은 ‘-(으)시이’를 204회 사용하였고 학습자 집단은

150회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선배나 모르는 사람에게 존대

어미 ‘-(으)시’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예문

KNS16#2와 CKL31#2를 보면 친한 선배에게 말할 때 한국인 모어 화자는

‘주셨으면’처럼 문장마다 ‘-(으)시’를 사용하였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는 동사

뒤에 ‘-(으)시’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예문에서 나온 ‘빌려준-빌려드린’의 사

용처럼 존대 어휘 ‘계시다/드리다’의 사용도 두 집단에서 큰 차이가 나타

났다. 어휘 높임 표현은 상황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황1에서만 나타났

는데, 학습자 집단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반면 한국인 집단은 총 16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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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16#2: 선배, 제가 빌려드린 책 오늘은 꼭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꼭

필요해요.

CKL31#2: 선배님, 지난번에 제가 선배님에게 빌려준 책을 잘 읽었죠.

CKL63#2: 방을 청소해 주세요.

CKL29#3: 다음번 사용할 때 좀 주의하세요.

반면에 학습자 집단은 청자인 동갑, 후배, 그리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보다 ‘-(으)시’를 많이 사용하였다.

예문 CKL63#2는 친한 룸메이트에게 하는 말이고 CKL29#3은 후배에게

카메라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학습자가 친한 친구와

후배에게 이런 부적절한 말을 사용한 원인은 역시 ‘-(으)시’의 화용적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사회적 거리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집단은 모두 부사 ‘좀/조만/조금만’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한국인 집

단이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다. 한편 학습자 집단은 한국인 집단보다 ‘혹

시’와 ‘제발’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CKL57#4: 선배, 혹시 모든 사람은 사간을 준수해야 하지 않아요?

CKL42#5: 좀 조용. 제발!

CKL44#6: 제발 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성적은 받을 수 있잖아.

부사 ‘조금’은 ‘정도나 분량이 적게’의 뜻을 갖고 있는데 사용 범위가

넓으며 중국어에서도 비슷한 부사 ‘一点儿’이 있어서 학습자들이 사용하

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습자가 목표어 화자보

다 이를 적게 사용하는 것은 숙달도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한국

인 집단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과잉일반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는 ‘혹시’를 많이 사용하는 원인으로 짐작하거

나 말하기를 주저할 때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자기가 한 말이 무례

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의문을 제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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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어 한 학

죄송하지만 37 26

미안하지만 11 16

실례합니다/실례지만 7 5

부탁드려요/부탁해요 1 7

고마워요/감사해요/-면 감사하겠습니다 4 8

(는 게) 어때요?/어떻게 생각해요? 7 6

합계 67 68

‘혹시’를 사용하면 더 완곡적인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혹시’가

항상 문장 시작 부분에 나타나고, 실제 말을 할 때도 맨 앞에 두는 것은

다른 부사보다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발’의 경

우 드라마나 노래 가사에 자주 나오는 어휘이며 부탁할 때 간절한 감정

을 전달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이 ‘제발’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자기의 말

을 더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게다가 '제발’은 중국어

‘拜托/求你了’에 대응되며, 중국어에서 요구나 부탁을 할 때도 ‘拜托/求你

了’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사용할 때 큰 어려움을 겪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구 완화 장치에는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나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는 게) 어때요?/어떻게 생각해요?’라는 표현이 있다. 화용적 관례어

완화 장치로는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표현들을 들 수 있

다. 그밖에 부탁할 때 ‘부탁드려요/부탁해요’, 감사할 때 ‘고마워요/감사해

요’와 같은 사용도 관례어에 속한다.

본고에서 조사한 한국인 집단과 학습자 집단이 사용하는 구와 관례어

완화 장치에 대한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5> 집단별(한, 학) 구와 관례어 완화 장치 사용 양상

구와 관례어 완화 장치 양상은 두 집단 전체적으로 사용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학습자들은 완화 장치를 사용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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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화행
한국인 학습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유 제시 220 86.94% 177 85.92%

말 건네기 12 4.69% 10 4.85%

불평을 완화하기 22 8.59% 18 8.74%

불평을 강화하기 2 0.78% 1 0.49%

합계 256 100% 206 100%

표어에 익숙하지 않아 긴 문형인 ‘……잘 부탁합니다(부탁드립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를 사용하기보다는 아래 예문처럼 짧은 형태인 ‘부탁

해요’, ‘감사해요’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CKL67#5: 저기요, 미안하지만 좀 쉬세요, 내가 너무 피곤해요, 부탁해요.

CKL50#5: 실례지만, 저 자고 있어서 소리를 좀 낮추세요. 감사해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 모어 화자처럼 관례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

저 관련된 문형 몇 가지를 외울 필요가 있다.

(3) 보조화행

화용언어적 분석과 관련하여 보조화행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전략 분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불평 화행의 보조화행에 대한 분류는 따로 없으며, 본고는 기

존 보조화행 연구에서의 많은 요청 화행의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불평

목적에 따라 보조화행을 ‘(불평 정당화하기 위해)이유 제시’, ‘말 건네기’,

‘불만을 완화하기’, ‘불만을 강화하기’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한국인 집

단과 학습자 집단의 각 상황에 대한 보조화행 사용 양상은 <표 Ⅲ-6>과

같다.

<표 Ⅲ-6> 집단별(한, 학) 보조화행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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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두 집단 모두 보조화행 가운데 ‘이유 제시’를 제일 많이 사용

하였고 다른 전략은 매우 적게 사용하였다. 불평을 할 때 상대방과 조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자기가 왜 불만이 있는지, 또는 불평하

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유를 제시하곤 한다. 한국인 집단의 전체 전략

사용수가 학습자 집단보다 조금 더 많지만 두 집단 사용 양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각 전략 사용빈도는 비슷하였다.

보조화행 전략 사용은 비슷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중국

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보조화행 언어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보

조화행 각 전략 사용의 언어적인 부분을 분석한 결과 전략에 따라 일정한

표현의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CKL26#8: 저기요. 우리가 그쪽보다 일찍 왔는데요. 왜 음식이 아직도 안 올라요?

좀 빨리 올라 주세요.

CKL62#2: 선배님, 내 책을(✓이) 기억이 나요? 그것, 언제 반환할 수 있어요?

CKL52#3: 이 카메라가 새 건데…… 내 후배이니까 이번만 용서해 줄게.

KNS52#4: 00선배,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조금만 일찍 와주셨음 해요. 요즘 할 게

너무 많네요.

KNS10#2: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같이 쓰면 같이 청소를 해야지. 최소한 니가

어지럽힌 건 치워야 되지 않냐?

첫째, 이유 제시를 할 때는 불만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사회 규칙 위반행위

나 상황에 대해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CKL26#8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 경우 “왜 음식이 아직도 안 올라(✓나와)요.”라는 질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먼저 불만 상황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두

집단 모두 전제를 제시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인 ‘-는데(요)’, 원인이

나 근거를 나타나는 어미인 ‘아/어서’, ‘-니까’를 이 전략에서 많이 사용

하였다.

둘째, 불평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기 위해 관련된 내용을 상

대방에게 물어보거나 어색하지 않도록 보조화행을 사용한다.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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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62#2는 선배에게 언제 책을 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기 전에 책

이 기억이 나는지를 물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답이었다. 다른

표현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를 들 수 있다.

셋째, 화자가 불만이 많지만 불만의 표현 정도가 좀 강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거나 서로간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완화적인 표현을 추가하여 불만의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불평을 아예 취

소하는 경우다.

예문 CKL52#3은 청자가 자기의 카메라를 긁혀 온 경우, 화자가 처음

에 “카메라가 새 건데”라고 하여 원망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다가 조화로

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번만 용서해 줄게”라고 하여 불평을 취소하

였다. 또한 두 집단이 불평을 완화하기 위해 불평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먼저 상대방의 행위

나 처지를 이해한다고 전달하고 나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이에 속한

다. 예문 KNS52#4에서는 친하지 않은 선배가 자주 지각할 때 선배가 바

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며 양보를 나타내는 ‘그래도’를 연결하여 자기

의 불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

넷째, 원만한 인간관계의 유지를 중요시하여 불만을 추가적으로 강화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하지만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불평을 하고 또 강

조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다. 예문 KNS10#2의 경우 방

청소를 하지 않는 룸메이트에게 불평을 할 때 “같이 청소를 해야지”라고

비난을 하고 “최소한 니가(✓네가) 어지럽힌 건 치워야 되지 않냐?”라는

반문적인 질문을 통해 불만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양상을 두 집단에서는

총 3회 나타났고 모두 후배에게만 사용하였다.

2) 사회화용적 분석

(1) 주화행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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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40 .1969

학습자 100 .060 .2387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880 .9978

학습자 100 1.110 1.0531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3.610 1.4626
-2.605*

학습자 100 4.160 1.5224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810 1.0120

학습자 100 .730 .9625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340 .6067
4.917***

학습자 100 .030 .1714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610 .9837
4.748***

학습자 100 .990 .8586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450 1.0952

학습자 100 1.260 1.1774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620 .8013

학습자 100 .610 .8027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300 .5946

학습자 100 .290 .5911

① 전체에 따른 분석

사회화용적 분석에서는 불평 화행 전략을 전체에 따른 분석, 상황별

양상 분석, 사회적 변인에 따른 분석, 상별에 따른 분석의 4가지

측면으로 보았다.

통계 처리는 SPSS 통계 프로그램 23.0을 활용하였고 불평 화행 전략

분석은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 두 집단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전략에 대해서만 다시 중국어 모어

화자 집단을 추가하여 세 집단에 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1-8)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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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3.610 1.4626

3.458 .033

한-학 -.5500* .036

학습자 100 4.160 1.5224 중-학 .1900 .671

중국인 100 3.970 1.5206 한-중 -.3600 .240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340 .6067

10.032 .000

한-학 .3100*** .000

학습자 100 .030 .1714 중-학 -.1700 .051

중국인 100 .200 .5685 한-중 .1400 .123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610 .9837

12.591 .000

한-학 .6200*** .000

학습자 100 .990 .8586 중-학 -.1500 .476

중국인 100 1.140 .8879 한-중 .4700*** .001

<표 Ⅲ-8>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1-8)

*p<.05 ** p<.01 *** p<.001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전략3 ‘시정 요청/제안’,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6 ‘간접 질책하기’의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자 집단이 외국어를

말할 때 불만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인 ‘부정적 결과 언급’, ‘간접

질책하기’를 회피하고 불만 강도가 낮은 ‘시정 요청/제안’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참고로 중국인 집단을 추가하여 세 집단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중국인 모어 화자도 전략3을 선호하는 편이었고 사후 분석에서 학습자

집단이 중국인 모어 화자와 전략3과 전략6의 사용에서 비슷한 양상이

발견되었다. 학습자 집단이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은 중간언어 상태에

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상황별 양상 분석

[상황1] 친한 선배에게 책을 빌려 주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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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260 .4408
-4.663***

학습자 100 .570 .4976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470 .5016

학습자 100 .340 .4761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030 .1714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90 .3943
2.049*

학습자 100 .090 .2876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030 .1714

학습자 100 .010 .1000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60 .2387
2.514*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10 .1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260 .4408

15.533 .000

한-학 -.3100*** .000

학습자 100 .570 .4976 중-학 .0300 .897

중국인 100 .600 .4924 한-중 -.3400*** .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90 .3943

2.765 .065학습자 100 .090 .2876

중국인 100 .100 .3015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60 .2387

6.319 .002

한-학 .0600*** .006

학습자 100 .000 .0000 중-학 .0000 1.000

중국인 100 .000 .0000 한-중 .0600*** .006

<표 Ⅲ-9>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1)

*p<.05 ** p<.01 *** p<.001

<표 Ⅲ-10>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1)

*p<.05 ** p<.01 *** p<.001

상황1에서 두 집단은 전략2 ‘암시하기’, 전략6 ‘간접 질책하기’,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집

단은 ‘암시하기’를 제일 많이 사용한 반면에 한국인 집단은 전략3 ‘시정

요청/제안’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인 집단이 학습자 집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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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030 .1714

학습자 100 .050 .2190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710 .4560

학습자 100 .680 .4688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250 .4352
3.828***

학습자 100 .060 .2387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20 .1407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050 .2190

학습자 100 .040 .1969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00 .3015

학습자 100 .130 .3380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90 .2876

학습자 100 .140 .3487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10 .1000

학습자 100 .040 .1969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250 .4352

14.133 .000

한-학 .1900*** .000

학습자 100 .060 .2387 중-학 -.0200 .900

중국인 100 .040 .1969 한-중 .2100*** .000

다 전략6과 전략8을 더 많이 사용했지만 두 전략 역시 간접적이고 완화

된 방식이었다. <표 Ⅲ-10>의 세 집단 사후 분석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중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은 비슷하였고, 모두 한국인 모어 화자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의 이런 전략 사용 양상의 원인은 모어

전이로 해석할 수 있다.

[상황2] 방청소를 할 때 나이가 비슷하며 같이 사는 친한 룸메이트가 매번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

<표 Ⅲ-11>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2)

*p<.05 ** p<.01 *** p<.001

<표 Ⅲ-12>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2)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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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40 .1969

학습자 100 .050 .219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050 .2190

학습자 100 .070 .2564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180 .3861

학습자 100 .280 .4513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050 .2190

학습자 100 .120 .3266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40 .1969
2.031*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440 .4989
2.540*

학습자 100 .270 .4462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280 .4513
2.255*

학습자 100 .150 .3589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280 .4513

학습자 100 .190 .3943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10 .1000

학습자 100 .020 .1407

상황2에서 전략4 ‘짜증내기’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두 집단은 모두 전략3 시정 요청/제안’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는

데, 룸메이트가 청소하지 않을 때 불만이 있지만 청소하도록 하는 목적

으로 발화하기 때문에 전략3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강한 불

만을 표현하는 것은 룸메이트를 불쾌하게 만들어 결국 룸메이트가 청소

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친한 사

이에서는 쉽게 정도가 약한 ‘짜증내기’로서, 룸메이트에게 “너무 어질러

놓는 거 아니야?”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반면, 사후분석 <표 Ⅲ-12>

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중국인 모어 화자는 모두 친한 사람에게 불만스러

운 감정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황3] 친한 후배에게 새 카메라를 빌려줬는데 후배가 돌려줬을 때 카메

라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던 경우

<표 Ⅲ-13>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3)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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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40 .1969

1.907 .150학습자 100 .000 .0000

중국인 100 .030 .1714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440 .4989

3.251 .040

한-학 .1700* .044

학습자 100 .270 .4462 중-학 .1100 .268

중국인 100 .380 .4878 한-중 .0600 .675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280 .4513

4.455 .012

한-학 .1300 .060

학습자 100 .150 .3589 중-학 -.0200 .935

중국인 100 .130 .3380 한-중 .1500* .024

<표 Ⅲ-14>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3)

*p<.05 ** p<.01 *** p<.001

상황3에서 두 집단의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6 ‘간접 질책하기’,

전략7 ‘직접질책하기’의 사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한국인 집단이 전략6 ‘간접 질책하기’(예: 조심히 사용하라고 했는데

내 말이 안 들렸나요?)를 제일 많이 사용한 반면에 학습자 집단은 전략3

과 전략6을 선호하였다. 또한 상대방과 친한 경우 청자의 상대적 권력이

낮았을 때 한국인 모어 화자가 학습자보다, 불만스러운 감정을 더 편하

게 드러낼 수 있었다. 전략4의 사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습자 집단이 한국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

이었다. 이 전략은 중국인 집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발견되어

(예: 我好心痛啊！마음이 너무 아파!) 모국어 전이에 따른 전략 사용 양

상으로도 볼 수 있다. <표 Ⅲ-14> 사후분석에서 세 집단의 전략5의 사용

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전략6 및 전략7의 사용에서는 중국인 학습

자와 중국인 모어 화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상황4] 동아리 활동 때 친하지 않은 같은 학년 선배가 자주 지각하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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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10 .1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130 .3380

학습자 100 .190 .3943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430 .4976

학습자 100 .410 .4943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190 .3943

학습자 100 .150 .3589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100 .3015
3.317*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080 .2727

학습자 100 .070 .2564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60 .3685

학습자 100 .200 .4020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70 .2564

학습자 100 .120 .3266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110 .3145

학습자 100 .060 .2387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100 .3015

9.018 .000

한-학 .1000** .001

학습자 100 .000 .0000 중-학 .0100 .928.

중국인 100 .010 .1000 한-중 .0900** 003

<표 Ⅲ-15>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4)

*

p<.05 ** p<.01 *** p<.001

<표 Ⅲ-16>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4)

*p<.05 ** p<.01 *** p<.001

상황4에서 두 집단은 모두 전략3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고 전략5 ‘부정

적 결과 언급’의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 집단

은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사용

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학습자 집단은 이 전략을 회피하였다.

<표 Ⅲ-16>의 사후분석 결과에서 학습자의 이런 양상은 모어전이로 인

해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말을 할 때

더 조심해야 하고 무례함을 피해야 하지만, 한국인 집단의 응답을 자세

히 살펴보면 ‘지각비를 낸다는 것’(예: 앞으로 지각하면 지각비 5000원씩

걷기로해요.)이 많이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모임에 지각할 때 벌금을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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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020 .1407

학습자 100 .060 .2387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870 .3380

학습자 100 .810 .3943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090 .2876

학습자 100 .130 .3380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00 .3015
3.317*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060 .2387

학습자 100 .070 .2564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40 .1969

학습자 100 .010 .1000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10 .1000

학습자 100 .030 .1714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00 .3015

7.588 .001

한-학 .1000** .001

학습자 100 .000 .0000 중-학 .0200 .763

중국인 100 .020 .1407 한-중 .0800* .014

기하면서 경고의 의미로서 부정적인 결과를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를 사후 인터뷰 할 때 “왜 선배한테 이런 불만 표

현을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선배가 같은 학과 선배도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위해 잠깐 만나는 사이이고 다음 학기에, 혹은 앞으로 다

시 안 만난다면 오히려 불만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상황5] 낮잠 시간에 옆방에 살던 친하지 않은 같은 학년 학생이 밖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경우.

<표 Ⅲ-17>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5)

*p<.05 ** p<.01 *** p<.001

<표 Ⅲ-18>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5)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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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050 .2190

학습자 100 .060 .2387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450 .5000
-5.654***

학습자 100 .810 .3943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070 .2564
2.73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160 .3685
3.929***

학습자 100 .010 .1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50 .3589

학습자 100 .070 .2564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220 .4163
3.334*

학습자 100 .060 .2387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70 .2564

학습자 100 .060 .2387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100 .3015
2.833**

학습자 100 .010 .1000

상황5에서 두 집단은 모두 전략3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고, 전략6 ‘간접

질책하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18>의 사

후분석에서 학습자의 이런 전략 사용 양상은 중국인 모어 화자에 가깝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집단은 소리가 너무 크다는 말 대신 “방 안

까지 소리 다 들려”처럼 간접적으로 질책하였다. 학습자 집단은 전략6

사용을 회피하였지만 그보다 불만 강도가 높은 ‘직접 질책하기’, ‘비난하

기’ 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런 양상은 단순히 학습자가 강

한 불만을 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하기 방식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였

다. 이런 원인을 찾기 위해 중국인 모어 화자의 응답을 살펴본 결과 중

국인 모어 화자 집단 100명 중 1명만 전략6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학습

자 집단이 전략6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중국어를 말하는 습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6]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친하지 않은 후배 한 명이 맡은 과제를 성

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

<표 Ⅲ-19>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6)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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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450 .5000

15.946 .000

한-학 -.3600*** .000

학습자 100 .810 .3943 중-학 -.1300 .134

중국인 100 .680 .4688 한-중 -.2300** .002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070 .2564

7.452 .001

한-학 .0700** .004

학습자 100 .000 .0000 중-학 .0000 1.000

중국인 100 .000 .0000 한-중 .0700** .004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160 .3685

9.343 .000

한-학 .1500*** .000

학습자 100 .010 .1000 중-학 .0400 .539

중국인 100 .050 .2190 한-중 .1100* .010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220 .4163

12.053 .000

한-학 .1600** .001

학습자 100 .060 .2387 중-학 -.0300 .771

중국인 100 .030 .1714 한-중 .1900*** .000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100 .3015

4.510 .012

한-학 .0900* .014

학습자 100 .010 .1000 중-학 .0300 .617

중국인 100 .040 .1969 한-중 .0600 .147

<표 Ⅲ-20>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6)

*p<.05 ** p<.01 *** p<.001

상황6에서는 전략3 ‘시정 요청/제안’, 전략4 ‘짜증내기’,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7 ‘직접 질책하기’,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의 사용 양상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 분석에서는 학습

자 집단의 전략3, 전략4, 전략6, 전략9의 사용 양상은 중국인 집단과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한국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집단의 이런 사용 양상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집단은 모두 전략3을 제일 많이 사용했지만 평균을 보면 학습자의

사용 횟수가 한국인의 약 두 배였다. 전략4의 경우 학습자 집단은 회피

하는 반면에 한국인 집단은 ‘장난하니?’, 또는 ‘우리가 바보라서 이렇게

열심히 과제하고 있는 게 아니야?’ 등과 같이 짜증이나 비꼼을 통해 불

만을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부정적

결과 언급’(예: 무임승차 한 사람은 팀 프로젝트에서 제명하겠습니다.)과

‘직접 질책하기’(예: 넌 왜 열심히 안 하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 상황을 통해 한국인 모어 화자는 친하지 않은 후배에게 부담감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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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220 .4163
4.220***

학습자 100 .030 .1714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390 .4902

학습자 100 .490 .5024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060 .2387

학습자 100 .060 .2387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40 .3487

학습자 100 .100 .3015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230 .4230

학습자 100 .340 .4761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10 .1000
-2.180*

학습자 100 .070 .2564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40 .1969
-2.098*

학습자 100 .120 .3266

느끼고, 특히 자신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장, 즉 권력이 강한 사람인

경우 불만이나 훈계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경우 상대방이 후배인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조별 활동에서 하는 말처럼, 상대방이 열심히 수행하지 않을 때 불만이

있어도 “중요한 발표인데 다 같이 열심히 하자!”라고 하며 힘내어 같이

노력하자는 것을 제안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 전략은 중국인 모어 화자

응답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예: 这次发表很重要，希望大家积极一

点，拿个好成绩。이번 발표가 중요하니까 다들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자.)

[상황7]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모르는 사람) 당신 앞에 끼어들었다

는 경우

<표 Ⅲ-21>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7)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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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220 .4163

18.944 .000

한-학 .1900*** .000

학습자 100 .030 .1714 중-학 -.0200 .869

중국인 100 .010 .1000 한-중 .2100*** .000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10 .1000

2.544 .080학습자 100 .070 .2564

중국인 100 .070 .2564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40 .1969

3.474 .032

한-학 -.0800 .076

학습자 100 .120 .3266 중-학 -.0800 .076

중국인 100 .040 .1969 한-중 .0000 1.000

<표 Ⅲ-22>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7)

*p<.05 ** p<.01 *** p<.001

상황7에서 두 집단은 모두 전략3 ‘시정 요청 /제안’을 제일 많이 사용

하였으며, 전략2 ‘암시하기’,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전략9 ‘명백히 비

난하기’의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표 Ⅲ-22>의 사후분석에서 세 집단은 전략3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가까웠다. 또한 한국인 집단은 다른 학습자 집단에 비해 ‘암시하기’(예:

제가 먼저 왔는데요.)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모르는 사람에게는 불만을

잘 표현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학습자 집단이 전

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예: 줄 서야죠!),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예: 사

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를 한국인 집단보다 많이 사용하였

다. 사후분석에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런 전략 사용은 학

습자 집단의 양상과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인다.

[상황8] 식당에서 주문을 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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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120 .3266

학습자 100 .080 .2727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110 .3145
-4.031***

학습자 100 .340 .4761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070 .2564
-2.898**

학습자 100 .210 .4094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20 .1407

학습자 100 .020 .1407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460 .5009

학습자 100 .350 .4794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370 .4852

학습자 100 .300 .4606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20 .1407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10 .1000

학습자 100 .010 .1000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110 .3145
11.304 .000

한-학 -.2300** .001

학습자 100 .340 .4761 중-학 .0400 .808

중국인 100 .380 .4878 한-중 -.2700*** .000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070 .2564
4.262 .015

한-학 -.1400* .022

학습자 100 .210 .4094 중-학 -.0300 .838

중국인 100 .180 .3861 한-중 -.1100 .095

<표 Ⅲ-23>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8)

*p<.05 ** p<.01 *** p<.001

<표 Ⅲ-24>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상황8)

*p<.05 ** p<.01 *** p<.001

상황8에서는 두 집단이 모두 전략6 ‘간접 질책하기’를 제일 많이 사용

하였다. 그리고 전략3 ‘시정 요청/제안’, 전략4 ‘짜증내기’의 사용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24>의 사후분석에서 학습자의

전략3 사용 양상은 중국인 모어 화자와 가까웠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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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400 .19695

학습자 100 .0500 .21904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3400 .17145
-3.829***

학습자 100 .6900 .53598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1.3600 .63078

학습자 100 1.3000 .64659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3300 .81054
2.201*

학습자 100 .1800 .85870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600 .55587
2.470*

학습자 100 .0000 .4264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6800 .81520
2.993**

학습자 100 .4000 .53286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4100 .41145

학습자 100 .2900 .40936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4300 .73691

학습자 100 .3300 .51247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300 .58396

학습자 100 .0600 .53362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화하는 상대방이 모르는 식당 종업원인

경우 두 집단이 다 불만을 잘 표현하는 편이었고, 상대방의 사회적 위반

행위를 말로 질책할 수 있었다. 학습자 집단은 한국인 집단보다 ‘시정 요

청/제안’과 ‘짜증내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으며 강도 높은 불평

전략 사용 양상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③ 사회적 변인에 따른 분석

[사회적 거리-친] 상황1, 2, 3은 화자와 청자가 친한 관계인 경우다.

<표 Ⅲ-25>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친)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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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3400 .53598
16.216 .000

한-학 -.35000*** .000

학습자 100 .6900 .63078 중-학 -.12000 .377

중국인 100 .8100 .64659 한-중 -.47000*** .000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3300 .53286
3.044 .049

한-학 .15000 .068

학습자 100 .1800 .41145 중-학 -.03000 .897

중국인 100 .2100 .40936 한-중 .12000 .177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600 .23868

2.477 .086학습자 100 .0000 .00000

중국인 100 .0500 .26112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6800 .73691
6.837 .001

한-학 .28000** .006

학습자 100 .4000 .51247 중-학 -.28000** .006

중국인 100 .6800 .58396 한-중 .00000 1.000

<표 Ⅲ-26>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친)

*p<.05 ** p<.01 *** p<.001

화자와 청자가 친한 관계인 경우 두 집단은 전략2 ‘암시하기’, 전략4

‘짜증내기’,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6 ‘간접 질책하기’의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두 집단이 모두 ‘시정 요청/제안’

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학습자 집단이 전략 ‘암시하기’를 더 선호하였다.

사후분석에서도 중국인들이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예를 들어, 선배에게 책을 돌려달라는 말 대신에 “그 책 재미있어

요?”와 같은 말을 통해 선배가 자기 책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환

기시키려고 하였다. 반면에 한국인 집단은 ‘짜증내기’, ‘간접 질책하기’,

‘부정적 결과 언급’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다. 한국인들은 친한 룸메

이트에게 “청소 안 해?”, “넌 왜 한 번도 청소 안하냐?”라고 상대방이 범

한 사회 규칙 위반행위를 직접 언급하였다. <표 Ⅲ-26>의 사후분석에서

중국인 모어 화자의 전략4, 5, 6 사용 양상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학습자 집단은 친한 사람에게 불만을 잘 못 털어놓

는 편이었고 중간언어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소] 상황4, 5, 6은 화자와 청자가 소원한 관계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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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0 .00000

학습자 100 .0100 .1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2000 .51247

학습자 100 .3100 .59789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1.7500 .89188
-2.375*

학습자 100 2.0300 .83430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3500 .59246

학습자 100 .2800 .51405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2600 .48451
5.017***

학습자 100 .0100 .1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3300 .49349
2.902**

학습자 100 .1400 .34874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4400 .65628

학습자 100 .3300 .55149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1800 .41145

학습자 100 .1900 .44256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2200 .50412
2.185*

학습자 100 .1000 .30151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1.7500 .89188
2.598 .076

학습자 100 2.0300 .83430

중국인 100 1.9300 .91293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2600 .48451

15.452 .000

한-학 .25000*** .000

학습자 100 .0100 .10000 중-학 -.06000 .443

중국인 100 .0700 .29319 한-중 .19000*** .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3300 .49349
5.508 .004

한-학 .19000** .009

학습자 100 .1400 .34874 중-학 -.03000 .888

중국인 100 .1700 .45070 한-중 .16000* .035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2200 .50412
2.300 .102

학습자 100 .1000 .30151

중국인 100 .1400 .37659

<표 Ⅲ-27>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소)

*p<.05 ** p<.01 *** p<.001

<표 Ⅲ-28>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소)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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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 .0000

학습자 100 .000 .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3400 .53598
3.692***

학습자 100 .1100 .31447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5000 .61134
-3.548***

학습자 100 .8300 .66750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1300 .39325
-2.343*

학습자 100 .2700 .50960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200 .14071

학습자 100 .0200 .14071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6000 .55048

학습자 100 .4500 .55732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6000 .66667

학습자 100 .6400 .64385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100 .10000
-2.577*

학습자 100 .0900 .28762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500 .21904

학습자 100 .1300 .36667

화자가 상대방과 소원한 관계인 경우에서 두 집단의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6 ‘간접 질책하기’, 전략9 ‘명백히

비난’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에서는 중국

인 학습자의 전략5와 전략6의 사용이 모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드러

났다. 학습자 집단은 역시 ‘시정 요청/제안’을 가장 선호하였고, 상대적으

로 한국인 집단은 사용 전략의 불만 강도가 더 높았다. 결과를 정리하자

면 소원한 사이, 즉 몇 번 만났던 또는 이름은 아는 사이지만 친하지 않

는 관계일 경우 학습자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강한 불만을 덜 표

현하는 편이었다.

[사회적 거리-극소] 상황7, 8은 화자와 청자가 극소한 관계인 경우다.

<표 Ⅲ-29>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극소)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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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3400 .53598
16.193 .000

한-학 .23000*** .000

학습자 100 .1100 .31447 중-학 .06000 .538

중국인 100 .0500 .21904 한-중 .29000*** .000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5000 .61134
11.971 .000

한-학 -.33000** .002

학습자 100 .8300 .66750 중-학 -.10000 .554

중국인 100 .9300 .67052 한-중 -.43000*** .000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1300 .39325
2.569 .078

학습자 100 .2700 .50960

중국인 100 .2200 .41633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0100 .10000
4.930 .008

한-학 -.08000 .123

학습자 100 .0900 .28762 중-학 -.04000 .590

중국인 100 .1300 .36667 한-중 -.12000** .009

<표 Ⅲ-30>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극소)

*p<.05 ** p<.01 *** p<.001

극소 관계인 경우, 즉 화자와 청자가 서로 전혀 모르며 처음 만나는

경우에 두 집단은 전략2 ‘환기시키기’, 전략3 ‘시정 요청/제안’, 전략4 ‘짜

증내기’,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표 Ⅲ-30>의 사후분석에서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전략2와 전략3

의 사용 양상은 모어 화자와 가까웠다. 학습자 집단은 전략3 ‘시정 요청/

제안’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는 학습자 집단보다

전략2를 많이 사용하였고 전략3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 편이었다. 그

리고 한국인 집단은 전략6과 전략7 ‘간접/직접 질책하기’를 이 상황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에 학습자 집단이 한국인 집단보다 전략4 ‘짜

증내기’와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여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략8의 경우 사후분석에서 중국인 모어 화자가

세 집단 중 제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는 상대방을 모를

때 불만의 정도가 높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전략9의 사용은 통계분석에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위

표의 평균치를 보면 학습자 집단이 한국인보다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극소 관계인 경우 한국인 집단이 강한 불만을 덜

사용하였고 ‘암시하기’전략을 다른 상황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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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0 .00000

학습자 100 .0100 .1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3900 .60126
-4.165***

학습자 100 .7600 .68343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9000 .65905

학습자 100 .7500 .71598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2200 .46232

학습자 100 .1500 .35887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1000 .30151
3.236*

학습자 100 .0000 .0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2700 .44620

학습자 100 .1600 .41972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900 .39428

학습자 100 .2100 .43333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1300 .33800

학습자 100 .1200 .32660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1200 .35619

학습자 100 .0600 .23868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3900 .60126
11.443 .000

한-학 -.37000*** .000

학습자 100 .7600 .68343 중-학 -.02000 .977

중국인 100 .7800 .66027 한-중 -.39000*** .000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1000 .30151

9.018 .000

한-학 .10000** .001

학습자 100 .0000 .00000 중-학 -.01000 .928

중국인 100 .0100 .10000 한-중 .09000** .003

습자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불만을 잘 표현하는 편이었다.

[상대적 권력-청>화] 상황1, 4는 청자의 상대적 권력이 화자보다 높은

경우다.

<표 Ⅲ-31>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청>화)

*p<.05 ** p<.01 *** p<.001

<표 Ⅲ-32>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청>화)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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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000 .00000

학습자 100 .0000 .00000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2700 .46829
2.108*

학습자 100 .1400 .40252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1.9700 .77140

학습자 100 1.9800 .84063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4000 .60302
1.973*

학습자 100 .2500 .51981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0200 .14071

학습자 100 .0000 .0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2900 .49838
2.381*

학습자 100 .1400 .40252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3900 .61783

학습자 100 .5400 .71661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1400 .34874

학습자 100 .2200 .43993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600 .23868
-2.667**

학습자 100 .1900 .46482

청자의 권력이 화자보다 높은 경우에 전략2 ‘암시하기’와 전략5 ‘부정

적 결과 언급’의 사용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을 통해서는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이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집단이 ‘암시하기’와 ‘시정

요청/제안’ 전략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암시하기’의 사용은 한

국인 사용 평균의 두 배 정도였다. 한편 한국인 집단이 전략3 ‘시정 요청

/제안’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고 이는 학습자보다 많이 선택한 것이다. 상

대방이 화자보다 상대적 권력이 높을 때 두 집단이 모두 불만 강도가 낮

은 전략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략5 ‘부정적 결과 언

급’은 한국인 집단의 사용이 많지 않았지만, 학습자의 경우에는 아예 사

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대적 권력-청=화] 상황2, 5, 7은 청자의 상대적 권력이 화자와 동등

한 경우다.

<표 Ⅲ-33>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청=화)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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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2700 .46829
2.373 .095

학습자 100 .1400 .40252

중국인 100 .2400 .45216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4000 .60302
8.612 .000

한-학 .15000 .102

학습자 100 .2500 .51981 중-학 .14000 .136

중국인 100 .1100 .31447 한-중 .29000*** .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2900 .49838
2.919 .056

학습자 100 .1400 .40252

중국인 100 .2500 .45782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0600 .23868
3.462 .033

한-학 -.13000* .038

학습자 100 .1900 .46482 중-학 .09000 .207

중국인 100 .1000 .33333 한-중 -.04000 .732

<표 Ⅲ-34>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청=화)

*p<.05 ** p<.01 *** p<.001

두 집단은 전략2 ‘암시하기’, 전략4 ‘짜증내기’, 전략6 ‘간접 질책하기’와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의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청자의 상대적 권력이 화자와 동등한 경우 두 집단 모두 전략3 ‘시정

요청/제안’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고 사용의 평균 수치도 비슷하였다. 한

국인 집단은 전략2 ‘암시하기’, 전략4 ‘짜증내기’, 전략6 ‘간접 질책하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표 Ⅲ-34>의 사후분석에서 세 집단 전략2

와 전략6의 사용 빈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략4의 경우에는

중국인 모어 화자가 이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학

습자도 모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집단이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전략7 및 전략8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습자의 사용 평균이 더 높은 편이었

다. 즉 학습자는 동갑인 상대방에게 더 쉽게 불만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 권력-청<화] 상황3, 6, 8은 청자의 상대적 권력이 화자보다 낮

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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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한국인 100 .0400 .19695

학습자 100 .0500 .21904

전략2

암시하기

한국인 100 .2200 .43993

학습자 100 .2100 .47768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7400 .70525
-6.028***

학습자 100 1.4300 .80723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1900 .44256
-2.035*

학습자 100 .3300 .53286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2200 .46232
3.925***

학습자 100 .0300 .17145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0500 .78335
3.262*

학습자 100 .6900 .69187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8700 .76085
3.523***

학습자 100 .5100 .65897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한국인 100 .3500 .53889

학습자 100 .2700 .48938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1200 .32660
2.031*

학습자 100 .0400 .19695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

확률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한국인 100 .7400 .70525 22.98

1
.000

한-학 -.69000*** .000

학습자 100 1.4300 .80723 중-학 .05000 .908

중국인 100 1.3800 .88512 한-중 -.64000*** .000

전략4

짜증내기

한국인 100 .1900 .44256
2.680 .070

한-학 -.33000** .002

학습자 100 .3300 .53286 중-학 -.10000 .554

중국인 100 .3400 .55450 한-중 -.43000*** .000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한국인 100 .2200 .46232

6.738 .001

한-학 .19000** .001

학습자 100 .0300 .17145 중-학 -.11000 .108

중국인 100 .1400 .40252 한-중 .08000 .307

전략6

간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1.0500 .78335
8.693 .000

한-학 .36000** .002

학습자 100 .6900 .69187 중-학 .02000 .981

중국인 100 .6700 .69711 한-중 .38000** .001

전략7

직접 질책하기

한국인 100 .8700 .76085
9.924 .000

한-학 .36000** .001

학습자 100 .5100 .65897 중-학 .00000 1.00

중국인 100 .5100 .54114 한-중 .36000** .001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한국인 100 .1200 .32660
2.947 .054

학습자 100 .0400 .19695

중국인 100 .0500 .21904

<표 Ⅲ-35> 집단별(한, 학)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청<화)

*p<.05 ** p<.01 *** p<.001

<표 Ⅲ-36> 집단별(한, 학, 중)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청<화)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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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상대적 권력이 화자보다 낮은 경우에서 두 집단의 전략 사용

양상은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학습자 집단은

전략3 ‘시정 요청/제안’, 전략4 ‘짜증내기’,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6 ‘간접 질책하기’, 전략7 ‘직접 질책하기’,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를

사용한 평균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36>의 사후분석에서 학습자 집단은 전략5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전략 사용에서 모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집단은 전략3 ‘시정 요청/제안’을 제일 많이 사용하였고, 한국인 집단은

전략6 ‘간접 질책하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였다. 학습자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전략4 ‘짜증내기’를 더 선호하는 반면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결과 언급’, ‘직접 질책하기’, ‘명백히

비난하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학습자는 계속 회피하는

전략인 ‘부정적 결과 언급’을 상대방이 권력이 낮을 때 사용하였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상대방이 자기보다 상대적 권력이 낮을 때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 불만스러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성별에 따른 분석

성별에 따라 불평 화행의 사용 전략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집단 각각 집단 내 남녀를 구분하고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Ⅲ-37>에서 한국인 집단의 남성과 여성의 전략 사용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표 Ⅲ-38>의 분석 결과를 보

면 학습자 집단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략 사용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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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남 30 0.002 0.0139
.913

여 70 0.001 0.0091

전략2

암시하기

남 30 0.015 0.0402
-1.231

여 70 0.019 0.0445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남 30 0.064 0.0626
-.432

여 70 0.066 0.0625

전략4

짜증내기

남 30 0.012 0.0362
.027

여 70 0.011 0.0360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남 30 0.002 0.0139
1.739

여 70 0.000 0.0000

전략6

간접 질책하기

남 30 0.014 0.0396
-.632

여 70 0.016 0.0419

전략7

직접 질책하기

남 30 0.021 0.0471
.677

여 70 0.019 0.0449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남 30 0.009 0.0321
-.377

여 70 0.010 0.0337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남 30 0.006 0.0262
.949

여 70 0.004 0.0221

전략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전략1

수용/이해하기

남 48 0.001 0.0110
1.060

여 52 0.000 0.0061

전략2

암시하기

남 48 0.012 0.0369
-1.190

여 52 0.015 0.0411

전략3

시정 요청 /제안

남 48 0.053 0.0618
-1.605

여 52 0.060 0.0625

전략4

짜증내기

남 48 0.015 0.0410
1.893

여 52 0.010 0.0343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남 48 0.006 0.0271
.940

여 52 0.005 0.0233

전략6

간접 질책하기

남 48 0.027 0.0515
1.007

여 52 0.024 0.0489

전략7

직접 질책하기

남 48 0.020 0.0461
-1.401

여 52 0.025 0.0500

전략8

완화하여 비난하기

남 48 0.010 0.0346
.592

여 52 0.009 0.0324

전략9

명백히 비난하기

남 48 0.006 0.0271
1.714

여 52 0.003 0.0201

<표 Ⅲ-37> 성별에 따라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한)

*p<.05 ** p<.01 *** p<.001

<표 Ⅲ-38> 성별에 따라 주화행 전략 사용 빈도 분석(학)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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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고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자기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7084 .57501
.653 .521학습자 100 3.7697 .50759

중국인 100 3.7956 .57714

타자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4963 .52862
.569 .566학습자 100 3.4144 .52194

중국인 100 3.4434 .59644

상호간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8363 .56493

.407 .666학습자 100 3.8969 .58676

중국인 100 3.8238 .68156

다시 정리하자면 남성과 여성의 불평 화행 전략 사용에 큰 차이가 없

고 성별 요인은 불평 화행 전략 사용에 미치는 주요 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체면 고려 분석

체면 고려 분석에서는 세 집단을 같이 비교하였다. 왜냐하면 대우법,

관례어, 전략 등과 같은 언어적인 부분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직접 비교

하는 것이 무리한 것 같지만, 체면 고려는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

를 통해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1-8상황) 체면 고려 경향성을 분석하였을 때 세 집단 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39>과 같다.

<표 Ⅲ-39> 집단별(한, 학, 중) 체면고려 분석(상황1-8)

*p<.05 ** p<.01 *** p<.001

평균치를 보면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한국인 집단

보다 자기 체면을 더 중요시하였고 타자의 체면을 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 집단이 특히 양자의 체면에 대해 신경을 많

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기 때문

에 전체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은 불평을 할 때 체면 고려의 정도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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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고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확률

자기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8100 .66488

.097 .907학습자 100 3.8500 .60616

중국인 100 3.8200 .72655

타자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7975 .64520

.916 .401학습자 100 3.7425 .67556

중국인 100 3.6725 .64226

상호간

체면 고려

한국인 100 4.2025 .59107
7.56

3
.001

한-학 -.03000 .997

학습자 100 4.2100 .61926 중-학 -1.28000** .003

중국인 100 3.8900 .76815 한-중 1.25000** .004

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므로 유교

전통이나 집단주의와 고맥락 문화의 분위기 아래 문화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통해 두 문화권 사람들

이 체면에 대해 고려함도 그 비슷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화를 할 때 자신을 품위 있게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을 존

중한다거나 서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인이든 중국인

이든 모두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비슷한 체면 고려 정도인데도 불구하

고 학습자가 실제 불평 전략과 언어장치 등의 면에서 목표어 화자와 차

이를 보이므로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한국어 사용을 위하여 화행의 전략

과 장치에 관하여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상황별 고려를 분석한 결과 상황1, 3, 7, 8의 경우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황4, 5, 6에서는 체면 고려 정도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체면 고려 수준이 비슷하

였다.12)

[상황1] 친한 선배에게 책을 빌려 주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

<표 Ⅲ-40> 집단별(한, 학, 중) 체면 고려 분석(상황1)

*p<.05 ** p<.01 *** p<.001

12) 상황별 및 사회적 변인에 따른 체면 고려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도표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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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고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확률

자기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8975 .70540

1.088 .338학습자 100 3.7575 .68943

중국인 100 3.8550 .66872

타자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6850 .70048

4.510 .012

한-학 1.19000* .012

학습자 100 3.3875 .75073 중-학 .54000 .397

중국인 100 3.5225 .64949 한-중 .65000 .263

상호간

체면 고려

한국인 100 4.0900 .64698

1.547 .215학습자 100 3.9375 .69119

중국인 100 3.9425 .74777

위 표를 보면 상황1의 경우 세 집단에서 상호간의 체면 고려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집단과 한국

인 집단의 고려 정도는 비슷하지만 각각 중국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치를 보면 중국인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중국인

집단은 상호간의 체면을 덜 고려한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상

황1에서 청자가 친한 선배일 때 한국인 집단과 학습자 집단은 한국어로

표현할 때 모두 선배를 존대하는 한국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

의 원만한 관계에 신경을 쓴 것이지만, 중국인 대학생들에게는 친한 선

배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을 표현할 때에

도 상호간의 체면이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별로 우려하지 않았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상황3] 친한 후배에게 새 카메라를 빌려줬는데 후배가 돌려줬을 때 카메

라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던 경우

<표 Ⅲ-41> 집단별(한, 학, 중) 체면 고려 분석(상황3)

*p<.05 ** p<.01 *** p<.001

친한 후배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 한국인 집단과 학습자 집단의 타자

체면 고려 경향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인

집단의 고려 양상은 다른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평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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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고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확률

자기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7500 .80009

6.213 .002

한-학 -1.13000 .061

학습자 100 3.9050 .72193 중-학 .51000 .564

중국인 100 3.8100 .70542 한-중 -1.64000** .003

타자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3700 .80126

2.618 .075학습자 100 3.5175 .77951

중국인 100 3.4700 .80189

상호간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7875 .81910

8.055 .000

한-학 -1.50000* .020

학습자 100 4.0225 .69093 중-학 .57000 .565

중국인 100 3.8500 .81184 한-중 -2.07000** .001

보면 학습자가 타자 체면을 덜 고려하는 편이었다. 사후 인터뷰에서는

학습자가 한국에서 친한 후배와 대화를 할 때 편하게 말할 수 있어서 후

배의 이미지나 품위 등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상황7]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모르는 사람) 당신 앞에 끼어들었다

는 경우

<표 Ⅲ-42> 집단별(한, 학, 중) 체면 고려 분석(상황7)

*p<.05 ** p<.01 *** p<.001

모르는 사람을 대면할 때 한국인 집단과 중국인 집단 간의 자기체면

고려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인 모어 화자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이미지나 품위를 더 유지하고 싶어 하는 마

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집단과 다른 두 집단 각각의

상호간 체면 고려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습자 집단과 중국

인 집단이 모두 상호간의 체면, 즉 의사소통을 할 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다. 중국인들에게는 공공장소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말싸움이나 불쾌할 수 있는 일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황8] 식당에서 주문을 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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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고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확률

자기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7125 .76737

.733 .482학습자 100 3.7975 .69603

중국인 100 3.8325 .69726

타자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6650 .73873

3.345 .037

한-학 .78000 .187

학습자 100 3.4700 .73105 중-학 -.28000 .805

중국인 100 3.4000 .78173 한-중 1.06000* .046

상호간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7850 .77036

.222 .801학습자 100 3.8275 .79985

중국인 100 3.7525 .82380

<표 Ⅲ-43> 집단별(한, 학, 중) 체면 고려 분석(상황8)

*p<.05 ** p<.01 *** p<.001

상황8은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말을 거는 경우이다. 한국인 집단과 중

국인 집단 간의 타자 체면 고려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학습자의 고려 정도는 다른 두 집단의 중간이었다. 평균 수치를

보면 한국인들이 상대방의 체면을 더 고려하는 편이었다. 이 결과는 중

국인 모어 화자가 식당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쉽게 종업원에게 화를 낸

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이런 양상을 통하여 중국인들은 종업원의 매너나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적 변인에 따른 체면 분석은 친소관계에 따른 분석과 상대

적 권력에 따른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친소관계 중 청자와 화자가

친한 경우와 극소한 경우, 상대적 권력 중 청자의 지위가 화자보다 높은

경우에서 체면 고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거리-친] 상황1, 2, 3은 화자와 청자가 친한 관계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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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고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확률

자기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7525 .57069

.365 .694학습자 100 3.7808 .53243

중국인 100 3.8208 .59957

타자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6633 .56432

3.097 .047학습자 100 3.4750 .55106

중국인 100 3.5242 .54975

상호간

체면 고려

한국인 100 4.1283 .52657

3.131 .045

한-학 1.20000 .493

학습자 100 4.0283 .55000 중-학 -1.32000 .425

중국인 100 3.9183 .69095 한-중 2.52000* .045

체면 고려 집단 N 평균
표준편

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확률

자기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5063 0.79403

3.667 .027

한-학 -1.47000 .188

학습자 100 3.6900 0.69301 중-학 .65000 .720

중국인 100 3.7713 0.63017 한-중 -2.12000* .032

타자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2800 0.68330

.004 .996학습자 100 3.2788 0.70237

중국인 100 3.2875 0.77270

상호간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4625 0.79047

2.771 .064학습자 100 3.6713 0.78066

중국인 100 3.7050 0.79624

<표 Ⅲ-44> 집단별(한, 학, 중) 체면 고려 분석(친)

*p<.05 ** p<.01 *** p<.001

세 집단이 친한 경우에 사후분석에서는 상호간의 체면 고려 정도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인 집단과 중국인 집단 간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학습자 집단의 체면 고려 양상은 두 집단의 중

간 상태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가 중국인 모어 화자보다 상대방과 친한

관계일 때 서로 상호간의 이미지나 감정을 보고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

다.

[사회적 거리-극소] 상황7, 8은 화자와 청자가 극소 관계인 경우다.

<표 Ⅲ-45> 집단별(한, 학, 중) 체면 고려 분석(극소)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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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고려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사후분석(Scheffe)

집단 평균차이 유의확률

자기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8500 0.58252

.108 .897학습자 100 3.8588 0.54491

중국인 100 3.8213 0.65430

타자

체면 고려

한국인 100 3.7038 0.54404

.921 .399학습자 100 3.6363 0.57216

중국인 100 3.5938 0.61530

상호간

체면 고려

한국인 100 4.0350 0.55507

3.945 .020

한-학 -.56000 .728

학습자 100 4.1050 0.55668 중-학 -1.92000* .025

중국인 100 3.8650 0.73505 한-중 1.36000 .156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경우, 한국인 집단과 중국인 집단의 자

기체면 고려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자 집단

의 체면 고려 양상은 그 중간에 위치였다. 중국인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자기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였다. 즉 중국인 집단은 전혀 모르

는 사람에게 불평을 할 때 자기의 이미지나 매너 등을 유지하는 데 신경

을 많이 쓰는 편이었다.

[상대적 권력-청>화] 상황1, 4는 청자의 상대적 권력이 화자보다 높은

경우다.

<표 Ⅲ-46> 집단별(한, 학, 중) 체면 고려 분석(청>화)

*p<.05 ** p<.01 *** p<.001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보면, 청자의 지위가 화자보다 높을 때 세 집

단의 양자 체면 고려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고 한국인 집단의 체면 고려 수준은 다른 두 집단의 중간이었다. 학습

자 집단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청자 간의 조화를 제일 중요시하였고 중

국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하였다. 이는 학습자 집단이 목표어로

지위가 높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부담감을 다소 느끼고 더 조심스러

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체면 고려 분석 결과를 다시 정리하자면 상황1, 상황3과 상황7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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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집단과 한국인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황1과 상황7에서

학습자 집단은 중국인 집단과의 체면 고려 양상이 비슷하였고, 한국인

집단보다 상호간의 체면을 더 신경 썼다. 상황3에서는 학습자 집단이 한

국인 집단과 타자체면 고려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습자

집단이 타자체면을 덜 고려하는 편이었다. 한편 상황7의 자기체면 고려,

상황8의 타자체면 고려, 그리고 사회적 변인에 따른 친근한 경우와 청자

가 화자보다 상대적 권력이 높은 경우의 상호간의 체면 고려, 극소 경우

의 자기체면 고려 측면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모어 화자 사

이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화용적 실패 및 원인 분석

1) 화용언어적 실패

(1) 화용언어적 실패 양상

학습자들은 불평 화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종종 범하였다. 화

행 교육을 하려면 언어권별로 목표어와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 문화권에

알맞은 교육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의사소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오

류 분석을 통해 왜 이런 오류를 범하는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오류 분석은 크게 문법적 오류와 화용적 실패로 나뉘는데, 본고에서는

화용적 실패만 분석하였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학습자의 문법적 오류 양

상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어휘 대치오류와 연결어미 오류이고 불평 화

행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오류가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화용적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이명희(2010)의 화용적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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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설명 예

화

용

적

실

패

화

용

언

어

적

실

패

시작말

(환기어）

맥락이나 상황에 맞지 않는 사용이나 한국 사

람의 환기어 사용 습관에 맞지 않을 때 발생

한다.

식당 일하는 사람에게

‘종업원’이라고 부른다.

보조화행

불평을 보조함으로 이유 설명이나 말 건네기

등 발화의도를 성공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

됨)

어휘·구·

관례어

완화 장치

화행의 강요성을 완화시키려고 하지만 불필요

한 사용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선택할 때 발생

한다.

‘죄송하지만’을 ‘죄송합니

다’ 형태로 사용한다.

대

우

법

화계

선택

친소관계나 사회적 권력에 따른 상대 대우법

(주로 반말/존댓말)을 잘못 선택할 때 발생한

다.

처음만나는 사람에게 반

말을 쓴다.

어휘 존대 어휘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발생한다.
존댓말에서 대명사 ‘나/

내’ 등 어휘 사용한다.

어미
선어말어미 ‘-(으)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

할 때 발생한다.

‘주시겠어요?’를 ‘주겠어

요?’로 쓰인다.

사

회

화

용

적

실

패

사회적

거리

대화 참여자 상호 간의 친소 관계나 상대적

권력을 잘못 파악하여 표현이나 문장 전체에

부적절하게 사용할 때 발생한다.

친한 친구에게 과도한

존대어휘나 어미를 사용

하여 거리감을 나타낸다.

가치관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의사소통에서 각

대화 참여자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

이로 인해 발생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비유나

의인법으로 불만을 표현

하는 것을 한국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에 대한 정의인 ‘일정한 맥락에서 원어민 화자의 기준에 부적절한 형태’

에 따라 한상미(2006)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실제 수집된 자료에서 나타

나는 오류 양상들을 결합하여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화용적 오류는 화용

언어적 오류와 사회화용적 오류로 구분된다. 서면 DCT로 수집된 자료라

서 구어에서 사용하는 담화표지가 거의 안 나타나고 비언어적 요인도 조

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용언어적 실패는 호칭, 보조화행, 통

사적 완화 장치, 어휘·구·관례어 완화 장치, 대우법(화계선택, 어휘, 어미)

으로 나눌 것이다. 또한 본고의 연구 주제인 불평 화행을 수행할 때 상

대방을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 화행의 간접성 정도를 판단하

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서 사회화용적 실패는 사회적 거리와 가치관, 두

개로만 하위분류를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틀은 <표 Ⅲ-48>과 같다.

<표 Ⅲ-48> 화용적 실패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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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빈도 비율

화용언어적

실패

시작말 17 20.99%

어휘·구·관례어 4 4.94%

존대법

화계 선택 15 18.52%

어휘 28 34.57%

어미 17 20.99%

합계 81 100%

화용적 실패에 관한 분류는 한국어 전공자 두 명, 한국인 대학생 1명

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수집된 한국인 모어 화자 자료를 참고하

여 판단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을 할 때 학습자 집단의 보조화행 사용에

서는 오류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본 절에서

다루는 화용언어적 실패 양상 분석 결과는 <표 Ⅲ-49>와 같다.

<표 Ⅲ-49> 화용언어적 실패 빈도

화용언어적 실패 횟수는 81회이고, 하위분류에서 존대법 사용 오류가

제일 많았고(60회) 화용언어적 실패는 전체의 74%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시작말 오류 17회(21%), 어휘·구·관례어 완화 장치 오류가 4회(5%)로 나

타났다. 아래는 화용언어적 실패의 예이다.

CKL91#5: 동창▷｛시작말 ✓저기｝,작은 소리로 주세요.

CKL85#2: XX씨▷｛시작말 ✓XX아｝,좀 도와주시겠어요?
CKL85#5: 미안해요. ▷｛관례어 완화 장치 ✓미안하지만｝좀 조용 하세요. 고마

워요.

CKL22#3: 내가 소중하게 사용하다고 말했잖아요.▷｛화계 선택) ✓잖아｝이제 왜

이렇게 됐어요▷｛ 존대(화계 선택) ✓됐어｝.?
CKL1#1: 선배,갑자기 필요가 있으니까 그 책을 먼저 나▷｛존대(어휘)✓저｝에게

돌려줄까요▷｛ 연결어미✓줄 수 있을까요｝?

CKL80#7: 당신▷｛존대(어휘) ✓그쪽｝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줄 알았 는데 줄

을 서야 해요.

CKL85#2: XX씨, 좀 도와주시겠어요?▷｛존대(어미) ✓도와 줄 수 있어?｝

호칭 실패는 모어 전이로 인한 오류와 사회적 거리를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CKL91#5의 경우에서는 학습자가 중국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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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주 사용하는 호칭인 ‘同学’을 직역하여 ‘동창’으로 불렸다. CKL85#2

의 경우에는 친한 친구를 ‘XX씨’라고 불러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

였다. 예문 CKL85#5는 관례어 사용 실패의 예이다. ‘미안해요’와 ‘미안하

지만’은 그 의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안해요’는 본인이 잘못을 저

질렀을 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즉 상대방에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울 때 사용하는 말이다. ‘미안하지만’은 용서를 구하는 것

이 아니라 겸손히 양해를 구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학습자

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큰 학생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할 때 ‘미안해

요’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며 이는 화용언어적 실패로 보인다.

존대법 오류에서 화계 선택 실패가 15회, 존대 어휘 사용 실패가 28회,

존대 어미 사용 실패가 17회로 나타났다. 화계 선택 오류는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와 상대방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격식성(formality)이나 비격

식성, 또는 반말과 존댓말의 차원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대우법을 선택

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예문 CKL22#3은 화자가 친한 후배에게

하는 말이라 반말을 써도 되는 상황이지만 존댓말을 사용한 경우였다.

존대 어휘의 화용언어적 실패는 화계 선택은 정확하지만 발화에서 화계

와 맞지 않는 어휘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학습자가 자주 범하는 오

류는 CKL1#1처럼 ‘나’, ‘내’ 등과 같이 자기의 지위나 연령이 상대방과

동등하거나, 자기보다 낮은 상대방에게 자기를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가, 상대 대우법에서 사용하는 종결어미 ‘-아/어/여요’, ‘-습니다/습니까’

등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였다. CKL80#7의 경우에서 사용된 ‘당신’이라는

대명사가, 하오체에서는 듣는 이를 가리킬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지칭할 때나 맞서 싸울 때는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가

된다. 이 예문은 학습자가 대명사를 잘못 사용하여 무례한 발화를 한경

우이고 이는 말싸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예문 CKL85#2는 존대 어미 사용의 화용언어적 실패이다. 친한 룸메이

트가 방을 청소하지 않을 때 ‘-(으)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비슷한 나이고 친한 관계이므로 과도한 표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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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대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가 일부러 자기와 거리를 두며

자기와 소원해지려 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상황3에서 친한 후배

에게 존대 어미 ‘-(으)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한 상황1과

상황4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선배에게 ‘-(으)시’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학습자의 사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모든 한국인 모어 화자

가 ‘-(으)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꼭 틀린

것은 아니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판단하기에는 ‘-(으)시’를 사용하면 더

자연스럽고, 사용하지 않으면 조금 무례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정도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존댓말 ‘해요체’나 ‘합쇼체’등을 사용하면

‘-(으)시’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화용언어적 실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화용언어적 실패 원인

이해영(2002)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에 의해 사상되는 화용적 말힘

(pragmatic force)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생산한 것과 다를 때 화용언어

적 실패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해영은 화용언어적 실패의 원인으로

“① 교재, 교육 자료, 교사로 인한 오류 및 교실 담화의 부적절함(비현실

적, 비경제적 반복)으로 인한 오류 즉, 교수(훈련)에 의한 것

(teaching-induced error)과 ② 화용언어적 측면에서의 모국어의 전이”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의 화용언어적 실패 원인은 ‘교재의 부재

및 교실담화의 부적절함’ 과 ‘모국어 전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불평 화행은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 행위로서 부정적인 의

미를 가진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직 한국어교육의 범위에 명

확히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2010)에서 <연세 한국어>, <말이 트

이는 한국어>, <서강 한국어>, <아름다운 한국어>, <쉬워요 한국어>

교재를 불평 화행을 중심으로 목차를 분석한 결과 불평하기는 총 3번만

나타났다. 불평 기능을 단독으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약속(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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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변명하기, 이유 제시하기’ 등의 기능, 또한 ‘-(었/았어)야지(요),

-지 마(세요)’ 등의 문법과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

리고 불평 화행의 장면을 분석한 결과 담화 장면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가 가장 많아서 이는 화행 교육으로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담화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사적 상황, 화자와 청

자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경우, 화자와 청자가 친한 경우가 거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담화 장면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서도 불평 화행에서뿐만 아니

라 화행 교육 전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손세모돌(2009)은

중국에 출간된 한국어 교재 13종의 화용론적 오류를 분석한 결과 호칭과

지칭 오류,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혼용하는 현상 등이 종종 발견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는 처음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손세모돌은 초급 단계는 문법 지식이나 어휘 공부에 집

중되어 있지만 교재에서부터 화용적 지식을 많이 제공받지 못하거나 여

기에 오류가 생긴다면 학습자가 이러한 오류에 영향을 받아 배운 것을

실제 대화에서 활용할 때 화용적 실패를 쉽게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

실제 사용 양상을 봤을 때 친한 친구나 후배를 ‘XX씨’라고 부르는 경

우가 있었다. 학습자 인터뷰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에서 친구 사이를 이렇게 호칭한다고 나오기 때문

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재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

로 존댓말을 쓰는 담화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 밖에서

학습자들이 친한 친구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는 화용적 지식 부족으로 낯선 상황에 처하였

을 때 쉽게 자기 모어에서 사용하는 발화 전략이나 어휘, 표현 등을 사

용하여 부적절한 발화를 하였다. 자기 나라의 문화 요인, 가치 판단에 근

거하여 사회화용적 실패를 초래하면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불평 화행 조사 결과에서 모어 전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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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빈도 비율

사회화용적 실패

거리감 생김 3 6.12%

무례함 초래 39 79.59%

의미 파악 어려움 7 14.29%

합계 49 100%

발생한 사회화용적 실패를 보면 호칭어 중에 ‘학생/동창’, ‘종업원’ 등과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유는 중

국어 사용 습관에 따라 ‘同学’, ‘服务员’을 직역하여 생긴 결과이고 ‘제발’

의 과잉 일반화 사용도 중국어 ‘拜托/求你了’의 전이로 나타나는 양상이

었다.

2) 사회화용적 실패

(1) 사회화용적 실패 양상

<표 Ⅲ-50> 사회화용적 실패 빈도

사회화용적 실패는 총 49회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거리감 생김’ 3회

(6.12%), ‘무례함 초래’ 39회(79.59%),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7회

(14.29%)였다.

‘거리감 생김’의 경우 주로 후배나 동갑에게 과도한 존경 표현을 사용

할 때 발생하였다. ‘무례함 초래’는 자기보다 상대적 권력이 높은 상대방,

또한 모르는 사람에게 상대 대우법을 잘못 사용하거나 언어적인 완화 장

치를 사용하지 않고 너무 직설적으로 말할 때 발생한다. ‘의미 파악이 어

려움’은 학습자가 자기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특별한 표현 방식에 근

거하여 목표어로 표현을 할 때, 목표어 원어민 화자가 이해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CKL85#2: XX씨,좀 도와주시겠어요?▷｛거리감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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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68#3: 카매라에 손상이 있습니다. ▷｛거리감 생김｝

CKL41#4: 왜 이런 거야?▷｛무례함 초래｝

CKL13#7: 법칙을 지켜야지. 빨리 나가. ▷｛무례함 초래｝

CKL42#8: 우리 먼저 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 ▷｛무례함 초래｝

CKL13#3: 와! 네 카메라가 몸이 많이 아파나 봐. ▷｛의미 파악이 어려움｝

CKL95#8: 종업원, 우리는 관중석에 착석해요? ▷｛의미 파악이 어려움｝

예문 CKL85#2와 CKL68#3은 친한 룸메이트와 후배에게 하는 말이다.

물론 두 문장은 화용언어적 실패 중 대우법 ‘화계 선택’ 실패에 속하는

동시에 사회화용적 실패에도 속한다고도 볼 수 있다. CKL85#2에서 “도

와주시겠어요?”라고 하는 말은 존대를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으)시’와

해요체를 결합하여 요청하는 의미를 담은 높임 표현이다. 말 자체가 틀

리지는 않았지만 친한 룸메이트에게 이런 낯선 사이에서 사용하는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서로의 관계에 나쁜 영

향을 줄 수 있기도 하다. CKL68#3에서도 친한 후배에게 합쇼체를 사용

하여 어색한 발화가 된 경우이다.

예문 CKL41#4는 친하지 않은 선배가 지각할 때 하는 말이었다. 학습

자는 선배에게 “왜 이런 거야?”라고 직접 질책하면서도 반말을 하였다.

물론 선배가 지각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지만 학습자가 자기의 불만을 표

현할 때 선배와 사회적 거리를 잘못 판단하여 오히려 무례한 발화를 하

게 된 것인데, 이는 결국 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선배

가 이런 무례한 말을 듣게 되면 비록 자기가 지각하였지만 후배가 아예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화자에게 나쁜 이미지를 남길 가능성

이 높다. CKL13#7과 CKL42#8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다.

물론 화가 아주 났을 때 반말을 쓴 한국인 모어 화자도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은 아주 낮았다13). 또한 이런 표현은 아주 무례한 것이고 싸우려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르는 사

13) 본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해체 사용은 전체의 1%에 불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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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에게 불만을 표현할 때 반말을 쓴 경우가 전체 ‘사회적 거리’ 실패의

64%를 차지하였다.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는 자기가 화를 내는 상황이

기 때문에 존댓말을 쓰고 싶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일부러 반말 사용

을 통해 불만을 표현하였다고 답하였다.

예문 CKL13#3과 CKL95#8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독특한 표현 방식의

예이다. 카메라에 긁힌 자국이 있다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카메라를

의인화하여 “카메라가 몸이 많이 아팠나 봐.”라는 말을 통해 ‘카메라가

긁혔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표현하였다.

CKL95#8의 경우에 음식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안 나올 때 “우리는 관

중석에 착석해요?”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자기가 다른 손님이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상태를 ‘관중석’으로 비유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자기

의 음식이 아직 안 나온다는 불만을 전달한 것이었다. 이런 표현들은 중

국인이라면 바로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만, 중국의 문화적인

맥락이 없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어 의미 파악이 어려

운 말이 될 수밖에 없다.

위 예문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말할 때, 한국인과 중국인

의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요소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사회화용적 실패

를 초래하고 의사소통 장애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불평

화행인 경우에는 중국인에 대한 오해나 대화자 서로 간의 거리감, 무례

함, 난해함을 야기함은 물론이고 심지어 말싸움까지 야기할 수 있다.

(2) 사회화용적 실패 원인

이해영(2002)에 따르면 사회화용적 실패의 원인은 “① 부담의 정도에

따른 문화적 인식의 차이, ② 금기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 ③ 사회

적 관계(힘과 유대)에 대한 비교문화적 차이 즉, 인식의 차이, ④ 가치

판단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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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 불평 화행에서 나타난 사회화용적 실패의 주요 원인은 사회적 관

계(친소관계, 상대적 권력)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가치 판단에 대한 사회문

화적 차이로 나눌 수 있다.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대우법이 발달하지 않으며 어미나 어휘 높임법,

반말과 높임말의 구분 등이 거의 없는 편이다. 즉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또는 친하거나 친하지 않거나 표현이 일반적으로 똑같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에서 상대방과의 사회적 거리를 판단할 때 어려운 요인

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하여 반말이나 높임말의 선택 역시 골치 아플 정

로도 복잡한 일이 된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실제 한국인 모

어 화자들은 꼭 친소관계나 상대적 권력에 따라 대우법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청자나 상황에 따라 친한 친구 사이라도 계속 존댓말을 쓰는 경

우도 있고, 선배라고 해도 상대의 허가를 받으면 친한 사이에는 반말을

쓸 수도 있다. 이런 가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한국어 학습자에게 상대

대우법의 적절한 사용은 더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가 화가 났을 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의 인식과 다르다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었

다. 한국에서는 선배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쓰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학습자 집단은 화를 낼 때 존댓말이나 존대를 의미하는 어

휘, 어미 등을 쓰지 않고 반말 사용을 통해 자신의 불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상황7의 경우 모르는 사람이 새치기를 할 때

존댓말을 쓰지 않는 학습자가 거의 20%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한국인

모어 화자와의 사후 인터뷰에서는 이에 대해 ‘아주 무례한 것이고 의도

적으로 그 선배나 처음 만나는 상대방과 싸우고 싶을 때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반말을 사용하여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의사소통의 실패이며 한국어 학습의 실패라

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불만을 표현하면서

도 싸우지 않도록 원만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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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의미를 파

악하기 어려운 표현을 자주 사용 한 불만을 표현할 때 중국인들이 상대

방이나 서로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비유나 의인

화를 통해 불만을 암시하는 것이 있다. 예문 CKL13#3과 CKL95#8에서처

럼 중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국인 모어 화자도 비유나 의인화 수법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상황3의 경우 후배의 카메라가 긁힌 경

우에 응답자 100명 중에 5명이 비유나 의인화를 사용하였다.

CNS24#3: 我的相机有点伤心，因为她受伤了！

(내 카메라가 좀 슬프더라. 왜냐하면 그녀가 다쳤기 때문이야!)

康林花(2010)의 중국어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화행 전략 중

‘비유’라는 전략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 이 전략은 단순이 비유가 목적이

아니므로 청자는 언어 환경을 결합하여 화자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여

야 한다. 중국인들은 이런 표현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담겨 있는 의미를 빨리 파악할 수 있지만 이처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 모어 화자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갈피를 못 잡

게 된다.

3. 논의 및 시사점

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1) 불평 화행 양상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① 화용언어적 분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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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양상
한국인 집단 학습자 집단 중국인 집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횟수 비율

주화행 314 39.25% 455 56.88% 424 53.00%

시작말+주화행 232 29.00% 142 17.75% 174 21.75%

주화행+보조화행 139 17.38% 142 17.75% 118 14.75%

시작말+주화행+보조화행 115 14.38% 61 7.63% 84 10.50%

합계 800 100.00% 800 100.00% 800 100.00%

본고에서 조사한 모든 응답에는 주화행이 있었지만 시작말과 보조화행

은 선택적이었다. 그런데 시작말과 보조화행의 사용여부가 불평 화행의

전체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세집단의 시작말, 주화행, 보조화행

전체 사용 조합 양상을 분석하였다. 상황 8개를 모두 합쳐서 분석한 화

행의 총 수는 800회였고 결합한 분석 결과는 <표 Ⅲ-47>과 같다.

<표 Ⅲ-47> 집단별 시작말, 주화행, 보조화행 사용 빈도

결과를 보면 학습자 집단의 시작말, 주화행, 보조화행의 조합 양상은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양상과 가깝다. 두 집단 모두 주화행만 사용한

비율이 전체의 반 이상이 넘는 반면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비

율은 40%에 불과하였다. ‘시작말+주화행’의 사용 결과를 보았을 때, 한국

인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시작말 사용이 더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학습자 집단은 ‘시작말+주화행’의 사용 빈도가 제일 낮았다. ‘주

화행+보조화행’의 양상은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빈도가 비슷하고 중국인 집단보다 조금 많은 편이었다. ‘시작말+주화행+

보조화행’ 모두를 갖고 있는 응답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제일 높

았고, 이는 학습자의 두 배 정도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

습자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주화행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시작말과 보조화행 조합사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학습자의 화행 사용 양상이 중국인

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주로 모국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작말과 보조화행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말을 건넬 때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또는 불평을 정당화하거나 불만 강도를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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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이런 양상을 보면 불평을 할 때 한국

인보다 무례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② 사회화용적 분석 논의

앞 절에서 불평 화행의 화용언어적 측면과 사회화용적 측면을 각각 살

펴보았지만 불평의 강도나 무례함이 있는지의 여부가 주화행의 언어적인

완화 장치와 전략을 같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결합한 분석이 필요하

다.

언어적인 완화 장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인 집단은 중국인 학습자 집단

과 구와 관례어 사용 양상이 비슷하고, 어휘 완화 장치의 사용에서 학습

자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존대 어미 ‘-(으)시’, 존대어휘 ‘드리다/

계시다’, 부사 ‘좀/조만/조금만’의 사용이 적었으며 여기서 큰 차이가 나타났

다. 한편 화행 전략을 분석한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학습자 집단이 불만의

강도가 낮은 전략3 ‘시정 요청/제안’을 선호하는 반면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상대적으로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6 ‘간접 질책하기’를 더 많

이 사용하는 편이었다. 즉, 두 집단은 모두 직접 불평 전략을 회피하고 있지

만 전략 사용을 비교하였을 때 학습자 집단은 불만 강도가 높은 전략을 의

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다.

언어적 장치와 전략의 사용이 서로 결합할 때 전략의 상위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첫째, 학습자 집단은 불만의 표현 정도가 약한 전략을 선호하지만 이

때 언어적인 장치의 부적절함이나 결여로 인해 청자에게 무례하다는 인

상을 줄 수 있다. 강도가 낮은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 불평의 강

도가 낮은 것은 아니며, 언어적 완화 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우법의

선택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듣는 사람이 강한 불평으로 느낄 수 있

다.

실시한 조사에서 불만의 강도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전략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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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 나무람이 없음’이라는 상위 분류에 속한 전략1 ‘수용/이해하기’, 전략

2 ‘암시하기’, 전략3 ‘시정 요청/제안’이었다. 전략1 ‘수용/이해하기’의 경

우, 상황3과 상황4에서만 나타났으며, ‘괜찮다’를 사용하여 수용을 표현하

였다. 전략2 ‘암시하기’는 힌트를 통해서 청자에게 불만스러운 상황이나

청자의 행위를 환기시키는 전략이기 때문에 불평의 강도가 아주 낮았다.

하지만 청자의 상대적 권력이 자기보다 높은 경우나 청자와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완화적 언어장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예문 CKL8#13을 보면 학습자가 선배에게 해요체를 사

용하였지만 존대어휘가 결여되어 한국인 모어 화자의 KNS65#2와 비교

하였을 때 두 집단은 같은 전략을 사용하였음에도 듣는 사람은 학습자의

말을 무례하게 여길 수 있다.

CKL13#2: 선배, 요즘 많이 바빠요? 그 책 이미 봤어요? 내가 시험을 앞두고 꼭

진난 번에 빌려했던 책을 필요해요.

KNS65#2: 선배, 제가 저번에 빌려드린 책 다 보셨어요? 저도 이제 써야 해서요.

전략3의 경우도 위와 비슷하다. 과제 상황에서 불만스러운 상황에 대

하여 행위 수정 요청을 하거나 앞으로 정확한 행동을 할 것을 제안하기

도 하며, 소망을 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불평은 어투에 따라 그 정도

가 다르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DCT로 조사하였기 때문

에 정도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CKL2#5: 죄송하지만 목소리 좀 낮으면 안돼요? 지금 쉬고 있었어요.

KNS17#5: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데 조금만 조용히 통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 예문은 상황5에서 나온 응답이다. 친하지 않은 같은 학년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정 요청을 할 때 한국인 모어 화자 KNS17#5의 말이

더 공손성을 갖추고 있었다. 학습자는 완화어휘 ‘좀’을 사용했지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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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종결어미의 선택조합으로 인해 불만의 강도도 더

높게 되었다.

둘째, 한국인 모어 화자는 학습자 집단보다 불만의 표현 정도가 보통

에 해당하는 전략4 ‘짜증내기’와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 그리고 전략6

‘간접 질책하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언어적 완화 장치를 같

이 사용하여 불만 강도를 완화시키고 있었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간접적으로 청자나 위반행위를 언급하였지만 높임 대

우법이나 완화 장치를 사용하여 청자로 하여금 자기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

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완곡한 표현을 만들어 사용하

였다.

전략4 ‘짜증내기’ 는 청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화자가 혼잣말처럼 청

자의 사회적 행위에 대해 상황을 묘사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언급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짜증을 표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상황2에서 두 집단

의 전략4 사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전략4를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표현 방식은 오히려 완곡적이었다. 아래 예문을 보면 중

국인 학습자는 룸메이트에게 기숙사의 더러운 환경에 대해 개집이 된다는

직접적인 짜증을 털어놓은 반면에, 한국인 모어 화자는 더 조심스럽게 불만

을 표현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는 반문하는 문장을 통해 자기만 청소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자기의 처지만을 이야기하였다. 여기서 의문문의 사용

은 어느 정도 언어적 완화 효과를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CKL2#2: 친구야, 청소 좀 자세히 해라. 우리 기숙사 곧 개집 된다!!

KNS60#2: 뭐지? 왜 나만 치우지?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거의 회피한 전략5 ‘부정적 결과 언급’과 관련하여

KNS14#4를 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는 친하지 않은 선배가 자꾸 지각한다면

자기도 늦게 올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알려주면서 불만을 표

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존대 어미 ‘-(으)시’와 합쇼체 ‘-ㅂ니다’를 사용



- 111 -

하여 불만을 완화시켜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무례함을 피하였다.

KNS14#4: 선배님. 자꾸 이러시면 저도 약속시간 30분 후에 나오겠습니다.

전략6 ‘간접 질책하기’는 질책하기에 속하지만 간접적으로 청자에게 불만

상황을 물어보는 것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모두 언어적 완

화 장치를 많이 사용하였다.

KNS48#8: 제가 먼저 주문한 것 같은데 제 음식은 언제 나오나요?

CKL49#8: 실례하지만 저희가 시킨 음식 아직 안 했어요?

KNS48#8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음식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를 물

어보는 문장인데, 종결어미 ‘-나요’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더 편안한 느

낌을 주었다. 학습자의 경우에는 CKL49#8에서 상황에 관하여 질문을 하면

서 완화 장치 ‘실례하지만’을 사용하여 질책하는 느낌을 완화시켰다.

셋째,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집단은 같은 전략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학

습자 집단의 언어적인 장치 때문에 불만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느껴진

다. 특히 불만의 강도가 높은 전략에 속하는 것은 전략7 ‘직접 질책하기’, 전

략8 ‘간접 비난하기’, 전략9 ‘직접 비난하기’이다.

전략7 ‘직접 질책하기’의 경우는 화자가 청자의 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질책하는 것이며, 이는 직설적인 전략으로 보일 수 있다. 상황3에서 친한 후

배가 카메라 표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질책하는 방식에서 한국인 모어 화

자와 중국인 학습자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KNS96#3에서 한국인은 피동

형을 사용하여 “카메라 좀 긁혔더라.”라고 말하며 청자의 위반행위를 질책하

였지만, 학습자 집단은 의문문 ‘왜’를 사용하여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책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청자의 행위를 질책할 때 피동형이 불만의 강도

를 다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KNS96#3: 너가 돌려준 카메라 좀 긁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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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7#3: 왜 이거 손상했어?

전략8 ‘간접 비난하기’는 간접적인 전략이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드러

낸다. 이 전략은 청자가 못마땅함을 표현할 때 직접 청자를 언급하는 것을

피하고 그의 행동만 비난하거나 자기의 불만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KNS16#6은 반문하는 질문을 통해 비난을 하였고 CKL62#6은 상대방을 명확

히 언급하지 않으면서고 행위가 못마땅하다고 표현하였다.

KNS16#6: 조별 과제인데 난한테 피해까지 하는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CKL62#6: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팀 중 다른 사람에게 안 존중해요.

전략9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는 불만의 정도가 높은 전략 사용에서 청

자를 언급하였고, 위반행위를 명확히 질책하거나 비난을 할 때 KNS26#7과

KNS94#7처럼 청자의 위반행위, 즉 새치기하는 것을 명확히 비난하더라도 ‘-

면 어떻게 합니까?’와 ‘-면 곤란하다’의 문형을 사용하여 비난의 무례한 정

도를 낮추었다. 그리고 존대 어미의 ‘-(으)시’의 사용도 이루어졌다. 반면에

학습자는 CKL97#7처럼 새치기하는 행위를 넘어 직접 예의가 있는지를

청자에게 반문하였다. 심지어 CKL42#7처럼 아주 무례한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습자가 화행 교육을 받지 못해 이런 표현을 실생활에

서 사용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쉽게 깨지고 말싸움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KNS26#7: 저기요. 뒤에 많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새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KNS94#7: 저기요. 죄송한데, 이렇게 새치기 하시면 곤란하죠.

CKL97#7: 우리는 줄을 서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CKL42#7: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대화를 할 때 다양한 화행 전략 및 언어적 완화 장치를 사용할 수 있

다. 불평 화행의 경우 언어적 장치와 화행 전략의 보편적인 결합 관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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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없으며 화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불평의 강도가 낮은

전략을 사용할 때는 존대 어휘나 존대 어미를 많이 사용하고, 불만 강도

가 높은 전략을 사용할 때는 연결어미, 반문적 질문 문형, 동사 피동형,

시각출발점(청자가 아닌 화자의 시각으로)등 다양한 완화적 언어장치를

사용하여 불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불평의 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2) 화용적 실패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화용적 실패의 결과로 주로 의사소통 모호성 유발, 무례함 유발, 어색

함 유발을 들 수 있다(한상미, 2006). 모호성 유발은 학습자의 목표어 화

용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한국인이 발화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습자가 알고 있는 목표어와 서로 다른 가치관

이나 문화 습관 차이는 이런 모호함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예의를 갖

춰 불만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실제 학습자가 한국어의 화용적 지식이 부

족하여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무례함을 초래하게 되어 서로 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본 조사에서 사용한 상황 가운데

학습자가 선배에게, 또는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을 쓴 경우에는 무례한

인상을 주게 된다. 또한 어색함 유발은 비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이 모어

화자 집단의 습관과 달라 부적절한 느낌을 주는 것을 말한다. Ⅲ장에서

실시한 조사의 한 예시에서는 말을 끼어들었을 때 ‘미안하지만’을 사용해

야 하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미안해요’를 사용하여 어색함을 유발하였다.

앞 절에서 화용언어적 실패와 사회화용적 실패를 나눠서 고찰하였지만

한 문장에서 두 개 이상의 실패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전체의 화용적 실패 양상을 파악해야 하며, 본 절에서는 화용 실패의 결

과로 초래된 의사소통 실패 유형에 따라 이를 다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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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적 실패 빈도 비율

모호성 유발 6 5.56%

무례함 유발 66 61.11%

어색함 유발 36 33.33%

총계 108 100%

<표 Ⅲ-51> 화용적 실패의 의사소통 장애 유발 빈도

본고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학습자가 나타내는 모든 화용적 실패를 화

용적 실패 유발 원인에 따라 나누면 무례함 유발이 61.11%로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어색함 유발이 33.33%로 그 뒤를 이었다. 모호성 유발은

5.56%가 나타났다. 무례함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주로 화계 선택, 존대

어미, 어휘의 사용을 들 수 있다. 또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난해한 문

장이 생산되어 모호성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작말의 부적절

한 사용은 어색함을 초래하였다. 불만 화행에서 학습자가 무례한 인상을

주며 어색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불

평 화행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다.

2) 교육의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사용 양상 및 화

용적 실패를 고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앞서 실시한 양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교

육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는 사회적 변인(사회적 거리, 상대적 권력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 절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학습자는 청자와의 친소관계나 상대적 지위

를 잘 식별하지 못하여 이에 대응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못하였고, 결

과적으로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였다. 학습자가 사회적 변인에 따라 청자

와 화자의 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친한 사이에 과도한 존경 표

현을 사용하여 서로 간에 거리감이나 소원함을 만들거나, 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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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반말을 사용하여 무례함을 유발할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자

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자(선배, 선생님 등)에게 존대 어휘나 어미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반말을 쓴 경우도 있었으며, 지위가 자

기보다 낯은 후배에게는 존댓말과 존대 어미를 붙여 사용한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다. 즉 학습자가 자기가 배운 지식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

용하지 못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중국 국내에 있는 학습자는 목표

어 환경이 아니라 모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며, 수업 시간에 한국

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다양한 친소관계나 사회적 지위를 가

진 사람을 못 만나고 주로 교사나 반 친구와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눈다.

또한 학습용 대화가 제시된 교과서의 본문만으로는 사회적 변인을 고려

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어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

서 화행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명시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사회적 변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신의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불평 화행 전략을 선택하여

상황 맥락에 맞게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는 불만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청

자나 위반행위를 언급하지 않는 전략인 ‘시정 요청/제안’과 ‘암시하기’를

많이 사용하였고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는 학습자가 불평을 할 때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는 지위가 동

등한 상대방에게 ‘명백히 비난하기’를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더 많이 사

용하였다. 한편 한국인 모어 화자는 ‘간접 질책하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학습자 집단과 다른 전략 사용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가 불만을 표현할

때, 전략의 불만 정도가 낮을수록 체면 손상의 가능성은 낮지만 무조건

강도 낮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 전달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중국인 학습자는 ‘암시하기’를 사용할 때 중국어 표현 방식인 ‘비유’나

‘의인화’를 통해 불만을 전달하였지만 한국인은 이런 표현의 의도를 아예

파악하지 못하였다. 충돌을 피하는 것이 원만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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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더라도, 체면을 손상시킬까 봐 암시만 하게 되면 불만의 의도

를 잘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나이가 같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심리적인 부담이 적어 ‘명백히 비난하기’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강한 불만

을 전달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켜 결국 원만한 인간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 모어 화자가 선호하는 ‘간접 질책하기’ 전략

도 청자나 위반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대해 청자에게 물

어보거나 청자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

을 통해 상대방은 화자가 불평하는 의도를 잘 알게 되어 충돌 역시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단순히 불만 강도가 약한 전략을 선택하기

보다는 상황 맥락에 맞는 적절한 전략, 즉 의미 전달과 충돌을 피하는

효율적인 전략에 대한 사용 연습이 필요하다.

셋째, 호칭이나 어휘·구·관례어 완화 장치 등의 언어 표현, 그리고 상

대 대우법이나 존대 어휘, 어미의 강화 연습도 필요하다.

학습자 집단에게 호칭이나 어휘·구·관례어 완화 장치 사용은 익숙하지

않고 모어 전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도 있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거의 쓰지 않는 하오체 ‘-ㅂ시다’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존대 어

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존대 어미 사용 빈도는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낮았고 특히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을

때, 혹은 모르는 사람인 경우 학습자가 존대 어미를 사용하려는 의식이

부족하였다. 초급과 중급 단계에서는 어휘량의 신장과 문법 학습을 중요

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호칭어, 어휘·구·관례어 완화

장치, 대우법 등의 지식을 알면서도 잘 익히지 못하고 적절한 사용 역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으)시’의

경우 초급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실제 발화에서는 사용 빈

도가 아주 낮았다. 사후 인터뷰에서 일부 학습자는 ‘해요체’를 통해 상대

방을 존대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으)시’를 사용해야

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 점점 ‘-(으)

시’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형성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사회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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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적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먼저 언어적 완화 장치나 대우법을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만들어 학습자가 스스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언어적인 사용에 익숙해지게 되어 최종적으

로 언어적 완화 장치나 대우법, 각종 대우 방법 사용에 숙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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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불평 화행 교육 방안

1. 불평 화행 교수학습 목표

화행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목표어 국가의 사회·문화·언어

적 관습에 맞는 발화를 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사회언어적 능력14)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이민정(2010)은 화행 교육이 1회가 아니라 초급부

터 고급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불평 화행은 체

면 위협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히 문형 몇 개를 외워서는 대응할 수 없는

종합 언어 능력 요구가 높은 화행으로, 초급 수준에서 다루기보다는 고

급 수준에서의 말하기 수업의 한 단원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평 화행의 교육 방안을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안하고자 한다.

국외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에 필요한 문법 및 어휘를 이미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말뭉치에서 지식을 뽑아 다

시 정리 및 생산하여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발화를 구현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 원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한국 국내가 아닌 학습

환경 때문인데, 각 모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노출 빈도 및 사

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습자가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면 모국어로 어떻게 표현하

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그런데 두 나라의 사

회·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 특히 한국어 대우법이 매우

발달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표현할 때 쉽게 경시하거나 적절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는 연령에 따른 서열 질서를 따지는 사회이

14) Bachman(1990)에 따르면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담화적 맥락에 맞

게 언어를 시용하는 능력으로, 공손성, 격식성, 언어사용역, 기타 맥락 의존적인 모든

변인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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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원어민과 대화할 때 외국인 학습자가 표현하는 것이 모어 화자가

듣기에 존경의 정도가 낮다고 생각될 수 있다. 만약 적절하지 않은 표현

이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면, 쉽게 오해를 받거나 상대방이 화가 나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학습자는 숙달도가 낮

아서 말을 못하기보다는 어떤 화행 전략 혹은 표현이 더 적절한지를 잘

몰라서 모국어에 의존해 표현할 뿐이다.

Kasper & Rose(2001: 4-7)에 따르면 화용 지식의 일부는 보편적이며,

또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옮겨올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보편적인

화용 원리에 의해 의사소통이 진행되고 구체적인 맥락에서 변이를 보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외국어 학습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항

상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화용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에게 새로운

지식, 즉 목표어의 화용적 지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미 가진 지식을 깨닫게 하고 그 보편적 지식 또는 모국어의 지식을 목표

어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법이나 어휘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황

맥락에 맞는 불평 전략 및 표현을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다. 그리고 앞 장에서 조사하였던 학습자 불평 화행 사용 양상과 화용적

실패 양상 및 원인을 종합한 본고의 불평 화행 교육의 구체적 목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화·청자 관계(사회적 거리, 상대적

권력, 연령 등)에 따른 불평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

다.

둘째, 상황 맥락에 맞게 자신의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불평 화행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전략에 맞는 불평 표현, 그리고 다양한 언어적 완화 장치

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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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평 화행 교수학습 내용

불평하기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상황 맥락에 의존도가 높은 화행

으로서 형식적으로 고정적인 문형을 위계화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 근거 중 하나로 강현화・황미연(2009)에서 “본고에서 개별 문형이 불

평 화행에서 사용된다고 판정하였다고 해서 이들이 언제나 불평 화행에

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특정한 담화상황(불평)에 따라 불평 화행

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연(2015)에서 지적한 대로, 불평 화행의 일부 전략은 형식

화되었지만 모든 유형을 찾아내는 작업은 아주 방대한 자료가 필요한 것

이며, 연구자 개개인의 힘으로 한 번에 실행하기가 어려운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자료를 가지고 불평 화행을 교육하려면, 형식적인 내용

을 가르치기보다는 표현 방식이 다양한 전략들을 알려주고 대표적인 문

형을 예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국어로서

의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도 가변성이 높은 형식적인 내용에 집중하기보

다는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들, 그리고 전략 사용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대표적이면서 실용적인 표현을 같이 제시해야 한다.

Roever(2009: 561-562)에서 화용 교육의 학습 모형을 구축하였는데 화

용 교육이 잘 되려면 학습자에게 사회화용적 입력과 일반적인 언어적인

입력이 필요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사용 모형과 관련된 사회적 역할을 연결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화용

적 측면에서 학습자들이 입력(input)에서의 사회화용적 특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청자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현과 맥락의 영향력

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특징과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섭취

(intake)가 이루어지고 학습자가 스스로 이론을 구축하여 청자의 사회적

인 관계와 맥락이 어떻게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등의 지식을 최종

적으로 얻게 된다. 화용언어적 지식을 구축하려면 일반적인 언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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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화용적 측면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언어 수식어

를 첨가하기 보다는 담화에서 나타난 간접 요청은 어떤 모델 표현과 질

문을 통해 표현하는지와 같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화행은

화용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화행 교육도 이 모형의 범위에 포함되

어 있다.

본고 앞 장에서 논의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및 한국인 모어 화자 불

평 화행 사용 양상 분석 결과, 화용적 실패 양상 분석 결과, 그리고 논의

된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

평 화행의 교육 목표에 비추어서 다루어져야 하는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자 한다.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화용언억적 요소

(1) 언어적 장치 강화/완화 기능의 이해

불평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항상 강화 또는 완화 기능을 띤 언어적인

장치를 수반한다. 한국과 중국은 동양권에 속하기 때문에 체면을 중요시하고

상대방과의 완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만을 표현할 때 친한 사이

나 동갑 그리고 후배/연하인 상대방에게 말할 경우에 강화 언어 장치를 사

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신에 불만 강도를 낮추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

는 편이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서 언어적 강화 장치의 교육은 큰 비중을 차

지하지 않고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 몇 개만 알면 된다. 그것보다는 완화 장

치가 교육의 중점이 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존대 어

미 ‘-(으)시’의 사용이 중국인 학습자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학습자가 주체 및 객체 대우법을 사용하려는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 어

휘로서의 대우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초급 수준에서 학습했음에도 중급

과 고급 수준에서도 학습자의 대우법 사용 빈도는 여전히 낮았다. 사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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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분류 예시

언

어

적

장

치

완화 장치

어

휘

어미 -시

동사/명사 있다→계시다, 주다→드리다, 묻다/말하다→여쭈다 등
부사 그저, 단지, 그냥, 혹시, 조금, 약간 등

구
(는 게) 어때요?/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맞지요? 뭐랄까? 등

관례어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실례지만, 부탁드리다/부탁해요.

고마워요/감사해요/-면 감사하겠습니다 등

강화 장치 어휘 너무, 진짜, 정말, 꽤, 굉장히, 도대체 등

터뷰에서 학습자는, 말할 때 상대 대우법 해요체나 합쇼체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하여 굳이 존대 어미 ‘-(으)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교실 환

경에서 반 친구와 대화할 때 주체/객체 대우법까지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대우법을 알맞게 사용하려는 습관이나 의식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불평 화행을 할 때 선배나 모르는 사람에게 완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아 무례한 문장을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화행 교육을 할 때 형식적 언

어 장치를 가르치기 전에, 학습자에게 왜 언어적 강화/완화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먼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2) 불평 화행 언어적 장치 사용의 숙달

학습자에게 언어적 장치 사용의 필요성과 강화/완화 기능에 대해 이해시

킨 후에는 사용의 숙달 단계에 들어간다. 언어는 자주 사용해야 내재화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학습자가 실제 그룹별 활동을 통해 언어적 장치를 익히는 것

이 효과적이다. 또한 아래 <표 Ⅳ-1> 은 언어적 장치 교육의 내용 예시인

데 실제 교수학습에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보여줄 필요는 없으며 학습자

가 모든 강화/완화 장치를 학습해야 하는 것 역시 아니다. 먼저, 불평 화행

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어휘나 부사 몇 개를 예로 제시한다. 이어서 도입

부분에서 이미 다뤘던 대화문을 다시 살펴본 후, 언어적 강화/완화 장치를

찾아내거나 그룹별로 토론하고 답을 나누는 것을 통해 공부한다.

<표 Ⅳ-1> 언어적 장치 교육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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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화용적 요소

(1) 사회적 변인의 식별

① 사회적 변인에 따른 청화자 간 관계의 이해

사회적 변인에 따라 청자와 화자 간의 관계가 변하는 것이 말하는 데

있어 언어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사회적 변인은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와 상대적 권력(relative power)이다. 그 외에 연령(age),

공적/사적 등의 요인이 있다. 화행을 잘하려면 먼저 말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친한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대화를 할 때 큰 차이가 있고, 또한

선생님과 같이 권력이 높은 사람과 후배에게 대화하는 방식 역시 다르

다. 친구와 친교를 목적으로 말할 때와 수업에서 발표할 때 사용하는 언

어도 다른 영역이다. 본고 제3장에서 조사된 결과에서 학습자가 친근한

친구에게 아주 높임 대우법 ‘-습니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나 식당 종업원에게 반말을 사용한 양상도 종종 발견되었다. 학습

자가 말을 할 때 자기와 청자 간의 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분

명하다. 따라서 불평 화행을 잘 하기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바

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변인에 따른 청화자 간 관계의 이해이다.

학습자가 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변인이 무엇인지, 이런 변

인은 청화자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적절한 언어적인

요소들을 선택하여 발화가 가능하게 된다.

② 사회적 변인에 따른 대우법의 이해

본고 실제 조사에서는 학습자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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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존댓말 사용 오류를 종종 범하여, 무례함과 어색함을 초래하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앞서 화용적 실패 원인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런

오류 양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

는 교재에서 사회적 변인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존재한다. 이민정(2010)

에서 불평 화행 장면을 분석한 결과 담화 장면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아서 화행 교육으로서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담화 장면을 제시함에 있어 사적 상황,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

위가 동등한 경우, 화자와 청자가 친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담화 장면이 제시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에서 목표어를 학습하는 경우, 학습자가 언어적 환경이 결여된 데

에다 교과서의 상황 역시 단일화 되어 있으므로 사회적 변인에 따른 언

어적인 변화를 잘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적 변인을 체계

적으로 학습한 뒤 변인에 따른 언어적인 사용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대표적으로 언어적인 요소 중 사회적 변인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은 대우법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대우법은 친한 사람이나 또래, 후배

에게는 반말을 사용하고, 모르는 사람, 상대적으로 권력이 높은 사람, 연

상인 상대방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어적인 것은 단

순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변인이 항상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복합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그리고 초급에서 배

우는 것처럼 친한 친구에게 꼭 반말을 쓰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 계

속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학습자로 하여금 화행에 관한

이런 복잡한 변인 작용을 이해시켜야 한다.

③ 모어와 한국어의 사회적 변인 인식 차이 이해

조사 결과 분석 내용 중 학습자가 사회적 변인을 잘 알아도 대우법 사

용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상황7에서 모르는 사람이 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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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때 학습자가 상대방과 친하지 않은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해체를 사

용한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사후 인터뷰에서 화가 날 때 친하지 않은

관계라도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하

였다. 즉 불평 화행에서 사회적 변인이 적용하는 효과가 약해진다고 생

각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인 모어 화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언어적

으로 강한 불평 전략이나 장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꼭 존

댓말을 사용한다. 이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언어 학습자는 사회적

변인이 화행 실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인식 차이 때문에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화행을 교육할 때 사회적 변인이 언어 사용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불평 화행

에서 화가 나도 존댓말을 사용할 경우 꼭 예의를 챙겨야 하며 불평은 반

말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2) 불평 화행 전략의 사용

① 불평 화행 전략의 체계적 이해

한국어 고급 학습자는 언어 체계의 큰 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부적인

지식은 잘 정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학습자 중심 교수법의 시대에서

는 교사가 단순히 언어 지식을 알려주고 학습자들이 수동적으로 언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언어를 학습해야 한다. 따

라서 화행 교육에서 학습자의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이러한 방식으

로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불평 화행 전략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다. 교사가 교육을 잘 진행하기

위해 하나의 분류 방식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그것만이 기준은

아니다. 학습자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나 혹은 그룹 토론의 형식으로 다

양한 불평 표현을 모아 전략 분류를 시도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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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분류 하위 분류

직접/간접 불평 전략 분류

(박재현, 2012)

직접 불평 전략
행동 비난

상황 비난

간접 불평 전략

상황제시

환기시키기

질문하기

명령하기

요구하기

빈정거리기

실망표출

청자/화자 중심 전략 분류

(최명선, 2007)

청자 중심

환기시키기

원인 짐작하기

이해하기

돌려 말하기

화자 중심

상황 제시하기

대가 요구하기

경고하기

시정 요청하기

비난하기

기타 무응답/회피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래 <표 Ⅳ-2>처럼 상위 전략으로 청자/화자 중

심 불평 전략, 직접/간접 불평 전략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불평할 때

발화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 분류를 하였는데(<표 Ⅳ-3>), 이런 분류 방

식이 불평 화행을 교육하는 것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학습자가 불만을

할 때 표현하고 싶은 불만의 강도를 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면 의사소통

이 더 완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 방식을 권장한다. 학습자가

갈피를 못 잡을 때 상위 전략 범위를 알려주고 하위 전략을 맞추어서 분

류하는 것도 좋다. 하위 전략에는 환기시키기/암시하기, 짜증나기, 질책

하기, 비난하기 등의 전략이 있는데, 학습자가 그룹별로 토론하여 답을

모으고 교사가 학습자와 함께 전략 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중심으

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표 Ⅳ-2> 불평 화행 분류 교육 내용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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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분류 하위 분류

불평할 때 발화의 심각한

정도에 따른 전략 분류

(본고의 분류 방식)

명백한 나무람이 없음
암시하기

시정 요청 /제안

못마땅함

표현하기

짜증내기

부정적 결과 언급

질책하기
간접 질책하기

직접 질책하기

비난하기
완화하여 비난하기

명백히 비난하기

<표 Ⅳ-3> 불평 화행 분류 교육 내용 예시 2

본고 실제 조사에서 학습자는 암시하기와 수정 요청/제안 전략을 집중

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부정적 결과 언급 전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다양한 전략에 대한 개념이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만 의지하여 불평 화행을 수행한 것이다. 전략 사

용이 단일한 것은 틀리다기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표현하고 싶은 의미를

잘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미를 전달하

기 위해서는 불평 화행 전략을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알

아야 한다.

② 불만 강도에 따른 화행 전략의 이해 사용

불평 화행 전략에 대한 분류는 다양하지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하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예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불평 화행 전략을 발화의 심각한 정도, 즉 불만의 강도에 따라 분류하였

다. 실제 수업에서 청자/화자 중심 불평 전략, 직접/간접 불평 전략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관하다. 불만 강도에 따른 불평 화행 전략 분류는

분류하는 기준을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전략에 대응

하는 예문이나 모델 대화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한편 이해하는 단계를 넘어 전략 사용의 목적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사

용 연습을 시켜야 한다. 전략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러 대화문을 보여

주면서 즉시 전략 유형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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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다. 또한 학습자 그룹별로 앞에 나와서 역할극을 하면서 전략을

사용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활동이다.

실제 조사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전략 ‘간접 질책하기’를 학습자 집

단보다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연습 단계에서도 학습자의 사용

전략 분포를 통계화하여 놓치는 전략을 보충하거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선호하는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연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언어적 장치와 전략의 결합 사용

마지막 단계에서 앞서 학습했던 사회적 변인 식별, 전략 분류 및 사용, 그

리고 언어적 장치를 결합하여 진정한 불평 화행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단순

히 청화자 간의 관계를 잘 식별하거나 전략을 잘 선택하거나 언어적인 완화

장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불평 화행을 잘 할 수 없다. 실제 조사에서 학

습자는 불만의 표현 정도가 낮은 전략을 선택하였음에도 언어적인 완화 장

치의 결여로 인해 무례함을 초래하여 화용적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서 마지막에 학습자들에게 불평을 할 때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꼭 다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실제 사용 연습을 통해 학습 교과를 검증하기도 해야 한다.

3. 불평 화행 교수학습 방법

앞 절에서 논의된 화행 교육 내용을 간략히 말하자면, 화행 교육은 화

용적 능력 신장을 위해 화용언어적 측면과 사회화용적 측면을 모두 교육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용언어적 측면에서의 교육은 불평 화행의 언어적인 장치를 중심으로 다

루는 형태 초점 교수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에게 단어나 문

장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교수 지도 방법을 통해, 이를 완화/강화 언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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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교수하기 전에, 먼저 학습자들에게 불평 화행의 예문을 주고 난

뒤, 완화/강화 언어 장치를 찾아내거나, 혹은 학습자들이 서로 토론하게 하

여 본인이 알고 있는 언어 장치를 정리하게 하는 연역적 기법도 사용할 수

있다.

사회화용적 측면에서의 교육은 사회적 변인의 식별 및 화행 전략의 사

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변인을 식별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실

제 상황을 많이 겪어보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지만, 실제 언어 교육 현장

에서는 교실이나 단일한 장소와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다. 특히 한국 국

내에 있는 학습자는 수업 시간 외에도 바로 실생활에서 화행 습득을 할

기회가 있지만 자기 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는 실제 언어 상

황을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2장 구

어 기능 교수 지도에서 논의한 토론, 역할놀이, 대화 수업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Lazaraton(2001)에서 역할 놀이는 칭찬, 불평 등과 같은 말하기 활

동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연습하는 데 적절한 활동 유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 및 대화 기법은 학습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역

할놀이의 경우에는 모의된 상황 속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연습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신분의 역할을 연기하므로 입장이

다를 때의 언어 사용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실제 의사소

통 환경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는 역할극 연습은 학습자들에게 역할에 따

라서 그 상황이 실제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만약 학습자가 실

생활에서 연습한 상황과 비슷한 불만스러운 상황에 처하면, 자신의 역할

경험에 근거하여 더 여유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Littlewood(1981)에서는 학습자가 통제된 형식에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맡은 역할과 역할극에서 생겨나는 의미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상호

작용을 창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학습자들이 역할극을 하면서 암기

한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언어 지식

을 머릿속에서 상황에 맞는 어휘나 문법을 조합하여 창조적인 표현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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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내는 과정을 거친다. 학습자들은 역할극을 통해서 단지 어휘나 문

법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친소관계, 상대적 권력, 사적/공적 장소, 다

른 여러 가지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

Ladousse(1987)에서 밝힌 역할극의 언어 교육 가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언어 경험을 하게 되고 여

러 상황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 구조와 어휘, 기능 등을 학습할 기회

를 갖게 된다. 특히, 역할극은 특정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

문화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 둘째, 역할극을 통해 학습자들은 대인 관계

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언어 사용법을 익히게 되고 의사소통이라는 것

이 항상 예견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

학습자들은 본능적으로 역할극을 좋아하므로 학습한다는 의식 없이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며, 학습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수줍음이 많은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도록 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정민(2011)에서도 비슷

하게, 역할극의 교육적 효과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개발’, ‘담화구성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신장’, ‘정의적 측면의 효

과’, ‘문화 학습의 효과’ 5 가지로 나누었다.

한편 역할극은 단순히 역할극 활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 전

준비나 활동 후의 평가 및 정리를 통해서도 좋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역할극을 하는 것 자체가 말하기 연습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관련된 자

료 읽기나 대본 쓰기 등과 같은 읽기와 쓰기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조별

로 진행되는 역할 놀이에서는 자기 차례가 아닐 때 다른 조의 역할극을 보

는 것과 같은 듣기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역할극은 통합적인 활동이

라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역할극은 단순히 짧은 대화가 아니므로 상황에

맞는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몸짓, 표정, 어조) 표현까지 신경을 써서 수행해

야 한다. 본고는 앞 절에서 논의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역할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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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역할극 활동 구성

활동 전 단계

(pre-role play)

• 불평 화행 자료 제시(동기 유발)
• 사회적 변인에 대해 사전 지식 활성화

활동

단계

(role

play)

예비

역할극

• 사회적 변인에 따라 각종 상황 토론하기
• 불평 화행 전략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 교육 전 예비 역할극 수행하기(학습자 수준 파악)

교육
• 모델 대화(model dialogues) 제시
• 불평 화행 특징 설명.(사회적 변인, 전략, 언어적 장치 등)

핵심

역할극

• 다양한 상황에서 불평 화행 전략 및 언어적 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역할

극 수행하기

활동 후 단계

(post-role play)

• 역할극 수행에 대한 평가(동료/교사 피드백)
• 학습 내용정리 및 과제 부여

활용하여 불평 화행 수업을 마련하고자 한다. 수업 구성은 다음 <표 Ⅳ-4>

와 같다.

<표 Ⅳ-4> 역할극 활동 수업 구성

4. 불평 화행 교육의 실제

본 절에서는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수업의 교수 방안을

단계별로 차례대로 앞서 제시한 교수 절차에 따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수업 개관

학습 단원: 불평하기

학습 유형: 말하기

학습 대상: 중국 국내 대학 한국어 학과 4학년 학생

(수업 규모: 20～25명, 그룹 규모: 3～4명, 짝 활동: 2명)

학습 목표: 불평 화행의 여러 상황에 따라 사회적 변인 및 문화적 차이를 인식시키고,

다양한 전략 및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소요 시간: 100～120분

활동 자료: ①활동 전 단계-동영상 자료 및 대본 유인물, ②활동 단계-불평 상황 목록

활동지, 예비 역할극 기록 활동지, 불평 화행 전략 목록 유인물, 핵심 역할

극 기록 활동지, ③활동 후 단계-평가 활동지 등

화행 교육은 맥락 속에서 ‘언어 행위’의 적절한 사용을 가르치기 위해

항상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초급, 중급에서의 화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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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대부분이 문법이나 문형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 초점 방식으로 구성

되어 왔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불평 화행은 고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언어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적절하고 능숙하게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말하기 수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대상은 고급

학습자이고, 이는 중국 국내 대학 한국어 학과 3, 4학년 학생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반 규모는 20～30명이고 한국어 수업은 항상 그룹 활동이나

짝 활동으로 진행한다.

화행에는 요청, 거절, 인사, 감사 등 여러 주제가 존재하므로 화행 교

육을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보았을 때, 불평 화행 교육은 그 중에서

한 구성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본 절에서 불평 화행 교육의 수업 구

성은 중국 국내 대학의 일반적인 수업 시간인 2시간에 맞추어 구성하였

다. 하지만 실제로 수업할 때 학습 내용을 반복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해

서, 또는 수업 후 과제를 또 한 번 발표하여 내용 익히게 하는 경우가

많아, 2～3차례에 걸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학습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역할극을 수행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한다. 필요한 자료

는 단계별로 제시한다. 활동 전 단계에서 동영상 자료 및 대본 유인물을

준비해야 하고, 활동 단계에서 불평 상황 목록 활동지, 예비/핵심 역할극

기록 활동지, 불평 화행 전략 목록 유인물이 필요하며, 활동 후 단계에서

는 평가 활동지가 있어야 한다.

1) 활동 전 단계(pre-role play)

활동 전 단계(pre-role play)는 도입 단계로서 학습자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설계다. 이 단계에서

는 역할극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가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역할에 대한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킬 필

요가 있다. 게다가 활동 전 단계를 통해 학습자가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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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행 교육에 있어 역할극 활동 전 단계에서 먼저 해당 화행을 시청 자

료나 인쇄 자료를 통해 자연적으로 학습 내용을 익힐 수 있게 한다. 학

습자가 자료의 공통점을 찾아 스스로 주제에 대해 깨닫고 능동적으로 수

업에 참여하게 한다.

활동 전 단계 교수학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교사가 먼저 시청 자료(<예시1>)나 다양한 상황을 담고 있는 대화 프

린트 물을 나눠 주고 학습자가 시청하게 한 후 동기 유발 및 주제 도입

에 들어간다. 그때 학습자가 능동적인 자세로 교사의 지시에 따르고 학

습하는 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한다. 시청 자료에서 나온 캐릭터 간의 관

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다시 시청한다. 이후 교사가 불평

화행의 사회적 변인을 학습자에게 식별시키고 나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다. 학습자의 역할은 바로 시청자료 중에 대화하는 두 사람의 친소 관계

나 상대적 권력 관계 등의 사회적 변인을 추측하는 것이다. 사회적 변인

이 화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적 변인의 종류 및 분류를

그룹별로 토론한다.

<예시 1> 불평 화행 시청 자료

‘별에서 온 그대’ 제1회

새로 이사 온 이웃 사람이 밤에 노래를 불러서 잠 못 자게 하는 상황

(천송이 집 앞에서)

천송이: 무슨 일이세요?

도민준: 지금 시간이 몇 신 줄 아나 해서.

천송이: 지금요? 몇 시지? 열시 좀 넘었나?

도민준: 이런 야심한 시간엔 잘하는 노래도 안 하는 게 상식이죠.

천송이: 하. 들렸어요? 아, 나 이건물 방음 잘됐다 그래서 이사 온 건데. 아무튼 미

안해요.

도민준: 심지어 굉장히 못하는 노래일 때는 노래를 한다기보다 소란을 피운다고 봐

야지.

시청 후 질문은 다음 예과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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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자료에서 나온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 자기가 겪었던 불만스러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불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변인(청자와 화자 간의 관계)이 무엇입니까?

본 단계에서는 부드러운 교실 분위기를 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시켜야

한다. 시청 자료가 긴 경우 핵심 대화 대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학습

자들의 자기 경험을 환기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유도할 수도 있다. 그룹

은 3-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처음부터 매번 토론 시

같은 조원들과 함께 하면, 학습자 심리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도 좋다.

2) 활동 단계 (role play)

일반적인 활동 단계는 역할극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고에서 역

할극 활동은 세 단계로 나누었다. 바로 예비 역할극 단계, 교육 단계, 핵

심 역할극 단계이다.

(1) 예비 역할극 단계

고급 학습자에게 단순히 귀납적인 교수 기법을 사용하여 불평 화행의

특징을 알려주기보다는 교육하기 전에 그룹 토론과 역할 수행을 통해 연

역적으로 불평 화행 전략과 언어적인 완화/강화 장치를 찾아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따라서 예비 역할극 단계에서 학습자가 자기의 경험에 근거하여 1차

역할극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또는 다른 구성원의 활동 수행을 관찰하면

서 불평 화행 언어적 체계를 탐구한다.

예비 역할극 단계 교수학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사가 도입 단계에서 과거 경험을 질문하여 학습자의 스키마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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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별 상황 기록 불평 핵심 내용 다른 언어적 표현

1조

2조

...

6조

사회적 변인

상황사회적 거리

(친/소/극소)

상대적 권력

(강/등/약)

기타(공적/사

적, 연령 등)

소 강 공적/연령-상 예: 친하지 않은 선배가 약속에 지각했다.

일으켜서 불평 상황 활동지를 채우게 한다. 이어 예비 역할극 활동을 소

개한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불평 상황을 선택하여 역할극을 수행하도

록 유도한다. 동시에 학습자이 교사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불평 상

황 활동지를 채운다. 이어서 교사가 학생이 수행한 역할극 핵심 대화를

모으고 칠판에 정리하여 교육 단계에서 검토한다. 학생이 활동지에서 나

온 불평 상황 하나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전략 및 표현을 토론하

여 조별 역할극을 수행한다.

<예시2> 사회적 변이에 따른 불평 상황 찾기 활동지

<예시3> 예비 역할극 기록 활동지

위 <예시2>와 <예시3>은 ‘사회적 변이에 따른 불평 상황 찾기 활동

지’와 ‘예비 역할극 기록 활동지’의 예이다. 사회적 변이에 따른 불평 상

황 찾기 활동에서 <예시2>처럼 사회적 변인인 사회적 거리, 상대적 권

력, 사적/공적 상황 등에 따라 활동지를 만들 수 있고, 학습자가 변인에

따라 그에 맞는 상황을 채운다. 또한 예비역할극을 기록할 때, 구체적인

상황, 불평할 때 말하는 핵심 내용, 불만을 표현할 때 관련 언어적 표현

등을 중심으로 <예시3>처럼 활동지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가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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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활동지는 전체를 비우기

보다는 두세 가지 예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기 경험

을 토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진실성에서 벗어나

지 않는 교수학습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다루

어야 한다. 화행 교육은 의사소통의 화용적 능력을 키우는 데에 있어 실

용성을 강조해야 한다.

(2) 교육 단계

교육 단계에서 교사가 명시적 교수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 내용을 학습

자들에게 설명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불평 화행의 전략 및 예

문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일일이 설명한다. 그리고 언어적인 강화/완화

장치 기능에 대해 설명해 준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불평 화

행은 단순히 한두 가지의 언어적 형태에 의존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상대적으로 자유적

인 언어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게다가 학습자에게 사회

적 변인을 결합하여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화행 전략 및 표

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교수한다. 고급 학습자로서 귀납 능력

과 언어적 탐구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 직전에 사고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이는 학습자가 교사 설명을 들으면서 자기의 생각

과 다른 점을 찾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 단계의 교수학습 절차는 다음에 제시한 바와 같을 수 있

다.

교사가 예비 역할극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학습자가 예비 역할

극의 검토 내용을 듣고 교육 내용을 필기한다. 다음으로 교사가 학습자

에게 시간을 주고 불평 화행 전략의 체계를 토론하여 분류를 시도하게

한 후 불평 화행 전략 목록을 제시하여 예문과 모델 대화를 같이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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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학습자가 스스로 불평 화행 전략 분류 체계의 구축을 하고, 전

략을 이해하고 사용을 연습한다. 전략 연습이 끝난 후 교사가 불평 화행

의 언어적인 특징을 명시적으로 제시 및 설명한다. 학습자가 불평 화행

의 특징 설명을 듣고 장치 강화/완화 기능을 이해한 뒤, 예문을 결합하여

이를 숙달하기 위해 연습한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앞 단계에서 다뤘던

사회적 변인을 결합하여 청자와 화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화행 전

략 및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교수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

자는 예문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따라 화행 전략 및 표현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고는 불평 전략 분류를 총 9개로 나누었다(<표 Ⅳ-2> 참조). 한 수

업에서 전부 익히게 하는 것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불평 화행 수업은 속도를 낮추어 이틀에 걸쳐 진행하여도 괜찮다. 그리

고 열거하는 식으로 전략을 보여주어야 하며, 의미 역시 상세하게 설명

해야 한다. 예문을 결합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이 선호하는 전략을 보여주는 것의 목적은 한국 사람과 똑같은 전략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요구가 아니다. 또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을 아예 사

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언

어 습관을 알아야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본문에서 주장한 바 있

다.

(3) 핵심 역할극 단계

핵심 역할극 단계는 학습자가 학습한 화용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적 변

인에 따른 불평 화행 전략 및 언어적 강화/완화 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재화하는 연습 단계다. 학습자는 자기의 역할 수행에만 집

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룹이 역할극을 할 때도 집중하여 듣고 자세

히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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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상황 기록
불평 전략 언어적 장치

내용 전략 내용 기능

1조

2조

...

6조

핵심 역할극 단계 교수학습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교사가 학습자들이 앞의 활동지에 있는 화행 상황 목록에서 하나를 선

택하여 역할극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가 교사의 설명을 듣고 적

극적으로 역할극을 수행한다. 그룹 활동에서 역할극 대본을 작성한 후

역할을 나누어 앞에 나와서 시연한다. 그리고 다른 조가 역할극을 할 때

는 아래 <예시4>에서 제시한 것처럼 역할극의 상황, 불평 전략의 사용,

언어적 장치의 사용 등을 기록한다. 학습자가 단순히 다른 조의 역할극

을 감상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를 채우기 위해 언어 사용에

집중하게 하여 수업의 효과를 더욱 높인다.

<예시4>핵심역할극 기록 활동지

역할극을 만들 때 학습자들이 선택한 상황이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쉬운 것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이 있기 때

문에 부득이하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제비를 뽑는 형식으로 무작

위로 상황을 결정해도 된다. 또한 창의적인 역할극보다는 실용성이 있는

대화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 한편, 그룹은 4명씩인데, 역할극의 최소 인

원은 2명이라서 예비 역할극에 나오지 않는 학습자는 핵심역할극 단계에

서 역할극을 수행해야 한다. 즉 모든 학습자가 최소 한 번씩 역할극을

수행한다.

3) 활동 후 단계 (post-role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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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 단계는 역할극을 수행한 후에 배운 내용을 평가하거나 언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단계다. 활동 후 단계에서는 교사 평가 및 자

기 평가나 그룹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다른 학습자를 평가할 때도 자기반성을 통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유의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마무리 단계로서

교사는 수업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학습자는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교사가 숙제의 형식으로 모어와 목표어 화행의

문화적/언어적 차이를 비교하는 과제를 주고 학습자가 이에 관하여 자료

를 수집한 후 다음 수업에서 발표한다.

일반적인 역할극 평가에서는 역할극 수행에 대한 평가(역할극의 창의

성, 유머, 대본, 연기력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본고에서 구축된 언어 수

업 모형은 화행을 중심으로 교수하기 때문에 평가 내용은 사회적 변인,

불평 화행 전략, 언어적 장치 사용과 같은 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평가

할 것이다. 평가 내용이 많을수록 학습자의 부담감을 높일 가능성이 많

다. 학습자가 만약 역할의 창의성이나 유머, 그리고 연기력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는 화행 교육의 목적과 멀어지게 된다.

활동 후 단계에서의 교수학습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교사가 조별 역할극 수행에 대해 평가하고 학습자는 역할극 속 불평

화행의 화용언어적 및 사회화용적 측면에 대하여 자기/타자 평가한다.

<예시5>는 역할극 평가 활동지의 예인데, 사회적 변인의 파악부터 화행

전략, 언어적 장치 사용 측면까지 가한다. 또한 교사는 강조된 부분을 세

분화하거나 학습자의 역할 능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평가 활동지를

만들 수 있다. 다음에 교사가 질문을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학습자

가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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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사회적 변인 파악(사회적

거리/상대적 권력 등)
화행 전략 사용

언어적 장치 사용

대우법 완화 장치

1조

2조

...

6조

<예시5> 역할극 평가 활동지

마지막으로 교사가 학습자에게 과제를 부여한다. 과제는 자기 문화와

비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형식 역시 개인 발표나 조별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모국어와의 화행 전략을 대조하는 과제 형

식은 학습자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하나의 활동으로 진

행한다면, 한 그룹 네 명을 두 명씩 나누어 같은 상황을 준 뒤, 한 명은

한국어 역할극을 만들게 하고 다른 한 명은 중국어 역할극을 만들게 한

다. 서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극을 하고, 반 학생들이 같이 이를

비교하여 토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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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불평 화행 양상을 조사분석한

뒤 학습자가 범하는 화용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불평 화행 조사 방법은 서면 담화완성테스트(DCT)를 사용하였고 결과

를 비교하기 위해 학습자 집단 외에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모어 화

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체면 고려 경향성이 불평 화행을 실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추가로 설문지에 5점 척도를 만들었다. 예

비조사와 예비실험을 통해 연구의 가능성을 판단하였고, DCT 상황 설계

의 적합성, 체면 측정 척도의 신뢰성 및 요인분석 등을 확인하였으며 또

한 이를 수정한 뒤 본 실험에서 세 집단마다 100명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고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의 내용을 중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

교했을 때 불평 화행 양상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불평 화행 사용 양상은 화용언어적 측면과 사회화용적 측면을 나누어 분

석하였다.

화용언어적 분석은 시작말, 주화행, 보조화행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한국인 모어 화자가 학습자보다 시작말의 전체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었

고 그 중에서도 ‘저기(요)’, ‘(XX)아’, ‘야!’의 사용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주화행 분석은 상대 대우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두 집단이 모두 해

요체를 제일 많이 사용하였다. 학습자 집단은 한국인 집단보다 해요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으며 한국인 집단이 해체, 해라체를 더 많이 사용

하는 편이었다. 두 집단에서 모두 대우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어휘·구·관례어 완화 장치분석은 어휘 완화 장치인 존대 어미

‘-(으)시’의 사용에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두 집단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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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 ‘좀/조만/조금만’의 사용 빈도가 제일 높았고 한국인 집단이 이를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다. 한편 학습자 집단이 한국인 집단보다 ‘혹시’

와 ‘제발’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구와 관례어 완화 장치 양상은 두 집단

에서 전체적으로 사용 빈도가 비슷하였다. 불평 화행 보조화행은 기존

분류가 없어서 본고에서 불평 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두 집단 모두 ‘이

유 제시’를 제일 많이 사용하였으며 한국인 집단의 전체 전략 사용 수가

학습자 집단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또한 시작말, 주화행, 보조화행을 조합 분석한 결과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집단이 한국인 집단보다 주화행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사회화용적 분석은 불평 화행 주화행 전략 사용 및 체면 고려 경향성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략 사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학습자 집단이

외국어를 말할 때 불만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인 ‘부정적 결과

언급’을 회피하고, 불만의 표현 강도가 낮은 ‘시정 요청/제안’ 전략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적 변인에 따른 사용으로는 학습자 집단이

친한 사이에서 불만을 잘 못 털어 놓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히

려 불만을 더 잘 표현하는 편이었다. 그리고 학습자 집단의 상대적 지위

에 따른 전략 사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학습자가 불만의 강도가

낮은 전략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완화 장치나 사회화용지식이

부족하여 오히려 실제 표현에서 강한 불만과 무례함을 초래하기가 쉽다.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남성과 여성의 전략 사용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체면 고려 경향성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세 집단은 체면 고려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화용적 실패

양상 및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화용적 실패 분석에서 화

용언어적 실패가 81회 발생했고 구체적으로 시작말(환기어), 어휘·구·관

례어 완화 장치, 대우법 사용에 관한 화계선택, 존대 어휘 및 존대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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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실패로 나눌 수 있다. 실패 원인은 ‘교육/교재의 부재 및 교실담화

의 부적절함’과 ‘모국어 전이’로 귀납할 수 있다. 화용언어적 실패는 49회

가 발견되었고 구체적인 양상은 ‘거리감 생김’, ‘무례함 초래’, ‘의미 파악

어려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화용언어적 실패 원인은 ‘사회적 관

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가치 판단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화용적 실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실패 결과로는

모호성 유발, 무례함 유발, 어색함 유발 세 개가 있는데, 본고에서 나타

난 화용적 실패는 61%가 무례함 유발이었다. 학습자의 부적절한 불평

화행은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육의 필요성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연구 문제는 연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효과적인 불평 화

행 교육을 위한 교육 목표, 내용 및 방법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교수학

습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 문제1, 2의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교육의 시사점으로부터 도출한 불평 화행 교육의 목표는 3가지로 설정하

였다. 첫째, 사회적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청화자 관계(사회적 거리, 상

대적 권력, 연령 등)에 따른 불평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상황 맥락에 맞게 자신의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불평

화행 전략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전략에 맞는 불평

표현, 그리고 다양한 언어적 완화 장치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불평 화행은 체면 위협 가능성이 높은 화행으로, 초급 수준에서 다루기

보다는 고급 수준에서 말하기 수업의 한 단원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적

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본고의 교육 방안은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

로 만든 것이다. 교수학습 내용은 목표에 따라 마련하였고 교수학습 방

법은 학습자의 학습을 중심으로 화행 능력을 잘 신장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인 역할극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활동 절차 및 구성을 제시하였

다.

본 논문은 중국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불평

화행에 초점을 맞추어, 화용언어적 측면과 사회화용적 측면에서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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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및 원인을 자세

히 고찰하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화행을 새롭

게 분류한 것과 체면 고려 경향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 또

한 역할극을 활용하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서면 담화완

성테스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을 때, 서면 자료로만 한정하였기 때문

에 실제 불평 화행 발화 양상보다 발화의 길이나 내용의 다양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인 학습자 집단을 중국 국내 대학의

한국어전공자로 한정하였고 연령도 20대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즉, 본

고에서 분석한 불평 화행 양상은 그것이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

다. 또한 학습자의 불평 화행 교육을 위해, 비록 언어 표현을 위계화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전략에 따른 사용빈도가 높은 표현을 모아 교육 목

록을 만들지 못하였다는 데에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앞으

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145 -

참고문헌

1. 국내 논저

강현화・황미연(2009), 한국어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불평화행과 인용

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4, 5-31.

곽미라(2010),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화행 양상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서울.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진우(2002), 第二語 習得硏究: 現況과 展望, 서울: 한국문화사.

도여미(2012), Analysis of complaining speech acts,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미즈시마 히로코(2003), 한국어 불평 화행의 중간언어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

화여자대학교, 서울.

박재현(2012), 서비스 상황에서의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

려대학교, 서울.

박지순 (2015),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오체, 하게체 교육 내용 연구, 이중언어학

59: 53-81.

박희정(2015), 한국어 표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극 기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

지, 15(11), 672-679.

상일화(2014),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

희대학교, 서울.

서정수(1996), (현대)국어 문법론,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손세모돌(2009), 중국 출간 한국어교재의 화용론적 오류 분석, 국제어문, 47,

129-171.

송경숙(2005), 담화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유양・양명희(2014a), 한국 내 중국인 직장인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 상위 전

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언어학회, 22(3), 135-154.

______(2014b), 한국 내 중국인 직장인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 2: 하위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6, 279-302.

유연(2015), 대화에 나타난 불평 화행의 형식적 기제 연구-드라마 대화를 중심

으로, 텍스트언어학, 39, 157-181.



- 146 -

이명희(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화행 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이민정(2010),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서

울.

이선희(2012), 한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의 불평 응답 화행, 日本語敎育, 62,

129-141.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정민(2011), 한국어 말하기 교재 속 역할극 활동의 구성 방안, 석사학위논

문, 고려대학교, 서울.

이해영(2002), 이중언어교육과 문화교육: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 21, 46-70.

조정민(2004), 한국어 불평에 대한 응답 화행 실현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

화여자대학교, 서울.

진양(2010), 韓國語와 中國語의 不平 話行에 關한 對照 硏究, 석사학위논문, 중

앙대학교, 서울.

최명선(2007), 한국어 불평·응답 화행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서울.

최연숙(2013), 구두 DCT와 회고적 보고 방법을 활용한 불평 화행의 전략 사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한상미(2006),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영어권 학습자의 화용적 실

패를 중심으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혼다 토모쿠니・김인규(2009), 한국어・일본어 불평 화행의 비교 문화 화용론적

연구, 국제어문, 45, 5-44.

홍승아(2010),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불평 화행의 인지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1, 131-142.

Luk Yun Tsz Lavina(2015), 학습 환경이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인식에 미치

는 영향-홍콩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 국외 논저

Soler, E. A. (2005). Does instruction work for learning pragmatics in the

EFL context?. System, 33(3), 417-435.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Mass:



- 147 -

Harvard University Press.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ardovi-Harlig, K. (1992). Pragmatics as part of teacher education. TESOL

Journal, 1(3), 28-32.

Beebe, L. M., & Cummings, M. C. (1985). Speech act performance: A

function of the data collection procedure. New York: TESOL

Convention.

Blum-Kulka, S., & Olshtain, E. (1984). Requests and Apologies: A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CCSARP).

Applied linguistics, 5(3), 196-213.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Boxer, D. (1993). Complaints as positive strategies: What the learner needs

to know. Tesol Quarterly, 27(2), 277-299.

Brown, P., & Levinson, S. C. (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56-31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_(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nale, M., & Swain, M. (1980).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1), 1-47.

Celce-Murcia, M., & McIntosh, L. (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

Cohen, A. D. (1996). Developing the ability to perform speech act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8(02), 253-267.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_(2008). The Study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ass, S. M., & Selinker, L. (199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3rd ed.). New York: Routledge.

Green, C. F., Christopher, E. R., & Lam, J. (1997). Developing discussion



- 148 -

skills in the ESL classroom. ELT Journal, 51(2), 135-143.

Grice, H.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and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Goffman, E. (1967). On Face-work. Interaction Ritual, 5-45.

Hedge, T. (1993). Key concepts in ELT. ELT Journal, 47(3), 275-277.

Holmes, J. (1990). Apologies in New Zealand English. Language in Society,

19(2), 155-199.

House, J., & Kasper, G. (1981). Politeness markers in English and German.

Conversational Routine, 157-185.

Hu, H. C. (1944). The Chinese concept of "face", American Anthropologist,

46(1), 45-64.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Sociolinguistics, 269-293.

Ide, S. (1989). Formal forms and discernment: Two neglected aspects of

universals of linguistic politeness. Multilingua-journal of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Communication, 8(2-3), 223-248.

Jefferson, G. (1979). A technique for inviting laughter and its subsequent

acceptance/declination. Everyday Language: Studies in

Ethnomethodology, 79-96.

Kasper, G., & Dahl, M. (1991). Research methods in interlanguage

pragmatic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2), 215-247.

Kasper, G., & Rose, K. R. (2001). Pragmatics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dousse, G. P. (1987). Rolepla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akoff, R. (1973). Language and woman's place. Language in Society, 2(1),

45-79.

Lazaraton, A. (2001). Teaching oral skill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 103-115.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New York: Longman.

______(2005). Politeness: is there an East-West divide. Journal of Foreign

Languages, 6(3), 1-30.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o, L. R. (1994). Beyond politeness theory: ‘Face’revisited and renewed.

Journal of pragmatics, 21(5), 451-486.



- 149 -

Moon, Y. I. (1996). Interlanguage features of Korean EFL learners in the

communicative act of complaining. Ph. D. dissertati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Murphy, B., & Neu, J. (1996). My grade's too low: The speech act set of

complaining. Speech Acts across Cultures: Challenges to

Communication in a Second Language, 191-216.

Nunan, D. (2003).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Oetzel, J., Garcia, A. J., & Ting-Toomey, S. (2008).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face concerns and facework behaviors in perceived

conflict situations: A four-culture investig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19(4), 382-403.

Oetzel, J., Ting-Toomey, S., Masumoto, T., Yokochi, Y., Pan, X., Takai, J.,

& Wilcox, R. (2001). Face and facework in conflict: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China,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on Monographs, 68(3), 235-258.

Oetzel, J. G., & Ting-Toomey, S. (2003). Face concerns in interpersonal

conflict a cross-cultural empirical test of the face negotiation theory.

Communication Research, 30(6), 599-624.

Oetzel, J. G., Ting‐Toomey, S., Yokochi, Y., Masumoto, T., & Takai, J.

(2000). A typology of facework behaviors in conflicts with best friends

and relative strangers. Communication Quarterly, 48(4), 397-419.

Olshtain, E., & Cohen, A. (1983). Apology: A speech act set.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Acquisition, 18-35.

______(1990). The learning of complex speech act behaviour. TESL Canada

Journal, 7(2), 45-65.

______(1991). Teaching speech act behavior to nonnative speaker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 154-165.

Olshtain, E., & Weinbach, L. (1985). Complaints-A study of Speech Act

Behavior among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of Hebrew. Tel

Aviv: Tel Aviv University.

______(1993). Interlanguage features of the speech act of complaining.

Interlanguage Pragmatics, 108, 22.

Paulston, C. B., & Bruder, M. N. (1976).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 150 -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 Winthrop

Publishers.

Roever, C. (2009). Teaching and Testing Pragmatics. The Hand Book of

Language Teaching, 560.

Rose, K., & Ng, C. (2001). Inductive and deductive teaching of 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In K. Rose & G. Kasper (Eds.),

Pragmatics in Language Teaching (pp. 145-17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ott, V. M. (1989). An empirical study of explicit and implicit teaching

strategies in Fren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3(1), 14-22.

Searle, J. R.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_(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RAL-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10(1-4), 209-232.

Thomas, J. (1983). Cross-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2), 91-112.

Ting-Toomey, S. (1988). A face negotiation theory. Theory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47-92.

______(2001). Managing Intercultural Conflict Effectively. Managing

intercultural conflict effectively. J.G.Oetzel. Thousand Oak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Ting-Toomey, S., et al. (1991). Culture, face maintenance, and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 study in five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2(4), 275-296.

Ting-Toomey, S., & Gudykunst, W. B. (2005). The matrix of face: An

updated face-negotiation theory. Theorizing about Intercultural

Communication, 71-92.

Ting-Toomey, S., & Kurogi, A. (1998). Facework competence in intercultural

conflict: An updated face-negotiation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2(2), 187-225.

Ting-Toomey, S., Oetzel, J., & Yee‐Jung, K. (2001). Self-construal types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Communication Reports, 14(2),



- 151 -

87-104.

Trosborg, A. (1995). Interlanguage pragmatics: Requests, complaints, and

Apologies, Berlin: Monton De Gruyter.

Yuan, Y. (2001). An inquiry into empirical pragmatics data-gathering

methods: Written DCTs, oral DCTs, field notes, and natural

conversations. Journal of pragmatics, 33(2), 271-292.

康林花(2010), 汉语抱怨言语行为研究, Ph. D. dissertation, 广州: 暨南大学.

李萍, 郑树棠, 杨小虎(2006), 影响中美学生抱怨话语严厉程度的因素分析, 外语教学

与研究: 外国语文双月刊, 38(1), 56-60.

朱晓姝(2008), 中美学生抱怨言语行为的差异探究, 西安外国语大学学报, 16(1),

51-55.





- 153 -

부록

<부록1> 한국인용 설문지

불평 화행 양상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불만 상황에서 한국인의

표현 방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 처리되어 본인

의 석사 학위 논문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양우정 드림

※ 최대한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십시오.

※ 모든 상황에는 반드시 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

는 경우는 제외시킵니다.

※ 모든 문항(상황 총 8개)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항을 써주세요.

성별: 남 / 여

학교:

학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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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응답자 본인의

주관(혹은 감정, 실제 느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신경을 쓴다.

2 나는 선배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선배 앞에서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4 나는 매너를 지키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5 나는 선배가 매너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

6
나는 선배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동하

는 것에 신경을 쓴다.

7 나는 선배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쓴다.

8 나는 선배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9 상호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0 나는 주로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11 선배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12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상황1

당신은 친한 선배에게 책을 빌려 주었는데, 두 달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다.

전에도 재촉을 하고 선배에게 돌려주라고 말했는데 그는 잊어버린 것 같다. 당

신은 이에 대해 불쾌하다. 지금은 과방 밖에서 그 선배를 만났다. 당신은 이렇

게 말할 것이다:

※(밑줄 친 곳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이 발화시 고려한 요인을 체크해 주세요.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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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응답자 본인의

주관(혹은 감정, 실제 느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신경을 쓴다.

2 나는 룸메이트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룸메이트 앞에서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4 나는 매너를 지키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5
나는 룸메이트가 매너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

다.

6
나는 룸메이트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

동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7
나는 룸메이트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쓴다.

8 나는 룸메이트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9 상호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0 나는 주로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11
룸메이트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

다.

12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상황2

당신과 같이 살고 있는 동갑인 룸메이트가 있다. 한 학기 같이 살아 왔고 친

하다. 그런데 방청소를 할 때 룸메이트가 매번 하지는 않으며 이번에 당신이 방

을 청소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체한다. 이미 3번 이상 일어난 일이다. 당신은

이에 대해 불만이 있고 참지 못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밑줄 친 곳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이 발화시 고려한 요인을 체크해 주세요.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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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응답자 본인의

주관(혹은 감정, 실제 느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신경을 쓴다.

2 나는 후배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후배 앞에서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4 나는 매너를 지키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5 나는 후배가 매너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

6
나는 후배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동하

는 것에 신경을 쓴다.

7 나는 후배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쓴다.

8 나는 후배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9 상호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0 나는 주로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11 후배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12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상황3

당신이 친한 후배에게 새 카메라를 빌려줬다. 조심히 사용하라고 했는데 후배

가 카메라를 돌려줬을 때 카메라 표면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당신은 기분이 안

좋다. 후배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밑줄 친 곳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이 발화시 고려한 요인을 체크해 주세요.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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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응답자 본인의

주관(혹은 감정, 실제 느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신경을 쓴다.

2 나는 선배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선배 앞에서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4 나는 매너를 지키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5 나는 선배가 매너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

6
나는 선배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동하

는 것에 신경을 쓴다.

7 나는 선배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쓴다.

8 나는 선배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9 상호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0 나는 주로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11 선배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12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상황4

당신은 동아리 활동을 위해 친하지 않은 선배와 만나야 한다. 그런데 이전 만

남에 그 선배가 한번 이유 없이 빠진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지각한 적도 있

었다. 이번 모임에도 30분을 지각했다. 당신은 바빠서 시간 내는 것도 힘든데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밑줄 친 곳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이 발화시 고려한 요인을 체크해 주세요.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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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응답자 본인의

주관(혹은 감정, 실제 느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신경을 쓴다.

2 나는 그 학생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그 학생 앞에서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4 나는 매너를 지키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5 나는 그 학생이 매너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

6
나는 그 학생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동

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7
나는 그 학생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쓴

다.

8 나는 그 학생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9 상호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0 나는 주로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11 그 학생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12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상황5

당신은 어젯밤에 잘 못 자고 아주 피곤해서 기숙사에서 낮잠을 자고 싶다. 옆

방에 사는 친하지 않은 같은 학년 학생이 밖에서 큰 소리로 계속 전화하고 있

다. 당신은 그 소리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머리가 아파졌다. 당신은 짜증이 나

서 문을 열어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밑줄 친 곳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이 발화시 고려한 요인을 체크해 주세요.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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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응답자 본인의

주관(혹은 감정, 실제 느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신경을 쓴다.

2 나는 후배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후배 앞에서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4 나는 매너를 지키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5 나는 후배가 매너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

6
나는 후배가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동하

는 것에 신경을 쓴다.

7 나는 후배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쓴다.

8 나는 후배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9 상호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0 나는 주로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11 후배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12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상황6

당신은 한 수업의 조모임 책임자이다.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조원들은 동

일한 점수를 받을 것이며, 그 점수는 최종 성적의 2/3을 차지할 것이다. 제출

하루 전, 최종 점검을 위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그러나 당신의 조원 중 한

명이 맡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학생은

친하지 않은 후배이다. 당신은 이에 대해 불쾌하다. 그래서 그 학생/혹은 모두

그룹 성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밑줄 친 곳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이 발화시 고려한 요인을 체크해 주세요.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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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응답자 본인의

주관(혹은 감정, 실제 느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신경을 쓴다.

2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4 나는 매너를 지키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5 나는 그 사람이 매너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

6
나는 그 사람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동

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7
나는 그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쓴

다.

8 나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9 상호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0 나는 주로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11 그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12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상황7

당신이 표를 사기 위해(혹은 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전혀 모르는 사람) 당신 앞에 끼어들었다. 당신은 오랫동안 기다렸으며 표/자

리가 많이 남지 않은 것 같다. 당신은 기분이 나빠져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밑줄 친 곳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이 발화시 고려한 요인을 체크해 주세요.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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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특정한 정답이 있는 문항이 아니므로, 응답자 본인의

주관(혹은 감정, 실제 느낌)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모

르

겠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내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신경을 쓴다.

2 나는 종업원 앞에서 창피 당하고 싶지 않다.

3 나는 종업원 앞에서 나의 품위를 유지하고 싶다.

4 나는 매너를 지키는 데 신경 쓰지 않는다.

5 나는 종업원이 매너를 지키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쓴다.

6
나는 종업원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동

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7
나는 종업원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쓴

다.

8 나는 종업원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9 상호간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0 나는 주로 서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에 신경을 쓴다.

11 종업원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12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상황8

식당에서 주문을 했는데 오래 기다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나보다 늦게 온 손님의 음식이 먼저 나왔다. 당신은 기분이 나빠졌

다.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밑줄 친 곳에 어떻게 말할 것인지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 상황에서 응답자 본인이 발화시 고려한 요인을 체크해 주세요. (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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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중국인용 설문지

有关抱怨言语行为的调查问卷

您好!

非常感谢您抽出宝贵时间参与此次问卷调查。本问卷旨在了解中国大学
生的抱怨言语行为使用情况。问卷的统计处理将用作论文材料，除此之外不
作它用。再次感谢您的配合。

首尔大学韩语教育系

杨宇婧 敬上

※ 对于以下情景，如有相似经历，请依据经历作答。
若无相似经历，请想象一下，尽可能自然作答。

※ 所有情景以必须说话为前提，此次调查排除不说话的情况。
※ 本问卷共8个情景，请勿漏答。                            

请填写以下信息：

性别： 男 / 女

学校：

年级：

专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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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注：请根据以下每一项与自己在这个情景中的符合程

度来评分，选项不分对错，请按实际回答。 

非

常

不

符

合

比

较

不

符

合

不

确

定

比

较

符

合

非

常

符

合

1 在此情景中，我很注重维护自己的形象。

2 我不想在前辈面前使自己难堪。

3 我想在前辈面前维护自己的尊严。

4 我并不关注保持自己的风度。

5 我关注的是保持前辈的风度。

6 我关注的是通过表现出谦虚使前辈感到舒服。

7 我关注的是帮助前辈来维护他/她的尊严。

8 我并不关注帮助前辈来维护他/她的自我形象。

9 维护彼此的自我形象对我来说很重要。

10 我最关注的是照顾（我与前辈）彼此之间的感受。

11 （维持与前辈)和谐的关系对我来说不重要。

12 维持与前辈和睦的沟通对我来说不重要。

情景1

你把书借给了关系好的前辈（学姐/学长），但是他/她拿着两个月都没有还给

你。之前你提醒过，他/她当时虽然答应了可还是没给你。你心里很不高兴。现在你
在教室外面遇到了这位前辈，你会对他/她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请选出在此情境下，你说出这句话时所考虑的因素。（在相应的框中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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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注：请根据以下每一项与自己在这个情景中的符合程

度来评分，选项不分对错，请按实际回答。

非

常

不

符

合

比

较

不

符

合

不

确

定

比

较

符

合

非

常

符

合

1 在此情景中，我很注重维护自己的形象。

2 我不想在舍友面前使自己难堪。

3 我想在舍友面前维护自己的尊严。

4 我并不关注保持自己的风度。

5 我关注的是保持舍友的风度。

6 我关注的是通过表现出谦虚使舍友感到舒服。

7 我关注的是帮助舍友来维护他/她的尊严。

8 我并不关注帮助舍友来维护他/她的自我形象。

9 维护彼此的自我形象对我来说很重要。

10 我最关注的是照顾（我与舍友）彼此之间的感受。

11 （维持与舍友)和谐的关系对我来说不重要。

12 维持与舍友和睦的沟通对我来说不重要。

情景2

和你一起住了一学期已经很熟悉的的同龄舍友每次打扫卫生都不积极。你打扫
卫生的时候他/她装作好像没看到一样，这已经是第三次了。你对此感到不满，不想
再忍了，你会对他/她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请选出在此情境下，你说出这句话时所考虑的因素。（在相应的框中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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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注：请根据以下每一项与自己在这个情景中的符合

程度来评分，选项不分对错，请按实际回答。

非

常

不

符

合

比

较

不

符

合

不

确

定

比

较

符

合

非

常

符

合

1 在此情景中，我很注重维护自己的形象。

2 我不想在后辈面前使自己难堪。

3 我想在后辈面前维护自己的尊严。

4 我并不关注保持自己的风度。

5 我关注的是保持后辈的风度。

6 我关注的是通过表现出谦虚使后辈感到舒服。

7 我关注的是帮助后辈来维护他/她的尊严。

8 我并不关注帮助后辈来维护他/她的自我形象。

9 维护彼此的自我形象对我来说很重要。

10 我最关注的是照顾（我与后辈）彼此之间的感受。

11 （维持与后辈)和谐的关系对我来说不重要。

12 维持与后辈和睦的沟通对我来说不重要。

情景3

你把新相机借给了关系好的后辈（学弟/学妹），并告诉他要爱惜使用。但是他
还你相机的时候你发现相机外壳上面有划痕.你心里很不高兴，你会对他说：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请选出在此情境下，你说出这句话时所考虑的因素。（在相应的框中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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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注：请根据以下每一项与自己在这个情景中的符合

程度来评分，选项不分对错，请按实际回答。

非

常

不

符

合

比

较

不

符

合

不

确

定

比

较

符

合

非

常

符

合

1 在此情景中，我很注重维护自己的形象。

2 我不想在前辈面前使自己难堪。

3 我想在前辈面前维护自己的尊严。

4 我并不关注保持自己的风度。

5 我关注的是保持前辈的风度。

6 我关注的是通过表现出谦虚使前辈感到舒服。

7 我关注的是帮助前辈来维护他/她的尊严。

8 我并不关注帮助前辈来维护他/她的自我形象。

9 维护彼此的自我形象对我来说很重要。

10 我最关注的是照顾（我与前辈）彼此之间的感受。

11 （维持与前辈)和谐的关系对我来说不重要。

12 维持与前辈和睦的沟通对我来说不重要。

情景4

你为了进行社团/年级活动，需要和一位不太熟悉的前辈（学姐/学长）一起执行

分配到的任务。之前你们一起见过几次，他/她有次没理由就取消见面，还有一次迟
到了。今天约好见面，他/她又迟到了30分钟。你本来也很忙，他/她这样让你感到不
满。你会对他/她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请选出在此情境下，你说出这句话时所考虑的因素。（在相应的框中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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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注：请根据以下每一项与自己在这个情景中的符合程

度来评分，选项不分对错，请按实际回答。 

非

常

不

符

合

比

较

不

符

合

不

确

定

比

较

符

合

非

常

符

合

1 在此情景中，我很注重维护自己的形象。

2 我不想在这位同学面前使自己难堪。

3 我想在这位同学面前维护自己的尊严。

4 我并不关注保持自己的风度。

5 我关注的是保持这位同学的风度。

6 我关注的是通过表现出谦虚使这位同学感到舒服。

7 我关注的是帮助这位同学来维护他/她的尊严。

8 我并不关注帮助这位同学来维护他/她的自我形象。

9 维护彼此的自我形象对我来说很重要。

10
我最关注的是照顾（我与这位同学）彼此之间的感

受。
11 （维持与这位同学)和谐的关系对我来说不重要。

12 维持与这位同学和睦的沟通对我来说不重要。

情景5

你昨晚上没睡好很累，所以今天想睡个午觉。住在旁边宿舍的同一届但是不是
很熟的同学在外面很大声音的打电话。你因为电话声实在睡不着头也开始疼。你心
里很烦躁，打开门，你会对他/她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请选出在此情境下，你说出这句话时所考虑的因素。（在相应的框中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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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注：请根据以下每一项与自己在这个情景中的符合

程度来评分，选项不分对错，请按实际回答。

非

常

不

符

合

比

较

不

符

合

不

确

定

比

较

符

合

非

常

符

合

1 在此情景中，我很注重维护自己的形象。

2 我不想在后辈面前使自己难堪。

3 我想在后辈面前维护自己的尊严。

4 我并不关注保持自己的风度。

5 我关注的是保持后辈的风度。

6 我关注的是通过表现出谦虚使后辈感到舒服。

7 我关注的是帮助后辈来维护他/她的尊严。

8 我并不关注帮助后辈来维护他/她的自我形象。

9 维护彼此的自我形象对我来说很重要。

10 我最关注的是照顾（我与后辈）彼此之间的感受。

11 （维持与后辈)和谐的关系对我来说不重要。

12 维持与后辈和睦的沟通对我来说不重要。

情景6

期末的时候你有一个课,需要小组发表。这个发表会给组员同样的成绩，并且占
期末总成绩的三分之二。你是小组组长。距发表还剩下1天时，你们小组进行了讨
论，你发现有一位同学态度消极没有认真准备。你感到非常不满。这个同学是你不
太熟悉的后辈（学弟/学妹）。你会对他/她或全体组员说：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请选出在此情境下，你说出这句话时所考虑的因素。（在相应的框中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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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注：请根据以下每一项与自己在这个情景中的符合

程度来评分，选项不分对错，请按实际回答。 

非

常

不

符

合

比

较

不

符

合

不

确

定

比

较

符

合

非

常

符

合

1 在此情景中，我很注重维护自己的形象。

2 我不想在陌生人面前使自己难堪。

3 我想在陌生人面前维护自己的尊严。

4 我并不关注保持自己的风度。

5 我关注的是保持陌生人的风度。

6 我关注的是通过表现出谦虚使陌生人感到舒服。

7 我关注的是帮助陌生人来维护他/她的尊严。

8 我并不关注帮助陌生人来维护他/她的自我形象。

9 维护彼此的自我形象对我来说很重要。

10
我最关注的是照顾（我与陌生人）彼此之间的感

受。
11 （维持与陌生人)和谐的关系对我来说不重要。

12 维持与陌生人和睦的沟通对我来说不重要。

情景7

你在排队等着买票（或等车），有人(不认识)正好在你前面插队。你已经等了好
久了，而且票/位置也好像剩的不多了。你对此感到不满，对那个人说：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请选出在此情境下，你说出这句话时所考虑的因素。（在相应的框中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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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号

注：请根据以下每一项与自己在这个情景中的符合

程度来评分，选项不分对错，请按实际回答。

非

常

不

符

合

比

较

不

符

合

不

确

定

比

较

符

合

非

常

符

合

1 在此情景中，我很注重维护自己的形象。

2 我不想在服务员面前使自己难堪。

3 我想在服务员面前维护自己的尊严。

4 我并不关注保持自己的风度。

5 我关注的是保持服务员的风度。

6 我关注的是通过表现出谦虚使服务员感到舒服。

7 我关注的是帮助服务员来维护他/她的尊严。

8 我并不关注帮助服务员来维护他/她的自我形象。

9 维护彼此的自我形象对我来说很重要。

10
我最关注的是照顾（我与服务员）彼此之间的感

受。
11 （维持与服务员)和谐的关系对我来说不重要。

12 维持与服务员和睦的沟通对我来说不重要。

情景8

你在饭店点了餐，等了好久都不上菜。这时你看到邻桌比你晚来的客人点的饭
菜比你先上桌了。你心里很不高兴，你对服务员说：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请选出在此情境下，你说出这句话时所考虑的因素。（在相应的框中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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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eaching plan on

complaining speech act

for Chinese Korean learners

YANG YUJ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ducation proposal

about speech act when make complaining by identifying and

describing the interlanguage features of Chinese Korean learners.

In Chapter 1, I clarified the purposes and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100 Chinese university students whose major study is

Korean language were asked to fill in the questionnaires. 8 situations

were designed for different socially offensive events to measure their

speech act of complaining. I also used 5-point of Likert Scales to

measure their face concern. Their Korean performances were

compared with other 100 Korean native speakers and 100 Chinese

native speakers.

Chapter 2 contains the background of speech act research of

complaining for pragmatic and education part. In the pragmatic part,

the definition and principle type of speech act theory were introduced,

as well as the appropriateness and strategies of speech 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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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ing. This chapter also includes the face theory and face

negotiation theory. In the education part, the concept of interlanguage,

pragmatic transfer, pragmatic failures and the education technics of

speech act were also argued.

In chapter 3, I analyzed the data from questionnaires based on

speech act of complaining aspect and the pragmatic failure aspect.

Each aspect was divided into pragmalinguistic and sociopragmatic

parts.

First, the result states that Chinese Korean learners were different

from the Korean native speakers when using of alerter, honorific of

head act, and lexical downgrader in pragmalinguistic aspect. Second,

learners preferred to use the less severity complain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social variables, Chinese Korean learners felt more

stress when they complain to their close people. Chinese learners

were less sensitive to the relation of relative power between the

listeners. Meanwhile, I found out that although learners chose the

strategies of less direct complaints, the lack awareness of using

downgraders led to more impolite expressions. Thir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ender in strategy use and face

concern aspects.

Next, in the analysis of pragmatic failure aspect, 81 times of

pragmalinguistic failure and 49 times of sociopragmatic failure had

been found in the questionnaires. The reasons of pragmalinguistic

failure could be summarized as ‘lack of teaching and inappropriate of

class language using’, and ‘negative transfer of native language’. On

the other hand, the reasons of sociopragmatic failure could be

summarized as ‘perception difference in social relations' and 'value

di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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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4, I designed a teaching pla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in chapter 3. This plan focused on solving the problems which

were being found in Chinese Korean learner's questionnaire data. I

explained the education purpose, and also discussed the contents of

this Chapter. I used role play as a core method when I designed

different teaching activities.

This study focuses on Chinese Korean learners who are studying

in China, based on the real questionnaire data, I identified and

described interlanguage features and pragmatics failure in speech act

of complaining to develop an effective teaching plan.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clarifies the speech act of

complaining in pragmalinguistic and sociopragmatic aspects, which

allows me to figure out the tendency of face concerns between

different countries. Moreover, I designed a teaching plan for advanced

Chinese Korean learners based on pragmatic failure analysis.

* key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speech act education,

speech act of complaining, Chinese Korean learners, pragmatic failure,

face-threatening act, face concerns

* Student Number : 2014-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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