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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희망 표현이 필요성을 고찰하고, 효과적인 희
망 표현의 교육 내용 및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희망 
표현은 화자가 바람이나 소망을 표현하는 언어 행위이며 실제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희망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탁이나 요구할 때 
간접적 지시 화행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때 직접적인 부탁이나 요구 화행 보다 더 
완곡하고 공손하게 된다. 이와 같이 희망 표현은 ‘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여러 화행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는 희망 표현의 특성 및 실제 사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고의 흐름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에서 ‘희망 표현’의 개념을 명료화하
였으며 한국어 교재와 모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를 분석함으로써 희망 표현의 교육 
목록을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 -기 바라다’으로 선정하였다. 교육 목록으로 선정된 희망 표
현을 대상으로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을 나누어 희망 표현의 특성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희망 표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종 구어 말뭉치와 
한국어 드라마 대본과 영화 대본에서 희망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부분적으
로 예문으로 다루었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희망 표현의 사용 양상과 이해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한국어 교육 자료로써 한국 국내에서 출판한 15종 한국
어 교재를 분석하고 희망 표현 교육의 교육 실태를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 
자료로써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한국어 학습자(초급 88명, 중급 92
명)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 80명과 외국인 학습자 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점수화하였으며 화행 기능에 따라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희망 표현의 특성 및 Ⅲ장에서 실험한 결과를 토대
로 효과적인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축하고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
해서 일차적으로 희망 표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목표에 따른 희망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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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은 개별 희망 표현 및 희망 표현들 간의 차이로 나누어, 형태·통사적, 의
미적, 화용적으로 그 내용을 다루었다. 그런 다음에 학습 단계에 따라서 초급, 중
급, 고급으로 나누어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위계화 시도하였다. 또한 희망 표현
의 교육 내용에 대한 교수 방법으로 ‘연역적 접근법’와 ‘귀납적 접근법’을 살펴보았
으며 귀납적 접근법으로써 ‘문법 의식 상승 과제’를 사용하여 희망 표현의 화행 기
능 교육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수업 예시 및 활동 예시를 다루어보았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의의 및 한
계점을 제시하였다.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지만, 문어의 사용 양상을 배제하였으며 희망 표현의 문어적 특성과 구어
적 특성의 차이점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등의 한계를 인정하였고 앞으로 이를 보완
하는 연구를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주요어: 한국어 교육, 문법 교육, 희망 표현, 교육 내용, 화행 기능, 
          한국어 학습자       
  
* 학  번: 2009-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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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 희망 표현은 ‘희망’이라는 명제적 의미 외에도 ‘부탁, 제안, 요구, 명령’등

의 지시적 화행 기능을 가지며, 기원 화행, 간접 거절 화행 기능까지도 지닌다. 하
지만 지금 교육 현장에서나 한국어 교재나 문법 사전들에서는 이러한 희망 표현
의 화용적 기능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육 내용적 측면에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가 희망 표현의 화용적 기능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많이 주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희망 표현을 
사용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화용적 실패를 경험하게 될 확률도 
높다. 예문 (1나)는 한국어 희망 표현인 ‘-기 바라다’를 사용할 때 학습자가 범한 
화용적 오류의 사례이다.

(1) 가. 교수님,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교수님, 추천서를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가)는 학생이 교수님께 병이 빨리 완쾌하기를 ‘기원’의 상황이고 (1나)는 교
수님께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문장(1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표
현인 반면에 문장(1나)는 공손하지 않는 무례한 표현이다. 이는 ‘-기 바라다’가 
‘기원 화행’을 수행할 때 청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청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부탁 화행’을 수행할 때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은 청자에게 사용
하면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는 ‘-기 바라다’는 지시적 화행을 수
행할 때 화용적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1) 

 이와 같이 학습자가 목표 문법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목표어
의 담화 상황에서 적절하게 발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체면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한상미(2005)에서도 한국어 고급 학습
자들이 문법적 오류보다는 화용적 실패 때문에 더 심각한 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1) 희망 표현의 강제성에 대해서 2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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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한국어 희망 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교육 목록을 설정한다.
 연구 문제 2. 한국어 희망 표현의 의미적, 형태·통사적, 화용적 특성 및 희망   

                 표현간의 차이점을 밝힌다. 
 연구 문제 3.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희망 표현 사용 
              양상 및 이해 양상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을  

                구축한다. 

2. 선행 연구

선행 연구는 국어학적 연구와 한국어 교육학적 연구로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다. 
국어학적 연구에 있어서 희망 표현들 가운데 ‘-고 싶다’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
히 이루어져왔다. ‘-고 싶다’의 [소원], [바람]의 의미가 최현배(1961)에서 최초
로 문법의 틀 안에서 기술되었다. 그 뒤 보조용언으로서의 ‘싶다’ 혹은 ‘싶다’구문, 
‘-고 싶다’의 의미적 특성, 형태·통사적 특성을 밝힌 연구는 김홍수(1983), 차현실
(1984), 성낙수(1987), 배현숙(1989), 최재희(1992) 성광수(1993), 손세모돌
(1995), 정경자(1995), 박정아(1996), 최재희(1996), 김지은(1998), 호광수
(2000), 변정민(2001), 엄정호(2003), 이영경(2005), 안주호(2005), 안주호
(2006), 김건희(2008) 등이 있다.    

김흥수(1983)에서는 ‘-고 싶다’ 구문은 주로 행동의 내적 동기를, ‘바라다’ 구문
은 행동의 실현 가능성을 표현한다는 의미론적 차이와 화자나 주어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거의 ‘-고 싶다’가 쓰인다는 화용상의 차이를 밝혔으며 ‘-고 싶다’ 구문
의 대격형과 주격형은 ‘싶다’에 이끌린 자유변이나 변형 관계가 아니고 각각의 격
기능과 의미·화용기능을 갖는 별개의 구문이라고 보았다. 

차현실(1984)는 보조요언 ‘싶다’의 의미와 통사기능에 대하여 화용론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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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으며 명제 내용이 화자의 인식 내에서 이루어 면 보문소 ‘고’와 공기하여 
희망을 뜻을 나타내며, 명제 내용이 외부사태에 초점이 맞춰질 때 화자의 외부사
태의 판단의 뜻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성낙수(1987)에서는 ‘싶다’가 ‘-고’와 같이 쓰일 때와 ‘-면’과 같이 쓰일 때의 
차이점은 내포문과 모문의 양상에 있다고 밝혔으며 ‘-고 싶다’에서 ‘-고’와 ‘싶다’ 
사이에 다른 문장 요소가 올 수 없으며 내포문의 임자씨2)와 모문의 그것은 일치
해야 하지만 ‘-면 싶다’에서는 내포문의 임자씨와 모문의 그것은 일치할 수도, 아
니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성광수(1993)에서는 ‘싶다’의 의미는 구체적인 어휘 의미가 아니라 추상적인 의
미로 [意慾](하고자 하는 생각/느낌이 있다)와 [意思](생각/느낌이 있다)의 중의
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싶다’구문의 의미해석에 있어 또한 화자의 심리적
인 인식과 상황판단에 따른 다양한 문맥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싶다’구문의 모문과 
내포 보문의 주어 간의 결속 관계(특 선행사 문제)는 ‘싶다’의 의미해석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았다. 

손세모돌(1995)에서 ‘-고 싶다’가 ‘희망’이라는 의미 기능을 얻게 된 이유를 통
시적인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고 싶다’는 현대어에서 ‘희망’을 표시하는 대
표적인 형식으로 취급되지만 ‘-고’와 ‘싶다’를 분리하면 그 각각은 ‘희망’이라는 의
미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정은(1998)에서는 양태표현 중에서 독립된 용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일정한 형식 안에서는 그 어휘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양태라는 특정한 범주를 
나타내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일련의 어휘형태들을 ‘양태용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양태용언의 하위분류로 화자중심 양태용언과 주어중심 양태용언이 있는데 화자중
심 양태용언은 명제의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 등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나 
명제 실현에 대한 화자의 희망, 바람, 유감, 의도 등을 표현하는 양태용언이고, 주
어중심 양태용언은 선행용언이 가리키는 행위나 상태와 관련하여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의도, 바람, 능력, 의무 등의 조건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용언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고 싶다’의 ‘-싶다’는 주어중심의 양태용언에 속
하고 ‘-았/었/였으면 좋겠다’에서의 ‘-좋겠다’는 화자중심의 양태용언에 속한다고 

2) 임자씨란 체언이다. 즉,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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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변정민(2001)는 ‘싶다’의 의미 중 널리 인식되었던 <희망>이나 <바람>의 의

미는 ‘싶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의 <진술 완료>의 의미에 ‘싶다’의 의미 자
질인 [기대성]이 결합하여 <희망>, <바람>, <욕구>란 의미가 생성된 것이며, 
‘-면 싶다’의 경우도 ‘-면’의 가정적 조건에 과거 시제가 공기하여 그 상황이나 
사태가 실현되기를 강조해 주며, ‘싶다’와 결합함으로써 화자나 주어가 바라고자 
하는 사태의 가능성에 대해 바람의 기대치를 더 높여 준다 하였다. 또한 ‘싶다’의 
의미 자실인 [주관적 확실성]에 의해서 ‘싶다’는 평서형, 감탄형, 의문형 어미, 또
는 의존명사 등과 결합하여 화자나 주어의 의도가 담긴 단정적 판단이나 회의적인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엄정호(2003)는 ‘-고 싶다’구문의 격 교체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고 싶
다’ 구문의 격 교체에 어휘적 제약이 있음을 밝히고 격 교체를 허용하는 동사들을 
말뭉치 자료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이들 동사가 본동사로 사용되었으나 격 교체가 
제약되는 통사적 환경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보조동사 구문, 동격 관형절 구문, 주
어 지향적 부사어의 개입이라고 밝히면서 명사구 이동 분석과 동사 포합이라는 책
이동 분석을 통해서 격 교체의 실현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영경(2005)에서는 원망의 ‘식브-’와 관련하여 16세기 언간 자료에 ‘-고라쟈 
식브-’구성이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되어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고라쟈’가 ‘-고져’
와 관련되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청원 표현의 종결어미 ‘-고라’와 소망 표현의 종
결어미 ‘-아져’가 결합된 복합형으로 소망을 보다 강하게 표현하는 종결어미로 기
능하는 것을 입증하였다. ‘-고 싶-’의 축약형 ‘-고프-’는 ‘싶다’의 의존적 성격과 
‘-고 싶다’구성이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하나의 형태 단위로 인식되면서 축약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 

안주호(2005)는 ‘희망’과 ‘추측’을 표현하는 ‘싶다’ 구문을 통시적으로 변화 과정
을 살펴보았다. 안주호(2006)는 ‘희망’과 ‘추측’ 두 가지 의미를 가진 ‘싶다’ 구문
의 문법적 특징을 ‘주어의 제약, 선행 용언의 제약, 부정의 범위’ 면에서 살펴보았
으며 ‘희망’을 나타내는 ‘-고 싶다’ 구문과 ‘추측’을 나타내는 ‘-ㄴ가/-ㄹ까/-다 
싶다’ 구문의 의미적인 형성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김건희(2008)는 ‘싶다’ 구문을 크게 연결어미 결합형, 의존명사 결합형, 종결어
미 결합형으로 나누고 이 중에서 특히 종결어미 결합형을 중심으로 의존명사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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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상위 범주 하위 범주로 다룬 희망 표현 

한송화(2000) 보조 용언
양태적 기능의 보조용언: -고 싶다
화행적 기능의 보조용언: -(았/었)으면 

하다, -(았/었)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싶다,  -기 바라다

한송화(2003) 명령 기능의  
문법 표현 -기 바라다

정민주(2003) 요청 화행   
  표현

-고 싶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기 바라다

이효정(2003) 양태 표현

의무 양태: ｢희망1｣-았/었/였으면 싶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으)면 하다,     

   -기 바라다
｢희망2｣: -고 싶다, -고 싶어 하다

구현정(2004) 공손 표현
화자의 희망 표현: -고 싶다, 
   -기 바라다          
화자의 선호 표현: -(으)면 좋겠다, 

형과 대비적으로 고찰하여 그 특징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논의에서 ‘싶다’ 
구문이 주로 ‘추측’의 의미로 분류되어 왔으나, 종결어미 결합형을 중심으로 후행 
성분이나 어미 결합과 같은 형태·통사적 특징을 기반으로 ‘싶다’ 구문의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결과, 화자가 외현화되어 화자의 감정이 주어에 이입된 구문도 가능
한 양태 용언의 형태로 양태 의미인 ‘판단’으로 보았다. 

한국어 교육적 연구에 있어서 ‘희망 표현’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김서형(2007
ㄱ)과 김효진(2012)이 있으며 이외에 개별 희망 표현을 다루는 연구는 한송화
(2000), 한송화(2003), 정민주(2003), 이효정(2003), 구현정(2004), 이민선
(2004),  이종은(2004), 조미경(2005), 강현화(2007ㄱ), 김서형(2007ㄴ), 장효은
(2008), 엄녀(2009), 유혜령(2010),  이정란(201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다
루었던 희망 표현 양상과 그들의 상위범주를 살펴보면 [표 1]와 같다.3)

3) [표 1]는 연구의 년도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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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었/였으면 좋겠다, 
 이민선(2004) 문법 항목 -고 싶다
이종은(2004) 의존 용언 ｢희망｣의존용언: -고 싶다, 

  -(았/었/였)으면 하다/싶다/좋겠다
조미경(2005) 공손 표현

(완곡 표현) -고 싶다, -면 좋겠다, -기 바라다

강현화(2007ㄱ) (지시적)
표현 문형

소망표지: -(으)면 좋겠다, 
-기 바라다,  -았/었/였으면 하다 (등 

문형)

김서형(2007ㄱ) 희망 표현
-고 싶다, -(았/었)으면 싶다, 
-(았/었)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하다

김서형(2007ㄴ) 의도성 표현
희망 표현: -고 싶다, 
-(았/었)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하다

장효은(2008) 지시 화행   
표현

소망 표지: -고 싶어/싶어요/싶습니다, 
    -고 싶은데(요), -(으)면 하다 등

엄녀(2009) 양태 표현 -고 싶다, -고 싶어하다, 
-았/었/였으면 하다/보다/싶다

유혜령(2010) 형태·통사적  
공손 표지

-고 싶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기 바라다

김미선(2011) 지시 화행 소망 언급하기: -고 싶다
조건 표현: -았/었/였으면 좋겠다/하다

이정란(2011) 양태 표현 -고 싶다
김효진(2012) 희망 구문 

표현
-고 싶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표 1] 개별 희망 표현을 다루었던 연구 

위의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희망 표현’에 대한 대부분 연구는  
특정한 상위 범주를 설정하고 희망 표현을 그 하위범주에서 다루어 왔다. 의미적
으로 다루면 ‘양태 표현’, ‘의도성 표현’이 ‘희망 표현’의 상위 범주가 될 수 있고, 
통사적 구조로 다루면 ‘보조용언’, ‘의존용언’이 ‘희망 표현’의 상위 범주가 될 수 
있으면  화용적 기능으로 다루면 ‘공손 표현’, ‘요청 화행 표현’, ‘지시 화행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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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희망 표현’의 상위범주가 될 수도 있다.  
한송화(2000)에서 보조용언을 크게 ‘상적 기능의 보조용언’, ‘양태적 기능의 보

조용언’, ‘화행적 기능의 보조용언’으로 분류하였다. 그중에 ‘-고 싶다’는 ‘양태적 
기능의 보조용언’에 속해 있으며 ‘-으면 하다, 으면 좋겠다, -으면 싶다, -기 바
라다’는 ‘화행적 기능의 보조용언’에 속해 있다고 보았다.

한송화(2003)에서 ‘-기 바라다’를 사용하는 맥락과 장르를 논의하면서 ‘-기 바
라다’는 공식적인 담화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특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어떠한 사
실을 공지하는 경우, 백화점이나 공항 등에서 ‘알림을 나타낼 때’ ‘-어 주시기 바
라다’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민주(2003)에서는 화자의 의도나 희망(청자가 그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는)을 
표현하는 ‘-하기를 바란다’, ‘-소망하다’ 등 표현들을 간접 요청 화행 표현의 전략
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직접 요청을 피하는 대신, 자신의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요구가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간접적인 표현
으로 보았다. 또한 ‘-하기를 바래’, ‘-해 주기를 원해’, ‘-하기를 소망해’는 메일이
나 편지에는 주로 사용되고, 구어 표현에서는 ‘-해 주면 좋겠어’나 ‘-하고 싶다’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이나 의도가 드러난 표
현이면서,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화자가 원하는 수행동사 표현에 붙여 넣어서 명령
과 같은 명시적 요청 표현이 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사용은 완곡한 요청하기 위한 화자의 요청 전략의 하나
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효정(2003)에서는 ‘희망 표현’의 상위 범위는 양태 표현이라고 보고 외부 힘
의 유무에 따라 ‘희망 표현’을 분류하였다. ‘-았/었/였으면 싶다’, ‘- /었/였으면 좋
겠다’, ‘-(으)면 (음)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으)면 하다’, ‘-기 바라다’
는 [-강제성/+외부 힘]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화자는 주체가 명제 내용을 
행할 것을 바라지만 이는 화자의 희망일 뿐 강제성은 없고 반면에 항상 화자의 힘
이 존재하므로 [+외부 힘]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고 싶다/싶어 하
다’는 [-강제성/-외부 힘]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으며 주체는 명제 내용을 행하
고자 하는 희망이 있으며 화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구현정(2004)에서는 화자의 희망 표현은 공손법의 실현 방법의 일종으로 보고 
화자 중심 공손 책략이라고 보았다. 말뭉치 자료에서 화자가 실현하는 공손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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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화자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희망임을 나타내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
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청자에게 허용하는 표현과 주저하는 표현들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민선(2004)에서는 모어화자 일상 대화 전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고 싶다’
의 6가지 의미 기능인 [감정 표출-희망하기], [전달-의견 말하기], [호응-거절
하기], [요청-요청하기], [전달-의견 말하기(-완곡하게 말하기)], [감정 표출-
아쉬워하기]를 밝힌 바가 있다. 

이종은(2004)에서는 ‘-고 싶다’, ‘-았/었/였으면 하다/싶다/좋겠다’, ‘-기 바라다’
는 주체가 원하는 것 즉 희망이나 소망을 표현하는 의존용언이라고 보고 이들 간의 
의미적 차이와 통사적 차이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또한 ‘-기 바라다’는 주로 주체
가 자신이 아닌 다른 대상이 어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거나 원하는 상태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하고 오히려 ‘기원’에 가깝다고 보았다. 주체의 희망 정도가 직접적이고 
강하게 드러나는 순서로는 ‘-(으)면 하다< 싶다< 좋겠다’ 순을 제시하였다. 

조미경(2005)에서는 완곡 표현으로써의 희망 표현은 대화 부담을 완화하는 기
능을 지닌다고 밝혔다.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할 때 ‘-하세요.’ 또는 ‘-해 주세요.’
의 직접적인 표현보다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희망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어 완곡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 바라다’는 주로 공식적인 상황
에서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명령/요청의 화행을 화자가 수혜를 받는 표현으로 
해서 공손하고 부드럽게 들린다고 보았다.  

강현화(2007ㄱ)에서는 한국어 지시적 화행의 하위분류를 ‘명령, 요구, 권고, 부
탁, 제안, 제의’로 나누면서 표현문형과 지시적 화행과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 6
가지 지시적 화행 가운데 ‘명령’ 화행에 초점을 맞추어 개별 표현문형 간의 ‘명령 
전략’의 차별적 정도에 대해 분류해보았다. 그 가운데 간접명령의 기능을 지니는 
소망 표지를 정리하였다.4) 
4) 강현화(2007ㄱ)에서 제시한 소망 표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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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형(2007ㄴ)에서 의도성 표현을 ‘의지 표현, 계획 표현, 희망 표현, 약속 표
현’의 하위 의미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그중에 희망 표현은 ‘-고 싶다, -(았/었)
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하다’를 교육 항목으로 설정하고 이 항목들을 위계화
시도하였으며 교육 방침을 제안한 바가 있다. ‘-고 싶다’는 단순하게 희망의 의미
를 나타내며 다른 희망 표현보다 친숙한 관계와의 대화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격식
적인 상황에서 ‘-고 싶다’를 사용하면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강하게 전달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 싶다’가 화자의 바람을 직접적이고 
강하게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곡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나 친밀한 상대가 
아니면 부탁하는 상황에서 잘 사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어 화자들은 자신의 
바람이 부탁의 내용인 경우,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를 사용하
며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들의 사용이 현저히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았/었/였으면 하다’는  ‘-았/었/였으면 좋겠다’를 반복하는 맥락에서 이를 대신하
는 기능을 하고 이는 아주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하고 이러한 화용적인 특성 때문
에 ‘-아/어요’보다는 ‘-습니다/ㅂ니다’와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았다.

장효은(2008)에서는 소망 표현 ‘-고 싶어/싶어요/싶습니다, -고 싶은데(요), 
-(으)면 하다’는 자신의 소망을 언급함으로써 청자의 행동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표출하여 청자의 행동을 이끌어 내는 지시 화행 전략으로 보았다. 명시적 수행 표
현인 ‘부탁하다/요청하다’ 등의 수행 동사 자체가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약
화된 수행 표현은 명시적 수행 표현에 의도나 소망 등의 양태 의미를 더함으로 인
하여 수행 동사가 가지는 부담의 정도를 약화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엄녀(2009)에서는 양태 표현을 인식 양태와 비인식 양태로 나누어 ‘희망’의 의
미를 가진 ‘-고 싶다’, ‘-고 싶어하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
다’를 비인식 양태 표현이라고 보았다. ‘-고 싶다’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명령,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나타낸다
고 보았으며 ‘-았/었/였으면 싶다, -았/었/였으면 하다’는 화자와 주어가 일치할 
경우에는 화자의 희망을, 화자와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자가 주어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며, 주어와 청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명제 내
용을 행할 것을 희망한다고 보았다. 이 때 ‘-고 싶다’는 화자의 희망을 단순히 표
현하는 상황에서, 또는 친밀한 대화자와의 사적인 장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는 상대적으로 비공식적 상황, 또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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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친밀도가 낮은 담화 상황에서 간절한 부탁, 당부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유혜령(2010)에서는 종결형 문형 중에서 공손성을 실현하는 것들을 형태·통사
적 공손 표지라 하고 이들 가운데 화자의 선호나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손 
표지에는 ‘-는 게 좋다’, ‘-(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는데(요)’, ‘-고 싶다’, 
‘-었으면 좋겠다’, ‘-었으면 하다’, ‘-었으면 싶다’ 등이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는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간접
적인 방법으로 명제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공손성이 실현되고 ‘갑자기 서두르시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단도직입적인 질문
을 하는 대신, 화자의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청자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하였다. 

이정란(201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양태 표현 습득에 나타난 문법 능력과 화
용 능력의 발달 관계를 연구한 바가 있다. 그 결과는 양태 표현을 습득할 때 문법 
능력은 학습자의 숙달도와 모국어에 상관없이 화용 능력보다 먼저 발달한다는 사
실을 보여주었고 특히 양태 표현 중에 [희망]표현(-고 싶다)의 문법 능력과 [희
망]표현이 실현하는 요청 화행에 대한 화용 능력 간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고 밝혔
다. ‘-고 싶다’, ‘-았/었/였으면 좋겠다’를 사용하여 요청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
써 대화 상대자의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어 교육에서 희망 표현에 관한 전반적 논의는 김서형(2007ㄱ)과 김효진
(2012)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김서형(2007ㄱ)는 한국어 희망 표현을 ‘싶다’ 계
열, ‘좋다’ 계열, ‘하다’ 계열 세 계열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기술하였으며 교육
용 구어 말뭉치와 학습자 작문 말뭉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희망 표현의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어 교재를 살
펴봄으로써 희망 표현을 교육 실태를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희망 
표현의 목록으로 ‘-고 싶다, -(았/었)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하다’를 선정하
여 이들의 교육을 위한 위계화를 시도하며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김효진(2012)는 한국어 희망 구문 표현 ‘-고 싶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았으면/었으면 하다’의 의미를 분석하여 이들의 차이점과 용법에 대해 살펴보았
다. 교재 분석을 통해 희망 표현의 교육 실태를 고찰하였으며 말뭉치 분석을 통해
서 각 희망 구문 표현의 통사적 제약과 의미적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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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는 화자 중심의 희망 구문 표현으로, ‘-았으면/었으면 좋겠다’와 ‘-았으
면/었으면 하다’는 청자 중심의 희망 구문 표현으로 정의하였으며 ‘-았으면/었으면 
좋겠다’는 기본 원형의 ‘좋다’에서 기본 의미인 [만족함]을 통해 비 엄격한 배경에
서 쓰인다 하였고, ‘-았으면/었으면 하다’는 기본 원형이 되는 ‘하다’의 의미에 내
재되어 있는 [명령]의 의미를 통해서 엄격한 배경에서 주로 사용된다 하였으며 ‘-
았으면/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적 성격을 지니고, ‘-았으면/었으면 하다’는 명령적 
성격을 지닌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국어학적 맥락과 한국어 교육학적 맥락에서 희망 표현의 선행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국어학에서 희망 표현인 ‘-고 싶다’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 및 
제약을 많이 연구되었지만 다른 희망 표현인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
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 -기 바라다’에 대해서는 논의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았다. 한국어 교육 맥락에서 희망 표현에 대한 논의는 개별 
희망 표현의 의미적이나 화용적 특성을 논의한 연구가 많았지만 희망 표현을 하나
의 문법 단위로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 교수 방안
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는 김서형(2007ㄱ), 김서형(2007ㄴ), 김효진(2012)뿐이었
으며, 선행 연구들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이나 이해 양상에 관한 고찰
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희망 표현의 개념을 규명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희망 표현의 교육 목록을 논리적으로 선정할 것이며, 희망 표
현들 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 간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학습자 희망 표현에 대한 이해와 사용 양상
을 고찰하여 효과적인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축하고 위계화하고 희망 표현에 
맞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한국어에서 희망 표현은 ‘희망’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상호
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문법적 수단이다. 각각의 희망 표현들 사이에는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어, 모어 화자들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그 의미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
하고 있다. 특히 희망 표현은 ‘희망’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발화 상황에 따라 부탁, 제
안, 요구, 명령 등 지시적 화행을 수행하기도 하고, 간접 거절 화행, 기원 화행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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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때문에 현재 한국어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법 항목이다. 
본고에서는 의미, 형태·통사, 화용적 차원에서 한국어 희망 표현의 특성 및 차이

점을 살펴보고, 한국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 표현간의 의미, 화용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여, 이를 토대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희망 표현의 효
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Ⅱ장 1절에서는 희망 표현의 개념과 체계를 고찰하여 한국어 교육의 관
점에서 정리하고,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희망 표현의 교육 목록을 선정하였
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였다. 

Ⅱ장 2절에서는 각 희망 표현이 가진 의미적, 형태·통사적, 화용적 특성 및 개별 
특성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각 희망 표현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말뭉치 및 드라마, 영화 대본에서 희망 표현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
펴보았다. 본고에서 참고한 언어 자료는 [표 2]와 같다. 

언어 자료 
유형 출처 약어

1 드라마 대본 찬란한 유산   1-28회 유산
2 드라마 대본 제빵왕 김탁구 1-30회 김탁구
3 드라마 대본 웃어라 동해야 1-36회 동해야
4 영화 대본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5 영화 대본 미스터 주부 퀴즈왕 퀴즈왕
6 영화 대본 용의주도 미스신 미스신
7 영화 대본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괜찮아
8 영화 대본 신부 수업 신부
9 영화 대본 단적비연수 단적비
10 영화 대본 아유레디? 아유레디
11 21세기 세종 말뭉치(최종 성과물 2010. 12 수정판) 세종

[표 2] 한국어 모어 화자 말뭉치 및 준 구어 자료

  

Ⅱ장 3절에서는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희망 표현의 내용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
타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교재는 한국 국내 교육 
기관에서 출판한 교재 15 종이며, 교재명과 약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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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약어 기관명 교재명 권수
1 SNU 서울대학교 한국어1~4 4권
2 YS1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 1~6 6권
3 YS2 연세대학교 100시간 한국어 1~6 6권
4 KR1 고려대학교 한국어 1~6 6권
5 KR2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어1~6 6권
6 KH1 경희대학교 한국어 초급Ⅰ~고급Ⅱ 6권
7 KH2 경희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1~중급2 4권
8 EH1 이화여자대학교 말이 트이는 한국어 Ⅰ~Ⅵ 6권
9 EH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한국어 1-1~4 7권
10 SK1 서강대학교 서강 한국어 1~4 4권
11 SK2 서강대학교 (new)서강 한국어1A~5B 10권
12 SKK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 1~6 6권
13 HF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6 6권
14 SM 선문대학교 한국어 초급1~고급2 6권
15 DG 동국대학교 함께 배워요 한국어1~6 6권

[표 3] 분석한 한국어 교재의 교재 명 및 약어

Ⅲ장 1절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희망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
해서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작문 실험 참여자는 ‘중국, 일
본, 몽골, 베트남, 인도, 필리핀, 터키, 미국, 브라질, 싱가포르’ 등 26개국 출신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180명이며, 급수별로는 초급 학습자가 88명과 중급 학습자
가 92명이었다. 작문의 주제는 희망 표현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고
자,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는 주제와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주제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각 300~400자 분량의 글을 쓰도록 요청하였다. 

Ⅲ장 2절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희망 표현의 특성 및 특성 간 차이점을 중심으
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희망 표현의 의미적, 화용적 특성 
및 차이를 각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 중 일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
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희망 표현을 어떻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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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화행 이득     
대상  

행동    
주체 강제성 청자의 

지위
친소
관계

1-(1) 부탁 화자 청자 - + 소
1-(2) 부탁 화자 청자 - + 친
 2 명령 화자 청자 + - 소
3-(1) 요구 화자 청자 + - 소
3-(2) 요구 화자 청자 + + 소
4-(1) 제안 화+청 화+청 - + 소
4-(2) 제안 화+청 화+청 - = 친
5-(1) 제의 청자 청자 - + 친
5-(2) 제의 청자 청자 - - 친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담화 상황을 설정하고, 담화 상황에서 사
용될 법한 희망 표현들을 제시한 다음 그 표현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5단계의 척도
(아주 이상하다, 이상하다, 보통이다, 자연스럽다, 아주 자연스럽다) 중에서 판단
하게 하였다. 5단계의 척도는 단계가 낮은 정도에서부터 각각 1점~5점으로 채점
하고,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설문 방식은 설문 
참여자가 어떠한 담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공손성, 완곡성, 강제성, 격식성 등에 
따른 희망 표현의 의미적, 화용적 차이를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희망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이다. 설문에 제
시된 담화 상황은 2장에서 기술한 희망 표현의 의미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의 차이
를 근거로 설정하였다. 담화 상황은 희망 표현의 의미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시’, ‘희망’, ‘기원’의 의미를 지닌 희망 표현의 사
용 상황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일한 의미에서 출발하였어도, 각 희망 표현
이 지시적 화행, 거절 화행, 기원 화행을 실현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지시적 화행은 ‘부탁 화행’, ‘명령 화행’, ‘요구 화행’, ‘제안 화행’, ‘제의 화행’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상황을 나누어 설정하였다. 이 때 지시
적 화행을 판단하는 기본 정보인 ‘이득성, 행동 주체, 강제성’을 함께 고려하여 상
황을 설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문항 구성과 예시 문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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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거절 * * * + 소
6-(2) 거절 * * * = 친
7-(1) 기원 * * * = 친
7-(2) 기원 * * * + 소

[표 4] 설문지 문항 구성

1-(1) 당신은 대학원생입니다. 논문을 쓰고 있는 당신은 논문 제출하기 전에 
     지도 교수님께 논문을 한 번 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교수님, 제 논문을 좀 한번                           

아주 이상하다
이상 하 다 보통이다 자연스럽다

아주자연스럽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 주셨으면 합니다.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봐 주십시오.
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림 1] 설문 문항 예시

본 연구에서는 희망 표현에 대한 화용적 이해 정도와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이 두 집단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집단 A는 한국어 모어 화자
들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자 36명, 여자 44명으
로 총 80명이다. 집단 B는 한국어 학습자들로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들로 남자 35명, 여자 45명으로 총 80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인 학
습자 36명, 일본인 학습자 21명, 기타 국적의 학습자 23명이다. 연령에 따른 변수
를 고려하여 연령은 모두 20-30대로 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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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어 모어 화자 외국인 학습자
성별 남자 36 35

여자 44 45
연령 20대 46 56

30대 34 24
직업

학생 39 62
직장인 38 17
기타 3 1

합계 80 80
[표 5] 실험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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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희망 표현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 희망 표현의 개념 및 교육 목록 선정

1.1 희망 표현의 개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 교육은 복합적인 문법 형태를 분리하지 
않고 교육 내용으로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희망 표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희
망’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로서 ‘-고 싶다’를 교수한다면, ‘-고’와 ‘싶다’로 구분하
여 각각의 의미를 교수한 다음 ‘-고 싶다’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
라, 복합적인 형태인 ‘-고 싶다’가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하나의 어휘처럼 교수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어 교재나 교육 현장에서는 단일 문
법 요소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문법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 구성체를 교육하고 있
다.

이미혜(2002)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문법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 구성체를 '문법 
덩어리 표현'이라고 지칭하여 ‘표현 항목’으로 삼았다. 이미혜(2002)는 교재 분석
을 통해서 이들이 학습단계에 따라 차지하는 비율이 1단계 13.4%, 2단계 32%, 3
단계 41.9%, 4단계 56.9%라고 밝히고, 이러한 덩어리 표현이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 문법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숙달도가 높아질
수록 이러한 덩어리 표현의 습득이 더욱 긴요하다고 보았다. 초급 단계에서는 하
나의 형태소를 습득하거나 간단한 동사를 활용하는 등을 교육의 목표로 삼지만,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한 문장에서 공기(共起)하는 형태소들의 결합
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문법을 추상적인 범주로 교육하기보다 복합 문법 구성체의 통사, 의미, 화용
적 특성과 기능을 분석하여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 본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문법 형태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오랫동안 이루어
져 왔으며, 학자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와 용어를 조금씩 달리 하여 왔다.5) 방성
5) 백봉자(1999)에서는 ‘통어적 구문’, 이희자·이종희(2001)에서는 ‘관용구’, 방성원(2002)과 

엄녀(2009)에서는 ‘표현’, 김정은(2002)에서는 ‘관용 구문’, 이미혜(2002)과 서희정
(2008)에서는 ‘표현 항목’,  우형식(2003)과 김영진(2007)에서는 ‘덩이 형태’,  최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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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 -(으)면 싶다, -았으면/었으면 싶다, -고 싶어 하다, -(으)면 
좋겠다, -았으면/었으면 좋겠다, -(으)ㅁ 좋겠다, -았으면/었으면 하다, -고
자 하다, -아야/어야 하다, -아야/어야 좋다

김효진(2012)의 희망 구문 표현의 목록 

-고 싶다, -고 싶어하다, -고 파하다, -고 프다, -고자 하다, -고지고, -
기 바라다, -기나 하다, -나이다, -는가(으)ㄴ가 싶다, -(으)ㄹ까 싶다, -소
서, -아/어 지다, -아/어 보고 싶다, -(았/었)으면 싶다, -(았/었)으면 좋겠
다, -(았/었)으면 하다 

김서형(2007ㄱ)의 희망 표현의 목록 

원(2002)과 엄녀(2010)에서 사용한 ‘표현’이라는 용어는, 구 전체가 하나의 덩어
리로서 일정한 의미와 통사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중시한 용어로서 한국어 교육에
서 교재나 학습자에게 널리 쓰이고 받아들여지는 간결하고 일반적인 용어임을 지
적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방성원(2002)과 엄녀(2010)에서 사
용한 ‘표현’이라는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기로 한다.

상술한 논의에 따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희망 표현’이란 ‘희망’의 의미를 나
타내는 문법 복합 구성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희망 표현의 목록을 정리한 선행 
연구로는 김효진(2012)과 김서형(2007ㄱ)이 있는데, 김효진(2012)은 양태 표현 
및 보조 용언의 범주 내에서의 희망 구문 표현6)의 목록을 정리하였으며, 김서형
(2007ㄱ)은 국어학 논의와 한국어 교육 문법 사전을 포함하여 한국어 교육 연구
에서 나타난 희망 표현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그러나 김효진(2012)과 김서형(2007ㄱ)이 제시한 희망 표현의 목록은 본고의 

논의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세모돌(1997)에 의하면, 김효진(2012)이 
제시한 희망 표현 ‘-고자 하다’는 중세국어에서는 ‘희망’을 주된 의미 기능으로 삼

(2005)에서는 ‘구문 표현’, 홍혜란(2007)에서는 ‘문법적 연어’, 석주연(2005)과 강현화
(2006) 및 민현식(2003, 2005)에서는 ‘표현 문형’,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표현’,  노
지니(2004)에서는 ‘통어적 문법소’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6) 본고와 달리 김효진(2012)에서는 ‘희망 표현’이라는 용어를 대신에 ‘희망 구문 표현’을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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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 싶다(싶어하다)    ②-(으)면 좋겠다      ③-았/었/였으면 좋겠다 
④-(으)면 하다          ⑤-았/었/였으면 하다   ⑥-(으)면 싶다 
⑦-았/었/였으면 싶다     ⑧-기 바라다 

[표 6] 전형적인 희망 표현

았으나, 현대국어에서는 ‘-고 싶다’의 출현과 함께 ‘-고자 하다’의 의미 기능이 대
폭 축소되어 ‘의도’의 기능만이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야/어야 하다, -아
야/어야 되다’는 엄녀(2009), 이영(2011) 등에서 ‘희망’의 의미 범주가 아니라 ‘의
무’의 의미 범주로 분류한 바 있다.  ‘-(으)ㅁ 좋겠다’는 ‘-(으)면 좋겠다’의 경우, 
구어 형식일 뿐 특별히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김서형(2007ㄱ)의 희망 표현 목록에 제시된 ‘-고 파하다, -고 프다, -고지고’
는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표현들이며, ‘-는가(으)ㄴ가 싶
다, -(으)ㄹ까 싶다’는 ‘희망’의 의미보다 ‘추측’의 의미와 더 가깝다. 또한 ‘-나이
다,  -소서, -아/어 지다’도 ‘희망’의 뜻을 가진 복합 문법 구성체라고 보기 힘들
면 이 표현들을 ‘희망 표현’ 목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위 목록들에서 전형적인 ‘희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1.2 희망 표현의 교육 목록 선정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할 가치
가 있는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 목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제시했던 전형적인 희망 표현인 ‘①-고 싶다(싶어하다), ②-(으)면 좋겠다, ③-
았/었/였으면 좋겠다 ④-(으)면 하다 ⑤-았/었/였으면 하다 ⑥-(으)면 싶다 ⑦-
았/었/였으면 싶다 ⑧-기 바라다’ 가운데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가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희망 표현을 선정하여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희망 표현의 교육 목록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
어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겠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 국내 교육 기관에서 출판된 15 
종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 자료는 21세
기 세종 계획 구어 말뭉치를7)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7) 본고에서 사용한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는 2010년 12원 수정판의 최종 성과물이다. 그 

가운데 구어 말뭉치는 총 80만 어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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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약어 

- 고 
싶다

- 았
/었 /였
으 면 
좋겠다

-
(으)면 
좋겠다

- 았
었 / 였
으 면 
하다

- 기 
바라다

- 았
/었 /였
으 면 
싶다

-
(으)면 
하다

-
(으)면 
싶다

SNU ○ ○ ○
YS1 ○ ○
YS2 ○ ○
KR1 ○ ○
KR2 ○ ○
KH1 ○ ○ ○
KH2 ○ ○
EH1 ○ ○ ○
EH2 ○ ○ ○
SK1 ○
SK2 ○ ○
SKK ○ ○ ○
HF ○ ○
SM ○ ○ ○ ○
DG ○ ○

 [표 7] 교재에서 희망 표현의 출현 상황

순위 희망 표현 출현 빈도(종)
1 -고 싶다 15
2 -았/었/였으면 좋겠다 8
3 -(으)면 좋겠다 5
4 -았/었/였으면 하다 4
5 -기 바라다 3
6 -았/었/였으면 싶다 1
7 -(으)면 하다 0
8 -(으)면 싶다 0

[표 8] 교재에서 희망 표현의 출현 빈도

1.2.1 한국어 교재 분석

  
  앞에서 언급했던 8개 희망 표현이 15종 국내 한국어 교재에서 교육 항목으로 
제시된 상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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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희망 표현 절대 빈도 상대 빈도
1 -고 싶다 210 41.67%
2 -았/었/였으면 좋겠다 158 31.35%
3 -기 바라다 78 15.48%
4 -(으)면 좋겠다 40 7.94%
5 -았/었/였으면 하다 18 3.57%
6 -았/었/였으면 싶다 0 0%
7 -(으)면 하다 0 0%
8 -(으)면 싶다 0 0%

총계 504 100%
[표 9]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 희망 표현의 빈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고 싶다’는 모든 교재에서 교육 항목으로 제시되었고, ‘-
았/었/였으면 좋겠다’는 15종 교재 가운데 총 8종 교재에서 교육 항목으로 제시되
었다. ‘-(으)면 좋겠다’는 5종 교재에서 제시되었으며, ‘-았/었/였으면 하다’는 4
종 교재에서, ‘-기 바라다’는 3종 교재에서 제시되었다. ‘-았/었/였으면 싶다’는 1
종의 교재에서만 제시되었으며 ‘-(으)면 하다’와 ‘-(으)면 싶다’는 어떤 교재에서
도 제시된 바가 없었다. 

1.2.2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 분석

 앞에서 언급했던 8개 희망 표현의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의 출현 빈도는 아래와 
같다.

 
총 504개의 문장에서 ‘-고 싶다’가 210회(41.67%)의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

으로는 ‘-았/었/였으면 좋겠다’가 158회(31.35%), ‘-기 바라다’가 78회(15.48%), 
‘-(으)면 좋겠다’가 40회(7.94%), ‘-았/었/였으면 하다’가 18회(3.57%)의 빈도를 
나타냈다. ‘-았/었/였으면 싶다’, ‘-(으)면 하다’, ‘-(으)면 싶다’는 빈도수가 추출
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분석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말뭉치 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재에서 제시된 표현과 한국어 모어 화자가 많이 사용하는 
희망 표현을 교육 목록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구체적 항목은 [표 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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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 싶다                              ④ -았/었/였으면 하다
② -(으)면 좋겠다                        ⑤ -았/었/였으면 싶다
③ -았/었/였으면 좋겠다                   ⑥ -기 바라다
                

[표 10] 희망 표현의 교육 목록
                                 
2. 희망 표현의 특성 및 차이

2.1 희망 표현의 의미적 특성 및 차이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희망 표현은 화자가 바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다.8) 제2인칭과 제3인칭의 희망을 제외하고, ‘화자’(‘나’)의 희망을 표
현할 때에 나타나는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화자의 희망은 청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화
자의 희망은 청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을 때의 발화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가. 나 내년에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나. 시원한 아이스티 한잔 마셨으면 좋겠어.
  다. 내일 좋은 날씨였으면 싶어.

위 (2가), (2나), (2다)에서 나타나는 희망 표현은 화자가 단순히 자신이 희망
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다. 여기서 화자의 희망은 청
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러나 아래의 예문들에서는 화자의 희망은 청자와 밀
접한 관계가 있다. 

8) ‘오빠가 결혼하고 싶어해.’와 같은 화자가 아닌 제3인칭의 희망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너 결혼하고 싶어?’와 같은 제2인칭의 희망은 화자가 
청자에게 의도를 묻는 것에 목적을 둔다. 제3인칭과 제2인칭의 희망은 화자가 바라는 것
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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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 책 잠깐 빌려 줬으면 좋겠어.                          (부탁)
  나. 어려분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

(3가)에서는 화자의 희망은 청자가 책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와 직접적 
관계가 있으며 화자의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자의 힘’이 필요하
다. (3나)에서도 화자의 희망은 청자가 휴대폰을 끄는 것이기 때문에 청자와 직접
적 관계가 있으며 화자의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자의 힘’이 필요
하다. 다시 말해, (3가)와 (3나)에서는 희망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화자가 단순
히 자신이 희망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자에 대한 어떤 행동을 요청
하거나 요구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 화자의 희망이 청자와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위의 예문처럼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상황
이 있다. 이때 화자의 희망은 보통 청자가 좋은 결과를 얻거나 좋은 쪽으로 변화
함과 관련되며, 청자를 위한 ‘기원’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가. 너 참 잘 됐으면 좋겠어.

  나. 좋을 결실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예문 (4가)에서 화자의 희망은 청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4나)에
서는 화자는 청자가 좋을 결실이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두 예문에서 희망 표현은 
모두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희망 표현은 기본적으로 ‘화자(4나)의 희망’이지만 청자에 대한 지시9) 
혹은 청자에 대한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희망 표현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를 따지면 [그림 2]와 같이 ‘자신의 감정 표출’, ‘청자에 대한 지시’, ‘청자에 
대한 기원’이 있을 수가 있다. 

9) 본고에서 광의적으로 ‘지시’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여기서 지시란 화자가 청자에게 ‘행
동 요구’를 의미한다. 지시는 화행으로 본다면 구체적으로 명령, 요구, 부탁, 제안, 제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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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희망 표현의 의미

이제부터 본 연구의 목표 문법인 ① ‘-고 싶다’, ② ‘-(으)면 좋겠다’, ③ ‘-았/
었/였으면 좋겠다’, ④ ‘-았/었/였으면 하다’, ⑤ ‘-았/었/였으면 싶다’, ⑥ ‘-기 바
라다’가 ‘희망’, ‘기원’, ‘지시’의 의미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들의 특성과 차
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2.1.1 희망

희망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희망’이고 1인칭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예문 (5)를 통해서 ‘희망’의 의미로 사용될 때 희망 표현의 특성 및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5) 가. 나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 
    나. 나 불고기를 먹으면 좋겠어요.
    다. 나 불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어요.
    라. 나 불고기를 먹었으면 해요.
    마. 나 불고기를 먹었으면 싶어요.
    바. ＊나 불고기를 먹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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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5가)~(5마)는 희망 표현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
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를 사용하여 화자가 ‘불고기를 
먹는 것’을 희망함을 표현하고 있다. 의미는 동일하지만 청자와의 관계, 상황 등 
외부 조건에 따라 화자가 사용하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가)는 ‘-고 싶다’를 사용하여 자신의 희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친숙
한 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5가)의 상황은 어린 아이가 엄마
한테 ‘나 불고기를 먹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아주 자연스럽다. (5가)와 대조하면 
(5나)~(5마)의 표현은 좀 더 간접적이고 완곡하다. 일반적으로 친숙하지 않는 청
자 혹은 상대적인 사회 지위가 높은 청자에 대할 때 화자가 자신의 표현을 부드럽
고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한다. 예를 들어, 회사 과장
님이 직원에게 회식할 때 무엇을 먹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을 때 직원이 ‘불고기
를 먹고 싶어요.’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약간 무례할 수도 
있는데 ‘불고기를 먹었으면 하는데요.’와 같이 표현하게 되면 보다 공손한 느낌으
로 받아들이게 된다. (5바)는 문법상으로는 맞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다.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 ‘-기 바라다’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희망 표현이 기본적인 의미인 ‘희망’의 의미로 사용될 때 그
들의 특성은 [표11]와 같다.10) 

희망 표현 사용    
여부 보충 설명

-고 싶다 ○
가장 직접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표현 

시 사용되며 보통 친숙한 사이에 많이 사
용된다.

-(으)면 좋겠다 ○ 친하지 않거나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고 싶다’보다 더 우회
적이고 공손하게 자신의 희망을 표현 시  
사용된다.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
-았/었/였으면 하다 ○
-았/었/였으면 싶다 ○
-기 바라다 × 화자 자신의 희망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표 11] 희망 표현의 ‘희망’ 의미 

10) ‘○’는 사용할 수 있음을 가리키며 ‘×’는 사용할 수 없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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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원

 희망 표현들은 ‘기원’의 의미로 사용될 때 그 특성과 차이점을 예(6)를 통해서 살
펴볼 것이며 (6)는 화자가 청자에게 감기 빨리 낫기를 기원하는 상황이다. 

(6) 가. * 너 감기 빨리 낫고 싶어.
    나. 너 감기 빨리 나면 좋겠어. 
    다. 너 감기 빨리 났으면 좋겠어.
    라. ? 너 감기 빨리 났으면 해.
    마. ? 너 감기 빨리 났으면 싶어.
    바. 너 감기 빨리 나기를 바라. 
 ‘-고 싶다’는 화자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때만 사용되고 ‘기원’의 의미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6가)는 비문이 된다. (6라)와 (6마)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비문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는 어색한 표현들이다. 따라서 (6바), (6다), (6나)
처럼 ‘기원’의 의미를 표현할 때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는 희망 표현은 ‘-기 바
라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좋겠
다’와 ‘-바라다’는 실제적인 의미인 ‘좋다’, ‘바라다’가 기원하는 감정을 강하게 표
출하는 반면에 ‘-하다’와 ‘-싶다’는 실제적 의미가 없으므로 ‘-기 바라다, -았/었/
였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로 사용하게 되면서 ‘-좋겠다’와 ‘-바라다’에 비해 
비교적 기원의 의미가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원’의 의미로 사용되는 희망 표
현의 특성 및 차이는 [표 12]와 같다. 

희망 표현 사용    여부 보충 설명
-고 싶다 × ‘기원’의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
-(으)면 좋겠다 ○ ‘기원’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문어

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
-았/었/였으면 하다 △ 실생활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기원’

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았/었/였으면 싶다 △
-기 바라다 ○ ‘기원’의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된 희망 표

현이며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많이 사용된다.
[표 12] 희망 표현의 ‘기원’ 의미11)



- 27 -

2.1.3 지시

‘지시’의 의미로 사용될 때 희망 표현의 특성 및 차이는 예(7)를 통해서 살펴볼 것
이다. 따라서 (7가)~(7바)에서는 희망 표현이 ‘지시’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문들이
다. 

(7) 가. 볼펜 하나 빌리고 싶은데요.
    나. 빨리 오면 좋겠어.
    다. 여기 좀 치워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 늦지 않도록 회의실에 와 주셨으면 합니다.
    마. 워크숍을 같이 갔으면 싶은데요. 
    바. 내일 아침 9시까지 학교 정문에 도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들의 사용 상황을 가정한다면 (7가)는 마치 옆에 앉은 모르는 사람에게 
볼펜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의 상황임을 떠올릴 수 있고, (7나)는 친한 친구에
게 빨리 와달라고 하는 ‘요청’의 상황, (7다)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테이블을 치
워달라고 하는 ‘요구’의 상황, (7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늦지 않도록 회의실에 와
달라고 하는 상황, (7마)는 친한 선배에게 같이 워크숍을 가자고 하는 상황, (7
바)는 공적인 상황에서 9시에 학교 정문에 도착해달라고 하는 공지의 상황을 떠올
릴 수 있다. (7가)~(7바)의 공통점은 모두 청자에 대해 행동을 요구함으로 희망 
표현은 지시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나타난 희망 표현은 간접 지
시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7가)의 경우에는 다른 예문과의 차이점을 보이
는데 (7가)에서 ‘-고 싶다’의 선행 동사 ‘빌리다’의 행동 주체는 화자이며, (7
나)~(7바)에서는 희망 표현의 선행 동사의 행동 주체가 모두 청자라는 점이다. 
  희망 표현은 청자에 대한 행동 요구를 ‘직접지시’하는 것보다 완곡하고 부드럽게 
표현한다. 아래(8)의 직접지시 예문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11) ‘○’는 사용 가능함을 표시하고 ‘×’는 사용 불가능함을 표시하고 ‘△’는 사용빈도가 낮거
나 다른 희망 표현과 다르게 사용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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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표현 사용  
 여부 보충 설명

-고 싶다 △ 지시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행동 주
체가 화자임

-(으)면 좋겠다 ○
지시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면 보통 행

동 주체가 청자임
-았/었/였으면 좋겠다 ○
-았/었/였으면 하다 ○
-았/었/였으면 싶다 ○
-기 바라다 ○ 행동 주체가 청자이며 공적인 상황, 문어

에서 많이 사용함
[표 13] 희망 표현의  ‘지시’ 의미

희망 기원 지시
-고 싶다 ○ × △
-(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하다 ○ △ ○
-았/었/였으면 싶다 ○ △ ○
-기 바라다 × ○ ○

[표 14] 희망 표현의 의미 차이 

(8) 가. 볼펜 하나 빌려주세요.
    나. 빨리 와.
    다. 여기 좀 치워주세요.
    라. 늦지 않도록 회의실에 와주십시오.
    마. 워크숍을 같이 가요.
    바. 내일 아침 9시까지 학교 정문에 도착해주십시오.    
    
따라서 ‘지시’의 의미로 사용할 때 희망 표현의 특성 및 차이는 [표 13]와 같다.

                                 
앞에서 희망 표현이 나타내는 3가지 의미인 ‘희망’, ‘기원’, ‘지시’에 따른 사용 여
부를 다시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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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 -고 싶어하다
1인칭 주어 진술문
2인칭 주어 의문문 3인칭 주어 구문

[표 15] ‘-고 싶다’의 주어 인칭 특성

2.2 희망 표현의 형태 · 통사적 특성 및 차이

2.2.1 주어 인칭의 특성 및 차이

  ‘-고 싶다’는 1인칭 주어 화자의 희망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2인칭 주어인 경
우에는 의문문에서 사용하고, 3인칭 주어인 경우는 ‘-고 싶다’ 대신에 ‘-고 싶어
하다’를 사용한다.  

(9) 가.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나. * 너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다. 너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
    라. * 동생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
    마. 동생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해.
    마′ 동생이 노래를 부르고 싶대.
 
  (9가)는 ‘-고 싶다’를 사용한 1인칭 주어의 희망 구문이고 (9다)는 2인칭 주어
의 희망으로서 의문문에서 ‘-고 싶다’를 사용하는 양상이다. (9마)는 3인칭 주어
의 희망이 진술문에서 ‘-고 싶어 하다’로 실현된 양상이며 (9마′)는 3인칭 주어의 
희망이 진술문에서 ‘-고 싶대(싶다고)’로 실현된 양상이다. 이에 따라 ‘-고 싶다’
의 ‘주어 인칭 제약’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
였으면 싶다’의 주어 인칭 특성을 살펴보겠다. 

(10) 가. 난 홍콩에 가면 좋겠어.
      가′ (난)네가/쟤가 홍콩에 가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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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칭 주어문 2인칭 주어문 3인칭 주어문
희망을 가진 사람 화자 화자 화자

희망의 초점 화자 자신 청자(문장 
주어)

제삼자(문장 
주어)

[표 16]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하다/싶다’의 주어 인칭 특성

      나. 난 여자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
      나′ (난)네가/쟤가 여자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
      다. 난 운동을 좀 했으면 해요.
      다′ (난)네가/쟤가 운동을 좀 했으면 해요.
      라. 난 담배를 끊었으면 싶어요.
      라′ (난)네가/쟤가 담배를 끊었으면 싶어요.

 위 (10가)~(10라′)처럼,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는 1인칭 주어문, 2인칭 주어문, 3인칭 주어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1인칭 주어문에서 주어는 화자이며 주어의 희망은 화자 
자신의 희망인데 비해 2인칭 주어문과 3인칭 주어문에서는 주어의 희망을 표현하
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희망은 자신이 아닌 청
자(2인칭 주어)혹은 제삼자(3인칭 주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으)면 좋
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의 주어 인
칭 제약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다음으로는 ‘-기 바라다’ 주어 인칭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11) 가. * 나는 밥을 먹기를 바라요. 
     나. 나는 밥을 먹고 싶어요.
     다. 나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라. 나는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해요./싶어요.

 위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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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칭 주어문 2인칭 주어문

사용할 수 없음
‘기원’의 의미로 사용됨

‘지시’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주어가 
항상 생략됨

[표 17] ‘-기 바라다’의 주어 인칭 특성 

다/하다/싶다’와 달리 ‘-기 바라다’는 1인칭 주어 화자가 자신의 어떤 원함을 표현
할 때 사용하지 않다. 

(12)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요.

 예문(12)는 화자가 청자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희망 표현을 사용하고 있
다. 즉 ‘-기 바라다’는 2인칭 주어문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해 기원하는 의미로 사
용이 된다. 

(13) 가. 핸드폰을 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 (13가)와 (13나)처럼 ‘-기 바라다’는 ‘지시’의 의미로 사용할 때 청자인 2인
칭 주어가 항상 생략된다. 따라서 ‘-기 바라다’의 주어 인칭 특성 및 제약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위에 살펴본 것을 통합하여 다시 정리하면 희망 표현 구문에서 주어의 인칭 특성 
및 제약을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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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표현 1인칭 주어문 2인칭 및 3인칭 주어문

-고 싶다 ○
2인칭 주어인 경우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3인칭 주어인 
경우 ‘-고 싶어 하다’를 사용해야
한다. 

‘희망’의 
의미로

‘기원’의 
의미로

‘지시’의 
의미로

-(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하다 ○ △ ○
-았/었/였으면 싶다 ○ △ ○
-기 바라다 × ○ ○

[표 18] 희망 표현의 주어 인칭 특성 및 차이
           

2.2.2 ‘희망 표현’과 결합하는 선행 용언의 특성 및 제약

  ‘희망 표현’과 결합 가능한 용언들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동
사’, ‘형용사’, ‘명사+이다’로 나눠서 이들과 결합 가능한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우선 ‘-고 싶다’를 살펴보고자 한다. 

(14) 가. 난 집에 가고 싶다. 
     나. * 난 예쁘고 싶다. 
     다. * 난 교사이고 싶다. 

  (14가)는 ‘-고 싶다’의 선행 용언이 동사이고, (14나)는 ‘-고 싶다’의 선행 용
언이 형용사이며, (14다)는 ‘-고 싶다’의 선행 용언이 ‘명사+이다’이다. (14가)는 
자연스러운 문장인 반면에 (14나)와 (14다)는 비문이다. 즉 ‘-고 싶다’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나 ‘명사+이다’와 직접 결합 불가능한 제약을 지닌다. 
(14나)와 (14다)를 정확한 문장으로 고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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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 난 예뻐지고 싶다.
     다′ 난 교사가 되고 싶다. 

  (14나′)에서는 ‘형용사+지다’가 ‘-고 싶다’구문의 선행 용언 역할을 하고 있으
며, (14다′)에서는 ‘명사+되다’가 ‘-고 싶다’구문의 선행 용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론상 ‘형용사’나 ‘명사+이다’가 ‘-고 싶다’구문의 선행 용언이 될 수 
없지만 실제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이 제약을 위반한 발화를 하곤 한다. 아래 예
문을 드라마와 영화 대본에서 찾아낸 것이다. 

(15) 가. 니가 너무 안타깝고, 나도 내 자신한테, 너한테 솔직하고 싶었다. (유산)
     나. 나도 엄마고 새영이고, 내 의미고 전부 잊어버리고 자유롭고 싶었어요.   
                                                                    (동해야)
     다. 난 하느님 앞에서 늘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싶어.           (신부)

  위 (15가)~(15다)는 형용사가 ‘-고 싶다’의 선행 용언이 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5가)는 형용사 ‘솔직하다’와 ‘-고 싶다’가 결합해서 ‘솔직하고 싶다’이 된 
것이다. 여기서 ‘솔직하고 싶다’는 ‘솔직하게(솔직히) 말하고 싶다’의 뜻인데 원래 
‘솔직하다’는 동사 ‘말하다’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사 ‘말하다’가 생략되어 
‘솔직하고 싶다’가 된 것이다. (15나)는 형용사 ‘자유롭다’와 ‘-고 싶다’가 결합해
서 ‘자유롭고 싶다’가 된 것이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뜻인데 원래 ‘자
유롭다’는 동사 ‘살다’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사 ‘살다’가 생략되므로 ‘자유롭
고 싶다’가 된 것이다. (15다)는 형용사 ‘자랑스럽다’와 ‘-고 싶다’가 결합해서 ‘자
랑스럽고 싶다’가 된 것이다. 여기서는 ‘자랑스럽게 보이고 싶다’는 뜻인데 동사 
‘보이다’가 생략되므로 ‘자랑스럽고 싶다’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사 ‘말하다, 살
다, 보이다’가 수식하는 부분인 ‘솔직하다, 자유롭다, 자랑스럽다’를 강조하고 자기 
자신은 생략되어 ‘-고 싶다’의 선행 용언이 형용사가 된 것이다. 아래 예문들은 
‘명사+이다’가 ‘-고 싶다’의 선행 용언이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16) 가. 난 환이 오빠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좋은 사람으로 오빠 옆에 있고 싶어.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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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 △ △

[표 19] ‘-고 싶다’의 선행 용언 특성

     나. 이런 남편이고 싶습니다.
         퇴근길에 동네 슈퍼에서 저녁거리와 수박 한 통을 사들고 
         들어 갈 수 있는 다정한 남편이고 싶습니다.                  (미스신)

  (16가)는 ‘좋은 사람이다’와 ‘-고 싶다’가 결합해서 ‘좋은 사람이고 싶다’가 된 
것이다. 이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와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 ‘좋은  사람
이 되고 싶다’는 미래를 지향하여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이지만 ‘좋은 사람이고 싶
다’는 미래가 아닌 현재 화자의 태도, 마음을 강조한다. 즉, (16가)는 ‘난 환이 오
빠한테, 지금 현재는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있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6
나)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언젠가 다정한 남편이 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보다는 꼭 
다정한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화자 현재의 태도를 강조한다.  
  위 예문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고 싶다’와 결합한 선행 용언의 다양성과 유연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사는 언제나 ‘-고 싶다’의 선행 용언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명사+이다’가 ‘-고 싶다’의 선행 용언이 될 수 없지만 (15)
와 (16)와 같이 강조한 부분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형용사’나 ‘명사+이다’도 
‘-고 싶다’의 선행 용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다음으로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
였으면 싶다’의 선행 용언을 예(17), (18), (19)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① 선행 용언이 동사일 경우

(17) 가. 난 탁구를 치면 좋겠어.
     나. 난 탁구를 쳤으면 좋겠어.
     다. 난 탁구를 쳤으면 해.
     라. 난 탁구를 쳤으면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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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하다 ○ ○ ○
-았/었/였으면 싶다 ○ ○ ○

[표 20]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하다/싶다’의 선행 용언 특성

  ② 선행 용언이 형용사일 경우

(18) 가. 난 좀 용감하면 좋겠어.
     나. 난 좀 용감했으면 좋겠어.
     다. 난 좀 용감했으면 해.
     라. 난 좀 용감했으면 싶어. 

  ③ 선행 용언이 ‘명사+이다’일 경우

(19) 가. 난 가수이면 좋겠어.
     나. 난 가수이었으면 좋겠어.
     다. 난 가수이었으면 해.
     라. 난 가수이었으면 싶어. 

 위 (17), (18), (19)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
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의 선행 용언이 특별한 제약이 없
어 동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명사+이다’일 수도 있다. 이런 특성은 
다시 [표 20]로 정리할 수 있다.

        
          
예(20)를 통해서 ‘-기 바라다’와 결합한 선행 용언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20가)
와 (20나)는 ‘-기 바라다’가 동사 ‘성공하다, 청소하다’와 결합하며 (20다)와 (20
라)는 ‘-기 바라다’가 형용사 ‘건강하다, 조용하다’와 결합한 양상이다. (20가)와 
(20다)에서는 ‘-기 바라다’는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20나)와 (20라)는 
‘지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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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 꼭 성공하길 바라요.
     나. 강의실 좀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늘 건강하시길 바래요.
     라. 좀 조용하길 바라. 

 동사와 형용사 외에 ‘-기 바라다’의 선행 용언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한데 아
래 영화와 드라마 대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가. 나는 이수희씨가 강철 같은 여자, 
         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여자이길 바랍니다.                  (퀴즈왕)
     나. 다신 이런 식으로 당신과 만나지 않길 바래요.             (서프라이즈)
     다. 자, 이것으로 테마파크 사파리 모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모쪼록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아유레디)
     라. 방송을 통해 한국의 가족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미스신)

 위 예문들은 ‘-기 바라다’와 결합한 선행 용언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21가)는 ‘명사
+이다’와 결합한 양상이고 (21나)는 ‘동사의 부정 표현’와 결합한 양상이며 (21다)는 
‘동사의 과거 형태’와 결합한 양상, (21라)는  ‘동사-을 수 있다’와 결합한 양상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희망 표현과 결합한 선행 용언 특성 및 차이는 [표 21]로 정
리할 수 있다. 12)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고 싶다 ○   △   △
-(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하다 ○ ○ ○
-았/었/였으면 싶다 ○ ○ ○
-기 바라다 ○ ○ ○

[표 21] 희망 표현과 결합한 선행 용언의 특성 및 차이
  

12) 여기서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가 희망 표현의 선행 용언이 될 수 있는 여부에 초
점을 두고 희망 표현과 결합한 선행 용언의 특성 및 차이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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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종결 표현

여기서 희망 표현의 진술문 종결 표현를 살펴보고자 한다. 희망 표현은 ‘지시’의 
의미로 사용할 때 청자에 대한 행동 요구에 있어서 종결어법은 ‘요체’나 ‘습니다체’
로 종결하는 것보다 ‘-은/는데요’, ‘-네요’, ‘-아/어/여서요.’로 종결하는 것이 완화
의 기능을 더 해서 실제 발화에서 더 자연스럽다. 

 
(22) 가.  내일 박람회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싶어요.

   나. 내일 박람회에 같이 가고 싶은데요.
   다. 내일 박람회에 같이 가고 싶네요.
   라. 내일 박람회에 같이 가고 싶어서요. 
 
(22)에서 화자가 ‘-고 싶다’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내일 박람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제안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22가)보다 (22나)~(22라)의 표현은 더 
완곡하고 공손하게 제안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 (22가)보
다 (22나)~(22라)의 표현들이 더 자연스럽다.

 
(23) 가. 메일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답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좋겠어요.

   나. 메일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답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다. 메일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답장해 주시면 좋겠네요.

 (23)에서 화자가 ‘-(으)면 좋겠다’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메일을 확인하고 바로 
답장해달라고 하는 요구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23가)보다 (23나)와 (23
다)의 표현은 요구를 더 부드럽게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실제 언어 사용에 있
어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23가)보다 (23나)와 (23다)의 표현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24) 가. 다시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나. 다시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다. 다시 좀 정리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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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에서 화자가 ‘-았/었/였으면 좋겠다’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다시 정리해달라
고 하는 명령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24가)보다  (24나)와 (24다)의 표현
은 명령을 더 간접적이고 더 완곡하게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25) 가. 나랑 얘기 좀 했으면 해.
   나. 나랑 얘기 좀 했으면 하는데.
   다. 나랑 얘기 좀 했으면 하네. 
   라. 나랑 얘기 좀 했으면 해서.

(25)에서 화자가 ‘-았/었/였으면 하다’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얘기를 나누자고 
하는 지시적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이때 (25가)의 표현은 ‘시키는 뉘앙스’가 보다 
강하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는 (25나)~(25라)와 같은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경
향이 있다.  

(26) 가. 내일 조금 일찍 오셔서 좀 도와 주셨으면 싶어요.
   나. 내일 조금 일찍 오셔서 좀 도와 주셨으면 싶은데요.
   다. 내일 조금 일찍 오셔서 좀 도와 주셨으면 싶네요.
   라. 내일 조금 일찍 오셔서 좀 도와 주셨으면 싶어서요.

 (26)에서 화자가 ‘-았/었/였으면 싶다’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 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 표현의 종결어미에 ‘-은/는데요’, ‘-네요’, ‘-아/어/여서요.’등을 덧
붙여 공손성의 효과를 높이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 때 ‘-
싶다’로 종결한 ‘-고 싶다’, ‘-았/었/였으면 싶다’와 ‘-하다’로 종결한 ‘-았/었/였으
면 하다’는 위 3가지 어미를 모두 덧붙을 수 있지만 ‘-좋겠다’로 종결한 ‘-(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좋겠다’는 이유를 표시하는 어미 ‘-아/어/여서요’와 공기
할 수 없다. ‘-기 바라다’는 보통 공적인 명령이나 요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가 보다 정중한 표현인 ‘-기를 바랍니다’의 ‘습니다체’를 더 선호
한다. 희망 표현의 종결 표현 특성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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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는데(요) -네(요) -아/어/여서(요)
-고 싶다 ○ ○ ○

-(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
-았/었/였으면 하다 ○ ○ ○
-았/었/였으면 싶다 ○ ○ ○

[표 22] 희망 표현이 지시적 화행을 수행 시 종결 표현의 완화 표지

2.2.4 관형어 표현

희망 표현을 사용한 관형어 표현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고 싶다’의 
관형어 표현을 영화와 드라마 대본에서의 양상을 보고자 한다. 

 
(27) 가. 2년 동안 너 하고 싶은 거 해봤으면 됐다                       (유산)

   나. 주제넘게 감히 제가 어르신께 빵을 배우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김탁구)

   다. 그 발표 우리가 하고 싶던 거 했으면 좋겠다 그치.               (세종)
   라. 이게 웬일이냐? 술독에 빠져 뻗고 싶다던 건 넌데, 생전 얌전하던 승미씨  

         가 선수를 다치고.                                            (유산)
   마. 널, 생각하면 너무 오고 싶었던 곳이라서.                     (동해야)
   바. 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거니까. 그쪽이나 그만 나가주세요! 지금은  

         내 방이에요!                                               (동해야)

(27가)~(27바)에서 ‘-고 싶다’의 관형어 표현이 실현된 양상들이다. ‘-고 싶다’
가 어미 ‘-ㄴ, -다는, -던, -다던, -었던, -을’과 결합하여 관현 표현이 되는 것
이다. 

‘-고 싶다’의 관형 표현에 있어 김효진(2012)은 ‘-고 싶다’의 의미인 바람이나 
희망은 사람의 심리상태나 감정적인 요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람의 심리
나 감정을 뜻하는 단어와 어울려 함께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하였다. 
아래 (28가)에서의 ‘싶은 마음’, (28나)에서의 ‘싶은 생각’, (28다)에서의 ‘싶은 심
정’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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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가. 나 같은 사람한테 기회 주는 이 회사.. 할머니 뜻처럼 할 수 있을 거 같  
    아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겼구요.                            (유산)

   나. 오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네요. 태훈이 그놈의 자슥 생각하면.  (동해야)
   다. 그러게 누가 그런 집에 시집 가랬어? 딱 죽고 싶은 심정은 바로 나야.    

                                                                    (동해야) 

(29) 가. 앞으로 이 방을 같이 쓰면서 지켜 줬으면 하는 규칙 하나, 상대한테 
         아무 때나 말을 걸지 않는다.                                (김탁구)

   나. 왜냐면 내가 지금, 누가 훔쳐가 줬으면 하는 게 있단 말이지, 후훗       
                                                                   (괜찮아)

   다. 안 보여도 시험 잘 쳤으면 하는 마음 다 아니까 잠자코 있어줘, 알았지?  
                                                                    (동해야)

   라. 그리고 도진아. 아버지랑 네가 빨리 화해했으면 하는 내 마음 알지? 
                                                                  (동해야)
   마. 좀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 
                                                                   (세종)
   바. 다른 사람들도 그냥 뭐 저랑 같이 자원봉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사.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램이다.13)                (단적비)
   아. 얘기 한 번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다는 큰 바램이고.  

                                                                      (세종)
 (29가)~(29아)에서는 ‘-았/었/였으면 좋겠다(하다)’가 관형구가 되어 다른 명

사를 수식한다. ‘-았/었/였으면 좋겠다(하다)’의 관형 표현인 ‘-았/었/였으면 좋겠
다는(하는)’는 ‘마음, 생각, 바램’등 명사를 수식하는 빈도가 높다.  

13) ‘바램’은 ‘바람’의 잘못된 표기인데 세종말뭉치에 나온 오용 표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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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

2.3 희망 표현의 화용적 특성 및 차이

 
 하나의 문장은 실제 담화 맥락에서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및 발화 상황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청자에게 영향을 주는 발화 행위는 언어학에서 화행
(speech act)이라 한다. 희망 표현은 그 의미에 따라 담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
양한 화행으로 실현될 수 있다. 앞에서 희망 표현은 그 용법에 따라 ‘희망, 기원, 
지시’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음을 밝혔는데 이에 따라 희망 표현의 다양한 의미의 
구분에서 출발한다면 아래[그림 3]와 같은 화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3.1 지시적 화행

  지시적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물리적 행위나 정신적 동의를 구하는 화행으로 
요청(부탁), 초대, 제의, 요구, 명령, 권고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청자의 반
응은 수락 혹은 거절(회피 포함)로 나타나게 된다.(강현화, 2007ㄱ) 희망 표현을 
지시적 화행으로 실현할 때는 여러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희망 표현은 지시적 화
행을 수행할 때 화자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므로 우선적으로 청자에게 지시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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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한다. 그 지시는 간접적으로 표현된다. 희망 표현의 이런 특성에 따르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① 지시를 화자의 희망을 통해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여 청자에게 남을 배려
하는 화자가 된다.

② 지시를 화자의 희망을 통해서 공손하게 드러나 청자에게 예의가 바른 화
자가 된다. 

③ 지시를 화자의 희망을 통해서 진술문으로 표현을 하여 청자에게 화자가 
의도한 바를 잘 전달하여 성공적으로 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 즉, 청자가 지시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30) 가. 시간되시면 좀 도와 주세요.
   나. 시간되시면 좀 도와 주실 수 있으세요?
   다. 시간되시면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30)에서의 문장들은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도와 달라고 할 때 사용한다면 
(30다)에서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30가)보다 완곡하게, 공손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선배를 배려하는 매너를 갖춘 예의 바른 화자가 될 것
이다. 또한 (30다)는 요청하는 바를 진술문으로 표현하여 의문문인 (30나)의 표현
보다 거절당할 확률이 낮으므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
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만약에 화자가 희망 표현을 사용할 때 경우에 맞지 않게 자신의 희망을 
과도하게 강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① 화자가 희망을 강하게 표현을 하여 청자에게 직접적 지시를 하는 느낌이 
드므로 청자를 배려하지 않은 화자가 된다. 

② 화자가 희망을 강하게 표현을 하여 청자에게 공손하지 않게 지시를 하는 
느낌이 드므로 청자에게 무례한 화자가 된다. 

③ 체면을 손상하게 되어 실패한 발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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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간되시면 좀 도와 주시기를 바라요.

(31)에서는 화자가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희망 표현인 ‘-기 
바라다’를 사용하여 자신이 희망을 과도하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때문에 직접적
으로 지시하는 느낌이 들어 청자에게 화자의 이미지도 좋지 않게 인식되고 청자의 
체면도 손상하게 된다. 

반대로 화자가 희망 표현을 사용할 때 경우에 맞지 않게 자신의 희망을 과도하
게 약하게 표현하면 의도한 바에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① 화자가 희망을 과도하게 약하게 표현을 하여 청자에게 지시(부탁)하는 화
자의 의지가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② 화자가 희망을 과도하게 약하게 표현을 하여 청자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어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32) 가. 시간되면 좀 도와 줘.
   나. 시간되면 좀 도와 줄래?
   다. 시간되면 좀 도와 줬으면 싶어. 

예(32)친한 친구에게 어렵지 않은 도움을 요청할 때 (32다)보다는 (32가)와 
(32나)의 표현은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친한 사이에 완곡하게 말을 돌려서 할 필
요가 없는데 (32다)처럼 말하게 되면 오히려 거리감이 생겨서 부자연스러워진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좀 직접적이고 강하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 희망 표현이 실현되는 지시적 화행 유형 및 특성

 강현화(2007ㄱ)에서 담화상황을 ‘(화자)청자에 도움 믿음, 화자에 도움 유무, 청
자의 행동 요구 정도, 화자의 권리 여부, 화자 청자와의 관계, 행동 주체’에 따라 
변별하여 지시적 화행을 분류하였다. 이는 아래 [표 2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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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청
자에 도움 

믿음
화자에 

도움유무
청자의 

행동요구 
정도

화자의 
권리여부

화자청
자와의 
관계

행동 
주체

명령 - 도움 됨 강제성    있음 - 위계    있음 청자가 행동
권고 도움 됨 - 강제성    있음 - 위계    있음 청자가 행동
요구 - 도움 됨 강제성    있음 권리있음 - 청자가 행동
부탁 - 도움 됨 강제성    없음 - - 청자가 행동
제안 도움 됨 도움 됨 강제성    없음 - - 화자·청자 행동
제의 도움 됨 - 강제성    없음 - - 청자가 행동

[표 23] 지시적 화행의 유형 (강현화,2007ㄱ)
                         
                         
 아래에서는  ‘이득성’과 ‘강제성’이라는 특성을 통해서 희망 표현이 위 6가지 지
시적 화행 가운데 어떤 화행들이 실현되는지, 그 특성 및 각 희망 표현들 간의 화
용적 차이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① 이득성

 지시적 화행을 수행하는 ‘희망 표현’은 화자가 자신의 희망이 청자의 행동함으로
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표현이므로 청자의 행동은 화자에 대해 이득이 되는 것이 
논리적이다. 따라서 이득의 대상이 화자인 화행에서 희망 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화자에게 이득이 되는 화
행이 ‘부탁, 명령, 요구, 제안’이 될 수 있으므로 ‘부탁, 명령, 요구, 제안’하는 상황
에서 희망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 예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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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 (부탁) 도서관에 갈 때 이 책 좀 반납해 줬으면 하는데.
     나. (명령) (음식점 사장님이 알바생에게) 여기부터 치웠으면 좋겠어. 
     다. (요구) 박물관 이용하시기 전에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라. (제안) 토요일 워크숍은 꽤 괜찮다고 들었는데 같이 갔으면 싶은데.     

 (33가)는 청자가 책을 반납해 주는 것이 청자에게 이득이 되는 부탁 상황이며 
(33나)는 청자인 알바생이 음식점을 청소하는 것이 화자인 사장님에게 이득이 되
는 명령 상황이며 (33다)는 화자인 박물관 관리원이 청자인 고객이 사이트에 회
원 가입하는 것이 화자인 박물관 관리원의 업무에 도움이 됨으로써 화자에게 이득
이 되는 요구 상황이며 (33라)는 청자가 워크숍에 같이 가주는 것은 화자에게 이
득이 되는 제안 상황이다. 
 하지만 위 예문과는 달리 ‘이득의 대상’이 청자인 지시적 화행에서는 희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예를 들어, 친한 선배에게 좋은 영어 학원을 추
천하는 상황에서 ‘강남에서 괜찮은 영어 학원 새로 열리는데 선배도 한번......’
    
(34) 가. 가보세요. 
     나. 가보면 좋을 거예요. 
     다. * 가보면 좋겠어요. 

 이 상황에서 (34가)와 (34나)를 비해서 희망 표현을 사용한(34다)가 어색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선배가 영어 학원에 가는 것이 선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지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배가 영어 학원에 가는 것이 나의 희
망이 되기 힘들다. 하지만 아주 친한 사이에는 화자가 청자를 걱정해주는 입장에
서 희망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35) (엄마가 아들에게): 제발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 

 예문(35)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청자인 아들이 담배를 끊는 것이 엄마한테 이득
이 되는 점이 없는 것 같지만 엄마가 아들을 걱정해주는 입장에서 아들이 담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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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므로 아들이 담배를 끊으면 엄마에게 이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아주 친한 사이에서 희망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이득이 되는 화행’이 실
현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부탁, 
명령, 요구, 제안 상황에서 희망 표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강제성 ,완곡성 및 공손성

  위에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희망 표현이 실현하는 지시적 화행은 ‘부탁, 명령, 
요구, 제안’이다. [표 23] 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청자의 행동 요구 정도’에 있어
서는 강제성이 있는 화행은 ‘명령’과 ‘요구’이며 강제성이 없는 화행은 ‘부탁’과 ‘제
안’이다. 희망 표현인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
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 -기 바라다’는 ‘명령, 요구, 부탁, 제안’ 상황에
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 -기 바
라다’의 강제성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 싶다’는 화자 자신의 희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며 ‘-
고 싶다’를 사용하여 지시적 화행을 실현할 때 동사의 행동 주체가 화자이므로 ‘창
자에 대한 행동 요구 강제성’ 문제에 제외하고자 한다. 따라서 나머지 희망 표현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
다, -기 바라다’의 강제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 바라다’는 어휘 ‘바라다’에서 비롯되었으며, ‘바라다’의 한자 유의어가 ‘원
하다, 열망하다, 염원하다, 촉망하다’임을 미루어보아, ‘바라다’의 의미 특성이 강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바라다’는 5개 희망 표현 중에서 유일하
게 ‘희망의 뜻을 담는 형태소’를 포함한 희망 표현이다. 따라서 ‘-기 바라다’가 5
개 희망 표현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강하게 화자의 희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기 바라다’를 사용한 지시적 화행의 ‘강제성’도 두말할 것 없이 강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았/었/였으면 하다’의 ‘강제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김효진(2012)는 
‘-았/었/였으면 하다’에서의 보조동사 ‘하다’의 기본 의미는 어떠한 행위가 ‘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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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 사동법 ‘-게 하다’로부터 ‘하다’의 의미 자질을 [명령]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명령’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았/었/였으면 하다’
를 사용한 지시적 화행도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
만 ‘-았/었/였으면’은 완곡성을 띠고 있기에 ‘-았/었/였으면 하다’이 강제성을 완화
시켜 ‘-기 바라다’의 강제성보다는 약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으)면 좋겠다’의 강제성을 살펴보려면 ‘좋겠다’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김효
진(2012)는 형용사 ‘좋다’가 ‘만족함, 흡족함’의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다. 또한 ‘겠’은 화자의 ‘의지’를 포함하므로 ‘좋겠다’는 화자가 ‘만족하는 태도’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으)면 좋겠다’를 통해서 지시적 화행을 실현할 때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화자가 만족할 만한 태도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으)면 좋겠다’의 이런 의미 특성으로 인해 ‘-았/었/였으면 하다’의 강제성보
다 약한 것을 추론한다. ‘-았/었/였으면 좋겠다’는 역시 ‘-았/었/였’ 때문에 강제성
을 완화하게 되어 ‘-(으)면 좋겠다’의 강제성보다 약한 것으로 추론된다. 
  ‘-았/었/였으면 싶다’의 ‘싶다’에 대하여 변정민(2011)에서는 그 의미 자질을 
[기대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 자질을 바탕으로 ‘-았/었/였으면 싶다’를 
통해서 지시적 화행을 실현할 때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화자에게 기대하
는 바에 달성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싶다’와 ‘좋겠다’는 모두 화자가 기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데 후자는 전자보다 좀 더 명확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았/었/였으면 싶다’의 강제성은 ‘-았/었/였으면 좋겠다’보다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희망 표현들의 의미 자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시적 화행이 실현하
는 희망 표현들의 강제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각 희망 표현들의 강제성을 강약 순
서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14)                       

14) 희망 표현의 ‘강제성’ 순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여기서 종결어미가 ‘해요체’와 ‘해체’
인 경우 이 순서가 거의 적용이 되는데 ‘합니다체’인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의 언어 스타
일에 따라 ‘-았/었/였으면 합니다.’의 강제성이 ‘-(으)면 좋겠습니다.’, ‘-았/었/였으면 좋
겠습니다.’보다 약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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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
청자에 

도움 믿음
화자에 

도움유무
청자의 

행동요구 
정도

화자의 
권리여부

화자청
자와의 
관계

행동 
주체

명령 - 도움 됨 강제성  
 있음 - 위계

있음
청자  

  행동
요구 - 도움 됨 강제성  

  있음
권리
있음 - 청자  

  행동
[표 26] ‘명령’ 화행과 ‘요구’ 화행의 차이 

-기 바라다 > -았/었/였으면 하다 > -(으)면 좋겠다 > -았/었/였으면 좋겠
다 > -았/었/였으면 싶다

[표 24] 희망 표현의 강제성 순서

 -았/었/였으면 싶다 > -았/었/였으면 좋겠다 > -았/었/였으면 하다 
> -(으)면 좋겠다 > -기 바라다

[표 25] 희망 표현의 완곡성 및 공손성 순서 

위 순서와 달리 희망 표현의 완곡성, 공손성 순서는 아래와 같다. 15)

 
  따라서 강제성이 있는 화행 상황에서 강제성이 강한 희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강제성이 없는 화행 상황에서 강제성이 약한 희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완곡하거나 공손하게 표현해야 할 상황에서 완곡성 혹은 공손성
이 높은 희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우선 강제성이 있는 화행인 ‘요구 화행’과 ‘명령 화행’에서 희망 표현의 요구 화행 
기능 및 명령 화행 기능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건대 요구 화행과 명령 화행의 차이
점은 강현화(2007ㄱ)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15) 희망 표현의 ‘완곡성’, ‘공손성’ 순서도 역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모어 화자의 언어 스

타일에 따라 ‘-았/었/였으면 하다’와 ‘-았/었/였으면 좋겠다’ 두 표현의 공손성, 완곡성 순
서를 상반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일반적으로 ‘-았/었/였으면 싶
다’를 ‘해요체’나 ‘해체’로 쓰는 경우가 드물고 어미에 ‘-은데’를 붙여 ‘-았/었/였으면 싶은
데(요)’로 많이 쓰인다고 본다. 이와 달리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았/었/였으면 좋겠다, -
았/었/였으면 하다’는 ‘해요체’나 ‘해체’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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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구 화행
 
  요구 화행은 화자가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청자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
는 지시적 화행이며 요구 화행은 강제성이 있는 지시적 화행이다. 희망 표현을 통
해 요구 화행이 실현하는 양상은 아래와 같다. 예(36)는 반장이 학생들에게 기말 
레포트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 상황이다.

(36) 가. 기말 레포트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십시오.
     나. 기말 레포트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기말 레포트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 기말 레포트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셨으면 합니다.
     마. 기말 레포트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셨으면 싶습니다.
     바. 기말 레포트를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36가)~(36바)는 반장이 학생들에게 레포트를 제출해달라는 요구 화행이다. (36
가)는 ‘동사-십시오.’로 요구 화행을 실현하였으나 (36나)~(36바)는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요구 화행을 실현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화자인 반장이 청자인 학생들에
게 레포트를 제출하는 행위를 강제성이 있게 말해야 발화 효과가 있으므로 ‘제출
하십시오.’와 강제성이 강한 희망 표현인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하셨으면 합
니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반면에 강제성이 약한 희망 표현인 ‘제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셨으면 싶습니다.’는 청자에게 발화 
효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이는 발화의 강제성이 약해서 화자가 의도한 바에 따라 
청자가 행동 수행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 화행’에서 강제
성이 약한 희망 표현보다는 ‘-기 바라다, -았/었/였으면 하다’와 같은 강제성이 
보다 강한 희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요구 화행’에서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은 경우에 상반되는 희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청자의 체면을 보
호하기 위해 말의 효력보다 공손성을 우선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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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사회적 지위 사용 가능한 희망 표현의 특성
동등/낮음 강제성이 강한 희망 표현

높음 강제성이 약한 희망 표현
공손성이 높은 희망 표현

[표 27] 요구 화행을 실현하는 희망 표현의 특성

(37) 가. 선생님, 회비를 좀 내주십시오.
     나. 선생님, 회비를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선생님, 회비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 선생님, 회비를 좀 내 주셨으면 합니다. 
     마. 선생님, 회비를 좀 내 주셨으면 싶습니다. 
     바. 선생님, 회비를 좀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37)는 반장이 선생님께 모임 회비를 내달라고 하는 요구 상황이다. 이 상황에
서 반장이 선생님께 ‘동사+-(으)십시오.’와 강제성이 강한 희망 표현 ‘-기 바라
다’ 등을 사용하면 선생님께 회비를 내는 행위를 강요하는 느낌이 든다. 때문에 
(37가)의 ‘내주십시오.’ (37바)의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37나)의 ‘내 주시면 좋
겠습니다.’의 경우는 공손하지 못한 표현이 되어 제시된 상황과 어울리지 않다. 반
면에 이 상황에서 강제성이 약한 (37다)의 표현인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를 사
용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러우나 (37마)의 표현은 청자에게 강제성이 약하기는 
하지만 화자가 요구하는 의지가 너무 약해보여서 역시 제시된 상황과 어울리지 않
는다.  
  정리하자면 요구 화행을 실현할 때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와 동등하거나 화
자보다 낮을 때 강제성이 강한 희망 표현이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청자의 사
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을 때 화자가 요구하는 의지가 명확하고 강제성이 약한 
희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표로 정리하면 [표 27], [표 28]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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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와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을 

겨우
-(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하다 △ △
-았/었/였으면 싶다 × ×
-기 바라다 ○ ×

[표 28]  요구 화행을 실현하는 희망 표현

      

                   
                          
2) 명령 화행

  ‘명령’의 사전적 의미는 ‘윗사람이나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 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런 내용’이다. 따라서 명령 화행은 위계가 있는 화행이고 상대적
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화자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끔 하는 지시적 화행이자, 강제성이 있는 지시적 화행이다. 희망 표현을 통해 명령 
화행이 실현되는 양상은 아래와 같다. 예(38)는 회사 사장님이 대리에게 모 회사
에 가보라고 명령하는 상황이다.
    
(38) 가. 자네가 한번 가봐.
     나. 자네가 한번 가보게.
     다. 자네가 한번 가보면 좋겠어.
     라. 자네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마. 자네가 한번 가봤으면 해.  
     바. 자네가 한번 가봤으면 싶어.
     사. 자네가 한번 가보길 바라. 

 (38가)~(38사)는 사장님이 대리에게 모 회사 가보라는 명령 화행이다. (38가)와 
(38나)는 보다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표현이고 여기서 ‘가봐’와 ‘가보게’는 직접 명
령 화행을 수행한다. (38다)~(38사)에서는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간접 명령 화



- 52 -

 희망 표현 사용 가능 
여부 상용 상황

-(으)면 좋겠다 ○ 어려운 일을 명령할 때 부드럽게 
명령하는 표현

-았/었/였으면 좋겠다 ○ 어려운 일을 명령할 때 부드럽게 
명령하는 표현

-았/었/였으면 하다 ○ 어려운 일을 명령할 때 부드럽게 
명령하는 표현

-았/었/였으면 싶다 × -
-기 바라다 ○ 공적인 일을 명령할 때 사용하는 

정중한 명령 표현
[표 29] ‘명령’ 화행을 실현하는 희망 표현

행을 수행하는데  앞에 희망 표현의 강제성에 대한 논의에 따라 (38마)의 표현인 
‘가봤으면 해’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므로 명령 상황에서 사용하여도 자연스럽
다. (38사)의 표현인 ‘가보길 바라’는 강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모어 화자가 구어에
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정도가 떨어진다.16) (38다)의 표
현인 ‘가보면 좋겠어’와 (38라)의 표현인 ‘가봤으면 좋겠어’는 강제성이 약하고 완
곡성이 높은 표현이지만 사장님으로써 어려운 명령 상황에서 부드럽게 명령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표현들이다. (38바)의 표현인 ‘가봤으면 싶어’는 과도하
게 완곡하게 말함으로써 ‘명령’의 성격과 맞지 않아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따
라서 명령 상황에서 ‘-(으)면 좋겠다, -았/었/었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는 부드럽게 명령하는 간접 명령 화행을 수행하며 ‘-기 바라다’는 ‘해체’나 ‘해요
체’보다 ‘합니다’체로 사용하여 정중한 명령 화행을 수행한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다음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화행인 ‘부탁 화행’과 ‘제안 화행’에서 희망 표현의 부
탁 화행 기능 및 제안 화행 기능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부탁 화행과 제안 

16) 그렇다고 해서 ‘-기 바라다’는 명령 화행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 바라
다’는 보통 정중하게 명령하는 상황에서 ‘합니다체’를 사용하여 –기 바랍니다‘로 많이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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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청
자에 도움 

믿음
화자에 

도움유무
청자의 

행동요구 
정도

화자의     
권리여부

화자청자
와의 
관계

행동
주체

부탁 - 도움 됨 강제성
없음 - - 청자가 

행동

제안 도움 됨 도움 됨 강제성   
  없음 - -

화자· 
청자 
행동

[표 30] ‘부탁’ 화행과 ‘제안’ 화행의 차이

화행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강현화(2007ㄱ)의 견해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3) 부탁 화행
  
 부탁 화행은 화자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 청자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지식적 화행이다. 즉 청자의 행동에 의해서 화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화자의 이득이 이루기 위해서 청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희망 표현을 통해 부탁 화
행이 실현하는 양상은 아래와 같다. 예(39)는 학생이 교수님께 장학금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부탁 상황이다. 

(39) 교수님, 제가 장학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해서.....
     가. 추천서를 좀 써 주십시오.
     나. 추천서를 좀 써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 추천서를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 추천서를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 추천서를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바. 추천서를 좀 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사. 추천서를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39가)~(39사)는 모두 화자인 학생이 청자인 교수님께 장학금 추천서를 써달라
고 하는 부탁 표현이다. (39가)는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부탁하는 표현이므로 교수
님께 공손하지 않는 언어 행위이다. (39나)는 가능성 여부를 묻는 부탁 표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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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표현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먼 경우

-고 싶다19) ○ ○
-(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하다 ○ ○
-았/었/였으면 싶다 △ △
-기 바라다 × ×

[표 31] ‘부탁’ 화행을 실현하는 희망 표현

로 교수님께는 사용하더라도 공손한 표현이다. (39다)~(39사)는 희망 표현을 사
용하여 부탁 화행을 실현하는 표현들이다. (39사)의 표현인 ‘써 주시기를 바랍니
다.’는 ‘-기 바라다’의 강한 강제성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부탁이 되므로 
교수님께는 공손하지 않은 표현이다. 또한 ‘-기 바라다’는 구어체보다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17) (39다)의 표현인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는 (39라), 
(39마), (39바)에 비해서 완곡성 표지 ‘-았/었/였’이 없으므로 공손성의 정도가 
(39라), (39마), (39바)보다 떨어진다. 하지만 (39바)의 표현인 ‘써 주셨으면 싶
습니다.’는 부탁하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어법에는 맞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았/었/였으면 싶다’보다는 (39라)와 (39마)에서 사용된 표현인 ‘-았/었/였
으면 좋겠다’나 ‘-았/었/였으면 하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18) 한국어 모어 
화자가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부탁 화행을 수행 시 청자의 사회적 지위, 화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호하는 희망 표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개별 희망 
표현을 사용 여부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희망 표현이 부탁 화행을 실현할 때 아
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7) ‘-기 바라다’는 일반적으로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구어체로는 정중한 명령이나 요구
하는 상황에서 ‘합니다’체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기원 화행을 실
현할 때 구어체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18)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았/었/였으면 싶다’보다 ‘-았/었/였으면 하다’와 ‘-았/었/였으면 좋
겠다’를 더 선호는 것은 Ⅲ장의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 ‘-고 싶다’가 부탁 화행을 수행 시 다른 희망 표현과 다른 점은 다른 희망 표현이 부탁 
화행을 수행 시 행동 주체가 청자이지만 ‘-고 싶다’가 부탁 화행을 수행 시 행동 주체가 
화자이다. (31)의 예문과 어울려 ‘-고 싶다’로 교수님께 부탁할 때 ‘추천서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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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화행
 
 제안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요청하는 화행이다. 그
리고 화자가 이 행동함으로써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이득이 된다고 믿고 있다. 앞
에서 논의 했던 ‘요구’, ‘명령’, ‘부탁’ 화행과 제안 화행과의 차이는 제안 화행의 
행동 주체가 ‘화자와 청자’이며 ‘요구’, ‘명령’, ‘부탁’ 화행에서는 화동 주체가 청자
라는 것이다.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제안 화행이 실현되는 양상은 아래와 같다. 
  
(40) 롯데 백화점이 할인 행사하고 있는데....
     가. 언니랑 같이 가서 쇼핑하고 싶어요.
     나. 언니랑 같이 가서 쇼핑하면 좋겠어요.
     다. 언니랑 같이 가서 쇼핑했으면 좋겠어요.
     라. 언니랑 같이 가서 쇼핑했으면 해요.
     마. 언니랑 같이 가서 쇼핑했으면 싶어요.
     바. * 언니랑 같이 가서 쇼핑하기를 바라요. 

 (40가)~(40마)에서는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제안하는 간접 제안 화
행을 실현하는 문장이다. 위 상황에서 친한 언니랑 말하는 상황이면 (40가)~(40
마)는 모두 가능하나 약간의 완곡성 차이가 있을 뿐이다.20) 하지만 별로 친하지 
않은 청자에게 제안할 때 (40가)와 같이 ‘-고 싶다’를 사용하는 표현은 다른 표현
보다 덜 완곡하고 덜 공손하다. (40바)에서 화자와 청자가 함께 ‘-기 바라다’의 
행동 주체21)가 될 수 없으므로 ‘-기 바라다’는 제안 화행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을 
알려진다. 따라서 희망 표현이 제안 화행을 실현하는 용법은 아래와 같다.    

20) 문장(40마)는 ‘언니랑 같이 가서 쇼핑했으면 싶어요.’와 같은 표현은 한국어 모어 화자
가 실제로 사용빈도가 낮은 표현이다. 이는 Ⅲ장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1) ‘-기 바라다’의 행동 주체는 항상 청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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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표현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먼 경우

-고 싶다 ○ ×
-(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하다 ○ ○
-았/었/였으면 싶다 △ △
-기 바라다 × ×

[표 32] ‘제안’ 화행을 실현하는 희망 표현

 

              
2.3.2 거절 화행

 거절 화행은 상대방의 요구, 요청, 제안, 설득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
현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거절 
화행을 수행할 때에는 상대방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언어 
표현 및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요구나 요청을 간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이다. 예(41)는 종강 모임에서 식
사가 끝난 후에 ‘2차는 어디로 갈까?’라고 묻는 선배를 거절하는 상황이다. 
  
(41) 가. 저는 2차 안 갈래요.
     나.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다. 저는 집에 가면 좋겠어요.
     라. 저는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마. 저는 집에 갔으면 해요.
     바. 저는 집에 갔으면 싶어요.
     사. * 저는 집에 가길 바라요. 
   
 (41가)~(41바)는 거절 화행을 수행하는데 (41가)는 선배를 직접적으로 거절하
는 직접 거절화행이고 (41나)~(41바)에서는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선배를 간접적
으로 거절하는 간접 거절 화행이다. 이 상황에서 청자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선배
이기 때문에 (41나)~(41바)의 표현 가운데 완곡성이 높은 희망 표현인 (41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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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표현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먼 경우

-고 싶다 ○ △
-(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하다 ○ ○
-았/었/였으면 싶다 × △
-기 바라다 × ×

[표 33] ‘거절’ 화행을 실현하는 희망 표현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와 (41마)의 ‘집에 갔으면 해요.’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
절하다. (41바)의 ‘집에 갔으면 싶어요.’는 완곡하기는 하지만 집에 가겠다는 의지
가 약해보이기 때문에 거절의 효력이 떨어진다. (41나)의 ‘집에 가고 싶어요’와 
(41다)의 ‘집에 가면 좋겠어요’는 집에 가겠다는 의지를 약간 강하게 표출하고 있
으므로 (41라)나 (41마)보다는 덜 공손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화자가 선배와의 관
계가 아주 친한 사이면 (41나)~(41마)의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41사)의 ‘집에 
가길 바라요.’는 비문으로 판단되는데 ‘-기 바라다’문의 주어가 1인칭이 될 수 없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희망 표현이 간접 거절 화행을 실현할 때의 용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2.3.3 기원 화행

 
 기원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기원할 때 실현되는 화행이다. 한국어 모어 화
자가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기원 화행을 실현한 양상은 아래와 같다. 
 
(42) 가. 너 잘 되면 좋겠어.
     나. 너 잘 됐으면 좋겠어.
     다. 너 잘 됐으면 해.
     라. 너 잘 됐으면 싶어.
     마. 너 잘 되길 바라. 

  (42가)~(42마)는 화자가 청자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표현이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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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표현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먼 경우

-고 싶다 × ×
-(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았/었/였으면 하다 △ △
-았/었/였으면 싶다 × ×
-기 바라다 ○ ○

[표 34]  기원 화행을 실현하는 희망 표현

가)~(42마) 가운데 (42마)의 표현인 ‘잘 되길 바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그 다음
으로 자연스러운 표현은 (42나) ‘잘 됐으면 좋겠어.’와 (42가) ‘잘 되면 좋겠어.’이
며 그 다음으로는 (42다) ‘잘 됐으면 해’이다. 이 상황에서 (42라) ‘잘 됐으면 싶
어’는 가장 어색하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았/었/였으면 싶다’는 완곡
성이 높은 표현이고 이 상황에서 화자가 기원하는 마음을 완곡하고 간접적으로 표
현할 필요가 없으므로 ‘잘 됐으면 싶어’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여기서 한 가
지 주목할 만 한 점은 ‘-기 바라다’가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기원 화행’을 수행
할 때 청자의 사회적 지위나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와 관계없이 ‘-기 바라다’를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상황에서 선배나 교수님께 ‘잘 되시기를 바
랍니다.’라고 해도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기 바라다’의 이러한 특성은 지시적 화
행을 수행할 때와 다르다고 본다.22) 따라서 기원 화행을 실현하는 희망 표현의 사
용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위에서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인 ‘요구’, ‘명령’, ‘부탁’, ‘제안’, ‘거절’, ‘기원’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보았다. 희망 표현간의 화행 실현 차이점을 다시 정리하면 아
래 [표 35]와 같다.23)      
     

22) 앞에서 논의했듯이 ‘-기 바라다’의 강제성으로 인해 ‘요구’와 같은 지시적 화행을 수행할 
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공손성이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다. 

23) ‘요구’ 화행에서 ‘A’는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와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이며 ‘B’는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을 겨우’이다. ‘부탁, 제안, 거절, 기원’ 화행에서는 ‘A’
는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B’는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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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표현24) 요구 명
령 부탁 제안 거절 기원

 A B A B A B A B A B
-고 싶다 × ×  × ○ ○ ○ × ○ △ × ×
-(으)면 좋겠다 × △ ○ ○ ○ ○ ○ ○ △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 ○ ○ ○ ○ ○ ○ ○ ○
-았/었/였으면 하다 △ △ ○ ○ ○ ○ ○ ○ ○ △ △
-았/었/였으면싶다 × × × △ △ △ △ × △ × ×
-기 바라다 ○ × ○ × × × × × × ○ ○

[표 35]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                      
                               

   ‘○’는 사용 가능함을 표시하고 ‘×’는 사용 불가능함을 표시하고 ‘△’는 사용빈도 낮거나 
다른 희망 표현과 다르게 사용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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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희망 표현의 사용 및 이해의 실제

Ⅲ장에서는 희망 표현의 실제 사용 양상 및 이해 양상을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어 교육 자료의 희망 표현에 대해서 분석하고 희망 
표현의 교육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희망 표
현을 학습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희망 표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인 ‘희망’의 의미로 사용할 때의 양상 및 문법적 
정확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희망 표현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 각
기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이해 양상을 비교하여 논하고자 한다.

1. 한국어 교육 자료에서의 희망 표현 분석

희망 표현에 대한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희망 표현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해당 교재에서 희망 표현을 어떤 형태로, 어떤 
의미와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재는 앞 절에서 
언급했던 한국 국내 교육 기관에서 출판한 총 15종의 교재를 대상으로 한다.25) 
다음으로 교재에서 희망 표현에 대한 내용 제시, 문법 설명 등을 살펴보겠다. 

1.1 -고 싶다

‘-고 싶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문법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고 싶다’의 형태, 문법 설명은 [표 36]와 같이 제시하
고 있다.
25) 본고는 국내외 다양한 한국어 교재 가운데 국내에서 출판된 교재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국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경우, 각 국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 따라 교재 편
찬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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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형태 및 문법 설명
SNU 1권21과 V-고 싶다      to want to V

YS1 1-(1)
권 4과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the 
wish or hope for the action to take place. When the 
subject is 3rd person, use '-고 싶어하다'.

YS2 1권11과 설명 없음

KR1 1권13과

-고 싶다/would like to
'-고 싶다'is used with the verb stem and indicates 

the desire of the speaker, -고 싶다is usually used 
with the first person in statements and with the 
second person in questions only. When we express 
the desire of the second or third person in 
declarative sentences, we use -고 싶어하다.

KR2 1권7과

‘-고 싶다’ is attached to a verb stem and express 
the speaker’s want, wish or expectation. Accordingly, 
in statements, the subject of the sentence must be 
either ‘I’ or ‘we’, not ‘s/he’ or ‘they’. In questions, 
‘-고 싶다’ is used to ask the listener’s want or 
wish.

KH1 1권12과

Action verb+고 싶다
Auxiliary Verbs
This auxiliary verb, when combined with an action 

verb, expresses the wish or desire of the speaker. 
In statements it is used only for the 1st person, 
while in questions it is used chiefly for the 2nd 
person. For the 3rd person subject, 고 싶어하다is 
used.

KH2 초급1 
18과 설명 없음

EH1 1권 8과 설명 없음



- 62 -

EH2 1-2권
10과

‘-고 싶다’ is an expression used to indicate that 
you want to do something.

SK1 2권1과
would like to (do), want to (do). The pattern '-

고 싶다'is used to indicate the subject's desire, to do 
something.

SK2 1A 6과 설명 없음
SKK 1권10과 -Vst+고 싶다(희망) would like to~

HF 1권18과
AVst고 싶다
means ‘want to AV’. In this case, ‘-고 싶다’is 

used with action verbs, but itself acts as a 
descriptive expression.

SM 초급1
 9과

V 고 싶다: an expression showing one’s 
wish(-want to)

V 고 싶어하다: used when expressing the wish of 
the third person(the subject of the sentence). 

DG 1권18과 동-고 싶다. to want to
[표 36]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고 싶다’의 형태 및 문법 기술          

[표 36]을 살펴보면, ‘-고 싶다’는 15종 교재에서 모두 초급 단계에서 목표 문
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학습 초기 단계에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 싶
다’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15종 교재 모두에서 ‘-고 싶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합의되어 
있으나, ‘-고 싶다’의 형태에 대한 설명이나 문법적 설명에 있어서는 교재마다 약
간씩 차이가 있다. 

우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이기 때문에 ‘-고 싶다’에 대한 문법 설명 
은 모두 영어로 기술되어 있다. ‘-고 싶다’의 의미는 영어로 ‘wish, hope, want,  
desire, expectation, to want to, would like to, to do something’ 등으로 풀이하
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어로는 ‘희망, 바람, 욕구, 기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
므로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고 싶다’와 결합할 수 있는 선행 용언에 대해서 15종 교재 가운데 8종 교재가 
소개되어 있지만 ‘-고 싶다’가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정보만 제시되어있다. 또한 
8종 교재 가운데 3종의 교재(YS1, KH1, HF)에서는 ‘-고 싶다’가 ‘동작 동사’와만 



- 63 -

결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고 싶다’가 동사나 동작 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정보만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 싶다’와 결합되는 선
행 용언은 동작 동사뿐만 아니라 ‘되다’와 결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가수
가 되고 싶다.’와 같이 ‘명사+되다’의 형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형용
사와 결합 불가능하다는 정보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 싶다’가 형용
사와 결합할 수 없다는 정보는 교재에서 분명히 하고 있지 않아, 교사가 교육 현
장에서 학습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학습자가 ‘나 예쁘고 싶다.’와 같은 문법적 오
류를 범할 수 있다.26) 따라서 ‘-고 싶다’의 선행 용언 정보를 교재에서 더 명확하
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양의 문법 정보 제시함으로 인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하더라도, 교재의 참고란에서 소개한다거나 더 높은 학습 단계로 올
라간 후 교사가 명시적 교수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고 싶다’가 문장에서 주어 인칭이 제약에 대해서 15종 교재 가운데 5교재만 
언급하고 있다. 교재 KR1, KR2, KH1에서 ‘-고 싶다’가 2인칭 주어의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고 교재 YS1, KR1, KH1, SM에서는 ‘-고 싶다’가 
3인칭 주어문에서 ‘-고 싶어 하다’를 대신에 사용해야 한다는 정보도 소개되어 있
다.  ‘-고 싶다’의 인칭 제약을 교재에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교사가 교육 현장
에서도 교육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우리 언니가 부산에 가고 싶다.’와 같은 문법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본다.27) 따라서 ‘-고 싶다’의 인칭 제약 정보를 교재에서 
더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또한 참고 문법으로 소개하거나 더 
높은 학습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교수하는 것을 제안한다.

1.2 -(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도 화자의 희망이나 바람을 표현할 때 한국어 모어 화자가 빈
변하게 사용되는 문법 표현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으)면 좋겠다’의 형태, 문법 
설명은 [표 37]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26) Ⅲ장 2절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낸 오류 중에서 예(45)처럼 학습자가 ‘힘들고 싶다’

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 싶다’의 선행 용언 제약에 관련 오류를 범한 예이다. 
27) Ⅲ장 2절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나타낸 오류 중에서 예(47)처럼 학습자가 ‘-고 싶다’의 

인칭 제약에 관련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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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형태 및 문법 설명

SNU 2권6과

S-(으)면 좋겠다    I wish S
(1)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자동차를 사면 좋겠어요.
(3) 돈이 많으면 좋겠지요?
(4) 언제 전화를 걸면 좋겠어요?

KH2 초급2
 8과

A/V-(으)면 좋겠다
(1) 남자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2) 날씨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3) 그 책을 다시 빌리면 좋겠어요.
(4) 저는 학교까지 오려면 버스를 3번 갈아 타야 해

요.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5)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친구와 같이 놀이동산

에 가면 좋겠어요.

SKK 2권9과

Vst·Ast-(으)면 좋겠다 It would be nice if+S, 희망
(1)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숙제가 없으면 좋겠어요.
(2)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키가 더 크면 좋겠어요.
(4) 저는 그녀와 결혼하면 좋겠어요.
(5) 빨리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가면 좋겠어요.
* 과거형과 같이 쓰면 강조의 뜻이 있음.

SM 1권9과
V, A(으)면 좋겠다. =V, A았(었/였)으면 좋겠다. 
=V, A았/(었/였)으면 하다.
가수가 되면 좋겠어요.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수가 되었으면 해요.

DG 2권15과 동/형-(으)면 좋겠다 (문법 설명 없음)
[표 37]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으)면 좋겠다’의 형태 및 문법 기술

15종 교재 가운데 ‘-(으)면 좋겠다’가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교재는 5종이 있으
며 ‘-(으)면 좋겠다’가 모든 교재에서 초급 단계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교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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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좋겠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이 부재하거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경
향이 있다. 교재 SNU에서는 ‘I wish S’로, 교재 SKK에서는 ‘I would be nice 
if+S’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 교재들(KH2, SM, DG)에서는 설명 없
이 예문만 제시하였다. 따라서 ‘-(으)면 좋겠다’의 의미는 교재에서 제시되지 않
고 있으면 한국어 학습자는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의 설명을 통해서 ‘-(으)면 좋겠
다’의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으)면 좋겠다’와 결합되는 선행 용언에 대해서 5종 교재 가운데 교재 KH2, 
SKK, SM, DG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형용사나 동사가 ‘-(으)면 좋겠다’의 선행 용
언이 될 수 있음을 제시되고 있고 큰 차이가 없다.   

15종 교재 중에서 5종만 ‘-(으)면 좋겠다’를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이유는 ‘-
(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좋겠다’가 형태상 비슷하여 교재에 따라서 ‘-
(으)면 좋겠다’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았/었/였으면 좋겠다’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재 SKK 같은 경우는 두 항목은 하나의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쓰일 때 강조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교재 SM 같은 경우 
‘V, A(으)면 좋겠다 =V, A았(었/였)으면 좋겠다 =V, A았/(었/였)으면 하다’와 같
이 차이 없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재마다 교수요목으로 선정된 희망 표현 항
목이 통일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형태가 비슷한 항목을 함께 제시할 때 서
로의 변별적 차이를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문법 표현의 변
별적 차이를 학습자에게 교수해야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서 변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1.3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도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나 희망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으)면 좋겠다’의 형태, 문법 
설명은 [표 38]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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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형태 및 문법 설명

YS1 2-1권
 3과

-었으면/았으면/였으면 좋겠다
It is used with a verb to show someone's desire or 

hope.
듣기시험이 쉬웠으면 좋겠다.
올 겨울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한국말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대회에서 우리 반이 1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KR2 2권15과
-았/었/였으면 좋겠다 is attached to a verb, an 

adjective, and ‘noun+이다’, indicating the speaker’s 
desire, wish or expectation.

KH1 중급Ⅱ
 3과

(동사)았/었으면 하다/좋겠다
화자의 희망을 바람을 나타냄.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기대하며 아쉬워할 때 사용

한다. 과거 사실의 반대 상황을 아쉬워할 때는 '-었으면 
좋았을 텐데'가 사용된다. 

내가 있는 광안리 바닷가에 한 번 다녀갔으면 한다.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작년에 대학원에 갔으면 했는데, 
시험을 망쳐서 포기해 버렸어요.
약속 시간을 지켜 줬으면 좋았을 텐데.

EH1 Ⅲ권
 9과

-았/었/였으면 좋겠다 (문법 설명 없음)
(1) 가: 올해는 큰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나: 나는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2) 가: 마이클씨는 올해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나: 저는 올해 유럽을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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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인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EH2 3-2권
 12과

‘A/V+았/었으면 좋겠다’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희망
을 나타낸다.

(1) 올해는 운전 면허증을 꼭 땄으면 좋겠어요.
(2) 제 키가 지금보다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SK2 3A권 
6과

A/V/N-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좋겠다’ is used to express the 

speaker’s hopes, desires or wishes. It is usually used 
when expressing a strong desire which is adverse to 
a fact in the present.

‘-{았/었}으면 좋겠다’ is used with verbs, 
adjectives, ‘있다/없다’ and ‘-이다/아니다’

과제: 반 친구들의 희망 사항을 조사해 보세요.
A: 수업에 대한 희망 사항이 있어요?
B: 수업에서 게임을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SKK 2권9과

Vst·Ast-(으)면 좋겠다 It would be nice if+S, 희망
과거형과 같이 쓰면 강조의 뜻이 있음.
(1)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2) 한국말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4) 저는 그녀와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5) 빨리 공부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SM 초급1권  
  9과

V, A(으)면 좋겠다. =V, A았(었/였)으면 좋겠다. 
=V, A았/(었/였)으면 하다.
가수가 되면 좋겠어요.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수가 되었으면 해요.

[표 38]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았/었/였으면 좋겠다’의 형태 및 문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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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와 같이 15종 한국어 교재 가운데 ‘-았/었/였으면 좋겠다’를 목표 항목
으로 선정된 교재는 8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4종 교재(YS1, KR2, SKK, SM)에서
는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다른 4종 교재(KH1, EH1, EH2, SK2)에서는 
중급 단계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언어 교육 기관별 교수요목의 선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았/었/였으면 좋겠다’를 중급 단계에서 교수하는 것이 적
합하다고 본다.28)  

교재에서 ‘-았/었/였으면 좋겠다’의 의미는 화자의 ‘희망, 소망, 바람, 기대’등으
로 소개되고 있으며 교재마다 큰 차이가 없다.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에 대해서 교재 YS1와 KH1에
서는 ‘동사’, KR2에서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EH2, SKK, SM에서는 ‘동사, 
형용사’, SK2에서는 ‘동사, 형용사, 있다/없다, -이다/아니다’와 결합할 수 있는 정
보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았/었/였으면 좋겠다’의 선행 용언에 대해서 교재마
다 통일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았/었/였으면 좋겠다’가 교재에서 제시되기 전에 희망 표현 항목인 ‘-고 싶다’
를 모든 교재에서 제시되었는데 두 희망 표현의 변별적 차이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고 싶다’와 ‘-았/었/였으면 좋겠다’는 주어 인칭 제약과 선행 용
언 제약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을 학습자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
다고 본다.  

 
1.4 -았/었/였으면 하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요구할 
때도 ‘-았/었/였으면 하다’를 많이 사용한다.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유사하지만 
화용적인 변별적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 교재에서 ‘-았/었/였으면 하다’의 형
태, 문법 설명은 [표 39]와 같다. 

 

              

28) 이는 본고의 Ⅳ장 2.2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의 체계화에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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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형태 및 문법 설명

KR1 3권17과

-았/었/였으면 하다 (문법 설명 없음)
바쁘지 않으시면 꼭 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쪽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갔으면 합니다.
꼭 같이 갔으면 했는데 같이 못 가서 섭섭합니다.
내일은 집에서 쉬었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전화 좀 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해 주세요.

KH1 중급Ⅱ
 3과

(동사)았/었으면 하다/좋겠다
화자의 희망을 바람을 나타냄.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기대하며 아쉬워할 때 사용

한다. 과거 사실의 반대 상황을 아쉬워할 때는 '-었으면 
좋았을 텐데'가 사용된다. 

내가 있는 광안리 바닷가에 한 번 다녀갔으면 한다.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실은 작년에 대학원에 갔으면 했는데, 시험을 망쳐서 

포기해 버렸어요.
약속 시간을 지켜 줬으면 좋았을 텐데.

HF 3권6과

-았/었/였으면 하다 (문법 설명 없음)
(1) 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나: 제가 결혼할 사람은 키가 좀 컸으면 합니다.
(2) 가: 앞으로도 계속 운동했으면 하는데..., 어때요?
    나: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3) 가: 오늘은 집에 일찍 갔으면 하는데요.
    나: 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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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주말에 여행가는 거 어때요?
    나: 그 날은 집에서 쉬었으면 하는데요.

SM 초급1권  
  9과

V, A(으)면 좋겠다. =V, A았(었/였)으면 좋겠다. 
=V, A았/(었/였)으면 하다.
가수가 되면 좋겠어요.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수가 되었으면 해요.

[표 39] 교재에서 제시된 ‘-았/었/였으면 하다’

15종 교재 가운데 ‘-았/었/였으면 하다’는 4종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나타났
다. 교재 KR1, KH1, HF에서 는 중급 단계에서 나타났으며 교재 SM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나타났다. 엄밀히 말하면 교재 SM에서 형태가 비슷한 ‘-(으)면 좋겠다
= -았(었/였)으면 좋겠다 = -았/(었/였)으면 하다’를 같이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
어 있기 때문에 ‘-았/었/였으면 하다’가 하나의 교수요목으로 제시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본다. 교재 KH1에서도 ‘-았/었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를 
‘-았/었/였으면 하다/좋겠다’의 형식으로 하나의 문법 항목 처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재 KH1와 SM와 같이 형태상 유사한 문법 항목을 묶어서 같이 교수하는 
것은 효율적 교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학습자에게 유사한 문법 항목의 차이를 교
수하지 않는 것은 학습자가 담화 맥락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 문법 항목을 변별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급 단계에서 유
사한 문법 항목인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를 함께 제시를 
하되 두 표현의 차이점도 함께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았/었/였으면 하다’의 의미에 대해서 는 KH1에서의 간략한 기술이외에 다른 
교재에서 거의 ‘-았/었/였으면 하다’의 의미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예문만
으로 제시된다. 

‘-았/었/였으면 하다’와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에 있어서는 4종 교재가운데 교재  
KR1, HF에서 관련 언급이 없으며 교재 KH1에서는 ‘동사’, 교재 SM에서는 ‘동사,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같
이 교재에서는 ‘-았/었/였으면 하다’와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에 대한 기술은 명확
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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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단원 형태 및 문법 설명

EH1 4권5과

-었/았으면 싶다 (심화 문법)
어떤 사실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욕구, 강

한 바람, 희망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이 때 자신의 희
망이나 바람을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표현한다. 

A: 제가 마땅한 박스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 
   포장을 못했습니다. 포장을 했으면 싶은데요.
B: 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 전용 박스와 테이프를 
   실비로 제공해 드립니다.

A: 수민씨는 똑똑하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너무 안 해요.
B: 맞아요. 조금만 부지런했으면 싶어요.

[표 40]  교재에서 제시된 ‘-았/었/였으면 싶다’

1.5 –았/었/였으면 싶다

‘-았/었/었으면 싶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희망의 의미로 사용하는 빈도가 비
슷한 형태인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보다 낮다. 따라서 한
국어 교육에서도 교수요목으로 선정된 확률이 다른 희망 표현보다 낮을 것이라 추
측된다. 한국어 교재에서 ‘-았/었/였으면 싶다’가 나타난 모습은 [표 40]와 같다. 

15종 교재 가운데 ‘-았/었/였으면 싶다’에 대해서 기술된 교재는 교재 EH1 하
나 밖에 없으며 교재 EH1에서도 ‘교수 문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참고 문법’
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29) 교재 EH1에서 ‘-았/었/였으면 싶다’에 대해서 어
떤 사실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욕구, 강한 바람, 희망을 나타낼 때 사용
되고 자신의 희망이나 바람을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표현한다고 세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학습자에게 너무 구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29) 강현화(2005)에서 한국어 교육 문법을 논할 때에 ‘교수 문법’과 ‘참고 문법’을 구분하고 

있다. 교수 문법은 교수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코스북)를 위한 것이며 참고 문법은 자
습을 위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 72 -

교재 단원 형태 및 문법 설명
SNU 3권12과 V-기를 바라다 (문법 설명 없음)
YS2 4권9과 -기 바랍니다 (문법 설명 없음)

EH2 2-2권
11과

-기(를) 바라다 is used to show one’s hope for a 
thing or situation to occur.

(1) 건강하+기(를)바라다 → 건강하기(를) 바라다
(2) 살+기(를)바라다 → 살기(를) 바라다

[표 41]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기 바라다’의 형태 및 문법 기술

‘-았/었/였으면 싶다’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 기존에 배운 ‘-았/었/였으면 좋겠
다’, ‘-았/었/였으면 하다’와 어떤 의미적, 화용적 차이가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설
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1.6 -기 바라다

‘-기 바라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보통 다른 사람에 대한 기원할 때 많이 사
용하는 문법 표현이다. 예를 들면 ‘행복하길 바라.’, ‘건강하길 바라.’  또한 공적인 
요구나 명령 상황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7시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 바라다’의 이런 용법들은 다른 희망 표현과 구별된다. 한국어 교재에서 ‘-기 
바라다’에 대한 기술은 [표 41]와 같다. 

15종 교재 가운데 ‘-기 바라다’가 목표 문법 항목으로 출현된 교재는 SNU, 
YS2, EH2 3종 밖에 없다. 교재 SNU와 YS2에서 중급 단계에서 제시된 반면에 교
재 EH2에서는 초급 단계에서 제시된다. 본고에서는 ‘-기 바라다’를 중급 단계에
서 제시하는 것을 한다.30) 
  [표 41]를 통해서 교재마다 ‘-기 바라다’의 의미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기
술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기 바라다’와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에 대해
서는 교재 SNU에서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반면에 교재 YS2와 
EH2에서 선행 용언의 특성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기 바라다’는 
‘동사’만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형용사와도 결합되고, ‘명사+이다’와도 결

30) 학습 단계에 따른 표현 항목의 위계화는 Ⅳ장 [표 44]에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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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고, 또한 동사의 다양한 형태와도 결합할 수 있다.31) 
또한 교재에서 ‘-기 바라다’의 인칭 제약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기 바라다’는 다른 희망 표현과 달리 주어 1인칭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때 잘 사용하지 않다. 앞에 예(11)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나는 밥을 먹
고 싶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먹었으면 좋겠어요./ 먹었으면 해요./ 먹었으면 싶어
요.’로 표현이 되지만 ‘나는 밥을 먹기를 바라요.’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보통 사용
하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다. ‘-기 바라다’의 이러한 인칭 제약은 희망 표현과 구
별되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고 교재에서 아니라도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
으로 교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희망 표현의 형태, 문법 기술 등에 대해서 살
펴보았는데 교재에서 ‘희망 표현’에 대한 기술상의 문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 국내의 15종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교재마다 희망 
표현의 교수요목이 다르다. 대부분 교재에서는 2개 이상의 희망 표현을 제시되고 
있으며 모든 교재의 초급 단계에서 ‘-고 싶다’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희
망 표현의 제시 여부는 교재마다 다르다. 두 번째 많이 제시되는 희망 표현은 ‘-
았/었/였으면 좋겠다’이고 셋 번째는 ‘-(으)면 좋겠다’이고 넷 번째는 ‘-았/었/였으
면 하다’이었다.32) 

둘째, 같은 희망 표현은 제시된 학습 단계가 교재마다 다르다. 모든 교재에서 
‘-고 싶다’를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는 반면에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기 바라다’에 대해서는 교재에 따라 초급 단계에
서 제시되기도 하고 중급 단계에서 제시되기도 한다. 

셋째, 모든 교재에서 개별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
다. 또한 희망 표현의 특성은 교재마다 다르게 기술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에 대해서 교재 YS1와 KH1에서
는 ‘동사’, KR2에서는 ‘동사, 형용사, 명사+이다’, EH2, SKK, SM에서는 ‘동사, 형
용사’, SK2에서는 ‘동사, 형용사, 있다/없다, -이다/아니다’로 제시되고 있다. 
31) ‘-기 바라다’와 결합 가능한 선행 용언 양상은 Ⅱ장 2.2.2에서 기술되어 있다.
32) 희망 표현이 15종 교재에서 문법 항목으로 제시된 빈도는 [표 8]에서 찾아볼 수 있다.



- 74 -

넷째, 모든 교재에서 개별 희망 표현의 의미적, 화용적 특성에 대한 기술이 부족
하다. 예를 들어 ‘-고 싶다’는 단순히 화자의 희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
자가 청자에게 부탁이나 요구할 때 ‘-고 싶다’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볼펜 하나 빌리고 싶은데요.’와 같이 ‘볼펜 하나 빌려주세요.’보다 
한 단계 더 완곡하고 공손한 것이다. 하지만 희망 표현의 이러한 화용적 특성 및 
기능을 교재에서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한꺼번에 많은 
양의 학습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 효과에 부작용이 되고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나선형 학
습’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초급 단계에서 ‘-고 싶다’의 기본적 의미와 형
태적 특성을 교수하고 중급 단계에서 ‘-고 싶다’의 다른 의미나 화용적 기능 등을 
교수한다.33)

다섯째, 희망 표현 간의 차이에 대해서 기술이 거의 없었다. Ⅱ장에서 살펴봤듯
이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서 희망 표현이 모두 차이가 있다고 보았
다. 통사적으로 선행 용언의 차이, 인칭 제약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
데 이들 간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면 학습자가 구별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고 본다. 또한 ‘희망’의 의미이외에 담화 상황에 따라 희망 표현으로 ‘기원’의 의미
로 표현되기도 하며 ‘지시’의 의미로 표현되기도 한다. 화행 상황이나 청자의 대상
에 따라 희망 표현의 강제성 정도, 완곡성, 공손성도 다른데 이런 차이점을 교수되
지 않으면 학습자가 해당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
다. 따라서 학습 단계에 높아질수록 기존에 배운 희망 표현들과 연결해서 이들 간
의 공통점과 변별적 차이점을 교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
다고 본다. 

2. 한국어 학습 자료의 희망 표현 분석

한국어 학습 자료를 분석하고자 함은, 교육을 받은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희
망’ 의사를 표현할 때 어떠한 형태의 문법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희
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및 제약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33) 희망 표현의 ‘나선형 학습’에 관한 논의는 Ⅳ장의 2.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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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항목 초급 중급 합계
-고 싶다 266 254 520

-고 싶어 하다 0 2 2
-(으)면 좋겠다 13 43 56

-았/었/였으면 좋겠다 8 10 18
-았/었/였으면 하다 0 0 0
-았/었/였으면 싶다 0 1 1

-기 바라다 3 1 4
합계 290 311 601
[표 42]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희망 표현의 사용 빈도 

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한국어 학습 자료로써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그 
대상으로 삼고 분석하였다. 

2.1 희망 표현의 사용 빈도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3개월간, 한국에 거주 중

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180명을 대상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주제로 하여 글쓰기를 실시한 자료로서, TOPIK급수에 따라 초급 88
명, 중급 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문 자료이다. 180명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의 작문 자료에서 ‘희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문법 표현은 모두 601번 등장하
였으며, 형태별 빈도를 따져보면 ‘-고 싶다(520) > -(으)면 좋겠다(56) > -았/
었/였으면 좋겠다(18) > -기 바라다(4) > -고 싶어하다 (2)> -았/었/였으면 
싶다(1)’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살펴본 결과, 희망 표현의 사용 빈도를 통해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자 할 때, ‘-고 싶다’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TOPIK급별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초급 학습
자와 중급 학습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고 싶다’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고 싶다’의 빈도가 유난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현재 각 한국어 교육 기관
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초급 단계에서 ‘-고 싶다’가 필수 문법 항목으
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인칭 화자 ‘나’의 희망을 표현함
에 있어 ‘-고 싶다’가 가장 직접적인 의도를 나타내며, 사용상의 난이도도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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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고 싶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희망 표현은 ‘-(으)면 

좋겠다’이다. 초급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는 총 13번을 등장하며, 중급 학습자의 
자료에서는 총 43번을 사용되었다. 하지만 ‘-고 싶다’의 사용빈도와 비교해보면 
‘-(으)면 좋겠다’의 사용빈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싶다’와 
‘-(으)면 좋겠다’ 이외의 희망 표현의 경우, 초급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았/었
/였으면 좋겠다’가 8번 사용되었고, ‘-기 바라다’가 3번 나타났으며 중급 학습자의 
작문 자료에서 ‘-았/었/였으면 좋겠다’가 10번, ‘-기 바라다’와 ‘-았/었/였으면 싶
다’가 각각 1번씩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가 희망 표현을 사용할 
때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초·중급 학습자들 
모두 한국어 실력과는 무관하게, ‘희망’의 의도를 전달함에 있어 단조롭게 ‘-고 싶
다’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현재 한국어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서 찾을 수 있
다. 앞장에서 살펴본 15종의 한국어 교재 가운데 ‘-(으)면 좋겠다’는 총 5종의 교
재에서, ‘-았/었/였으면 좋겠다’는 총 8종의 교재에서 교육 내용 항목으로 제시되
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났던 ‘-았/었/였으면 하다’는 총 4
종의 교재에서 제시되었고, ‘-기 바라다’는 총 3종 교재에서, ‘-았/였/였으면 싶다’
는 1종의 교재에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 교육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는 희망 표현이 다
양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희망 표현을 
학습할 기회가 매우 부족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희망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어 교육 교재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초·중급 학습자가 다양하게 희망 표현을 사
용할 수 있도록 교수할 필요가 있다.  

2.2 희망 표현의 사용 양상

아래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의 희망 표현 사용 양
상을 고찰하되, 학습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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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희망 표현 오류 양상은 형태·통사적 오류, 의미적 오류 및 화용적 오류로 나
누어 살펴볼 것이다. 이는 Ⅱ장에서 살펴본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특성
을 바탕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2.1 형태·통사적 오류

한국어 학습자가 ‘-고 싶다’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형태·통사적 오류는 아래 
(43)~(48)과 같다. 

  
(43) 가. 식사를 같이 먹어 싶습니다. 

                 (‘먹어 싶다’ → ‘먹고 싶다’; 식사를 먹다 → 식사를 하다)
   나. 가족을 다시 만나면 바다로 놀러 가고 십습니다. (‘십’→ ‘싶’)
   다. 제가(→ 저는) 초등학교 친구 만나고 싶은다. ( → 만나고 싶다)
   라.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결혼한 후에 모두 가족들하고 살고 싶는다. 
                                                            (→ 살고 싶다)
   마. 여름에서 우리 바다변에 가서 같이 놀아고 싶다.( →놀고 싶다)
   바. 나중에 그냥 시골에서 뒤에 산 있는 짜리에서 삼층까지 
     한 주택 집을 만들어하고 싶다. ( → 만들고 싶다)    
   사. 베트남에 친청(→ 친정) 엄마가 만날 고 싶어요. ( → 만나고 싶다)
   아. 운동하고 싶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 → 싶으면)  
   자. 친구는 한국에 가고 싶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 → 싶은데)
 
 (43가)~(43자)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희망 표현 ‘-고 싶다’를 사용할 때, 형태

적인 오류를 범한 양상들이다. (43가)의 경우는 ‘-고 싶다’에서 연결어미 ‘-고’를 
‘-어’로 잘못 사용하고 있으며, (43나)는 ‘-고 싶다’에서 ‘싶다’를 ‘십다’로 잘못 
표기했으며, (43다)와 (43라)는 ‘-고 싶다’의 종결형을 ‘-고 싶은다’, ‘-고 싶는
다’로 잘못 사용하였다. (43마), (43바), (43사)의 경우는 ‘-고 싶다’와 결합한 선
행 동사를 잘못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 형태적 오류로 분류되며, (43아)와 (43
자)는 ‘-고 싶다’를 연결어미와 잘못된 형태로 결합하여 사용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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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 어릴 때부터 나는 바닥과 (→바다와)가까운 집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었다)    
   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화력한( →화려한) 시티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었다) 
   다. 원래 어릴 때 나는 주택에서 살고 싶긴 하지만  ( →살고 싶긴 했지)

위 (44가)~(44다)는 시제상의 오류인데, ‘-고 싶다’의 과거형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에서 현재형을 사용했기 때문에 오류가 된 양상이다. 

(45) 마산 아버지를 만난 전에 한국어 더 잘 하고 싶어서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성격과 취미를 설명할 수 있어요. 지금 마산 어머니께 말씀할 때마다 아주 
어렵고 내가 재일(→제일) 답답해요. 그리고 마산 아버지도 이야기가 힘들고 
싶지 않아서 좀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 마산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은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서)

 (45)는 ‘-고 싶다’의 선행 용언 제약에 관한 오류이다. ‘-고 싶다’와 형용사와 
결합 불가능한 제약이 있는데 (45)에서 ‘-고 싶다’를 형용사 ‘힘들다’와 결합해서 
사용했다. 이를 ‘힘들어지고 싶지’로 수정하게 되면 문법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46) 가. 제가 만나고 싶는 사람은 유민씨입니다.    ( → 만나고 싶은 )
   나. 제일 만나고 싶어 사람은 제 학생들이에요. ( → 만나고 싶은)
   다. 이것이 내가 살고 싶던 집이다.            ( → 살고 싶은 집이다.)     

 (46가)~(46다)는 ‘-고 싶다’를 관형어 표현으로 사용할 때 정확하지 않은 관
형어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이다. 

(47) 가. 사람들이 보통 크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 살고 싶어 한다) 
   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싸고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어 한다) 
   다. 그 바다에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여행하고 싶으면 
        바다에 갈 수 밖에 없어요.                     (→ 고 싶어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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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리고 제가 이집은 살고 싶은 합니다.      (→ 이집에서 살고 싶다)

위 (47가)~(47라)는 ‘-고 싶다’의 인칭 제약에 관한 오류 양상이다. ‘-고 싶다’
는 평서문에서는 오직 1인칭 주어만이 올 수 있으며 3인칭 주어가 올 경우에는 
‘-고 싶어 하다’로 표현해야하는데 (47가), (47나), (47다)는 ‘-고 싶다’를 대신
에 잘못 사용한 양상이다. 반면 (47라)의 경우, 1인칭 주어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오류가 된 양상이다.

‘-고 싶다’의 경우 인칭 제약이 있는데, 3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더라도 ‘-고 싶
다’를 관형형으로 쓰게 되면 인칭에 제약이 사라진다. 따라서 아래 (48)의 문장들
은 오류가 아니며, 희망 표현 교육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48) 가. 우리 모두 집이 있다. 그런데 지금의 가진 집은 우리의 이상적인 집은 
            똑 같은가? 다들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인가? 
                                (√살고 싶은 집   √살고 싶어 하는 집)  
   나. 아이들이 많아서 게임을 하고 싶을 때 놀이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 할 때)

 (48가)와 (48나)의 경우 ‘-고 싶다’의 주어는 3인칭이지만, ‘-고 싶다’를 관형
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8가)와 (48나)의 밑줄 친 부분은 문법적으로 정
확한 표현이 된다. 따라서 관형형으로 쓰인 ‘-고 싶다’는 주어가 3인칭일 경우에
도 ‘-고 싶다’와 ‘-고 싶어 하다’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상 학습자 작문 자료에서 학습자가 범한 ‘-고 싶다’의 형태·통사적 오류를 살
펴보았다. 아래 (49)~(51)의 사례들은 ‘-(으)면 좋겠다’를 사용함에 있어 형태적 
오류를 범한 양상들이다. 

(49) 가. 내가 살고 싶은 집은 공간이 많이 있고 거실이 크고 창문도 큰 집이다. 
       그리고 이웃과 거리가 있고 조용한 곳에 있는 집이 좋겠다. 
                                                 (→집이었으면 좋겠다)     
   나. 애기 낳기 전에 두 사람이 좋은 오피슬털( →오피스텔)에서 
       2년 정도 살으면 좋습니다. ( → 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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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람 천천히 불으면 제일 좋겠다. (→ 불면 좋겠다) 
   다. 우리 사는 빌딩 옆에 바다가 있을면 더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라. 나는 시골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우리 집의 마당은 크다면 좋겠다. (→ 크면 좋겠다)        
   마. 그런 좋아하는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면 좋겠다. 
                                                    ( → 살았으면 좋겠다)
   바. 그리고 집은 파란색이라면 좋다. (→ 파란색이었으면 좋겠다) 

(49가)~(49바)는 ‘-(으)면 좋겠다’에서 선행 용언과 결합된 ‘-(으)면’ 부분에
서 학습자가 오류를 범한 사례들이다. (49가)는 조건적 연결어미 ‘-(으)면’을 생
략하고 사용한 사례이고, (49나)는 ‘-(으)면’과 결합된 선행 용언의 받침이 ‘ㄹ’인 
경우 ‘-면’과 결합시켜야 하는 것을 ‘-으면’과 결합시켜 오류가 된 사례이다. (49
다)는 ‘-으면’을 대신에 ‘-(으)ㄹ면’으로 잘못 사용한 양상이다. (49라), (49마), 
(49바)에서는 선행 용언이 ‘-(으)면’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ㄴ)다면, -(이)
라면’과 결합하여 오류가 된 사례들이다.

(50) 가. 저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만나면 좋습니다.(→ 만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너무 크지 않고 작지도 않으면 좋다. 
                                              (→ 작지도 않으면 좋겠다)  
   나. 집 옆에 농구장 하나 있고, 그리고 소형 동물 농장 한 개 더
         있으면 더욱 좋아습니다.  (→있으면 좋겠다)    
   다. 몽골에서 하 집( → 집 하나) 있었으면 조아요. (→ 있었으면 좋겠다)   
       방 다로 다로 ( → 따로 따로) 있었으면 조아요. (→ 있었으면 좋겠다)  

  (50가)~(50다)는 ‘-(으)면 좋겠다’에서 ‘좋겠다’ 부분에서 오류를 범한 양상
들이다. 이들은 ‘좋겠다’ 대신에 ‘좋다’의 형태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 (51)는 ‘-기 
바라다’의 잘못된 형태를 사용한 오류이다.

(51) 어제 선물을 샀습니다. 내일 선생님한테 주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선물을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하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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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2.2.2 의미적 오류

아래 (52)는 학습자들이 희망 표현 ‘-고 싶다’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미적 오
류 양상들이다.  

(52) 가. 저는 지금 산 집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찾았는(→찾게 된) 
       시끄러운 곳입니다. 지하철 근처이라서(→라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수록(→ 지날수록)더 이사하고 싶습니다. 
                                                 ( → 이사하고 싶어졌다) 
   나. 그 소파를 봤을 때 정말 사고 싶어서 이런 큰 소파를 놓을 수 있는 집은
       큰 집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 → 사고 싶었는데)     
   다. 나는 시골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이유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 → 살고 싶기 때문이다./살고 싶어서이다.) 
        동방신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매일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 →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살고 힘든 것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위해서 꿈을 꼭 이루도록 하겠다.  
                (→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라. 저는 아주(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요. ( → 같이 사진을 찍는 것이다) 
       몽골에서 집 사고 싶은 건 ‘하늘에서 별 따기’똑 같은 것이다. 
                                               (→ 집을 사는 것)  
   마. 그 친구를 만나면 재일(→ 제일) 먼저 한국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 먹고 싶다)
   바. 저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서 자주 전화합니다. ( → 보고 싶어서)

(52가)는 화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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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므로, 화자의 마음 상태가 
변화함을 보여주는 ‘싶어지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52나)는 문장의 앞과 뒤의 내
용은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고 싶다’가 이유 연결어미 ‘-아/어/여서’와 결합
해서 ‘싶어서’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다. 이를 ‘-고 싶다’와 전승 어미‘-
는데’와 결합하는 ‘-고 싶었는데’로 수정하면 자연스러워진다. (52다)는 화자가 이
유를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고 싶다’가 이유의 종결 어미와 결합해야 한다. 따
라서 ‘살고 싶습니다’를 ‘살고 싶어서이다’나 ‘살고 싶기 때문이다’로 바꾸면 의미가 
통하게 된다. (52마)는 ‘-(으)려고 하다’와 ‘-고 싶다’의 의미 차이를 구별 못하
여 ‘-고 싶다’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으)려고 하다’로 잘못 사용한 사례이
다. ‘-(으)려고 하다’는 희망의 의미보다는 ‘결정, 의지’의 의미가 강하다. (52바)
에서는 화자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의미로 지니고 있으므로, ‘만나고 싶다’를 ‘보
고 싶다’로 바꾸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아래 (53)는 희망 표현‘-(으)면 좋겠다’의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의미적 오류 사
례이다.

(53) 가. 페레가 브라질 사람이어서 페레를 만나러 브라질에 가야합니다. 아~     
    예쁜 나무와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브라질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가면 좋겠다)
나. 저는 높고 고급스러운 빌딩보다 한옥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물론 빌딩에  
    는 편리하고 또 깨끗하지만 부족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옥 집이   
    모든 가족들이 다 편하게 살 수 있게 크고 방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가  
    족들 명절이나 공휴일에 편하게 와서 놀 수 있게 공간이 많으면 좋겠습  
    니다.        ( → 크고 방이 많은 것이 좋다. / 공간이 많은 것이 좋다)

(53가)에서는 브라질에 가는 것이 화자의 바람이기 때문에, 희망 표현‘가면 좋
겠다’를 사용하는 것이 의미 전달의 측면에서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3나)에서는 ‘크고 방이 많은 것’을 화자가 바라는 바 중 하나로써 표현하고 있
는 것이 아니라, 한옥이 가지는 장점 중 하나로써 설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크고 
방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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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 내가 나중에 가족들하고 큰 집에 같이 살다고 생각한다.
        (→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살면 좋겠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 저의 가족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국에 어떻게 살고            

          이야기를 합니다. ( → 이야기를 하고 싶다/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54가)와 (54나)는 학습자가 어떠한 ‘희망’을 표현하고 있으나, 희망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양상들이다.    

     
2.2.3 화용적 오류34)

                                         
 아래(55)는 의미적으로는 오류가 없으나 화용적인 측면에서는 어색한 문장들

이다. 

(55) 가. 저의 한국어 선생님은 제가 제일 만나고 싶습니다. 
               (→ 제가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저의 한국어 선생님이다.)
   나. 아파트보다 원룸에서 살면 정말 싸지만 진짜 편하다. 그리고 원룸에서    

          혼자 살 때 뭘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    
                                         (→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바닷가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 
          →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집에서 살면 좋겠다.                
  
(55가)는 ‘-고 싶다’의 관형 형태를 사용하여 앞뒤 순서를 바꾸는 것이 보다 자

연스럽다. (55나)도 (55가)와 마찬가지로 ‘-고 싶다’의 관형 형태를 사용하는 것
이 더 자연스럽다. (55다)에서 희망을 표현하는 데에 희망의 주체인 ‘나’를 강조하
여 ‘내가 살고 싶은 집’으로 표현하기보다 주어를 ‘나’로 바꾸어 ‘나는 –살고 싶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4) 여기서 ‘화용적’ 측면의 오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의미 전달의 방식에 있다. 이는 Ⅱ장에
서 논의한 희망 표현의 화행적 기능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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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 나는 앞으로 서울보다 조금 작은 도시에서 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 이런 집에서 큰 창문이 있고 창문으로 밖에 꽃이나 나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다. 그런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울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다.
                                             ( →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라. 가구도 나무로 만드는 가구로 바뀌고 화장실도 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컸으면 좋겠다)       
   마. 큰 주택이면 이 꿈을 이룰 수 있어서 큰 집에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 → 큰 집에서 살고 싶다. /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56가)~(56마)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희망 표현을 이용 표현과 결합
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희망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제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
다고 생각하다’처럼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화자 자신의 희망으로 표현할 때는 직접
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56가)~(56마)의 표현들은 화용적인 오류로 볼 수 
있다.  

     
(57) 나는 집에 큰 창문이 있기 바란다. ( →큰 창문이 있으면 좋겠다.)          

  
‘-기 바라다’는 화자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기원하

거나 공적인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7)에서 화자 자신의 바
람을 표현하는 ‘-(으)면 좋겠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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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에 대한 이해 비교

 
 본 절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에 대

해 가지는 이해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은 지시적 화행, 거절 화행, 기원 화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시적 화행, 
거절 화행, 기원 화행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지시적 화행을 제시하되 구체적으
로는 부탁 화행, 명령 화행, 요구 화행, 제안 화행, 제의 화행으로 나누었으며, 청
자의 사회적 지위와 화자와의 친소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을 구성하였다. 
결과 분석은 Ⅱ장에서 살펴본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의 특성 및 차이를 이론적 토
대로 하였다. 이러한 설문지를 통해서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구체적인 화행 상황에서 (1)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과 다
른 표현들의 화행 기능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2) 희망 표현들 간의 
화행적 기능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이다.

3.1 지시적 화행

희망 표현이 수행하는 지시적 화행을 ‘이득성’, ‘행동 주체’, ‘강제성’에 따라 다
시 ‘부탁 화행’, ‘명령 화행’, ‘요구 화행’, ‘제안 화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요구 화행’ 및 ‘부탁 화행’을 중심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겠다. 

(1) 요구 화행

  요구 화행은 화자가 특정한 권리를 가지고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지시적 화행이며 즉, 요구 화행은 강제성이 있는 지시적 화행이다. 설문지에서 
3-(1)와 3-(2)는 요구 상황인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두 상황에
서 각 표현들에 대한 인식 양상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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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1) 당신은 수업을 관리하는 조교입니다. 모든 수강생들에게 과제물을 
          목요일까지 과제 사이트에 올리라는 공지 메일을 보냅니다.
당신: ............... , 과제물은 목요일까지 사이트에                            

상황 3-(2) 당신은 조교입니다. 김 교수님께 학술 대회 자료를 목요일까지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씁니다.
 당신: ................., 목요일까지 자료를                            

 [그림 4] 3-(1) 문항에서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

[그림 5] 3-(2)문항에서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

                         
(注: 채점: 1-아주 이상하다, 2-이상하다, 3-보통이다, 4-자연스럽다, 5-아주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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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1)과 3-(2)는 모두 요구의 상황이다. 3-(1)는 수업을 관리하는 조교
가 수강생들에게 과제물을 사이트에 올려달라는 요구 상황이며 3-(2)는 조교가 
모 교수님께 학술 대회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 상황이다. 3-(1)에서 청자인 수
강생들이 과제물을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모두 수강생들의 의무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또한 화자인 수업을 관리하는 조교는 수강생들에
게 과제물을 올려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
서 조교가 간접적이거나 완곡하게 수강생들에게 요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직접적이고 강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따라서 3-(1)에서 ‘올
리시기를 바랍니다.’와 ‘올리십시오.’와 같은 강제성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와 같은 강제성이 약하고 완곡성이 높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게 된다.    
  [그림 4]의 차트를 통해서 상황 3-(1)에서 표현‘올리시기를 바랍니다.’에 대해
서 한국인 집단(4.1)과 외국인 집단(4.0)이 모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표현‘올리시면 좋겠습니다.’와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해서는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국인 집단은 ‘올리시면 좋겠습니다.’와 ‘올리
셨으면 좋겠습니다.’를 어색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 집단은 두 표현을 자연스럽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학습자가 요구 화행 기능을 수행하는 희망 
표현에 대해서 강제성과 완곡성에 대한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문항 3-(2)의 상황은 문항 3-(1)와 비슷하여 공적인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
게 행동 요구하는 권리를 갖추며 강제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3-(2)에서는 비
록 화자가 요구의 권리를 갖추기는 하지만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에 
차지하고 있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청자의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공손하게 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3-(2)에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와 같은 공손성과 완곡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자
연스러운 반면에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와 같은 완곡성이 약하고 강제성이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교수님’께 무례한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어색한 표현이 된
다. 
  [그림 5]의 차트를 통해서 상황 3-(2)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는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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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를 더 선호하는 반면에 외국인 학습
자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를 더 선호하였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해서는 한국인 집단(3.9)과 외국인 집단(3.8)이 모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반
면에 표현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와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에 대해서는 한국
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이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보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에 대한 평균 점수가 3.1로 나타났고 외국인 집단
의 경우 3.9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이 교수님께 ‘자료를 보내 주
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희망을 표현하는 것을 ‘보통’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반면에 외국인 집단이 이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며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청자의 신분에 따라 상황 3-(1)와 3-(2)
에서 선호하는 표현이 달라지는 반면에 외국인 학습자는 두 상황에서의 뚜렷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인 집단이 희망 표현‘-기 바라다’ 구문을 사
용하는 것이 상황 3-(1)에서는 자연스럽지만 3-(2)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희
망 표현‘-았/었/였으면 좋겠다’ 구문을 사용하는 것이 상황3-(1)에서는 이상하지
만 3-(2)에서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외국인 집단은 두 상황에서 ‘-
기 바라다’ 구문과 ‘-았/었/였으면 좋겠다’ 구문의 사용함에 있어서 모두 자연스럽
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가 희망 표현간의 담화 문법적 차이를 제대
로 인식되어 있지 못해 담화 맥락에 따라 적절한 희망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 부탁 화행

  부탁 화행은 화자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 청자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지식적 화행이다. 즉 청자의 행동에 의해서 화자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화자의 이득이 이루기 위해서 청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설문지에서 1-(1)와 
1-(2)는 부탁 상황인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두 상황에서 각 표
현들에 대한 인식 양상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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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1) 당신은 대학원생입니다. 논문을 쓰고 있는 당신은 논문 제출하기 
          전에 지도 교수님께 논문을 한 번 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교수님, 제 논문을 좀 한번                               

상황 1-(2) 영어 발표문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은 영어 잘하는 친한 선배에게 
          발표문을 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 .......제 발표문을 좀 한번                                          

[그림 6] 1-(1) 문항에서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

[그림 7] 1-(2) 문항에서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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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와 1-(2)는 ‘부탁’의 상황이다. 1-(1)는 화자가 청자인 ‘지도 교수님’께 
논문을 봐달라고 하는 부탁이며 1-(2)는 화자가 청자인 ‘친한 선배’에게 영어 발
표문을 봐달라고 하는 부탁이다. [그림 6]의 결과를 통해서 1-(1)에서 한국어 모
어 화자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고 두 번째는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이며 세 번
째는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외국인 
학습자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주실 수 있
으십니까?’이고 두 번째는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며 세 번
째는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다. 

사후 점검 인터뷰를 통해서 두 집단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의문문 표현인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주실 수 있
으십니까?’ 보다 희망 표현인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와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교수님께 논문을 봐
달라고 부탁하는 학생으로서 의문문 표현을 사용할 경우 교수님이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드리게 되므로 본인의 의도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에 실패할 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자신의 부탁을 상대방이 들어주게끔 하는 데에서 상대
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게 되는 의문문보다는 ‘-았/었/였으면 좋겠다’나 ‘-았/었/
였으면 하다’와 같은 희망 표현을 사용하여 보다 성공적인 ‘부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기 바라다’의 경우에는, 자신의 희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게 
되므로 어떠한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다. 

이와는 달리 외국인 학습자는 희망 표현인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 주셨으면 좋
겠습니다.’나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 주셨으면 합니다.’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
다. 오히려 모어 화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제 논문을 좀 한 번 봐 주시기를 바
랍니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외국인 학습자가 희망 
표현에서 나타나는 강제성이나 공손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
다. 

하지만 1-(2)에서 교수님이 아닌 친한 선배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한국어 모
어 화자가 선호하는 표현은 1-(1)와 달라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봐 주실 수 있어요?’와 ‘봐 주세요.’이지만 희망 표현인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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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6-(1) 당신은 회사 대리입니다. 내일은 주말이고 과장님이 내일 회식하러 
          가자고 하시는데 당신은 프로젝트 때문에 어제 잠을 못자서 집에서 
          쉬려고 과장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과장님: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으니까 내일 회식하러 갈까?
당신: 제가 프로젝트를 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은 집에서              

상황 6-(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친한 직장 동료일 경우
당신: 프로젝트를 하느라 잠을 못 잤어. 내일은 집에서                    

‘봐 주셨으면 해요.’를 덜 선호한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회적 거리가 가까
운 청자에게 부탁할 때 ‘희망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들을 사용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는 1-(1)와 
1-(2) 두 상황에서 희망 표현에 대한 선호도가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가 희망 표현의 부탁 화행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3.2 거절 화행

  거절 화행은 상대방의 요구, 부탁, 제안, 설득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
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설문지에서 
6-(1)와 6-(2)는 거절 상황인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두 상황에
서 각 표현들에 대한 인식 양상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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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6-(1) 문항에서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

[그림 9] 6-(2) 문항에서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
6-(1)와 6-(2)는 거절하는 상황이다. 6-(1)는 화자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

가 높은 청자인 ‘과장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이며 6-(2)는 화자가 자신와의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청자인 친한 ‘직장 동료’의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6-(1)와 6-(2)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집에서 쉬려고 하는 것은 청자가 회식하러
가자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다른 희망을 표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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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7-(1) 당신의 친한 친구가 어제 대학원 입학 인터뷰를 봤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 너 가고 싶은 대학에 꼭                                        

간접적으로 청자의 요청을 거절한다. 따라서 6-(1)와 6-(2)에서 모든 희망 표현 
구문이 간접적 거절 화행을 수행한다. 하지만 청자와의 친소관계나 사회적 거리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선하는 표현과 덜 선호하는 표현이 다르다. 위 차트
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6-(1)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과장님’께 거절시 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은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와 ‘집에서 쉬었으면 해요.’이다. 이
는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의 완곡성이 다른 희망 표현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가 먼 청자인 ‘과장님’께는 이런 표현들을 보다 자연스럽
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는 완곡성이 
조금 떨어지는 ‘집에서 쉬고 싶어.’나 ‘집에서 쉴 거야.’와 같은 표현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상황 6-(1)와 6-(2)에서 외국인 학습자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유독 ‘-았/었/였으면 하다’ 구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꺼리는 경
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점검 인터뷰를 통해서 외국인 학습자가 ‘집에서 쉬
었으면 해요.’라는 표현이 전혀 완곡한 느낌이 없고 자신 희망을 너무 강하게 표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한 표현이라고 판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1)에서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와 ‘집에서 쉬었으면 해요.’ 두 표현에 
대해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인식의 정도에서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생각하
는 반면에, 외국인 학습자가 두 표현이 차이가 많아 ‘집에서 쉬었으면 해요.’보다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의 완곡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3 기원 화행

  기원 화행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기원할 때 실현되는 화행이다. 설문지에서 
7-(1)와 7-(2)는 기원 상황인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가 두 상황에
서 각 표현들에 대한 인식 양상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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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7-(2) 당신의 지도 교수님(사장님)께서 벌써 며칠 동안 몸이 편찮으셔서 
          학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교수님(사장님)께 병이 빨리 
나으시기를 기원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교수님,(사장님) 빨리                                                     

[그림 10] 7-(1) 문항에서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

[그림 11] 7-(2) 문항에서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집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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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와 7-(2)는 화자가 청자에 대한 ‘기원’하는 상황이다. 7-(1)는 친한 친
구에게 대학원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상황이며 7-(2)는 교수님께 빨리 완쾌하시기
를 기원하는 상황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상황 7-(1)에서 가장 선호하는(자연
스럽다고 생각하는)표현은 ‘꼭 합격하기를 바라.’이고 7-(2)에서 가장 선호하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표현은 ‘빨리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인데 즉, 한국어 모
어 화자가 타인에게 기원하는 상황에서 ‘-기 바라다’ 구문 표현을 가장 선호한다. 
이와 달리 외국인 학습자가 상황 7-(1)에서 가장 선호하는(자연스럽다고 생각하
는)표현은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이고 7-(2)에서 가장 선호하는(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표현은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이다. 즉, 외국인 학습자가 타인
에게 기원하는 상황에서는 ‘-기 바라다’ 구문 표현보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구
문 표현을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기원’의 의미를 표현할 때 다
른 희망 표현보다 ‘-기 바라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기 바라다’가 ‘기원’의 
의미로 사용할 때 자신보다 사회 지위가 높거나 나이 많은 청자에게도 사용가능하
다. 이 점은 ‘-기 바라다’가 ‘지시적 화행’을 실현 시 차이가 나는데 ‘-기 바라다’
가 ‘지시적 화행’을 실현할 때 자신보다 사회 지위가 높거나 나이 많은 청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이는 ‘-기 바라다’가 ‘기원 화행’을 수행하느냐 ‘지시적 화행’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담화 문법적 제약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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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희망 표현 교육의 실제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희망 표현의 특성 및 Ⅲ장에서 실험한 결과를 토대
로 효과적인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과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희망 표현의 교육 원리를 논의할 것이고 교육 원리에 따른 희망 표현의 교육 목표
를 세울 것이다. 다음으로 희망 표현의 교육 목표에 따른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
을 구축하고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희망 표현의 교육 목표

이 절에서는 한국어 희망 표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희망 표현의 교
육 목표 설정은 효과적인 교육 내용 구축 및 교육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선행되어
야 하는 과정이다. 교육 목표를 명시해 주는 것은 교육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실천 전체를 유기적으로 조직하는 데, 교사와 학습자의 교수·학
습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라센-프리만(Larsen-Freeman, 2001)은 문법은 형태 그 이상에 대한 것이며 
학생들에게 규칙을 알려주는 데에 그친다면 문법은 제대로 가르쳐질 수 없다고 주
장한다. 그는 문법적 구조는 (형태·통사론적)형태를 가질 뿐 아니라 적절한 맥락에 
사용(화용론)하여 의미를 표현하는 데(의미론)에도 사용되어진다고 하며 문법의 
삼차원적 틀을 제안하였다. 

        [그림 13] 문법의 삼차원적 틀 
(Larsen-Freem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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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틀은 파이 도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파이 모양이 문법의 복잡성을 다루
는 3가지 차원-구조 또는 형태, 의미론 또는 의미, 사용을 결정하는 화용론적 조
건-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잘 두르러지게 나타내준다. 따라서 효과적인 희망 표
현의 교육 내용에 형태·통사론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희
망 표현의 교육 목표도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의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기존의 구조주의적, 변형 문법적 관점에서 
담화, 화용으로 언어학의 연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문장 중심에서 벗어나 담화 
차원으로, 정확성을 강조하던 것에서 유창성이나 사회적인 적절성으로 그 관심의 
영역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해영(1998)에서 화용적 특징이 강한 한국어 문
법 항목을 교수 시 단지 형태나 그 의미의 교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화용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화용적인 특성이 고려된 문법 교수에
서는 특정의 담화 맥락에서 해당 문법 항목의 사용이 사회적으로나 담화·화용적으
로 적절한가에 초점을 두며 따라서 의미가 비슷한 여러 가지의 문법 항목이나 문
법적 표현들 중에서 단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여 발화하게 되는 근거를, 문법적 정
확성에서보다는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반영한 화용적 적절성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문법의 화용적 특성을 담화 차원에서 교육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점을 받아들여 효과적인 한국어 희망 표현의 화용적 특성을 교육하기 위해 
담화 층위에서 교육해야 하며 희망 표현들 간의 변별적 차이도 담화 층위에서 다
루어야 한다고 본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자신의 의도를 적절한 말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상대방의 발화 의도를 아는 것이다. 또한 제2언어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가 학습자들이 목표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엘리스 
Ellis, 2002) 때문에 제2언어 교육의 목표도 이해와 표현의 두 측면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희망 표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이해와 표현 두 측면을 모
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본고에서 희망 표현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아래 
4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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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희망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 희망 표현의 의미적 특성 및 화용적 기능을 이해하고 담화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 희망 표현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희망 표현을 변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 희망 표현의 교육은 이해 층위와 사용 층위를 모두 고려해 교육해
야한다. 

둘째, 한국어 희망 표현의 교육은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차
원을 모두 고려해 교육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 희망 표현은 문장 차원에서 벗어나 담화 층위에서 교육해야 한다. 
넷째, 희망 표현들 간의 변별적 차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희망 표현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2.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 및 교육 내용의 위계화

 
효과적인 한국어 문법 교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에 대한 내용 연

구와 방법론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내용 연구가 뒷받침이 될 때 교수방
법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희망 표현의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안하기 전에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Thornbury(1999)는 문
법의 교수요목(교육 내용)은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이관규 외 
2004 재인용)

● 선택-무엇을 다뤄야 하나?
● 위계화-어떤 순서로 선택 항목을 다뤄야 하나?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위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희망 표현의 교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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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논의할 것이다.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어떤 순서
로 가르칠 것인지에 관련 문제를 다룰 것이다. 우선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와 관
련하여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겠다. 

       
2.1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선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의 선정 원리
를 토대로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의 선정 원리를 논의하고 그 다음으로 개별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교육 내용을 구축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희
망 표현들 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차이에 따른 교육 내용을 구축할 것
이다. 

2.1.1 희망 표현 교수요목의 선정

강현화(2005)는 한국어 교육 문법을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교사 문법
과 학습자 문법’, ‘이해 문법과 표현 문법’,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 ‘교수 문법과 
참고 문법’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교사 문법’과 ‘학습자 문법’
에 있어서 교사 문법은 주로 교수에 필요한 문법과 교수를 하는 데에 참고가 될 
문법이 어떤 것이냐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며, 학습자 문법은 교사나 교재 편찬자
의 판단에 따른 혹은 학습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목표 언어의 가장 핵심적인 문
법의 내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희망 표현의 교사를 위한 문법에 있어서 교사는 Ⅱ장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희망 표현을 하나의 문법 체계로 인식되고 개별 희망 표현의 특성뿐
만 아니라 희망 표현들 간의 변별적 차이를 모두 알아야한다. 본고에서 자세히 구
축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은 학습자를 위한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이다. 

또한 ‘교수 문법과 참고 문법’에 있어서 참고 문법은 자습을 위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하는 것이며 교수 문법은 교수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코스북)를 위한 것
으로 구분한다.  본고는 희망 표현 가운데 ‘교수 문법’이 될 항목과 ‘참고 문법’이 
될 항목을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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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교육 내용 형태·통사적 교육 내용 화용적 교육 내용
1인칭 주 [주어 인칭 제약]: 주어가 2인칭  [부탁 화행]: 화자가 자

‘교수 문법’ 항목 ‘참고 문법’ 항목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기 바라다

-았/었/였으면 싶다

[표 43] 희망 표현의 ‘교수 문법’ 항목과 ‘참고 문법’ 항목

Thornbury(1999)는 ‘유용성’과 ‘비도’를 교수요목의 선택 기준으로 결정된하고 
하였다. ‘-았/었/였으면 싶다’는 의미상 및 사용상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
었/였으면 하다’와 비슷하여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로 대
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았/었/였으면 싶다’에 대한 사용 빈도는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보다 훨씬 낮다.35) 이 3개의 비슷
한 문법 표현을 다 제시하면 학습자가 이들 간의 의미상, 용법상의 변별적 차이를 
구별하는 데의 어려움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법의 ‘유용성’과 
실제 생활에서의 ‘사용 빈도’의 의해서 본고에서 ‘-았/었/였으면 싶다’를 ‘교수 문
법 항목’에서 제외시키며 ‘참고 문법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2.1.2 개별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

본고에서 교육 목록으로 선정된 희망 표현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았/
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 ‘-기 바라다’의 형
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교육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룰 것이다. 

(1) -고 싶다

35) 앞에 Ⅱ장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
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가 나타난 빈도는 40, 18, 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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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화자가 
자신의 희망
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
다.

인 경우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
고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 ‘-고 
싶다’를 대신에 ‘-고 싶어하다’를 
사용한다. 

[선행 용언 제약]: ‘-고 싶다’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나 
‘명사+이다’와 결합하는 제약이 있
다. 대신에 ‘형용사+지다’나 ‘명사
+되다’가 선행 용언이 될 때 결합 
가능하다. 

[종결 표현]: 화용적 공손성 및 
완곡성을 더하기 위해 싶은데(요), 
싶어서(요), 싶네(요)를 사용한다. 

신의 희망을 표현하므로써 
간접적으로 부탁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안 화행]: 화자가 자신
의 희망을 표현하므로써 간
접적으로 제안의 기능을 수
행한다. 

 [거절 화행]: 화자가 자
신의 희망을 표현하므로써 
간접적으로 거절의 기능을 
수행한다.   

[의미]: 1인칭 주어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다. 
[주어 인칭 제약]: 주어가 2인칭인 경우 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고 주어가 3인  

                   칭인 경우에 ‘-고 싶다’를 대신에 ‘-고 싶어하다’를 사용한다. 
[선행 용언 제약]: ‘-고 싶다’는 동사와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나 ‘명사+이다’  

                   와 결합하는 제약이 있다. 대신에 ‘형용사+지다’나 ‘명사+되  
                   다’가 선행 용언이 될 때 결합 가능하다. 

  나는 운동하고 싶다. (O)
  나는 예쁘고 싶다. (X)   →   나는 예뻐지고 싶다. (O)
  나는 교사이고 싶다. (X) →  나는 교사가 되고 싶다. (O)
[부탁 화행]: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부탁의 기능을 
             수행한다.    볼펜 하나만 빌리고 싶은데요. 
[제안 화행]: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안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말에 같이 등산가고 싶은데..
[거절 화행]: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절의 기능을 
             수행한다. A: 주말에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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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적 
교육 내용

형태·통사적 
교육 내용 화용적 교육 내용

화자가 자신
의 희망을 표현
하거나 상대방에
게 행동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하
는 문법 표현이
다. 

주어 인칭 
보야 자유로움 

‘동사’, ‘형용
사’, ‘명사+이
다’의 선행 용
언과 결합 가
능

[지시적 화행]: 부탁, 제안, 명령, 요구 
화행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종결 표현
‘-습니다.’‘-아/어/여요’‘-는데(요)’, ‘-네
(요)’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어/여서(요)’와 결합 불가능하다. ‘-았
/었/였으면 좋겠다’보다 덜 공손하고 덜 완
곡하다.

[거절 화행]: 간접 거절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의미적 교육 내용 형태·통사적 
교육 내용 화용적 교육 내용

① 화자 자신의 희망
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② 화자가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행동 요구를 

주어 인칭 보
야 자유로움 

‘동사’, ‘형용
사’, ‘명사+이다’
의 선행 용언과 

[지시적 화행]: 부탁, 제안, 명
령, 요구 화행을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종결 표현‘-습니다.’‘-아/
어/여요’‘-는데(요)’, ‘-네(요)’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B:  주말에 집에서 쉬고 싶네요. 

(2) -(으)면 좋겠다

[의미]: 화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거나 상대방에게 행동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다. 
[부탁 화행]: 이거 좀 봐 주면 좋겠는데. 
[명령 화행]: 여기 테이블 좀 치워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안 화행]: A: 산책할래요? 영화 볼래요? B: 산책하면 좋겠어요. 
[거절 화행]: A: 걸어서 갈까요?  B: 택시 타고 가면 좋겠는데.

(3) -았/었/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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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
현 결합 가능

‘-아/어/여서(요)와 결합 불가능
하다.

[거절 화행]: 간접 거절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의미적 교육 내용 형태·통사적  
  교육 내용 화용적 교육 내용

① ‘희망’의 의미를 가
지고 화자 자신의 희망
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② ‘지시’의 의미를 가
지고 화자가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행동 요구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
현

주어 인칭 
보야 자유로움 

‘동사’, ‘형용
사’, ‘명사+이
다’의 선행 용
언과 결합 가
능

[지시적 화행]: 부탁, 명령, 제안 
등 화행을 수행 한다. 공손성 및 
완곡성을 더 하기 위해서 보통 종
결 표현‘-는데(요)’, ‘-네(요)’, ‘-
아/어/여서(요)’와 결합하여 사용한
다.

[거절 화행]: 간접 거절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의미]: ① 화자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② 화자가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행동 요구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부탁 화행]: 저를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명령 화행]: 자네가 한 번 가봤으면 좋겠네. 
[제안 화행]: A: 중국 음식 먹을까? 일본 음식 먹을까? 
             B: 오래만에 중국 음식 먹었으면 좋겠는데..
[거절 화행]: A: 커피 한잔 마시면서 쉬러 안 갈래?
             B: 나 이것 빨리 하고 얼른 끝냈으면 좋겠어. 

(4) -았/었/였으면 하다

[의미]: ① 화자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② 화자가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행동 요구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부탁 화행]: 시간 되면 이 문장 좀 번역해 줬으면 하는데.



- 104 -

의미적 교육 내용 형태·통사적  
   교육 내용 화용적 교육 내용

① 화자 자신의 희망
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② 화자가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행동 요구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
현

주어 인칭 
보다 자유로움 

‘동사’, ‘형용
사’, ‘명사+이
다’의 선행 용
언과 결합 가
능

[지시적 화행]: 보통 부탁, 제안 
등 강제성이 약한 지시적 화행을 
수행한다. 종결어미 ‘-는데(요), -
네(요), -아/어/여서(요)와 결합하
여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거절 화행]: 간접 거절 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의미적 
교육 내용

형태·통사적 
교육 내용 화용적 교육 내용

‘기원’과 ‘지시’ 1인칭 주어문에서 사 [기원 화행]:희망 표현 중에서 

[명령 화행]: 데이터를 꼼꼼하게 잘 분석했으면 하네. 
[제안 화행]: A: 자, 뭐부터 할까? 
            B: 쉬운 것부터 했으면 하는데.
[거절 화행]: A: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을까?
            B: 오늘 우리 언니 생일이라 저녁은 집에서 먹었으면 하는데.
 
(5) -았/었/였으면 싶다

[의미]: ① 화자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② 화자가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행동 요구를 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
[부탁 화행]: 지금 도서관에 갈 거면 이 책 좀 반납해 줬으면 싶은데.
[제안 화행]: A: 언제 만나면 좋을까?
             B: 저 주중에 좀 바빠서 주말에 만났으면 싶네요. 
[거절 화행]: A: 혹시 네 과제 내일 봐 주면 안 돼?
             B: 오늘 제출 마감 날이라서 오늘 안에 봐 주셨으면 싶은데요. 

(6) -기 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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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상대
방에게 기원하거
나 요구나 명령
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다. 

용하지 않음
* 난 밥을 먹기를 바

라.

동사, 형용사, ‘명사+
이다’등 다양한 선행 용
언과 결합 가능하다.

기원 화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표현이다. 예: 좋은 결과가 있
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시적 화행]: 일반적으로 강
제성이 있는 요구 화행, 명령 화
행을 수행한다. 또한 문어에서나 
공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한다. 
예: 시간 착오가 없도록 와 주시
기를 바랍니다. 

희망 기원 지시

-고 싶다
가장 직접적

으로 자신의 희
망을 표현 시 
사용하며 보통 

기원’의 의미
로 사용할 수 
없음

지시의 의미
로 사용할 수 
있지만 행동 주
체가 화자임

[의미]: 상대방에게 기원하거나 요구나 명령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다. 
[기원 화행]: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 화행]: 깔끔하게 처리하길 바라네.
[요구 화행]: 시간 착오가 없도록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2.1.3 희망 표현 간의 차이에 따른 교육 내용

희망 표현들 간의 차이에 따른 교육 내용도 역시 삼차원 문법의 틀을 토대로 하
여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차이에 따른 교육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룰 것이
다. 

(1) 희망 표현의 의미적 차이 교육 내용

희망 표현의 의미적 차이 교육 내용은 Ⅱ장에서 살펴본 희망 표현의 의미적 특
성 및 차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설정할 것이다.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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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사이에 
많이 사용한다.

-(으)면 좋겠다 친하지 않거
나 자신보다 사
회적 지위가 높
은 사람에게는 
‘-고 싶다’보다 
더 우회적이고 
공손하게 자신
의 희망을 표현 
시 많이 사용한
다. 상황에 따라
서 의미가 조금
씩 다르다.

‘기원’의 의미
로 사용할 수 
있으며 문어보
다 구어에서 많
이 사용한다. 지시의 의미

로 사용할 수 
있으면 보통 행
동 주체가 청자
임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
실 생 활 에 서 

한국어 모어 화
자가  ‘기원’의 
의미로 사용하
지 않는다. 

-았/었/였으면 싶다

-기 바라다

화자 자신의 
희망을 직접적
으로 표현할 때
에는 사용하지 
않다. 

‘기원’의 의미
로 가장 많이 
사용된 희망 표
현이며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많이 사용한다.

행동 주체가 
청자이며 공적
인 상황, 문어에
서 많이 사용함

(2)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차이 교육 내용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차이 교육 내용에 있어 주어 인칭의 제약과 종결 표현
의 양상으로 나눠서 희망 표현들 간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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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표현 1인칭 주어문 2인칭 및 3인칭 주어문

-고 싶다 1인칭 주어 
진술문

2인칭 주어인 경우 의문문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3인칭 주어인 
경우 ‘-고 싶어하다’를 사용해야
한다. 

‘희망’의      
  의미로

‘기원’의      
  의미로

‘지시’의      
   의미로

-(으)면 좋겠다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음

-았/었/였으면 좋겠다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음

-았/었/였으면 하다 사용할 
수 있음

문법상 
맞지만 

일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사용할 
수 있음

-았/었/였으면 싶다 사용할 
수 있음

문법상 
맞지만 

일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사용할 
수 있음

-기 바라다 사용할
 수 없음

사용할 수 
있음

사용할 수 
있지만 주어가 
항상 생략됨

-은/는데(요) -네(요) -아/어/여서(요)
-고 싶다 -고 

싶은데(요)
-고 

싶네(요) -고 싶어서(요)

-(으)면 좋겠다 -(으)면 
좋겠는데(요)

-(으)면 
좋겠네(요) 결합 불가능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 -았/었/였 결합 불가능

● ‘희망 표현’의 주어 인칭 제약의 차이 교육 내용

● 공손 기능 및 완화 기능을 가진 희망 표현의 종결 표현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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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좋겠는데(요)

으면 
좋겠네(요)

-았/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
면 하는데(요)

-았/었/였
으면 

하네(요)
-았/었/였으면 

해서(요)

-았/었/였으면 싶다 -았/었/였으
면 싶은데(요)

-았/었/였
으면 

싶네(요)
-았/었/였으면 
싶어서(요)

   희망 표현36) 요구 명
령 부탁 제안 거절 기원

 A B A B A B A B A B
-고 싶다 × ×  × ○ ○ ○ × ○ △ × ×
-(으)면 좋겠다 × △ ○ ○ ○ ○ ○ ○ △ ○ △
-았/었/였으면 좋겠다 × ○ ○ ○ ○ ○ ○ ○ ○ ○ ○
-았/었/였으면 하다 △ △ ○ ○ ○ ○ ○ ○ ○ △ △
-았/었/였으면 싶다 × × × △ △ △ △ × △ × ×
-기 바라다 ○ × ○ × × × × × × ○ ○

(3) 희망 표현의 화용적 차이 교육 내용
희망 표현의 화용적 차이 교육 내용에 있어서 지시적 화행, 거절 화행, 기원 화

행을 수행 할 때 그 차이점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청자의 사회적 지위, 화
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희망 표현 용법상의 차이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구체적 내용은 Ⅱ장에서 살펴본 희망 표현의 화용적 특성 및 차이를 참조하겠다. 

(‘요구’ 화행에서 ‘A’는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와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이며 ‘B’는 ‘청자
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을 겨우’이다. ‘부탁, 제안, 거절, 기원’ 화행에서는 ‘A’는 청
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B’는 청자와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이다.)

36) ‘○’는 사용 가능함을 표시하고 ‘×’는 사용 불가능함을 표시하고 ‘△’는 사용빈도 낮거나 
다른 희망 표현과 다르게 사용함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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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앞에서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축하였다. 이제는 희망 표현의 항목들과 교
육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다루어야 하는지, 각 각 어떤 학습 단계에서 다루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위계화를 할 것이다. 

2.2.1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원리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위계화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에 따라야 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다룬 다음에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실제를 제안하고자 한
다.  

문법 내용 위계화에 있어서 Palmer(1968)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빈도
(frequency), 구조적 결합(ergonic combination), 구체성(concreteness), 비율
(proportion), 일반적인 편의(general expediency) 등을 들었으며 이해영(2003)에
서는 빈도, 분포 범위, 학습의 용이성, 학습자의 필요도 등을 들었다. 또한 이은히
(2004)와 김재욱(2009)에서는 ‘나선형 학습’원리를 제안하였다. 나선형 학습이란 
하나의 문법 항목이 여러 단원에서 단계적으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학습자는 여러 
단원에 걸친 학습을 통해서 이 문법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실제 언
어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뜻한다. 하나의 문법 항목을 중심
으로 생각해 보면, 한 단원에서는 문법 항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은희 2004: 214-215, 김재욱 2009 재인용)

 따라서 나선형 학습을 고려한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는 초급 단계부터 
고급단계까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때 초급 단계에서는 희망 표현의 형태의 
의미,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문법 형태의 전형적인 기본 기능을 제시하고 고급 
단계로 갈수록 희망 표현의 화용적 기능 및 희망 표현간의 변별적 차이를 제시함
과 동시에 기습득한 희망 표현을 활용하여 ‘희망 표현’을 하나의 개념으로 체계적
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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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중급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하다37)

-기 바라다
고급 -았/었/였으면 싶다(참고 문법 항목으로 제시)

[표 44] 학습 단계에 따른 희망 표현 항목 위계화

초급
1) ‘-고 싶다’의 의미, 인칭 제약, 선행 용언 제약
2) ‘-(으)면 좋겠다’의 의미, 용법.
3) ‘-고 싶다’와 ‘-(으)면 좋겠다’의 의미적 차이점, 
   통사적 차이점

중급

1)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의 의미, 용법, 
   의미적 차이(간략하게)
2) ‘-기 바라다’의 의미, 용법. 
3) ‘-고 싶다’의 화행 기능
4)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 ‘-기 바라다’의  

     화행 기능 및 차이
5) ‘-(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좋겠다’의 차이

고급
1) ‘희망 표현’의 개념 도입, ‘희망 표현’의 전체 윤곽, 모든 항목 
   제시.
2) ‘희망 표현’의 특성 및 용법 정리. 희망 표현들 간의 형태·통사적  

2.2.2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실제

본고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위계화 원리에 따라 희망 표현의 문법 항목과 교육 
내용을 아래 와 같이 위계화를 할 수 있다.

[표 44]는 학습 단계에 따른 희망 표현 항목의 위계화 양상이다. 희망 표현 항
목 위계화는 주로 실제 생활에서의 사용빈도, 학습자의 필요도, 학습 용이성, 구조
적 결합 등 요소를 고려하여 제안한 것이다. 아래 [표 45]는 학습 단계에 따른 희
망 표현의 교육 내용의 위계화 양상이다. 

37) 본고는 교수 시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학습자에게 양자의 차이점을 교수하며 서로 대용할 수 있는 정보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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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의미적 차이점, 화용적 차이점 교육.
3) ‘-았/었/였으면 싶다’를 참고 문법으로 제시한다.

[표 45] 학습 단계에 따른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표 45]에서 중급 단계의 교육 내용은 ‘나선형 학습’의 원리에 따라 선정하게 

된 것이며 고급 단계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기존에 배운 희망 표현들이 머릿속
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문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선정하게 된 것이다.38)  

3. 희망 표현의 교육 방법 및 실제

문법 교육에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과 모형이 제안되고 있다. 본고에서 문법 교
육 방법에 있어서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을 살펴보고 두 접근법을 토대로 
만들게 된 교수·학습 모형을 살펴볼 것이며 효과적인 한국어 희망 표현 교육을 위
한 교수 방법과 모형들을 논의하자고 한다. 이러한 교수 방법 및 모형을 토대로 
수업예시 및 활동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문법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 모형으로 연역적(deductive)교수 모형과 귀납적
(inductive)교수 모형이 가능하다. 연역적 방법은 문법 규칙이 제시되고, 학습자가 
탐구와 예시를 통해 문법 규칙을 접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귀납적 방법은 규칙을 
접하지 않고, 학습자가 예시를 탐구하고 이러한 예시를 통해, 규칙을 이해하게 되
는 방법이다. Thornbury(1999)는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의 장점을 아래
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관규 외 2004:59/90 재인용)

연역적 접근법의 장점:
● 연역적 접근에서는 요점을 곧바로 알게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많은 규칙들, 특히 형태의 규칙들은 예시를 통해 도출해 내는 것보다 설명   
     하는 것이 간단하고 빠르다. 그러므로 연습과 적용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38) 김일병(2005)에서는 초급 학습자가 의사소통 자체를 언어 학습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고급 학습자는 기존에 배운 여러 문법 요소들이 머릿속에서 제2언어
로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문법 지식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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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역적 접근에서는 많은 학생들, 특히 성인 학습자들의 지능과 성숙을 존중  
     하며, 언어 습득에 있어서 인지적 과정의 역할을 인정한다.

● 연역적 접근은 교실 학습에 대한 많은 학생들, 특히 분석적인 학습 방식을   
     지닌 학습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킨다.

● 연역적 접근에서 교사는 요점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기보다, 그것이 
   나왔을 때에 다루게 된다. 

귀납적 접근법의 장점: 
● 학습자가 스스로 발견하는 규칙은 제시되는 규칙보다 그들의 사고 구조에 더  

     알맞은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규칙을 보다 의미 있고, 기억이 
   잘 되고, 쓸모가 있게 만들 것이다. 
● 이에 수반되는 정식적 노력은 심도 있는 인지적 깊이(cognitive depth)를 
   확보함으로써 기억의 향상을 도모한다. 
● 학생들은 학습 과정에서 단순히 소극적인 수용자로 있는 것보다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의가 더 깊어지고 동기화가 더 잘 
   되는 것 같다. 
● 귀납적 접근은 이러한 종류의 도전을 좋아하는 학습자에게 특히 적합한
   유형-재인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지하는 접근법이다. 
● 만약 문제 해결이 협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목표 언어에 있어 학습자는 
   언어 연습에 대한 별도의 기회를 얻게 된다. 
● 스스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더 높은 자기 신뢰감을 갖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자율(autonomy)에 도움이 된다. 

3.1 연역적 접근법을 통한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내용 교육

강현화(2005)는 문법 교수의 단계를 ‘도입, 제시, 연습, 사용, 정리’로 나눠서 
[그림 13]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연역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구성된 수업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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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문법 교수의 단계(강현화, 2005) 

 [도입 단계]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끝나고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교사는 ‘-고 

싶다’를 사용하여 자신이 수업 끝나고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법 항목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킨다. 

(예) 교사: 여러분, 수업 끝나고 무엇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수업 끝나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교사가 학생 한명에게 수업 끝나고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학생이 대
답한 다음에 교사가 학생의 답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시 전달한다. 

본고에서는 연역적 접근법을 통해서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규칙을 교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위 모형을 바탕으로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특성 및 제약
을 교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업 예시는 아래와 같다. 

<수업 예시>

1) 단원의 구성
● 학습자: 초급 중반
● 목표: ‘-고 싶다’의 인칭 제약을 이해하고, 1인칭 화자의 희망 표현과 3인칭 

주어의 희망 표현을 정확하게 발화할 수 있다. 
● 문법: -고 싶다/-고 싶어하다

2) 수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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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사: 자, 미나씨, 수업 끝나고 무엇을 하고 싶어요?
     학생 미나: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교사: 아, 네. 미나씨는 수업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해요. 

이런 식으로 교사가 다른 학생 두 명에게도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고 학
생의 답을 모든 학생들에게 다시 전달한다. 

[문법 제시 단계] 
교사가  ‘-고 싶다’를 사용 시 인칭 제약이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1인칭 주어 화자의 희망을 표현 시 ‘-고 싶다’를 사용하지만 3인칭 주어 화자
의 희망을 표현 시 ‘-고 싶다’를 대신에 ‘-고 싶어하다’를 사용하는 것과 2인
칭 청자에게 질문할 때는 ‘-고 싶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 준다. 

[연습 단계] 

(1) 무슨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A: 무슨 운동을 배우고 싶어요?
B: 나는            을(를) 배우고 싶어요.                

(2) 무엇을 먹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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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무엇을 먹고 싶어요?
B: 저는               을(를) 먹고 싶어요.

                           [사용 단계]
‘주말 계획’에 대해서 옆에 친구하고 대화를 나눠 보세요. 끝나고 자신이 주

말에 하고 싶은 것과 옆에 친구가 주말에 하고 싶은 것을 작성해 보세요.  

나는 주말에                         고 싶어요.
                                    고 싶어요.
                                    고 싶어요. 

친구가 주말에                         고 싶어해요.
                                      고 싶어해요.
                                      고 싶어해요. 
 
학생들이 짝과 대화 나눈 다음에 교사가 학생 몇 명에게 자신의 주말 계획과 

친구의 주말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시킨다.
[정리 단계]

위의 연습과 활동 등이 끝난 후 교사가  다시 ‘-고 싶다’의 인칭 제약을 정
리하고 다음 차시를 예고한다. 

3.2 귀납적 접근법을 통한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 교육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법 교수방법은 PPP모
형과 TTT모형으로 짐작될 수 있으며 그 외에 OHE모형이나 NDAE모형의 도입도 
시도되고 있다. 강현화(2006)에서는 4가지 모형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하였
다. 

 ◆ PPP 모형: 기존의 문법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만을 제시(Presentation)한 뒤
에 연습(Practice)을 통해 생성(production)을 하는 정확성을 강조하고 유창성을 
가미하는 교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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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T 모형(Task→ Teach→ Task): 과제(Task)를 기반으로 하며 과제해결
을 통해 유창성을 익힌 후 정확성을 가미한 문법 교수 모형이다. 

 ◆ OHE 모형(Observation-Hypothesis-Experiment): 어휘적 접근법(lexical 
approach)을 제시하여 관찰-발견·가설-탐구·시도의 방법을 통해 문법 항목의 위
계화 없이 어휘적 접근법으로 교수하는 모형이다.

 ◆ NDAE 모형(Noticing-Discovering Rules-Accommodation and 
restructuring-Experimentation): 문법 현상에 주목하고 문법 의식을 고양하여 탐
구 학습의 방법을 복합한 교수모형이다. 

위 4가지 모형 가운데 PPP 모형은 강현화(2005)에서 제시한 모형과 비슷하여 
모두 연역적 접근법과 관련이 깊고 TTT 모형은 과제 중심의 문법 교수 모형이고 
볼 수 있으며 OHE 모형과 NDAE 모형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발견과 탐구를 
통해서 문법을 배운다는 것이며 따라서 OHE 모형과 NDAE 모형은 귀납적 접근법
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문법에 대한 탐구 능력을 신
장해야 하는 것, 학습자의 언어 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이는  
OHE 모형과 NDAE 모형에서 학습자의 발견 능력, 탐구 능력을 강조하는 것과 유
사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어떤 특정한 교수 모형을 따르기보다는 ‘문법 의식 상
승 과제’39)를 제안하고자한다.

강혜옥(2006)에서 문법 의식 상승 과제의 개념은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
가 문법에 명시적으로 주목하고 문법에 대한 가설을 형성하는 구조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안내하는 문법 문제 해결 활동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법 의식 상
승 과제를 통해서의 문법 교육은 여러 가지 효과는 강혜옥(2006)에서 소개해왔다. 
우선 문법 학습은 교사의 제시를 통해 학습자에게 전수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 교실 수업 및 여러 외부적 환경과 더불어 상호작용하는 학습자의 인지적 과
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문법 교수의 방향은 학습자 스스로 의사소통의 
중요한 자원이자,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skill)로서 문법을 주목하고 학습해 갈 수 
39) 강혜옥(2006)에 따르면 문법 의식 상승은 학습자의 문법 의식을 민감케 하는 것으로 문

법의 본질적 역할, 즉, 맥락 속에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선택하는 언어 자원으로서 문법
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맥락 속에서 문법에 대한 형태적, 의미적, 화
용적 특징의 탐색을 통해, 해당 문법 항목이 어떻게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를 보다 명시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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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인지적 과정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법 의식 상승 과제는 학습자에
게 문법의 형태, 의미, 화용 규칙에 대하여 스스로 관여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학습자의 높은 관여는 학습자가 문법 학습한 내용을 내면
화 시키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또한 문법 의식 상승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의 자율성(learner autonomy)을 발
달시킨다. 즉 학습자들이 보다 독립적이 되고 교실을 넘어 교사 없이 스스로 학습
할 때 자신들에게 필요한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된다. 따라
서 한국어 학습의 고급으로 갈수록 더욱 문법 의식 상승 과제가 필요하다. 고급 
학습자들은 이제 교실에서 한국어 수업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기존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세계에서 무한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한국어를 접하며, 이를 자신
의 지식으로 수용시켜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문법 의식 상승 과제’를 통해서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을 교육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문법 의식 상승 과제를 통해서 학습자가 스스로 희망 표현
의 화행 기능을 인식하는 것, 화행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이해, 희망 표현과 다른 
표현과의 화행 기능적 차이점, 희망 표현들 간의 화행 기능적 차이점을 스스로 발
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과제를 설계하여 이러한 과제의 수행을 통해서 학습자의 
문법 탐구 능력 및 발견 능력을 길러 주면서 문법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활동 예시>

1) 단원 구성
● 학습자: 고급(5급)
● 내용: ‘-았/었/었으면 좋겠다’의 요구 화행 기능 이해와 사용
● 목표: ‘-았/었/였으면 좋겠다’가 요구 화행 기능에 대해 이해, 사용, 다른 요

구 표현과의 변별적인 차이, ‘-았/었/였으면 좋겠다’를 요구 화행으로 사용하는 언
어 환경. 즉 청자와의 친소 관계, 상하 관계, 요구의 부담. 요구 화행을 수행 시의 
공손성, 완곡성, 목표 달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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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단계]
어려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 떤 행동을 ‘요구’할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얼마 전에 다른 누구에게 전공 책 한 권을 빌려줬어요. 하
지만 기말 레포트를 쓰느라 여러분이 그 책을 참고하고 싶어 해요. 이때에 여
러분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책을 달라고 말할 거예요? 말을 할 때 무엇을 고려
해서 말을 할까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몇 분 지나고 나서 학생 두 명에게 질문을 한다. 
                           [탐구 발견 단계]
이제는 여러분 아래 상황에서 (A), (B), (C), (D)표현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4가지 표현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았/었/였
으면 좋겠다’를 사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해 보
세요. 

[상황] 2주 전에 빌려간 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 

-(1) 청자가 친한 친구인 경우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빌려간 책을 다 봤지? 
나 요즘 그 책이 필요해서                            
 (A) 그 책 좀 돌려 줘.
 (B) 그 책 좀 돌려 줄래?
 (C) 그 책 좀 돌려 줄 수 있어?
 (D) 그 책 좀 돌려 줬으면 좋겠어./좋겠네./좋겠는데

 -(2) 친한 선배인 경우 

 (A) 그 책 좀 돌려줘요./주세요.
 (B) 그 책 좀 돌려줄래요?
 (C) 그 책 좀 돌려 줄 수 있어요?

2) 수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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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선호하는 표현
1-(1) 친한 친구에게 책 돌려달라고 
1-(2) 친한 선배에게 책 돌려달라고
1-(3) 친하지 않은 선배에게 책 돌려달라고

 (D) 그 책 좀 돌려 줬으면 좋겠어요./좋겠는데요./좋겠네요.
 
-(3) 친하지 않는 선배인 경우

  (A) 그 책 좀 돌려줘요./주세요.
  (B) 그 책 좀 돌려주실래요?
  (C) 그 책 좀 돌려 줄 수 있어요?
  (D) 그 책 좀 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좋겠는데요./좋겠네요. 

* 토론하면서 아래 표를 완성하도록 해주고 표 완성하면 발표를 시킨다.

제시 단계
교사가 각 상황마다 4가지 표현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청자와 화자의 친소 

관계, 상대적 힘, 연령 등에 따라서 선호하는 표현이 달라진다는 이유를 구체
적으로 설명해준다. 희망 표현 ‘-았/었/였으면 좋겠다’의 요구 화행 특성을 알
려주고 다른 표현과의 차이점을 알려준다. 

연습 단계
이 단계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았/었/였으면 좋겠다’ 및 다른 지시적 표현을 

자발적이며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끔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청자와 화자의 관계

를 주고 주제를 정해주고 지시적 화행을 수행하는 역할극을 하게 한다. 해당 
주제 및 인물 관계 사이에 ‘-았/었/였으면 좋겠다’로 지시적 화행 수행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가 어색한가를 생각하면서 역할극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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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어 문법 교육의 목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적절한 문법을 사용
하여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함에 있다.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문법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때 큰 혼란을 겪는다. 특히 희망 표현의 경우, 매우 다양한 화행적 기능을 지니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거나 체면
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때문에 모어 지각이 없는 학습자는 희망표현
을 사용할 때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효과적으로 한국어 희망 표현을 교육
하기 위해서 희망 표현의 특성을 고찰하고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및 이해 양
상을 살펴보고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 및 교육 내용의 위계화에 대해서 논의하였
다.  

본고에서 논의한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는 ‘희망 표현’의 개념을 명료화

하여 이를 ‘희망’의 의미를 가지는 ‘문법 덩어리 표현’이라고 하였다. 15종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과 모어 화자 구어 말뭉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본고는 희망 표
현의 교육 목록을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었/였
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 -기 바라다’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교육 목록으로 선정된 희망 표현을 대상으로 그들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들 간의 차이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의
미적 특성에 있어서 ‘희망’, ‘기원’, ‘지시’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1인칭 화자가 자
신의 ‘희망’을 표현할 때 ‘-고 싶다, -(으)면 좋겠다, -았/었/였으면 좋겠다, -았/
었/였으면 하다, -았/었/였으면 싶다’를 사용하는 반면에 –기 바라다’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기원’을 할 때 ‘-기 바라다’를 많이 사용하는 반
면에 ‘-고 싶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밝혔다. 형태·통사적 특성에 있어서 ‘주어 
인칭 제약’, ‘선행 용언 제약’, ‘종결 표현’, ‘관형어 표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화용적 특성에 있어서 희망 표현이 수행할 수 있는 ‘지시적 화행’,  ‘거절 화행’, 
‘기원 화행’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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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1) ‘-고 싶다’의 의미, 인칭 제약, 선행 용언 제약
2) ‘-(으)면 좋겠다’의 의미, 용법.
3) ‘-고 싶다’와 ‘-(으)면 좋겠다’의 의미적 차이점, 
   통사적 차이점

중급

1)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의 의미, 용법, 
   의미적 차이(간략하게)
2) ‘-기 바라다’의 의미, 용법. 
3) ‘-고 싶다’의 화행 기능
4) ‘-았/었/였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하다’, ‘-기 바라다’의  

     화행 기능 및 차이
5) ‘-(으)면 좋겠다’와 ‘-았/었/였으면 좋겠다’의 차이

셋째, 한국어 교육 자료로써 한국어 교재에서 희망 표현에 대한 문법 기술을 분
석하였다. 교재마다 희망 표현의 교수요목이 다르고 제시 단계도 각기 다르다는 
점을 밝혀으며 교재에서 희망 표현의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 및 희망 
표현간의 차이점에 대한 기술도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 자료로써 180명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학습
자의 오류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초, 중급 학습자가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자 
할 때 단조롭게 ‘-고 싶다’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에 대한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부탁, 제안, 요구, 제의, 명령, 거
절, 기원의 화행 상황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실시하고 모어 화자 집단과 외국인 학
습자 집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담화 맥락에 따라 적절
한 희망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외국인 학습자는 희망 표현 간의 담화 문
법적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담화 맥락에 따른 희망 표현을 적절히 사용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Ⅱ와 Ⅲ장의 논의를 통해서 희망 표현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위계화를 시도하였다. 교육 내용에 있어서 개별 
희망 표현 및 희망 표현 간의 차이로 나누어,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측면에
서 다루어보았다. 교육 내용의 위계화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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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1) ‘희망 표현’의 개념 도입, ‘희망 표현’의 전체 윤곽, 모든 항목 
   제시.
2) ‘희망 표현’의 특성 및 용법 정리. 희망 표현들 간의 형태·통사적  

     차이점, 의미적 차이점, 화용적 차이점 교육.
3) ‘-았/었/였으면 싶다’를 참고 문법으로 제시한다.

 학습 단계에 따른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또한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을 통해서 효과적인 희망 표현의 교육 방안

을 제안하고 이에 따른 수업예시와 활동예시를 제시해 보았다. 연역적 접근법을 
활용한 교수는 강현화(2005)에서 제안한 수업 모형에 따라 수업의 구성함을 제안
하였으며 귀납적 접근법을 활용한 교수는 ‘문법 의식 상승 과제’를 통하여 학습자
가 희망 표현의 화행 기능을 스스로 탐구하고 그 특성들을 밝히도록 교사가 도와
줄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에서 희망 표현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 교재와 문법 사전 및 한국어 문법 교
수법에 활용할 수 있는 희망 표현 교육 내용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어 상의 희망 표현 사용 양상을 배제하여 희망 표현의 문
어적 특성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 희망 표현의 구어 문법적 특성과 문어 문법적 
특성의 차이점을 밝혀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후
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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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   □한국 (고향은     도      시)     □중국     □기타 (    )  
  2. 성별:   □남             □여

3.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4. 전공:              전공
   과정: □대학생   □석사 과정생   □박사 과정생   □직장인  □기타() 
5. 직장 경력 시간
    □ 없음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년 이상  

   6. (외국인에 해당) 한국에서 거주 기간 
       □ 1~2년      □ 2~3년   □  3~4년       □ 4년 이상
7. (외국인에 해당) 한국어를 배운 시간
    □ 1년 미만   □ 1~2년      □ 2~3년   □  3~4년    □ 4년 이상
8. (외국인에 해당)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급수
   □없음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9. (외국인에 해당) 한국어를 배우 시 사용한 교재 이름 혹은 출판 기관: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희망표현 교육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사

용될 것이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석사 논문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 
설문지는 학술 연구 이외에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자료의 
익명성은 보장될 것입니다.

                                                                       
                                                        2012년 1 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과정 최애녕 

[부록] 설문지

※다음 물음에 답해주십시오. 해당 사항에 ✔ 표 해 주시거나 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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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이상하다

이상 
하 다

보통
이다

자연
스럽다

아주자
연스럽다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봐 주셨으면 합니다.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봐 주십시오.
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주 
이 상 하
다

이 상  
   하다

보 통  
   이다

자 연  
 스럽다

아 주 
자연스럽
다

봐 주시면 좋겠어요.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봐 주셨으면 해요.
봐 주셨으면 싶어요.
봐 주시기를 바래요.
봐 주세요.
봐 줄 수 있어요?

각 상황에서 제공된 표현들의 자연스러운 정도를 판단하여 체크해 주시며 당신
이 가장 선호하는 표현 하나 고르시거나 적어 주세요. 

1-(1) 당신은 대학원생입니다. 논문을 쓰고 있는 당신은 논문 제출하기 전에 
     지도 교수님께 논문을 한 번 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교수님, 제 논문을 좀 한번                               

1-(2) 영어 발표문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은 영어 잘하는 친한 선배에게 발표문
을 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당신: .......제 발표문을 좀 한번                                          

2. 당신은 회사 과장입니다. 직원에게 출장을 가라고 합니다. 
당신: 이번 출장은 자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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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   
 이 상 하
다

이
상    
하다

보 통  
   이다

자연
스럽다

  아주 
자연스럽다

가면 좋겠어.
갔으면 좋겠어.
갔으면 해.
갔으면 싶어.
가기를 바래.
가면 좋을 것 같아.
가게.
가라.

아주 
이상하

다
이상  

하다
보통  

  이다
자연
스럽
다

 아주 
자연스럽

다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리셨으면 합니다.
올리셨으면 싶습니다.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올리십시오.

아주 
이상하

다
이상

하다
보

통이
다

자연
스럽다

아주 
자연스럽

다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3-(1) 당신은 수업을 관리하는 조교입니다. 모든 수강생들에게 과제물을 목요
일까지 과제 사이트에 올리라는 공지 메일을 보냅니다.

당신:.................. , 과제물은 목요일까지 사이트에                            

3-(2) 당신은 조교입니다. 김 교수님께 학술 대회 자료를 목요일까지 보내달라
고 이메일을 씁니다.

 당신: ................., 목요일까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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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 
이 상 하
다

이상  
  하다

보통  
  이다

자연
스럽다

아 주 자
연스럽다

타고 가고 싶어요.
타고 가면 좋겠어요.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타고 갔으면 해요.
타고 갔으면 싶어요.
타고 가기를 바래요.
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타고 갑시다.

아 주 
이 상 하
다

이 상  
  하다

보통
이다

 자연
스럽다

아주 자
연스럽다

타고 가고 싶어.
타고 가면 좋겠어.
타고 갔으면 좋겠어.
타고 갔으면 해.
타고 갔으면 싶어.
타고 가기를 바래.
타고 가면 좋을 것 같아.
타고 가자.

보내 주셨으면 싶습니다.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 주십시오.
보내 주실 수 있으십니까?

4-(1) 당신은 회사 대리입니다. 당신은 과장님과 같이 A회사에 급하게 가봐야 
되는데 과장님도 당신도 길을 잘 몰라서 당신이 택시를 타자고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당신: 과장님, 시간도 별로 없고 저도 길을 잘 모르는데 택시를                 

4-(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과장님이 아닌 다른 친한 직장 동료 한명과 
같이 있는 경우. 당신: 시간도 별로 없고 길도 잘 모르니까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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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이  
  상하다

이 상  
  하다

보 통  
   이다

자 연  
스럽다

아 주 
자연스럽
다

가보면 좋겠어요.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봤으면 해요.
가봤으면 싶어요.
가보기를 바래요.
가보세요.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이 상 하

다
이 상  

   하다  
보 통  

   이다
자 연 

스럽다
아주 자

연스럽다
가보면 좋겠어.
가봤으면 좋겠어.
가봤으면 해.
가봤으면 싶어.
가보기를 바래.
가봐.
가보면 좋을 것 같아.

5-(1) 당신은 취직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삼성 회사가 당신의 학교에서 채
용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박람회를 참석하고 왔는데 도움이 돼서 친
한 선배에게 추천합니다. 

당신: 삼성이 우리 학교에서 직원 채용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취직 정보도 다양하고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일도 계속 한다고 들었
는데 선배도 한번                              

5-(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친한 후배일 경우
당신: .................., 너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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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상하다

이상
하다

보통
이다

자연스
럽다

  아주 
자연스럽다

쉬고 싶어요.
쉬면 좋겠어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쉬었으면 해요.
쉬었으면 싶어요.
쉬기를 바래요.
쉴 거예요.

아주 
이상하다

이상
하다

보통
이다

자연스
럽다

  아주 
자연스럽다

쉬고 싶어.
쉬면 좋겠어.
쉬었으면 좋겠어.
쉬었으면 해.
쉬었으면 싶어.
쉬기를 바래.
쉴 거야.

6-(1) 당신은 회사 대리입니다. 내일은 주말이고 과장님이 내일 회식하러 가자
고 하시는데 당신은 프로젝트 때문에 어제 잠을 못자서 집에서 쉬려고 과장님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과장님: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으니까 내일 회식하러 갈까?
당신: 제가 프로젝트를 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은 집에서                  

6-(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가 친한 직장 동료일 경우
당신: 프로젝트를 하느라 잠을 못 잤어. 내일은 집에서                         

7-(1) 당신의 친한 친구가 어제 대학원 입학 인터뷰를 봤습니다. 당신은 친구
에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 너 가고 싶은 대학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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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이상하

다
이상

하다
보통

이다
자연

스럽다
아주 

자연스럽다
합격하면 좋겠어.
합격했으면 좋겠어.
합격했으면 해.
합격했으면 싶어.
합격하기를 바래.
합격해라/하라.

아주 
이상하

다
이상

하다
보통
이다

자연
스럽다

아주 
자연스럽다

완쾌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쾌하셨으면 합니다.
완쾌하셨으면 싶습니다.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쾌하십시오.

7-(2) 당신의 지도 교수님(사장님)께서 벌써 며칠 동안 몸이 편찮으셔서 학교
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교수님(사장님)께 병이 빨리 나으시기를 기원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교수님,(사장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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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Contents of Wish Expression 
for Korean Learners

                                                                           
                                                                 Cui 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concrete educational contents and 
teaching method of wish expressions based on analyzing Korean learners' 
comprehension and usage patters of wish expressions.

Wish expression is a grammatical element which express speaker's 
subjective wish. There are some Korean wish expressions which are similar 
on the meaning and they have various functions in communication. Korean 
learners find it too har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ifferences among 
the Korean wish expressions. Also, it is difficult to learn them because of the 
social and cultural impac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tried to find the effective 
educational method of teaching Korean wish expressions, and the dissertation 
is as below.  

The first chapter mentione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and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relating to this subject matter. The scope of 
the subject and the development of discussion were also presented. 

 Based on prior studies, the second chapter described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is study from 'grammar pattern expression' to the 'wish 
expression' about the concept, and selected the objects among the variety of 
wish expression. This chapter also discussed the features in form, meaning, 
use of wish expression that had been selected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wish expressions teaching in Kore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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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third chapter, to investigate the Korean learners’ use of wish 
expressions, 180 Korean learners’ writing composition materi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lso, to investigate the Korean learners’ understanding of wish 
expression,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ifferent awareness 
between native Koreans and Korean learners on the pragmatic functions of 
wish expressions. 

 The fourth chapter, presented efficient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of 
wish expressions. To this, the research described the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according to the education goals and suggested to make better use of 
teaching methods. Spiral pedagogy was suggested to be used in teaching wish 
expressions through the whole course, and the inquiry learning was also made 
as a proposition when guiding learners find the features of wish expressions 
by themselves.

In the last chapter, a conclusion was drawn based on the result an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stated. 

*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teaching,  
              wish expression, educational contents, 
              speech act function, Korean learners 

* Student number: 2009-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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