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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언어 교
수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 문법의 의미와 용
법에 대한 기술은 언어 수행과 다소 분리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교
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도 화용적 상황에 따라 자연스러운 
표현을 구사하지 못해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모어 화자들
과의 불필요한 정서적 충돌을 경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처
럼 현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부차적으로 다루거나 배제하고 있는 어휘․문법 표현
의 화용적 의미와 문맥에 따른 사용 방법을 교육 문법 항목으로 선정하여 이를 교
수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문법 항목의 선정
을 위한 범주로는 ‘거절’을 선정하였다. 이는 첫째, 거절은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
로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구사하여야 하는 화행이며, 둘째, 그 수행 시 체면 
손상 위협이 매우 높아 학습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화행이기 때문이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거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육 문법의 추출 범
주를 한정하였다. 화행의 언표 내적 힘은 수행 동사의 사용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발휘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경우 상황과 문맥에 따라 간접적으로 구현된
다. 따라서 거절 화행의 범주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교육 문법을 추출하기 위
한 범주가 지나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Ⅱ장에서는 먼
저 거절 화행의 분류에 대한 일반 언어학 이론을 고찰하고, 직접적 혹은 관례적인 
거절 표현만을 교육 문법 항목 추출을 위한 범주로 삼았다. 그 후 거절 화행에 대
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범주에 속하는 거절 표현의 분류와 목록
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어휘적․통사적 거절 표현의 맥락적 의미는 국어학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정리하였으며, 33회분의 단편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130회의 
거절 상황을 바탕으로 그 용법상의 특징을 살폈다. 이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거
절 표현들의 제시 양상과 의미 기술 및 화용 정보 제시 양상을 분석하여, 이를 근
거로 해당 표현들에 대한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간 이해 및 표현의 차이를 예
측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 간 표현 및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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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실험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거절 표현 양상을 살폈
다. 양상 실험은 중․고급의 한국어 학습자 23명과 모어 화자 24명을 대상으로, 이
해와 표현 양상 파악을 위한 두 종류의 설문과 응답 내용에 대한 사후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험 후 SPSS와 전사를 통해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
들은 거절 표현이 나타내는 화용적 의미의 표현․이해 측면에서 모어 화자들과 총 
여섯 가지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화용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발현하는 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
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을 바탕으로 거절 화행 표현의 교육 내용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시한 전체 교육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
은 분류는 교육 내용과 관련된 지식의 부족이 학습자의 거절 화행 수행에서 오류
를 생성하는가 또는 적절성의 결여로 인한 오해를 초래하는가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류 생성에 관여하는 요소의 교수에는 과제 기반 지도법(task-based 
instruction)을 통한 명시적 교육이, 오해를 초래하는 항목에 있어서는 형태 중심 
지도법(form-focused instruction)을 통한 암시적 교육이 적합할 것으로 보고, 이
를 바탕으로 한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Ⅴ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절 화행 안에서 구현되는 직접적․관례적 표현들의 맥
락적 의미를 추출하고 이의 교육 방안을 살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교육 
내용의 교수-학습에 따라 학습자들은 하나의 언어 형태가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발화 속도나 억양 등 거절 화행의 구어적 실현에서 큰 의
미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음운적 요소들에 대해 살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 반언어적 요소들이 의사소통에서 구현하는 형태의 패턴과 그 의미 및 
용법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고찰을 기약한다. 

* 주요어: 한국어교육, 화용 언어학, 거절 화행, 과제 기반 지도법, 형태 중심 교수
* 학  번: 2012-2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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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고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들, 특히 한국인들과 잦은 교류를 가지지 못
하는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의 일상 대화에서 의사소통 문제(communication 
problems)를1) 겪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일상적 의사소통의 문제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로는 먼저 의사소통의 
문제가 상호 교환되는 정보의 불완전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오해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의사소통 문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모어 화자와의 대화를 회피하게 만든다(non-communication)2)는 점
도 교육적 측면에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여러 화행 중 ‘거절’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해당 화행에 있어 위와 
같은 교육적 필요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거절’은 타인의 
체면(face)을 훼손하는 화행 중 하나로 그 수행상에 오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자
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3) 또한 학습자들이 해당 화
1) 의사소통 문제(communication problems)는 크게 광의의 의사소통 문제와 협의의 의사소

통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모어와 비모어 화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수행하
는 담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지적, 수행적, 언어적, 전략적, 대화 의지적 측
면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후자는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간의 대화
에서 비모어 화자의 목표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화나 이해의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어 
화자 집단의 언어 사용과 불일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후자의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한상미, 2006: 30-31)

2) 개스와 베로니(Gass & Varonis, 1991)는 문제가 있는 의사소통 유형(problematic communication 
types)들을 크게 잘못된 의사소통(miscommunication)과 대화 참여 기피(non-engagement)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음’ (non-communication)은 이 중 대화 참여 
기피의 하위 유형 중 하나로, 제2언어 학습자가 모어 화자에게 말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의사소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외국인 한국어 거절 발화를 들은 한국인의 수용 태도와 용인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한 이
해영(2009)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은 바 있다.

① 한국인들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정
도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정적으로 거절해야 할 곳에서 우회적으로 한 경우나 우회
적으로 거절해야 하는 곳에서 단정적으로 거절할 경우, 거절하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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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grammar)

언어 사용
(language use)

세계
(world)

문법적 오류
(grammatical error)

화용 언어적 실패
(pragmalinguistic 

failure)
사회 화용적 실패
(sociopragmatic 

failure)
사회적 오류

(social error)

화용적 실패
(pragmatic failure)

행의 높은 체면 위협 가능성으로 인해 거절을 회피하게 될 경우 원치 않는 제안이
나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거절 화행의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① 학습자가 원만한 응답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하여 한국인과의 
교류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도록 방지하고, ②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언어 
사용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협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교육적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거절 화행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을 화용 언어적 
실패(pragmalinguistic failure)로 보고, 거절 표현의 맥락적 의미 교육을 통한 거
절 표현 및 이해 능력의 향상을 구안하도록 한다.

<그림Ⅰ-1. 의사소통 실패의 원인(Thomas(토마스), 1983)>

토마스(Thomas, 1983)에 따르면, 화용 언어적 실패는 맥락에서 분리된 문장의 
내적 의미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오류(문법적 오류)와는 다르다. 이는 
맥락에 맞는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화자의 의도가 잘못 전달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② 불가피하고 공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는 비록 단정적이고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는 반면, 개인적인 선호나 기호와 관련하여 거절을 하거나 더욱이 훈계조로 거
절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불쾌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한국인은 외국인의 한국어 거절 화행에 나타난 문법적 문제보다는 내용적인 문제에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④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판단될수록 외국인의 거절 발화도 한국인 원어민 화
자의 거절 발화와 비슷한 강도의 평가를 받게 된다.

⑤ 외국인과 한국어로 의사소통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한국인들보
다 비교적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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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말한다. 

가: 밥 먹을래?
나: 싫어. 안 먹으려고.

위의 예문에서 ‘나’의 발화를 맥락에서 분리하여 살펴보면 이는 문법적 오류가 
없는 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나 ‘가’의 선행 발화가 주어질 경우 ‘나’의 응답은 ‘밥 
먹을래?’라는 선행 맥락에 부적절한 느낌을 주는 응답이 된다. 또한 만약 ‘나’가 
‘가’의 제안을 부드럽게 사양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지나치게 강
한 언어 사용(‘싫어’)으로 인해 발화 의도의 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와 같이 화자의 의도나 모어 화자들의 직관과 다른 언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바로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화용 언어적 실패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연구 범위를 바탕으로, 한국어 거절 화행 표
현 교육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한국어 거절 화행 표현의 맥락적 의미를 고찰하여 그 교육 내용을 추출한
다. 

둘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거절 표현 및 이해 양상을 비교하여 한국어 거절 
화행 표현 교육 항목을 추출한다.

셋째, 선정된 교육 항목 및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거절 화행 표현 교육의 방
안을 설계한다.

2. 선행 연구

2.1. 국어학의 선행 연구

국어학에서 한국어 거절 화행은 대응 발화의 분류나 직․간접 화행 분류 연구의 
일부로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이필영, 1999; 장경희, 1999; 서상규․구현정, 
2005; 김미령, 2008) 국어학의 선행 연구 가운데 거절 화행 자체를 비중 있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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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연구로는 장경희(2000), 허상희(2002), 강소영(2004), 허상희(2004; 2007), 
정종수·이필영(2005), 이수연(2008)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장경희(2000)는 청유 화행의 일반적 응답으로서의 수락과 거절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거절의 응대가 대부분 응대 화자의 평가 태도, 실천 태도
나 정서 상태 등에 대한 진술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해
당 연구는 한국어 거절 화행의 수행 양상을 연구하고 이의 분류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강소영(2004)은 한국인 남녀 대학생이 교제 요청에 대한 거절을 수행하는 전략
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거절 화행의 유형을 그 전략에 따라 ‘협력’, ‘절충’, 
‘회피’, ‘명시’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전략 사용과 수용에 있어서의 남녀별 선호 
양상을 조사하였다. 

허상희(2002)는 오스틴((Austin), 1962)과 썰((Searle), 1969)의 화행 이론을 
한국어 거절 화행에 적용한 연구이다. 그는 거절 화행을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으
로 나누고, 직접 거절 화행의 형태론․통어론․화용론적 특징과 간접 거절 화행의 화
용론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회사
와 가정 내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남녀 간, 화․청자 관계 간 거절 화행 양상을 관
찰하였다. 또한 거절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상황과 거절 화행에 의해 달라지
는 후행 상황의 경향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등 거절 화행 전반을 고찰하였다. 

허상희(2004; 2007)는 허상희(2002)의 연구에서 간접 거절 화행의 표현으로 
분류된 ‘되다’와 ‘괜찮다’가 화용적인 면에서 거절 표현으로 통용되는 현상에 대해 
다룬 연구이다. 해당 연구들은 ‘되다’와 ‘괜찮다’의 화용적 의미를 기술하려고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정종수·이필영(2005)은 간접 화행의 분류를 시도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간
접 화행 분류의 미비점 중 하나로, 한국어 간접 화행에 대한 연구가 인접쌍의 기
준에서 요구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간접 화행의 간접성은 요구와 응대의 전반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주장하고 간
접 화행으로 수행된 거절 화행을 논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명령과 청유에 대한 거절에서 고정적인 문법 형식이 사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 
고정적 문법 형식의 목록을 제시했다. 

이수연(2008)은 실제 구어 대화 전사 자료와 21세기 세종 계획 균형 말뭉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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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 구어체 구어 말뭉치, 그리고 드라마와 시트콤 및 라디오 프로그램 대본 등
으로 구축한 구어체 문어 말뭉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거절 표현을 추출하고 
이를 사용 전략 및 형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 연구는 거절 화행의 언어
적 표현에 주목하고 이러한 표현의 목록을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2.2. 한국어 교육의 선행 연구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학에서의 거절 화행 연구는 한국어 거절 화행
의 내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의 거절 화행 연구는 
대개 학습자가 한국어 거절 화행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진단하고 이
에 대한 처방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연구의 성격
에 따라 중간 언어적 연구와 대조 화용론적 연구, 그리고 화용 언어학적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거절 화행의 중간언어적 연구의 예로는 이해영(2003), 홍혜란(2008), 안
선연(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특정 언어권의 학습자가 한국어 거절 화행 수
행 시 보이는 모국어의 화용적 전이 양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해영(2003)은 학습자 모국어의 화용적 전이로 인한 화용적 오류를 다룬 중간 
언어적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담화 완성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세 집단 간 거절 유무와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이 일본어 화자 집단에 비해 다양한 거절 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밝
혔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
이지만, 발화의 부담이 커질 경우 모국어에 가까운 거절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홍혜란(2008)은 거절 화행의 수행 시 일련의 전략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전략
쌍을 중심으로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폴란드어 모어 화자
의 거절 화행 실현 양상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 집
단이 간접 거절 전략을 선호하며 직접 거절 전략 사용 시에도 완곡 표현을 선호하
는 반면, 학습자 집단은 직접 거절 전략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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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략의 선택 시에는 폴란드인과 폴란드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 모두가 '사과-이유'의 전략쌍을 선호한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덧붙여 
학습자들이 거절 화행의 수행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거절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하였다.  

안선연(2010)은 다양한 숙달도의 몽골인 학습자와 한국인 집단의 거절 전략 사
용 양상을 관찰하여 거절 화행의 발달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에서 가
장 자주 사용하는 거절 전략은 ‘직접 거절’과 ‘설명하기’전략이며, 학습자의 거절 
화행 전략은 대부분 숙달도의 증가에 따라 한국인의 사용에 근접하여 발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을 것 같다’등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
는 비단정적인 전략들의 경우 고급 단계에서도 모어 화자 집단과 학습자 집단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이는 비단정적 전략들의 사용에 대한 명시
적 교수-학습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거절 화행에 대한 대조 화용론적 연구로는 윤은미(2004), 이명희(2009; 2010), 
최혜민(2011)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특정 언어권 학습자들이 보이는 거절 화행의 
화용적 특징을 살피고, 이를 한국어 거절 화행의 양상과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윤은미(2004)는 한국어와 영어 거절 화행의 차이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
어권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거절 화행 교육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살폈다. 이 
연구는 거절 전략의 일부로서 특정 어휘나 문법의 활용을 통한 표층적 차원의 거
절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명희(2009)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어 모어 화자의 거절 표현을 대조 분
석한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한․중 양 언어에서 사용되는 거절 표현들은 그 의미면
에서 유사하나, 한국어에서는 추측(‘-을 것 같다’)과 이유(‘-어서’) 표현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명희(2010)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화행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이
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집단, 한국인 집단, 중국인 집단의 요청 및 거절 
화행 양상을 조사하고, 각 상황에서 세 집단의 화행 전략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거절 표현을 표현의 직․간접성과 전략적 
기준에 따라 총 16가지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로 사용되는 거절 표현의 목록을 정
리하여 이에 기초한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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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민(2011)은 다국적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을 대상
으로, 양 집단에서 사용하는 거절 전략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인 학습자를 위한 거절 화행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친소 관계, 
상하 관계, 공사 관계와 복합적 관계에 따른 두 집단의 전략 사용의 차이를 살폈
다. 해당 연구의 결과 중, ‘이유 설명하기’, ‘사과하기’, ‘주장하기’, ‘능력 부정하기’
등의 거절 전략이 양 집단에서 가장 빈도 높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거절 
화행 표현의 관례적 범주 설정에 반영되었다. 

거절 화행에 대한 화용 언어학적 연구로는 강현화(2007), 정미진(2010)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절 전략에서 사용되는 언어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이
를 명시적인 교육 항목으로 추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강현화(2007)는 개념 기능적 교수요목(notion-functional syllabus)을 구현하기 
위해 ‘거절’의 문형 표현을 목록화하고 각 문형의 변별적 특징을 기술하고자 시도
했다. 이를 위해 교재 및 사전에서 입력한 약 6200여 개의 문형 항목을 정리하고 
이들의 예문 분석을 통한 귀납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거절 
화행’과 ‘문형’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거절 표현을 구현하는 문형을 분석하여 거
절 화행의 문형 표현 38개와 상용 문장 35개를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이들 표현이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데, 이
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어 말뭉치를 활용한 상황별 거절 표현의 사용실태
에 대한 빈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미진(2010)은 중․고급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거절 화행의 교수-학
습 방안 연구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먼저 드라마 분석을 통해 거절에서 실현되는 
전략과 그 언어적 표현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모어 화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나이
와 지위, 친밀감의 정도에 따른 거절 화행의 실현 양상을 파악하고,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여 거절 화행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역할극을 통한 실험 수업을 구안하여 실시하고 
수업의 사전 사후 결과 비교를 통해 명시적인 거절 표현 교수가 학습자들의 화행 
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져 온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거절 화행에 대한 연구가 대개 전략 그 자체, 혹은 전략에 따른 언어적 형태의 목
록 선정에 중점을 두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 형태 자체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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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맥락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추출하려 시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접 거절’, 그리고 빈도 높게 사용되는 ‘간
접 거절’의 전략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과 그 맥락적 의미에 주목하
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거절 화행에서 사용되는 직접적․관례적 표현을 추출하여 해당 화행에
서 각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상의 특징과 용법을 살펴 이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거절 화행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렇
게 설정된 직접적․관례적 거절 화행의 범주 안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여
겨지는 표현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맥락적 의미를 추
출하여, 그 의미들이 한국어 교재를 통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폈다. 이 중 
거절 화행의 범주 설정과 교육 문법 항목의 추출은 각각 일반 언어학 이론과 한국
어 거절 화행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정된 각 문법 항목의 맥락적 의미는 국어학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용법은 
총 33편의 단편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130회의 거절 상황 분석을 통해 정리하였
다. 또한『한국어』(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05) 1-4권,『연세 한국어』(연세
대학교 한국어학당, 2008) 1A-5B권 ,『서강 한국어』1-6권 (서강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2008) 등 총 3종의 한국어 교재를 살펴 각 거절 표현들의 형태 제시와 
의미 기술 및 화용 정보 제시 현황을 알아보았다. 

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인 거절 표현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구사하
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피기 위해, 중․고급의 한국어 학습자 23명과 모어 화자 24
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총 9문항의 구두 담화 완성 테스트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4)와 총 8문항의 다중 응답 객관식 설문, 그리
4) 담화 완성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DCT)는 실제 언어 사용을 반영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 방법이다. 그러나 이해영(200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두 담화 
완성 테스트에 비해 ① 자연스러운 대화를 완전히 옮길 수 없고 ② 답변이 짧으며 ③ 간
투사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④ 어조에 따른 화자의 감정 포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두 DCT담화 완성 테스트를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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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문 응답에 관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두 DCT와 다중 응답 
객관식 설문의 문항은 Ⅱ장에서 알아본 각 표현의 맥락적 의미와 교재의 제시 현
황에서 차이를 보이는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해당 
항목들의 이해 및 표현에 있어 모어 화자와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
문이다. 구두 DCT와 심층 인터뷰는 모두 ‘YP-VP2’를 통해 녹취하고, 음운, 억양 
등을 제외한 언어적 요소만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의 통계 처리 
시 구두 DCT의 전사 결과는 현대 국어 기초 말뭉치 활용 시스템인 ’한마루 2.0’을 
통해, 다중 응답 객관식 설문의 결과는 ‘SPSS(Ver.19)’를 통해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드러난 학습자 집단의 거절 표현 이해 및 표현 양상을 바
탕으로, 거절 표현이 화용적 상황에 따라 구현하는 특수한 의미와 용법의 교육 방
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그 교수-학습 모형의 설계 시에는 각 교육 항목에 대
한 지식의 부족이 오류를 초래하는가 적절성을 훼손하는가에 따라 각각 암시적인 
교육과 명시적인 교육 방안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오류를 생성하는 항목에 대해서
는 과제 중심 지도법(task-based instruction)을 바탕으로, TTT(Task 1-Teach-
Task 2)모형에 따른 교육의 방안을 설계하였다. 또한 적절성을 훼손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focus on form)을 바탕으로, OHE(Observe
-Hypothesis-Experiment)모형을 적용한 교육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였으며, ‘피험자들이 대화 상대자 없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을 부자연스러워 한다’(이해영, 
2003)는 구두 DCT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험 시 제안 및 요청 문항을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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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거절 표현 교육을 위한 전제

1. 거절 화행과 거절 화행 표현

1.1 거절 화행의 개념 및 범주

오스틴(Austin, 1962)은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의 발화란 한 화자가 특정
한 맥락 속에서 청자에 대해 행하는 행위라고 보는 화행 이론을 소개하였다. 그는 
초기에 모든 발화를 언어의 기능에 따라 이분법으로 구분했으나, 그러한 구분의 
부당성을 깨닫고 삼분법으로 수정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알려진 화행 이론의 시초
이다. 오스틴은 화행(speech act)을 언표적 행위(locutionary act), 언표 내적 행위
(illocutionary act),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중 언표적 행위는 발화 그 자체를, 언표 내적 행위는 화자가 언표적 행위를 통해 
전달하는 의도를, 그리고 언향적 행위는 언표 내적 행위가 미치는 청자에의 영향
을 말한다. 

프레이저(Fraser, 1974)는 이 중 언표 내적 행위를 일상 이행 동사(vernacular 
performative verbs)와 의례적 이행 동사(ceremonial performative verbs)로 대비
하여 분류하였다. 그리고 일상 이행 동사를 다시 발화문의 명제를 청자가 이행하
게 되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음의 여덟 가지로 나누었다.

① 단언 행위(Acts of Asserting)
② 평가 행위(Acts of Evaluating)
③ 화자 태도 반영 행위(Acts of Reflecting Speaker-Attitude)
④ 명세 행위(明細行爲: Acts of Stipulating)
⑤ 요청 행위(Acts of Request)
⑥ 제안 행위(Acts of suggesting)
⑦ 권위 행사 행위(Acts of Exercising Authority)
⑧ 언약 행위(Acts of committing)

거절(reject) 화행은 이중 권위 행사 행위(Acts of Exercising Authority)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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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다. 거절 화행은 또한 바크와 하니쉬(Bach & Harnish, 1979)의 분류에서 
통보적 발화행위(Communicative Illocutionary Acts)의 하위분류인 진술 행위
(constative) 중 반대 행위(Dissentives)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화행 이론에서 다루는 언표 내적 행위의 수행은 그 표현의 직접성에 따라 직접 
화행(direct speech act)과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으로 나뉜다. 간접 화행
에 대한 가설을 제기한 연구로는 그라이스(Grice, 1975), 오스틴(Austin, 1962), 
썰(Searle, 1979), 로스(Ross, 1970), 새독(Sadock, 1972)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오스틴(1962)의 연구에서는 발화 행위가 어떤 소리를 발성하는 음성 행위
(phonetic act)와 어떤 낱말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발화하는 표화 행위(phatic 
act), 그리고 정해진 의의(sense)와 지시(reference)를 가지고 그 낱말들을 사용
하는 표의 행위(rhetic act)로 나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직접 화법은 이 중 표
화 행위에 해당하며, 간접 화법은 이 중 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즉 직접 화행은 의도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문장에 나타내는 것이며, 간
접 화행은 다른 문장을 말함으로써 목적하는 언표내적 힘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접 화행은 일이나 의사소통 행위에 대
한 부담이나 정신적 대립, 혹은 의견의 대립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기능(리치
(Leech), 1983)과 심리적 거리감의 형성, 부정적 정서의 야기, 불명확한 의사소통
을 야기하는 부정적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어의 거절 화행 분류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로는 이필영(1999), 장경희
(1999; 2000), 김미령(2006; 2008)을 들 수 있다. 

이필영(1999)은 국어의 긍․부정 응답 표현들의 특성을 살펴 국어 대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단계를 높이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그는 발화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선행 발화를 서의적(敍意的)발화와 서실적(敍實的)발화의 두 가지로 나누었
다. 그리고 거절은 이 중 명령, 청유, 약속과 같은 서의적 선행 발화에 대한 부정 
응답에 해당하며, 이러한 부정형 응답어로서의 고유 기능을 가지는 표현에는 ‘아니
-’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장경희(1999; 2000)는 거절 화행을 ‘-자', '-ㅂ시다’의 서법 형식으로 수행되는 
청유5) 화행에 대한 일반적 응답 중 한 갈래로 다루었다. 장경희(1999)는 거절의 
5) 장경희(2000)는 ‘청유’가 ‘일의 수행에 대한 결정이나 화․청자의 의도 결정이 이미 이루어

진 행위나 활동을 상대방이 공동으로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화행’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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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가 표명되지 않음

  태도가 표명됨 평가 태도 긍정적
부정적

실천 태도 자발적인 미수행 의도
비자발적인 미수행 의도

정서적 태도 긍정적 
부정적 

응대가 대부분 응대 화자의 평가 태도, 실천 태도나 정서 상태 등에 대한 진술로
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장경희(2000)에서는 이와 같은 
거절 응대의 성격에 따라 거절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Ⅱ-1. 거절의 분류(장경희, 2000)>

장경희(2000)는 먼저 요청에 대한 응대 화자의 정서적 태도가 드러나는지의 유
무에 따라 거절 표현을 나누었다. 또한 응대 화자의 정서적 태도가 표명되는 거절
의 경우, 표명되는 태도를 평가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 정서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표명된 태도의 성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
인지에 따라 이를 세분화했다. 

김미령(2006)은 선행 발화를 화자가 정보의 전달을 의도하는지 청자의 반응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중 반응 요구 화행으로 제안, 허가, 권
유, 요청, 명령, 경고, 질문, 호소 화행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김미령(2008)에서는 
이러한 반응 요구에 대한 응답 화행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수용
과 거부의 구분에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선행 발화에 대
한 대응에는 수용과 거부 외의 응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장경희(1999)
의 응답 화행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① 언어적인 반응인가 ② 요구
받은 내용과 관련된 반응인가 ③ 요구받은 내용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후행 발화의 화행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유’는 의견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이나 의견을 말하는 ‘제안’, 그리고 
청자의 행동 수행만을 요구하는 ‘청유’와 다르다고 보고, 이러한 청유에 대한 부정 응답을 
거절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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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관련]

[+확정]

[행위]
[+받아들임]: 수용 화행
[-받아들임]: 거부 화행

[사고]
[+판정]

[+동일]: 긍정 화행
[-동일]: 부정 화행

[-판정] : 제보 화행

[-확정]
[행위]: 유보 화행
[사고]: 반문 화행

[-관련]: 묵살 화행
 [-반응]: 무응답 화행

<그림Ⅱ-2. 후행 발화의 화행 유형 분류(김미령, 2008: 118)>

이와 같은 분류에 따르면 거절 화행은 선행 발화에서 요구한 행위의 내용을 받
아들이지 않음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언어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김미령(2008)의 거절 화행 정의에 따라 그 언어적 표현에 대해 연
구하도록 하겠다. 

1.2. 거절 화행 표현의 범주 및 분류

1.2.1. 거절 화행 표현의 범주

한국어의 간접 화행을 다룬 선행 연구로는 이준희(2000)를 들 수 있다. 그는 언
표내적 표지를 기준으로 간접 화행과 직접 화행을 분류하고, 화행은 크게 종결 어
미로 수행되는 특징이 있는 문법적 화행, 그리고 언어 맥락적 해석 및 상황 맥락
적 해석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해석적 화행으로 나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중 전자를 직접 화행으로 파악하여 의미론의 연구 분야로 보았고, 후자를 간접 
화행으로 화용론의 연구 대상으로 보았다. 

화용론과 의미론은 서로 상보적이며 상호 관련된 연구 분야이므로, 이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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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아주 어렵다. 오주영(1998)은 이러
한 두 연구 분야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의미론
화용론

화용론
의미론 의미론

화용론

                     (1)               (2)              (3)
<그림Ⅱ-3. 화용론과 의미론의 영역 분류>

이 중 첫 번째는 화용론자의 입장이다. 이것은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1953), 오스틴(Austin, 1962), 썰(Searle, 1969) 등과 같은 언어 철학자들의 견해
로, 의미론을 화용론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1970년대 생성 의
미론자들의 입장으로, 화용론을 의미론에 흡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스(Ross, 
1970)의 수행문가설 등을 이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상보론자의 입장이
다. 이 견해는 언어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관찰하는바 그대로 사실에 충실
해야 하고, 가능하면 간결하고 일반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우
리가 화용론적, 혹은 의미론적 관점에서만 의미를 연구한다면 이런 요건들은 충족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세 번째의 상보적 관점에 따라 문법적 
화행과 해석적 화행, 즉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을 모두 다루도록 한다.

간접 화행은 종종 간접 표현이라는 개념과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혼용은 간
접 화행과 함축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정종수·이필영, 
2005) 함축(impicature), 즉 대화 함축(conversatonal implicature)이란 그라이스( 
1975)에 의해서 제안된 개념이다. 그는 대화참여자들이 최대한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화 협력 원칙(co-operative 
principle)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6) 그리고 함축은 이러한 대화 협력 원칙 준수의 
합의가 암묵적으로 동의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것이 위반(Flouts)될 때 일어나는 

6)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maxims of conversation):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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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함축과 간접 화행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부류의 견해가 있다. 이종철(2004)에서는 이와 같은 견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여 보여 준다.

① 간접 화행 속에 함축이 하위 부류로 포함된다: 비직접 화행을 광의의 간접   
  화행으로 파악한다. 

② 간접 화행과 함축은 다른 개념이다: 협의의 간접 화행. 간접 화행은 직접적인  
  화행의 명제 내용을 내포한 상태에서 그 표현 형식만을 달리하는 것이며, 언표  
  내적 효력은 동일하지만 직접 화행의 명제 내용과 전혀 다른 발화는 함축으로   
  간주한다. 

③ 함축 속에 간접 화행이 하위 부류로 포함된다: 함축은 발화의 기본적 의미   
  이외의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언표내적 효  
  력도 함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위의 각 견해 중 ①에 따르면 아래의 예문 가운데 ㄴ,ㄷ,ㄹ는 모두 간접 화행이
다. 또한 ②에 따르면 아래의 예문 중 ㄴ은 간접 화행, ㄷ,ㄹ는 함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③의 견해를 따를 경우에는 아래 예문 중 ㄴ,ㄷ,ㄹ 모두가 함축
이다.

   
     ㄱ. 창문 닫아 줘
     ㄴ. 창문 좀 닫을래?
     ㄷ. 좀 춥지 않니?
     ㄹ. 바람 들어오지 않게 해 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두 번째의 분류 방식을 따라서 직접적인 화행의 명제 내용
을 내포한 상태에서 그 표현 형식만을 달리하는 발화까지를 간접 화행으로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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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의 의미   축자적 내용
               함축된 내용   관례적 함축
                             비관례적 함축   비대화 함축
                                             대화 함축

<그림Ⅱ-4. 간접 화행 분류(새독(Sadock), 1974)>

간접 화행은 또한 추론의 정도에 따라 위의 그림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관례적 함축이란 발화에 동원된 일정한 단어나 구문에 의해서 함축이 일어나기 때
문에 함축된 바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관례적 함축에 해당하는 간접 
화행은 다시 관용적 표현 사용 방법(‘됐어요.’, ‘괜찮아요’ ‘어쩌죠?’ 등)과 문법 형
식 사용 방법(‘제가 지금 좀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화행과 함께, 이러한 관례적 함축 간접 화행의 두 갈
래를 간접 화행의 범주로 설정하여 거절 표현을 선정하도록 한다.7) 

1.2.2. 거절 화행 표현의 분류

거절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 기준 및 항목은 매우 다
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의 거절 표현 분류 기준을 살펴,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한국어 거절 화행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의 분류 기준은 먼저 허상희(200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는 거절 화행을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으로 나누고, 직접 
화행의 형태론․통어론․화용론적 특징과 간접 화행의 화용론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이러한 분류는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에 대해 각각 표현의 형태와 화용 전
략이라는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직접 화행이 고정된 표현을 통해 특
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간접 화행은 고정된 형태가 없이 다양한 표현으
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기 어렵다고 인식했기 때문이
다. 허상희(2002)는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하여 회사와 가정 내의 사회적 관계 

7) 화행의 구어적 성격을 감안하면 억양이나 어조 등의 음운론적 요소 역시 이러한 거절 표
현의 범주 안에 포함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형태만을 탐구의 대상으로 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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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절
화
행

구분 예

고정 표현
직
접  
표
현

수행 동사 거절하다, 거부하다, 사양하다, 사절하다
수행 동사 외의 

거절 표현
아니, 싫다, 못+V, 안+V, N+없다, V+싶지 

않다, 곤란하다, 힘들다, 어렵다, 관둬 등
간접 표현 됐다, 괜찮다, 좀 그렇다.

비고정 표현 [+보상전략] 대안 제시, 이유 설명, 사과하기
[-보상전략] 비난하기, 불만 말하기, 원칙 말하기

표현 형식 화행의 종류 예

언어적 표현
직접 화행 의미적 ‘아니’형/ ‘싫어’형/ ‘됐어’형/ ‘기타’형

문법적 ‘안’부정/ ‘못’부정/ ‘말다’부정

간접 화행
핑계 대기/ 핀잔주기/ 불만 표시하기
/ 책망하기/ 제안하기/ 충고하기
/ 이유 설명하기/ 말 돌리기

비언어적 표현 침묵 및 동작 언어

속에서 남녀 간, 화․청자 관계 간 거절 화행 양상, 그리고 거절 화행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 상황과 거절 화행에 의해 달라지는 후행 상황의 경향을 정리하여 제시
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 연구의 결과 제시된 거절 화행의 표현 목록과 그 분류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표Ⅱ-1. 허상희(2002)의 거절 화행 표현 분류>

이와 같은 분류에 적용된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에 대한 분류 자체는 각 화행의 
특성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은 한국
어 거절 표현이라는 형태적 측면이므로, 위의 분류에서 간접 화행으로 다루어진 
영역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표현 역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거절 화행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이수연(2008)을 들 수 있다. 그는 
실제 구어 대화 전사 자료와 21세기 세종 계획 균형 말뭉치(2004)로 구축한 구어
체 구어 말뭉치, 그리고 드라마와 시트콤 및 라디오 프로그램 대본 등으로 구축한 
구어체 문어 말뭉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거절 표현을 추출하고, 이를 형태적 
측면과 전략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나누었다.

<표Ⅱ-2. 이수연(2008)의 거절 화행 표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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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전략 예
강 ↑  ① 직접 거절 싫어./ 못하겠어요.

② 사과 미안해./ 죄송합니다.
③ 변명 나도 그러고 싶지만… 곤란해.
④ 이유 대기 나 벌써 다른 사람하고 보기로 약속했어.
⑤ 대안 제시 연극하는 다른 친구 소개시켜 줄게.

중 ⑥ 가정 일찍 얘기했으면 시간 바꿨을 텐데.
⑦ 약속 다음에는 꼭 도와줄게.
⑧ 회피 시간이 되면 갈게.
⑨ 겸손 난 그림에 소질 없어.

약↓ ⑩ 의견 말하기 난 영화보다 연극이 더 좋은데.

이는 허상희(2002)와 달리 형태적 측면을 기준으로 한 거절 표현 분류를 제공
하고 있다. 비고정 표현의 경우 형태가 아니라 전략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사적 표현의 목록 선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으
나, 허상희(2002)에서 직접 화행의 거절 표현을 의미적, 문법적이라는 이원적 기
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수행 동사와 수행 동사 외의 거절 표현이라는 형
태적 기준으로 분류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수연(2008)과 허상희(2002)에서 서
로 다른 범주로 분류되기는 했으나 거절 표현로 간주되는 공통적인 항목은 위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아니’, ‘싫다’, ‘못+V’, ‘안+V’, '됐다'였다.  

강현화(2007)는 한국어 회화 교재 및 학습 사전을 대상으로 문형 표현을 조사
하여 이를 사용 전략별로 분류하고 그 담화 기능을 살폈다. 이때 사용 전략은 그 
거절의 강도에 따라 다음의 열 가지로 구분되었다. 

<표Ⅱ-3. 강현화(2007)의 거절 화행 표현 분류>

해당 연구는 전략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전략을 구사할 시 사용되는 
언어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음영
으로 표시한, 직접성이 매우 강한 ① 직접 거절과 ② 사과의 표현 어휘들 중 ‘싫
어’는 위의 두 연구와 동일하게 거절 표현으로 분류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못
하겠어요’의 경우 ‘못하다’라는 어휘를 사용한 표현이기는 하나, 위의 두 연구에서 
‘못 부정’(허상희, 2002), '못+V'(이수연, 2008)로 제시된 능력 부정과 그 의미와 
형태상 상당히 유사한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화행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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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역시 거절 표현을 표현의 직․간접성과 전략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는 직접적인 거절 방법을 ‘명시적 거절하기, 의지 표명하기, 수행 가능성 없음’의 
세 가지로, 간접적인 거절 방법을 ‘이유 제시하기, 설명하기, 불명확한 응답하기 당
위․의무 진술하기, 사과하기, 아쉬움 표현하기, 청자의 허락 구하기, 의도 진술하기, 
주저하기, 소망․희망 진술하기, 제안하기, 감사하기, 대안 제시하기, 기타’ 의 열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의 거절 표현 분류를 살펴보면, 형태와 전략이라
는 상이한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을 적용하는 등 그 분류의 원칙
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에는 분류
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며, 전략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명확한 분류의 기준
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관례적 거절 화행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먼저 전체 거절 표현을 그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 표현과 관례적 
표현으로 분류한다. 또한 거절 표현의 형태적 측면에 따른 의미와 용법을 탐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성격상, 이를 다시 그 형태에 따라 어휘적 표현
과 통사적 표현으로 나눈다. 

선행 연구들 간 분류 기준 및 방법의 차이는 각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거절 표
현의 목록에도 많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류 기준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거절 표현의 목록 및 그 의미를 살피고, 준구어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도록 하겠다.

각 분류에 포함되는 표현은 매우 광범위하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목록 중 ① 
일반적으로 그 형태와 맥락 분리적 의미가 초급에서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문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사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②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
고 ③ 학습자의 자연적 습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표현을 중심으
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 거절 표현과 그 분류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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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 형식 표현
직접적 어휘적 아니다, 싫다

통사적 안+V, 못+V
관례적 어휘적 괜찮다, 됐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통사적 -겠-, -ㄹ 것 같다, -니까, -어서

<표Ⅱ-4. 거절 화행 표현의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 거절 표현으로 ‘아니다’와 ‘싫다’, 그리고 '괜찮다', ‘됐다’, 
‘죄송하다’와 ‘미안하다’를 선정하였다. 이 중 ‘아니다’와 ‘싫다’는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직접 거절 표현이다. '괜찮다', ‘됐다’, ‘죄송하다’와 ‘미안하
다’의 경우 구어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간접 거절 표현으로서 관례적 어휘 거절 
표현에 포함되었다. 

대부분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 중 공통적으로 다루어진  
통사적 거절 표현으로는 ‘안 부정’과 ‘못 부정’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국어 부정
소인 ‘아니’나 ‘못’은 동사의 앞이나 뒤에서 사용되는데, 이 중 ‘안’과 ‘못’ 등의 부
정소가 앞에 오는 경우를 단형 부정, 뒤에 오는 경우를 장형 부정이라고 한다. ‘안’
과 ‘못’이라는 부정소의 의미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허상희(2002)의 연구와 같이 
장형 부정과 단형 부정 모두를 거절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거절 표현
으로 장형 부정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생성하게 된다.

가: 좀 먹어 봐.

나: 싫어. 나 생선 안 먹어.
나´: 싫어. 나 생선 먹지 않아.
다: 싫어. 나 생선 못 먹어.
다´: 싫어. 나 생선 먹지 못해.
  

임홍빈(1987)은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이 각각 그 고유한 부정의 가치를 가지
를 가지며, 이 중 장형 부정은 대체적으로 상황 기술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절 화행에서 장형 부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자의 의사를 나타내어야 하
는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생성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수연(2008)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장형 부정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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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행에 사용된다면, 이는 직접 거절보다는 거절 상황 기술을 통한 간접 거절에서 
실현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소 ‘안’과 ‘못’이 
사용된 부정문 중, 단형 부정인 '안+V'과 '못+V'만을 직접 거절의 통사적 포함으
로 다루도록 한다.

관례적 거절 화행의 경우 그 통사적 표현을 명시적으로 선정하고 그 빈도에 따
라 제시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모
어 화자 집단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유 제시’와 
‘사과’ 전략의 언어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중 ‘이유 제시’ 
전략의 언어 표현으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과 관계 연결 어미인 ‘-어
서’와 ‘-니까’를 포함시켰다.8) 그리고 안선연(2010)에서 학습자의 자연적 습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 바 있는 완곡 표현 중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
겠-’과 ‘-ㄹ 것 같다’ 또한 관례적 거절 화행의 통사 표현으로 선정하였다. 

학습자1 학습자2 학습자3 학습자4 학습자 5
국적 몽골 몽골 몽골 중국 중국
한국 거주 기간 1년 8개월 1년 11개월 1년 2개월
한국어 학습 기간 1년 10개월 1년 11개월 1년

8) 연구에 앞서, 모어 화자와 학습자들이 다양한 거절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담화 완성 테스트 방식의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은 모어 화자 9
명, 학습자 5명으로 총 14명이었다. 이 중 모국어 화자 집단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이었으며, 학습자 집단은 K대학교 한국어센터 4급에 재학 중인 20
대의 남성 1명, 여성 4명이었다. 학습자 집단의 정보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설문의 결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화행에서 이유의 연결 어미 ‘-니까’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안해요.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으니까 연습해야 돼요.)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니까’를 거절의 관례적 목록에 포함하고, 해당 양상의 원인을 규
명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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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절 화행 표현의 의미와 사용 양상

2.1. 거절 화행 표현의 의미

2.1.1. 직접적 거절 화행 표현

(1) 어휘적 차원의 거절 화행 표현

① ‘싫다’
형용사 ‘싫다’의 문법적 의미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다.’(표준국어대사전, 2008)

이다. 김숙자(2006)는 소설에 나타난 거절 표현 연구를 바탕으로, ‘싫다’가 ‘싫어, 
싫어요, 싫소, 싫다고, 싫다니까’ 등의 구현형으로 실현되는 직접 거절 표현의 하나
라고 밝혔다. 또한 ‘싫다’가 청자의 요구에 대한 부정적 응답으로 사용되었을 때에
는 ‘단호’한 거절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불호(不好)
를 나타내는 ‘싫다’가 거절의 맥락 속에서 사용될 경우, 제안이나 요청에 대한 부
정적 정서를 드러내어 추가적인 협상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② ‘아니다’
남길임(2010)은 ‘아니다’가 특정 장르와 문맥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그 의미를 

살펴 이를 크게 명제 부정과 담화 부정으로 나누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문장 
내의 명제적 요소를 부정하는 명제 부정 패턴 ‘아니다’는 ‘X가 Y가 아니-’, ‘X가 
아니-’의 꼴로 쓰이며 ‘이다’와 대칭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남길임(2010)은 또한 
담화 부정 패턴의 특징으로 ① 구어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② 명사항이 없이 
단독으로 ‘아니-’의 꼴로 쓰이고 ③ ‘아니다’가 사용된 문장 또는 절 내에서 부정
의 대상이 되는 명제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담화 부정 패
턴의 ‘아니다’는 문장이나 절의 경계를 넘어서, 이전 발화나 상대방 발화의 적합성
을 부정한다. 담화 부정 패턴의 ‘아니다’는 또한 자기 수정이나 발화 계획의 변경 
등의 의미를 나타내어, 명제 부정 패턴의 ‘아니다’와 달리 ‘이다’와 비대칭적인 의
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구어적 대화에서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등의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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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는 거절 표현으로서의 ‘아니다’는 바로 이러한 담화 부정 패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김미숙(1997)은 담화 부정 패턴의 ‘아니다’가 제의나 요청에 대한 대답으로 사
용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싫어’로 대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다음
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가: 졸려?
   나: 아니(*싫어)

(2)가: 이제 그만 잘까?
   나: 아니.(싫어)

(3)가: 빨리 자.
   나: 싫어(*아니)

이와 같이 의문문인 (1)에 대한 응답으로는 ‘싫어’와의 대치가 불가능한 반면, 
제의문인 (2)에 대한 응답으로는 ‘아니’와 ‘싫어’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선행 발화
가 명령인 경우에는 (3)과 같이 ‘싫어’만이 가능하다. 

김미숙(1997)은 또한 ‘아니다’를 제안이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것이 ‘분명한 거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변명이나 사과 혹은 거절에 대한 
이유 제시의 발화가 따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후행 발화가 없는 거절이나 부정은 
무례하게 보이거나, 쌀쌀맞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담화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화자가 담화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연속되는 후
행 발화가 없이 단독으로 ‘네/아니오’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 통사적 차원의 거절 화행 표현

최현배(1946)는 ‘아니하다’를 ‘행하지 않음’(不爲)으로, ‘못하다’를 ‘행할 능력이 
없음’(不能)으로 보았다. 이처럼 ‘안’과 ‘못’이 각각 ‘객관 부정’과 ‘평가 부정’을 나
타낸다는 견해가 매우 일반적이나, 그 분포를 결정짓는 변별적 자질에 무엇이 있
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김동식, 1980; 이경우, 1983; 백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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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이경우(1983)는 동작주가 유정물일 때 사용되는 ‘아니’가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 

등에 대한 부정을 뜻하며, 주체의 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인지 동
사(알다, 깨닫다, 깨우치다 등)나, 그 자체로 동작주의 의지나 의도를 포함하고 있
는 ‘견디다, 참다’ 등의 동사와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외적 요인에 
의한 수행 불가능을 나타내는 ‘못’은 상태 동사, 과정 동사9)와 같이 쓰일 수 없으
며, 의지나 의도,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려고, -고자, -고 싶다, 일부러’)과 함
께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정소 ‘못’과의 결합에서 단형 부정문에 
사용할 수 없는 동사들(알다, 좋다, 옳다, 바르다, 즐겁다, 시원하다, 후련하다, 따
뜻하다, 깨끗하다, 착하다, 부지런하다, 좋아하다, 친절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악하다, 등)을 제시하고, ‘-하다’와 결합된 동사 중에서 ‘못’ 부정문이 성립 불가능
한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 이상하다, 괴상하다 등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류
B: 변하다, 망하다, 실패하다 등 과정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
C: 후회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등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가진 동사
D: 따분하다, 지루하다, 심심하다, 속상하다 등 내적인 감각이나 지각을 가   

     진 동사 
E: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등 내적인 요구를 가진 동사류

이경우(1983)는 이러한 공기 제약이 결여의 원인이 내적(‘안’)인가 외적인가(
‘못’)에 따라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미의 분류는 거절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형 부정의 의미 해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안+V’과 ‘못+V’이 거절에 사용될 
때, 해당 표현은 각각 제안이나 요청의 불이행 원인을 거절 주체의 내적 동기나 
외적 상황에 두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절 표현에서 ‘못+V’을 사용할 경우 제
안받거나 요청받은 행동의 불이행 원인이 외부적이라는 의미를 전달하여 거절 주
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한 백미현(2004)은 결여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못’의 의미가 담화 속에서 
9) 이는 체이프(Chafe, 1970)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동사는 동작성

[Action], 과정성[process] 및 상태성[state]로 나뉜다. 이 중 동작성 동사는 행동자
[Agent]의 능동적인 행동을(나는 음식을 먹는다.), 과정성 동사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며(음식이 상한다.) 상태성 동사는 주로 형용사에 해당한다.(음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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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작성 동사에 대해 부정소 ‘못’을 
결합한 부정이 역설적으로 주어의 강한 의지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절 표
현에서 이 역설적 기능이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 다음 주에 롯데월드 갈래? 

나. 난 안 가.
나´. 난 못 가.

제안에 대한 응답 중 ‘나’는 주어가 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문장
이고, ‘나´’는 어떤 외부적 힘의 간섭으로 인해 가는 행동이 성립될 수 없음을 기
술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나´’는 책임 회피를 통한 거절 부담의 경감과 더불어, 이
러한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거절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접 거절 표현으로서 ‘안+V’과 ‘못+V’은 의미적인 
측면에서 ① 거절 부담의 크기, ② 거절의 강도라는 두 가지 면에서 구별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2.1.2. 관례적 거절 화행 표현

(1) 어휘적 차원의 거절 화행 표현

① ‘미안하다’와 ‘죄송하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2008)에 따르면,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는 각각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럽다.’와 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의미상으로 유사한 두 어휘는 대개 사과 화행에서 사
용되는데, 그 용법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모리야 미사코(守屋美佐子, 
2001)는 블럼-쿨카 공편(Blum-Kulka, Shoshana, J. House and G. Kasper, eds. 
1989)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을 차용하여 30명의 한국인 교사를 대상으로 7가지 
사과 상황에서의 담화 완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사과 표현은 대
부분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라는 어휘로 구현되었으며, 친소, 과실의 정도, 사죄의 
의무에 관계없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과할 때나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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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의 사람에게 사과할 때는 ‘죄송하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에
게 사과할 때는 ‘미안하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죄송하다’는 
대개 ‘죄송합니다’라는 형태로 실현되며 그 표현형이 다양하지 못하나, ‘미안하다’
의 경우 공손법에 따라 다양한 표현형(미안,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군, 미안하
네, 미안하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거절 표현으로서의 ‘죄송하다’와 ‘미안하다’는 간접 화행에서 자주 사용되는 ‘사
과’전략(강현화, 2007; 안선연, 2010)에 쓰인다. 또한 거절 화행에서의 실현에 있
어서도 그 용법상의 특징이 유지되어 ‘죄송하다’는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미안하
다’는 지위가 낮은 청자에게 사용된다. 

② ‘괜찮다’
‘괜찮다’는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혹은 ‘탈이나 문제, 걱정이 되거나 

꺼릴 것이 없다’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이다(표준국어대사전, 2008). 허상희
(2007)에서는 ‘괜찮다’가 대화에서 주는 말과 받는 말로 모두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각각의 활용 및 결합 양상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주는 말 ‘괜찮다’는 예
문(1)과 같이 주로 의문으로 나타나고, 받는 말 ‘괜찮다’는 (2)-(4)와 같이 주는 
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며, 크게 ‘대답하기’, ‘수용하기’, ‘거절하기’, ‘수락하기’
의 네 가지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

(1) 가: 이렇게 늦게 들어가도 괜찮아?
    나: 걱정 마세요. 아까 늦을 거라고 전화했어요.

(2) 가: 많이 아파?
    나: 괜찮아요.

(3) 가: 미안합니다.
    나: 괜찮아요.

(4) 가: 이것 좀 드세요.
    나: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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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 중 (2)는 ‘많이 아파?’라는 물음에 대해 ‘괜찮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고, (3)은 ‘미안합니다’라는 사과에 대해 ‘괜찮아요’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4)는 제안에 대한 거절이다. 

서희정(2005)은 ‘괜찮다’가 응답 화행에 나타날 때 갖는 다양한 담화 기능을 ① 
의견 묻기에 대한 의견 말하기 ② 걱정 및 불평하기에 대한 안심시키기 ③ 허가 
구하기에 대한 불허 또는 허가하기 ④ 사과하기에 대한 안심시키기 ⑤ 제공하기에 
대한 거절하기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 ‘제공하기에 대한 거절하기’는 물질
적인 제공이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제공이든 제공자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서희정(2001)에 따르면 이때의 ‘괜찮다’는 제공 
내용의 필요성을 의심하여 제공자 스스로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부담 경감(off the 
hock)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약화시키면서 거절의 기능을 갖는 매우 간접적인 거절 
전략이다. 이러한 ‘괜찮아’의 용례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가: 남은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
    나: 괜찮아.

이와 같은 거절 표현의 ‘괜찮아’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결정을 유보하는 형태로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허상희, 2007). 김숙자(2006)는 이처럼 우회적인 거절을 위해 사용되는 ‘괜
찮다’가 주로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소’ 등의 다양한 표현형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괜찮다’는 ‘미안하다’나 ‘죄송하다’와는 달리 사용할 수 있
는 화․청자 관계의 제한이 없는 어휘이다.

③ ‘됐다’
김동식(1984)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빈도 높게 사용되는 동사 ‘되다’가 심층적 

혹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 통사적 환경에서 출발하며, 이것이 나타나는 겉모습에 
의해 그 기본에서 파생되는 조금씩 다른 하위의 구분을 가졌으리라 보는 견해에서 
그 의미의 통합 기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되다’는 기본적(혹은 심층적)으
로 앞에 두 개의 명사구를 가져야 하는 이위 술어임을 밝히고, 이 명사구가 명시
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러한 기준이나 주어를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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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맞음
    [방향성]              [+시간] 변화 판단
                          [-시간]            [+관계] 관계 판단
                                              [-관계] 척도 판단

공인하고 있는 것이라서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된 경우라고 설명했
다. 이를 통해 제시한 ‘되다’의 기본 의미는 첫째, ‘(어떤)기준에 맞음’이며, 문장에 
‘시간’ 속의 흐름이 개재될 경우 변화에 대한 판단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게 되고, 
‘시간’이 문맥에서 제거될 경우 기준은 우리가 세운 어떤 척도 또는 관계가 되고 
이에 따른 관계, 척도 판단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Ⅱ-5. ‘되다’의 의미. (김동식, 1984)>
 
김동식(1984)은 또한 다음과 같이 ‘되다’가 단문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제시하였

다. 이때 예문 ‘가’는 금지, ‘나’는 성취의 표현으로 성립된다. ‘가’는 ‘아니’가 그 기
준점에 닿지 못하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
다는 표현이고, ‘나’는 우리가 공유하는 심리적 도덕적 기준점에 이른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가. 안 돼. 
나. 됐다.

 이러한 기본 의미에 따르면, 거절에서의 ‘됐어’, ‘됐어요’, ‘됐습니다’는 이미 ‘나
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점원: 손님, 세일 중이에요. 구경하고 가세요.
행인: 됐어요.

위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 의미를 적용하여 해석하면, 예에서의 ‘됐어요’는 ‘나
의 욕구는 이미 충족된 상태이다’라는 의미로 상대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됐어요’가 전달하는 비호의적인 느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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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의미의 적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허상희(2004)는 이처럼 기본 의미에서 멀어진 ‘됐어’의 화용적 기능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됐어'의 화용적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선
행 발화가 제안일 경우에 수행되는 수락 표시의 기능이 있다. 허상희(2004)에 따
르면 이때의 ‘됐어’는 ‘되다’가 ‘-이 이루어지다’의 의미에서 과거 형태소 ‘-었-’
이 붙어 ‘-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무엇이 성취됨’을 의미한다.

  가: 이거 어때?
  나: 됐어. 그걸로 하자.

위의 예문 중 ‘됐어’의 후행 발화인 ‘그걸로 하자’를 통해 ‘됐어’가 수락으로 기능
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락의 의미로 사용되는 ‘됐어’는 ‘좋아’와 교체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좋아’에 비해서는 비선호적10)인 표현이다.

허상희(2004)는 또한 ‘됐-’의 두 번째 기능을 선행 발화를 중지시키는 발화 중
지 요청 기능이라고 밝혔다.

가: 잠깐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됐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해당 연구에서는 또한 ‘됐어’가 발화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중지의 기능을 가
진다고 지적했다.

가: (눈을 크게 뜨며)요기 좀 후하고 불어줘.
나: (눈에 후하고 불어 준다)
가: (눈 깜박이고)됐어. 아 시원하다. 

첫 번째 부분 요청 제안/초대 평가 질문
두 번째 부분 선호적 응답 수용 수락 동의 기대된 답

비선호적 응답 거부 거절 이의 기대되지 않은 답

10) 비선호적인 반응(표현)은 인접쌍의 첫 번째 부분의 화자가 기대하지 않는 응답을 말한
다. 이러한 비선호적인 표현으로는 침묵, 주저나 휴지, 장황한 표현의 구사 등을 들 수 
있다. 비선호적인 반응은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성범
(2012: 144)은 일반적 대화 구조에 따른 예를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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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어’의 화용적 기능 앞 상황
수락 표시의 기능 제안
발화 중지 요청의 기능 제안, 변명, 행위
거절 표시의 기능 제안, 요청, 약속, 행위

허상희(2004)에 따르면, ‘됐어’가 거절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래 ‘되다’
가 ‘-이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로서 원래의 과정성이 드러나지 않고 변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의 결과 상태인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 
형태소인 ‘-었-’이 덧붙게 되어 완료종결의 의미를 가지게 되면 선행 발화에 대
해 ‘더 이상 언급할 필요 없다’는 거절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거절의 기능을 가진 
‘됐어’는 발화가 아닌 행위로 표현된 경우에 대해서도 거절의 기능을 보여 준다.

<표Ⅱ-5. 선행 맥락에 따른 ‘됐어’의 화용적 기능(허상희, 2004)>

또한 선행 발화 중 제안은 ‘됐어’의 수락, 중지, 거절의 기능에 모두 나타난다. 
선행 발화가 똑같은 제안일지라도, 후행 발화를 통해 ‘됐어’가 수락의 기능을 하는
지, 거절의 기능을 하는 지 알 수 있다.

김숙자(2006)는 소설 자료에 나타난 거절 표현 연구를 바탕으로, ‘되다’가 거절
의 의미로 나타날 경우에는 ‘됐다, 됐네, 됐거든’ 등의 어형으로 쓰이며, 매우 친한 
사이나 동년배, 가족 간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허상희(2004) 역시 ‘됐어’는 ‘좋다’
에 비해 비선호적 표현이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
다고 지적하면서, 거절의 기능을 가진 ‘됐어’는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의 이유와 함께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 논의들에 따르면, 거절의 기능을 가진 ‘됐어’는 ‘아니’ 혹은 ‘싫어’와 
대체될 수 있는 비선호적 표현이다. 또한 ‘싫어’에 비해서는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거절 표현이므로 비교적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2) 통사적 차원의 거절 표현

① ‘-ㄹ 것 같-’
국립국어원(2005)에서는 ‘-ㄹ 것 같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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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법: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앞으로의 일이나 현재의 일, 과거의 일을 막연히 추측할 
때 쓴다.

2. 결합 정보: 상대방에게 말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할 때 많이 쓰는데, 강
하게 주장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또는 겸손하게 그리고 소극
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다. (중략) 지나치게 자주 쓰면 별로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유
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어 모어 화자들 간에는 명제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체면 손상 위협을 
경감하는 장치로 ‘-ㄹ 것 같다’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ㄹ 
것 같다’의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 심리의 반영이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
다. 그러나 이한규(2001)는 ‘-ㄹ 것 같다’의 사용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진리 조건적 의미론에서 다루는 언어 정보적인 논리만을 고려한 비판이라고 지적
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용 확대 경향을 언어 사용 측면, 즉 의사소통 전략적인 측
면에서 설명해 보고자 시도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을 위해, 혼(Horn, 1984; 
1989)이 주장한 Q원리와 R원리의 개념을 원용하였다.11) Q원리에 따르면 ‘-와 비
11) 혼(1984)은 그라이스(1975)의 대화의 격률 중 질(Quality)의 격률을 제외한 나머지 격

률과 하위 격률들을 Q원리(Q-principle)와 R원리(R-principle)라는 기본 원리로 제시하
고, 그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먼저, Q원리는 정보의 양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다. 이는 청자 중심의 대화 원리로, 청자
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Say as much as you can)는 언어 
정보적 측면의 원리이다. 이에 따르면 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근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출된 추론을 Q함축(Q-based 
implicatur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래의 두 문장에서 화자가 some 대신 all을 쓰지 
않은 것은 그 사용 근거가 결여되어 청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화자가 some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b를 함축을 추론할 수 있다.

     a. Some of the boys came.
     b. Not all the boys came.
• R원리는 정보의 적절성(Relevance)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다. 이는 화자 중심의 대화 원리

로, ‘발화 상황에 적절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라(Say no more than you must.)’는 원
리이다. 이에 따르면 화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여 나머지는 발화상황에 따라 
유추하도록 함으로써, 약한 표현을 사용했을 때 더 강한 의미를 의도할 수 있다. 적은 정
보로 인해 도출된 추론을 R 함축(R-based implicature)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래 대
화에서 화자 b는 자기에게 정확하게 이백만원의 돈만 있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단지 청자인 a가 이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대화 상황에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R 함축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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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다’, ‘-로 짐작된다.’라는 의미의 ‘-ㄹ 것 같다’를 사용하는 것은 화자 자신이 
그런 주장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추론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R원리에 따라 
‘-ㄹ 것 같다’를 사용할 경우, 청자로 하여금 대화 상황으로부터 ‘-ㄹ 것 같다’보
다 더 단정적인 의미를 추론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한규(2001)는 또한 ‘-ㄹ 것 
같다’는 화자의 판단이 청자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부담을 줄 수 있을 경우, 화
자가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리 동사와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
다. 

‘-ㄹ 것 같다’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청자의 체면 손상 위험이 높은 거절 화
행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가: 퇴근하고 한 잔 하러 가지 않겠나?  
나: 죄송합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는 화자에 비해 연령 혹은 지위가 높은 상대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예시이다. 
거절의 화자는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는 거절의 이유에 ‘-ㄹ 것 같다’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는 청자의 판단에 의해 결
정되는 명제와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는 ‘-ㄹ 것 같다’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미론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거절이라는 화용적 상
황을 고려하면, 이는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는 이유에 따른 거절의 최종적 
결정 여부를 R원리에 따른 청자의 추론에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거절 표현을 통해 청자는 화․청자의 관계와 거절이라는 대화 상황으로부터 
‘-ㄹ 것 같다’가 전달하는 의미보다 더 단정적인 의미를 추론하여 이것이 완곡한 
거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② ‘-겠-’ 
박승빈(1935), 최현배(1937) 및 홍기문(1947)에 이르면 ‘-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예문은 최현배(1937)에서 차용)
화자에게 이백만원 이상의 돈이 있다는 것이다.

    a: 얘, 급하게 이 백만 원이 필요한데, 어디 구할 데 없을까?
    b: 그래? 나 이 백만 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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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칭 이인칭 삼인칭
의문문 × 의도 ×

추량 추량 추량
평서문 의도 × ×

추량 추량 추량

① 유의지 미래: 나는 기어코 그 일을 이뤄내겠다.
② 무의지 미래: 내일 비가 오겠다.
③ 가능: 한 시간에 백리라도 달아나겠다.
④ 추량: 저 산 넘어에는 시방 비가 오겠다.
        그 사람이 하마 갔겠다.

이는 ‘-겠-’의 의미를 [미래]나 [가능], 또는 [추량]으로 본 것이다. 이러한 분
류는 이후 일반적으로 ‘무의지미래’가 미래에 관한 [추량]으로서, 그리고 [가능]이 
[추량]의 한 경우로서 [추량]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겠-’의 
의미는 크게 ‘유의지미래’와 ‘추량’으로 간주하였고, 이 중에서도 ‘추량’이 가장 중
심적인 뜻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나진석(1965)에서는 ‘-겠-’을 서상12)이라는 서법 범주에 넣고 이것이 [의도]
와 [추량]의 기본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그리고 ‘-겠-’의 용법에 따른 기능을 다
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표Ⅱ-6. ‘-겠-’의 기능과 용법 (나진석, 1965: 358)>

또한 그는 ‘-겠-’의 의미인 [추량]과 [의도]의 관계에 대해 “의도 표현도 앞항
의 추량처럼 동작에 대한 말할이의 주관적 태도 표현이기는 하나, 다른 점은 동작
의 존재 형식의 판단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동작의 실현 또는 불실현을 바라는 
정의 표현이라는 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서정수(1977)에서는 ‘-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중 ‘의도’는 미
래 시제의 경우에만 나타나며 평서문에 쓰일 경우에는 화자 자신만의 의도를 나타
낸다고 주장하였다.13) 또한 ‘-겠-’이 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말할이의 능동적인 

12) 그는 ‘서상’이란 직설과 대립되는 서법의 한 범주로서 단정을 회피하려는 심적 태도가 
반영된 주관적 표현을 가리킨다고 정의하였다. 

13) 서정수(1977)는 이 중 ‘지금’은 미래성 현재로, ‘방금’은 과거성 현재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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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관해서이며, 만일 화자가 행동의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겠-’이 의도가 
아닌 추량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나는 그와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위의 문장이 의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추량의 뜻이 표시되는 것은 주어가 수동자
가 되기 때문인데, 이는 해당 문장의 동사가 비행동성 동사[-Action]들이기 때문
이다. 즉 기저 구조에서 동사가 비행동성[-Action]일 경우에는 추량의 뜻을 나타
내고 행동성 동사[+Action]일 경우에는 의도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고영근(2004)과 장경희(1985)에서는 ‘-겠-’이 청자가 존대의 대상이 되는 경
우에 합쇼체의 설명법 어미 ‘-습니다’와 사용되어 공손성을 나타내는 특수한 용법
에 대해 언급하였다. 전혜영(1995)은 이러한 특수 용법에 주목하여 화용적 측면에
서 ‘-겠-’의 의미를 연구하고 ‘-겠-’이 확정적인 사항에 대해 비확정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공손 원칙을 수행하는 언어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가: 좀 더 들지 그러나?
나: 죄송합니다.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습니다.
나´: 죄송합니다.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겠-’의 공손 의미는 위와 같이 연배가 높은 청자와의 대화에
서 거절 응답으로 사용된 ‘나’와 ‘나´’를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나’와 ‘나´’
의 응답이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배가 불러서 더는 먹을 수 없다’)은 동일하지만, 
‘-겠-’의 추가적인 사용이 이루어진 ‘나´’가 좀 더 공손하고 덜 단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요청이나 제안에 대한 거절에서 사용되는 ‘-
겠-’의 담화적인 의미는 단언이 청자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고, 요청이나 제안을 
할 때 청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공손]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아서’와 ‘-으니까’
장경희(1994)에 의하면 ‘-어서’를 사용하여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화자는 

사건 발생 전에 그 사건을 판단할 기준, 즉 인과 법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따라



- 35 -

남기심(1978) 서태룡(1979) 김진수(1987)
-어서 공인된 전제에 의한 원인 확정된 이유
-니까 개인적 이유 현재의 이유

서 인식의 제약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인과 법칙을 지니지 못한 일이나 처음 경험
하는 일은 ‘-어서’가 사용되지 못한다. (아래 예문은 장경희(1994)에서 차용)

가: 어떻게 나았니?
나: 나도 잘은 몰라. 이 약을 먹은 다음 저 약을 {*① 먹어서, ② 먹고, ③ 먹  

  으니까} 나았어.
다: 넌 이 약을 먹어서 나은 거야.
가: 아, 이것을 먹어서 나았구나.

장경희(1994)에서 제시된 위의 예문 중 ‘나’는 사건 사이의 인과 법칙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다’는 인과 법칙을 지니고 있어서 ‘-어서’를 쓸 수 있으며, 
‘다’에 이어지는 ‘가’의 둘째 발화에서는 ‘가’도 인과 법칙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에 
‘-어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 화자가 지닌 인과 법칙은 경험에 의해 형
성되는 것으로, 자연 현상 등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인과율에서부터 앞으로 발생할 
사건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있는 지식 정도의 정보까지를 포함한
다. 

‘-어서’가 인과 관계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인과 법칙의 성격은 ‘-니까’와의 대
비를 통해 잘 드러난다. ‘-어서’와 ‘-니까’를 대비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어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7. ‘-어서’와 ‘-니까’의 인과 법칙의 성격>

위와 같은 ‘-아서’와 ‘-으니까’의 의미상 차이는 김지혜(2010)에서 제시한 다음
의 두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주말에는 길이 복잡해서 지하철을 타는 게 좋아요.
나: 주말에는 길이 복잡하니까 지하철을 타는 게 좋아요.

예문 ‘가’는 보통 주말에는 길이 막힌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후행절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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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서 제시한 것이고 예문 ‘나’는 화자가 경험했던 주말의 교통 체증을 이유로 
하여 후행절 내용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처럼 '-어서'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화자가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용하며, ‘-으니까’는 화자
가 청자와 공유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사용한다. 

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 물어볼 게 있으니까 왔는데요.

따라서 기존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 청자를 대상으로 ‘-으니까’를 사용하는 것
은 적절하지 못하며, 위와 같이 실례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있다.(김
지혜, 2010) 

2.2. 거절 화행 표현의 사용 양상

2.2.1. 선행 발화에 따른 사용 양상

발화의 화용적 의미 해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맥락은 여러 학자가 다양하게 
정의하고 설정해 왔다. 언어 및 언어 행위를 둘러싼 맥락에는 인지적 맥락, 언어적 
맥락, 물리적 맥락, 사회적 맥락 등 여러 종류의 맥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맥락이란 펫져(Fetzer, 2004)가 말하는 ‘언어적 맥락’ 또는 메이
(Mey, 2001)의 ‘문맥’과 유사한 개념으로, 어떤 문장이나 담화 등의 앞 또는 뒤에 
있는 다른 문장이나 담화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언어적 맥락 중 선
행 발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따른 거절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때 거절의 선행 발화는 김미령(2006)의 분류를 참고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김미
령(2006)은 선행 발화 중 청자의 반응을 의도하는 반응 유도 화행을 대상으로, 그 
내용에 관한 의도와 청자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의도에 따라 <그림Ⅱ-6.>과 같이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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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자
행위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 제안
[-선택] 허가

[+부담] [-강제성] [+선택] 권유

[-친교] [+부담]
[-강제성] [+선택] 요청

[+강제성] [-선택]
[-위협] 명령
[+위협] 경고

사고
[±친교][-부담][+강제성][+선택] 질문
[-친교][+부담][-강제성][+선택] 호소

<그림Ⅱ-6. 반응 요구 화행의 분류(김미령, 2006: 3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 요구 화행 중, ‘선행 발화에서 요구한 행위의 내
용이 후행 화자의 행위에 관한 것일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후행 화자가 받아들이
지 않는 태도로 말하게 되는 발화의 유형(김미령, 2008: 107)’인 거절 화행이 일
어날 수 있는 선행 발화를 ① 청자의 행위를 요구하며 ② 청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하는 화행이라고 본다. 따라서 거절 화행의 선행 발화로서 가능한 대응쌍을 ‘제안’, 
‘권유’, ‘요청’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친교]의 자
질 외에 동일한 자질을 가진 ‘권유’와 ‘요청’을 ‘요청’으로 통합하여 선행 맥락을 
‘제안’과 ‘요청’의 두 가지로 분류하겠다. 또한 유도 화행 분류에서 ‘제안’과 ‘권유’․
‘요청’이 [부담]14)이라는 자질에 의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담]을 ‘행위 수행에 대한 부담’과 ‘행위 수행에 의한 혜택’으로 세분화하여 
다루도록 한다. 

이처럼 거절의 언어적 선행 맥락을 ‘제안’과 ‘요청’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거
절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총 33회분의 드라마 대본 중 130개의 거절 
화행 상황을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맥락에 따른 거절 표현의 사용 경향을 살펴
보았다. 분석의 대상은 작가의 문체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기 위해 단막극을 위

14) 김미령(2006: 12)에 따르면 이는 리치(1983)의 대화 격률에서 ‘혜택’과 ‘부담’으로 다루
어진 개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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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맥락  행위의 수행자 행위의 수혜자 출현 빈도 
요청 1.거절의 화자 1-1. 거절의 화자 2

1-2. 거절의 청자 23
제안 2.화자와 청자 2-1. 거절의 화자 65

2-2. 거절의 청자 39

주로 선별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거절 화행의 맥락별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Ⅱ-8. 맥락별 거절 빈도>

이와 같은 분류 결과에 따라, 거절 표현은 유도 화행에서 요구하는 행위의 수행 
부담이 화․청자 모두에게 부과되었을 때 더욱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절 발화가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거절 화자가 행위의 수행자인 동시
에 수혜자인 상황이었다. 다음은 1-1의 예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가 자신
을 걱정하여 찾아 온 ‘진호’를 돌려보내며 차후의 방문 요청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대화문이다.

진호: 그럼(...) 내일 와서 볼까? 
경주: 시간 안 돼. 필름 완성 시켜야 돼.

 (SBS 드라마「은사시나무」)

해당 상황에서 거절 화행이 드물게 일어나는 이유로는 ① 화자에게 이익을 주는 
요청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청자에게 응락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② 거절 응답으로 인한 체면 위협의 부담 또한 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와 유사한 맥락에서, 2-1의 상황에서의 거절은 제안이나 요청을 수락할 경우 청
자가 수행하게 될 부담을 경감해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각 상황에서 사용된 어휘의 사용 양상을 보면, 모든 맥락에서 ‘괜찮다’, ‘아니다’, 
‘싫다’ 등의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됐다’(됐어요, 
됐어, 됐다니까 등)의 경우 행위의 수혜자가 거절 표현의 화자인 경우(1-2, 2-2)
에만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능력 부정인 ‘못+V’보다는 ‘안+V’ 부정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의지 부정보다 ‘못+V’이 더 완곡함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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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의미구15)에서 단형 부정으로 사용될 시에는 오히려 ‘안+V’에 비해 더 강
한 거절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화: (연희의 시선을 의식하는) 당분간 미루라면 미뤄. 
연희: 못 해. 

(MBC 베스트극장「12살 차이」)

‘못+V’이 완곡함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거절 부가 표현으로 사
용되는 경우였다.

진원: (인라인 타는 사람들을 보며) 저거라도 탈까?
수연: (...)아뇨. 못 타요.

(KBS 드라마시티「반짝반짝 빛나는」)

위의 거절 표현에서 ‘수연’은 ‘진원’의 권유에 대해 ‘아니다’라는 어휘적 표현을 
통해 거절을 표시한 후, 이와 같은 직접적 거절 표현이 가져오는 체면 손상 위협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못 타요’라는 부가적 표현을 덧붙이고 있다. 이 때 ‘못+V’
의 표현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거절하고 있다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부각시켜 완곡함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만약 위
의 발화에서 ‘아뇨’가 생략된 채로 ‘못 타요’라는 표현만을 사용하여 거절하였을 경
우, 위 예문의 ‘연희’의 거절과 마찬가지로 단정적인 거절 표현으로 해석되었을 것
이다.

15) 거절 화행을 분석하는 틀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거절 화행을 주 화행과 보조 화행으로 
나누는 것과 의미구(semantic)와 거절 부가 표현(adjunct)으로 나누는 것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브 외(Beebe et al., 1990)에서 제시한 후자의 개념을 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구는 주 화행과 보조 화행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구성 단위를 말한다. 거절 부가 표현은 독립적으로 쓰여서는 거절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거절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지 또는 예비 역할을 하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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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화․청자 관계에 따른 사용 양상

레이코프(Lakoff, 1973)는 담화의 목적을 정보 공유와 대인 관계의 유지 및 강
화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가 상호 작용적일수록 예의 규칙의 이행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예의란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 간의 교류와 상호 작용이 용이하도록 고안된 대인 관계 시스템을 가리킨다.
(레이코프, 1990: 34)’ 그에 따르면 문장의 문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사적 
규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화가 예의에 맞는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화용적인 규칙들이 필요하다. 레이코프(1973)는 이 규칙으로 ① 명료
할 것(Be clear)과 ② 예의바를 것(Be polite)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예의가 명료함에 우선한다고 보고, ① 강요하지 말 것(Don't impose) ② 선택권을 
줄 것(Give options) ③ 상대를 기분 좋게 하며 친절할 것(Make a feel good-Be 
friendly)이라는 세 가지 ‘예의 규칙(rules of politeness)’을 제시했다. 이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각각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예의 규칙의 사용을 통한 거리
(distance), 존중(deference), 우호(camaraderie)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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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Ⅱ-7. 예의 규칙과 예의 전략(레이코프, 1973)>

그러나 이러한 예의 규칙이 언어 보편적(universal)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규칙
을 더 우위에 두는지에는 개별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예의바른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권의 문화가 가진 예의 규칙의 위계와 그 구체적인 구현 
형식을 알아야 할 것이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78; 1987)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
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해당 연구에서는 일상의 
대화적 상호 작용에서 화자와 청자의 체면16) 유지는 대화의 목적이며, 이러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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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상황

예 상
되 는
체 면 
위 협
정도

       
적다          
                                     ① 보상 없음
                           직접적     보상 있음     ② 적극적 공손성
       FTA17)이행                                  ③ 소극적 공손성
                          ④ 간접적

       FTA 불이행

크다

면은 적극적(positive)인 것과 소극적(negative)인 것으로 나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림Ⅱ-8. 언어적 예의를 위한 전략 (브라운과 레빈슨, 1987: 60)>

‘FTA 불이행 전략’은 거절 등의 체면 위협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전략이다. 거
절 수행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들에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 ① ‘직접적 
무보상 전략(Bald on record)’은 화자가 체면 위협 행위를 행함으로써 그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적용된다. ② ‘적극적 예의(positive politeness)’전략은 화자의 바람
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기를, ③ ‘소극적 예의(negative politeness)’전략은 자신의 
의도와 행동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기를 원할 때 사용한다. ④ ‘간접적(off record)’
전략은 화자가 체면 위협 행위를 하기 원하나 그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화
자 자신의 의도와 행위에 대한 해석의 여부를 청자에게 전가할 때 사용하는 전략
이다. 테넌(Tannen, 1984: 15)은 이들 전략 중 적극적 예의는 레이코프의 우호 
전략에, 소극적 예의는 거리 전략에 대응한다고 정리했다. 또한 유커(Jucker, 
1988: 383)는 화자가 이들 전략 중 어떠한 것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화․
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 상대적 힘, 그리고 개별 문화권에서 부과되는 절대적 서열
을 고려하여 전략의 직접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친밀도’로 보아 크게 ‘친밀

16) 브라운과 레빈슨(1987: 61)에 따르면 체면이란 ‘한 개인이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는 공식
적인 이미지(public self-image that every member wants to claim for himself)’이다.

17) FTA: 체면 위협 행위(face-threaten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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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의 우위
친밀도 - 0 + 계
- ① 2회 ② 16회 ③ 8회 26회
0 ④ 9회 ⑤ 32회 ⑥ 4회 45회
+ ⑦ 5회 ⑧ 45회 ⑨ 9회 59회
계   16회    93회   21회  130회

도가 높음’, ‘친밀하지 않음’, ‘친밀도가 낮음’의 세 가지로, 화․청자 간의 상대적인 
힘을 청자에 대한 화자의 ‘힘의 우위’로 보아 ‘높음’과 ‘수평적’, ‘낮음’으로 분류하
여 이에 따른 특정 어휘나 문법의 활용을 통한 표층적 차원의 ‘언어적 장치’ 사용 
양상을 살폈다. 또한 한국 문화권의 절대적 서열 결정 요인으로 고려되는 ‘연령’은 
‘힘의 우위’안에 포함하여 다루었다. 총 33편의 드라마 대본에서 추출한 130개 거
절 상황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빈도의 분포를 볼 수 있
다.

<표Ⅱ-9. 화․청자 관계에　따른 거절 빈도>

화․청자 관계에 따라 살펴본 거절 빈도에 따르면 ①, ④, ⑦과 같이 대화 상대자
에 비해 힘의 우위가 낮은 경우의 거절이 가장 적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
다.(총 16회) 이에 대해서는 거절에 따른 발화자의 부담과 청자에 대한 체면 손상 
위협이 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당 상황에서 단답형의 표현(‘아닙니
다’, ‘싫습니다’, ‘됐습니다’ 등)만으로 거절하는 ‘직접적 무보상 전략’과 어휘를 통
한 단답형의 거절 이후 그 이유를 설명하는 등의 ‘직접 보상 전략’은 각각 3회에 
걸쳐 사용되었다. 반면 아래의 예와 같이 거절 이유의 서술을 통한 간접적 거절 
전략(off record)은 총 10회에 걸쳐 나타나, 대화 상대자에 비해 힘의 우위가 낮
은 경우에는 거절 이유만을 서술하는 간접적 전략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상은 모: 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어디 여행이라두 다녀오세요. 도련님.
민수: 아직 최종 발표두 안났는데요.

(MBC 베스트극장「네발 자전거」)

또한 이렇게 거절 화자의 힘의 위계가 낮은 경우, 거절 이후 동일한 요청이나 



- 43 -

제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연령 및 
사회적 위치가 높은 이에 대한 거절을 터부시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반
영된 것이라 하겠다. 

회택 씨: 맏상주. 일루 와, 한잔 혀. 
강민수: 아닙니다. 
회택 씨: 상주가 술 한 잔 허는 건 흉도 아녀. 동생이랑 번갈아서 잠도 자두  

           고. 
(강민수가 노인들 자리에 끼어 소주잔을 받는다.) 

(MBC 베스트극장「사랑한다 말하기」)

대화 상대자에 비해 힘의 우위가 낮은 경우(①, ④, ⑦)에 사용되는 어휘적 표현
에는 직접 표현인 ‘아닙니다’와 관례적 표현인 ‘괜찮습니다’가 있었다. 또한 화자에
게 이득이 되는 제안을 거절할 경우 의미상 ‘괜찮습니다’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인 
‘됐습니다’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상황에서 ‘됐다’가 사용된 것은 아래와 
같이 화․청자의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 한해 단 1회뿐이었다.

영옥: (불현듯 생각난 듯) 미란아, 엄마가 집에 가서 음식해 줄까?
미란: (웃으며) 됐어요, 괜히 엄마 있음 젊은 사람들 불편하지. 그냥 우리    

         끼리 대충 같이 해 먹고, 그럴래.
(KBS2 가정의 달 특집 드라마「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질문」)

이를 통해 연장자나 상급자에게 ‘됐다’라는 어휘를 통해 거절하는 것은 매우 제
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⑥, ⑨와 같이 거절 화자의 힘의 위계가 높은 경우에도 거절의 빈도는 총 
21회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대화 상대자에 비해 힘의 우위가 낮은 경우와 반대
로, 힘의 우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제안이나 요청 등을 하는 경우가 드
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상황의 거절 표현에서는 정
형화된 패턴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는 화․청자의 관계상 거절의 부담이 적고, 체
면 위협의 정도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힘의 위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관계(②, ⑤, ⑧)에서의 거절은 매우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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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휘 활용형(빈도) 어

휘 활용형(빈도) 어
휘 활용형(빈도) 어

휘 활용형(빈도)
싫
다

싫다(0) 아
니
다

아니(4) 괜
찮
다

괜찮아요(2) 됐
다

됐어(1)
싫어(1) 아니요(2) 됐어요(3)
싫어요(2) 아니에요(2) 됐습니다(1)

일어난다. 이는 요청, 제안, 청유 등이 잦게 일어나며, 이를 거절함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중 거절에 대한 부담이 가
장 낮은 상황 ②와 ⑧의 경우 ③, ⑥, ⑨와 유사하게 그 표현 형식이 매우 다양함
을 볼 수 있다. 아래는 친밀도가 -이며 힘의 우위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에서 이루
어진 상황 ②의 거절 예이다. 

세리: 고삐 매라구.
수지: 내가 송아지야, 망아지야, 고삘 왜 매?

(MBC 베스트극장「세리 아줌마와 수지」)

위의 거절 대화는 큰 사회적․물리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의 주점 종업원과 주점 
주인이 서울에서 섬으로 함께 내려가는 도중에 나눈 대화에서 발췌한 거절 표현이
다. ‘세리’가 지속적으로 도주를 꾀하는 ‘수지’에게 손목을 묶으라고 하자 이를 거
절하면서 나타난 위의 대화는 정형화되지 않은 거절 표현의 예를 보여 준다. 이와 
달리 힘의 위계가 수평적인 상황 중 친밀도 역시 중립적인 ⑤의 경우에는 거절 표
현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었다. ⑤의 상황에서는 다른 여덟 개의 상황에 비해 어
휘 표현을 통한 거절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Ⅱ-10. 상황 ⑤ 거절의 직․간접 의미구 표현>

이는 서로에 대한 정서적 태도가 결정되지 않은 관계에서 체면 손상의 위협을 
덜기 위해 다양한 언어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각 거절 
상황의 인물들이 취하고자 하는 태도에 의거하여 어휘 표현들 간의 의미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싫어’와 싫어요’는 다소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요
구를 강하게 거절할 때 사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중 상급자
나 연장자를 향해 ‘싫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거절을 수행하는 예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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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활용형(빈도) 어

휘 활용형(빈도) 어
휘 활용형(빈도) 어

휘 활용형(빈도)
싫
다

싫다(1) 아
니
다

아니(1) 괜
찮
다

괜찮아요(1) 됐
다

됐어(1)
싫어(2) 아니요(2) 됐어요(1)
싫어요(3) 아니에요(0) 됐습니다(1)

않았다는 점, 거절에 따른 부담이 비교적 적은 ②와 ⑧의 상황에서 ‘싫다, 싫어, 싫
어요’ 등의 표현이 빈도 높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싫다’라는 어휘 표
현이 가지고 있는 강한 거부의 의미가 거절에서의 사용 시 높은 체면 손상 위협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Ⅱ-11. 거절 표현의 사용 어휘(상황 ②, ⑧)>

상황 ⑤의 거절 표현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①, ④, ⑦에서 매우 친근한 
사이에서 사용된다고 밝힌 바 있는 ‘됐다’라는 어휘 표현이 ‘습니다체’와 결합하여 
‘됐습니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혜원: (받으며) 진짜 이 돈 받고 그냥 가도 돼? 이 액수면 같이 잘 수두 있   
        는데?

은호: (민망) 아(...)아니, 됐습니다. 
(SBS 오픈드라마「진심의 도끼」)

위 예문에서 ‘됐습니다’는 힘의 우위 및 친밀도가 중립적인 상대에게 받은 제안
에 대한 거절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됐다’와 ‘습니다체’가 결합한 표현형 ‘됐습니
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표현이 상급자나 연장자에게 허용되는 
표현이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됐습니다’에서 사용된 ‘습니다체’는 대화 참여
자들의 사회적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이기 때문이다. 

‘이유 제시’ 전략을 사용한 간접적 거절에서는 종결 어미로 사용된 ‘-니까’의 사
용이 특징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사용되는 ‘-니
까’는 구어적 상황에서 후행절이 생략 혹은 도치된 형태로 종결 어미화되어 사용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결 어미, 혹은 종결 어미로 사용된 ‘-니까’는 공통적으로 
화․청자 간에 이미 공유된 거절의 이유를 강조하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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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욱: 그걸 말이라고 해, 너! 당장 못 와?
동욱: (전화)난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형.(끊기고)

(KBS2 드라마게임「우체국에 가면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위의 대화문은 가출을 한 ‘동욱’이 형인 ‘인욱’와 통화를 하면서 형의 강한 귀가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니까’는 ‘걱정하지 말 것’이라는 
당부를 위한 이유로서 현재 상황(통화로 확인한 바와 같이 ‘잘 있다’)을 재차 확인
하여 제시하는 데 사용되었다. 

아이: 엄마, 컴퓨터 비밀번호 가르쳐줘!
약사: 얘가 왜 이래, 안 된다니까? 너 오늘 컴퓨터 많이 했잖아. 저리 가. 정  

        신 없어! 
(KBS2 가정의 달 특집 드라마「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질문」)

위의 예는 약사로서 손님을 응대 중인 엄마와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아
이 사이에서 이루어진 요청-거절의 대화를 담고 있다. 해당 상황에서 ‘-니까’의 
사용은, 아이가 ‘컴퓨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엄마의 생각을 이미 전달받
은 바가 있다는 기존 공유 정보의 강조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해당 상황에서 ‘-
니까’의 사용은 김지혜(2010)에서 언급한 바 있는 ‘-니까’의 부정적 정서 표출 기
능이 이미 공유된 정보의 환기 시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예를 보여 준다. 

3. 한국어 교재의 거절 화행 표현 교수 현황

3.1. 분석 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한국어』(문진미디어, 2005),『연세 한국어』(연세대학교 출판
부, 2008),『서강 한국어』(도서출판 하우, 2008) 3종의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거
절 표현 제시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세 한국어』는 1-6권으로, 각 권 당 총 10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4
권은 각 과별로 총 4개, 5-6권은 총 2개의 세부 항으로 나뉘어있다. 각 항은 음
성 및 문자로 제시되는 본문, 어휘, 2개의 문법 항목 제시 및 연습, 그리고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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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어휘와 문법을 응용하여 이루어지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주로 구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절 화행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청자의 관계 정
보가 제시되는 본문 및 듣기 과제의 대화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서강 한국어』는 문법․말하기․듣기․읽기․쓰기를 중심으로 하여 설계된 교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1A-5B까지의 학생용 교과서를 대상으로, 화․청자의 관계 정보가 
제시되는 본문과 듣고 말하기 활동의 대화문을 분석했다.

서울대학교의『한국어』는 본문과 발음, 어휘 및 문법 설명과 이의 활용 연습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맥락 정보가 제공되는 본문과 
듣기 대화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교재에서 제시되는 거절 화행의 빈도 및 사용 
표현을 분석하였다.

먼저 어휘적 거절 표현 중에서는 직접 거절 어휘인 ‘싫다’와 ‘아니다’, 관례적 거
절 어휘인 ‘죄송하다’, ‘미안하다’, ‘괜찮다’, ‘됐다’를 중심으로 그 사용 빈도 및 형
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통사적 거절 표현으로는 ‘-어서’와 ‘-니까’와 같은 인과 관
계 연결 어미, 그리고 거절 화행의 체면 손상 위험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겠-’, 
‘-ㄹ 것 같다’를 채택하여 그 제시 양상을 분석하였다.

 
3.2. 거절 화행 표현의 제시 양상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3종의 교재에서 나타난 거절 발화는 총 67회였다. 그리
고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거절 표현 어휘가 사용된 경우는 26회였다. 거절 어휘 
표현인 ‘싫다’, ‘아니다’, ‘괜찮다’. ‘되다’ 등의 간접 거절 어휘, ‘죄송하다’, ‘미안하
다’의 제시 형태와 그 빈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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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표현 활용형 빈도 총 빈도
싫다

싫어요. 2
5싫어. 2

싫다구. 1
되다 0 0
아니다 아니에요. 3 3
괜찮다 0 0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2
5죄송해요. 1

죄송하지만 2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1

13미안해요. 9
미안해. 1
미안하지만 2

총계 26

 <표Ⅱ-12. 3종의 교재에서 제시된 거절 어휘 표현 및 그 빈도>

 
‘됐다’와 ‘괜찮다’ 두 어휘는 일반적인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표현으로서의 사용 빈도가 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교재에서는 두 어휘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한국어』는 ‘괜찮다’에 
대해 ‘to be all right.(문진미디어, 2005: 31)’의 의미로 의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그 활용 형태 및 화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 지금도 아프세요? Are you still sick?
B: 아니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No, I am all right now.

A: 늦어서 미안해요. I am sorry for being late.
B: 괜찮아요. That's all right.

위와 같이 제시된 ‘괜찮다’의 의미는 ‘탈이나 문제, 걱정이 되거나 꺼릴 것이 없
다(표준국어대사전, 2008)’라는 ‘괜찮다’의 사전적 의미와 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교재 내용을 통해, 제안에 대해 자신의 결정을 유보하는 형
태로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괜찮다’의 거절 기능을 습득할 수 있
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연세 한국어』와『서강 한국어』역
시 이와 마찬가지로 ‘괜찮다’의 기본 의미를 ‘to be alright’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용례 역시 ‘대답, 수용, 수락’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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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되다’의 경우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와 용
법만을 단독으로 다루기보다, ‘-게 되다’(문진미디어, 2005;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도서출판 하우, 2008)나 ‘-어도 되다’, ‘-으면 안 되다’(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등의 문형에 결합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다. ‘되다’의 기본 의미를 명시적
으로 기술한 것은『연세 한국어』로,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다.(표준국어대사
전, 2008)’와 통하는 'to become(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1권)'을 해당 어휘의 
뜻으로 제시하고 있었다.『한국어』에서는 ‘되다’의 활용형인 ‘됐습니다.’를 'all 
done'(문진미디어, 2005: 2권: 199)의 의미로 제시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인 3종
의 교재 모두에서 ‘아니’나 ‘싫어’에 비해 함축적이고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는 ‘됐다’가 가지는 거절의 의미와 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싫다’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공한 교재는『한국어』1종이었다. 해당 교재에서
는 ‘V-는 것이 좋다(to like to V)’의 반대 표현으로 ‘V-는 것이 싫다(not to like 
to V)’를 제시하면서 ‘싫다’의 의미를 다루었다. 그러나 ‘싫다’의 의미를 별도로 제
공하지 않은『서강 한국어』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이라는 읽고 말
하기 자료를 통해 거절 표현으로 ‘싫다’가 사용되는 용례를 총 5회 제공하고 있었
다. 해당 용례에서 ‘싫어’는 동등한 위치의 친구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을 
위해 사용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거절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3종의 교재에서 ‘싫
다’의 의미 및 용례를 제한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해당 어휘가 가진 탈맥락적 의미
가 매우 단순하여 별도로 언급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니다’는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2008)’에 
해당하는 의미로 각 교재에서 매우 빈도 높게 나타났으나, 제의에 대한 부정 찬동
으로 사용된 것은 총 3회 뿐이었다. 

‘죄송하다’와 ‘미안하다’는 3종의 교재 모두에서 사과 표현으로 제시되었으나, 거
절 표현에서 각각 5회와 13회 사용되어 다른 어휘들에 비해 거절에서의 용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연세 한국어』의 경우 3권 9과(사과와 거절)에서 거절 표현
의 목록에 ‘죄송합니다.’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3종의 교재에서는 모두 두 어휘의 
의미 및 용법을 다루고 있었으나, 이 중 기본형의 형태와 의미를 제시한 교재는
『연세 한국어』1종이었다(‘죄송하다’ to be sorry. 1권 6과 2항 과제). 이외에는 
‘미안해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요.’와 같이 종결 어미와 결합한 형태
로 나타냈으며,『한국어』의 경우 ‘V-아서/어서 죄송하다(to be sorry for V)’(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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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세 한국어 서강 한국어
제
시 
항

1권 11과 1. 1권 4과 3항
2. 1권 9과 3항 2B 7급

의
미 
기
술

intentional ending 

1. It is used with an action verb stem 
to indicate the speaker's intention. 
In an interrogative sentence, it is 
to ask the listener's intention.

2. This suffix is used with a verb 
stem to express the assumption or 
supposition based on the situation 
or the state at moment of 
speaking.

   ‘-겠-’ is used to 
express a 
supposition. It can be 
used to infer 
someone's emotion 
about something such 
as sad feeling caused 
by someone's death

형
태 
기
술

V-겠- 1. -겠-
2. -겠-

   '-겠-' is used with 
verbs, adjectives, and 
있다/없다.

예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1.    제니 씨가 요즘 열심히 

진미디어, 2005: 2권: 31)와 같이 문형의 일부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당 어휘들이 일반적으로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정된 형태의 제공을 통해 화․청자의 관계에 따라 가지는 두 어휘의 
용법상 제한이 암시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연세 한국어』에서는 어휘 과제를 
통해 이를 좀 더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는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사과한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
거나 비슷한 나이의 친구에게는 보통 미안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
람이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죄송하다는 말
을 한다. 나의 잘못을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면 사람들은 보통 마
음을 풀고 용서를 해 준다.

  
통사적 표현 중 ‘-아서’나 ‘-겠-’등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의 경우 2, 3회로 분

리하여 해당 표현이 가진 두 가지 이상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었다.

 <표Ⅱ-13. 교재별 문법 기술 비교 예: ‘-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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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I will call again.)
한국어를 배우겠어요. 
(I will learn Korean.)
나는 주스를 마시겠어

요.
(I will drink juice.)
언제 친구를 만나겠어

요?
(When will you meet 

your friend?)
토요일에 무엇을 하시

겠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on Sunday?)

저는 파티에 안 가겠습니다.
(I will not go to the party.)
내년에 한국에 다시 오겠습니다.
(I will come back to Korea next 

year.)
저는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뭘 잡수시겠습니까?
(What would uoi like to eat?)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Who will do it first?)
2.
제목을 보니까 이 영화가 재미있겠어요.
(Looking at the title, the movie seems 

to be interesting.)
주말이라서 교통이 복잡하겠어요.
(The traffic must be busy because it's 

weekend.)
일이 많아서 금방 끝내기가 힘들겠어요.
(it must be hard to finish work soon 

because you can play very well.)
피아노를 잘 치니까 훌륭한 음악가가 되

겠어요.
(you will be a great poanist because 

you can play very well. )
하늘을 보니까 오후에는 비가 오겠어요.
(Looking at the sky, it seems it will 

rain tomorrow.)

공부해요. 이번 시험을 
잘 보겠어요.

A 이 케이크 좀 드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B 와, 아주 맛있겠어요.
A 현우 씨 아버지께서 돌

아가셨다고 해요.
B 그래요? 현우 씨가 마

음이 아프겠어요.

 
3종의 교재에서는 위와 같이 영어, 혹은 일본어나 중국어 등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로 각 문법 항목을 기술하고 있었다.『한국어』는 문법 형태소의 개별 의미
보다는 이의 결합 형태인 문형을 다수 제시하는 방식으로 표현들을 제시하고 있었
으며, 문법에 대한 메타 언어학적 기술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연세 한국어』의 
경우 각 문법 항목에 대한 설명 및 예문 제시가 매우 많고 자세했다. 또한 위 표
에서 예로 든 ‘-겠-’의 경우와 같이, 다른 교재들에 비해 문법 형태소의 의미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한국어』는 ‘-겠-’의 [의
지]를,『서강 한국어』는 [추량]을 선택하여 주요 의미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
리, 『연세 한국어』는 두 과에 걸쳐 ‘-겠-’의 두 가지 주요 의미를 모두 교수하
고 있었다. 그러나 세 교재 모두, ‘-겠-’의 [공손]의 의미와 같이, 맥락 속에서 나
타나는 통사적 표현의 화용적 요소에 대한 교수-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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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KNS) 학습자(KL)
성별 남 3명 4명

여 21명 19명
평균 연령 25세 23세

Ⅲ. 학습자의 거절 화행 표현 사용 양상

1. 표현․이해 양상 진단 실험

지금까지 선행 연구 결과와 드라마 대본의 분석을 통해 한국어 거절 화행에서 
담화 상황에 따라 특수한 의미를 띄며 빈도 높게 사용되는 표현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살펴본 표현 목록들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이 실제로 표현 및 
이해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
다. 

실험은 2012년 2월 9일부터 24일까지, 3월 5일부터 8일까지 2차에 걸쳐 이루
어졌다. 실험의 대상은 K대학교 한국어센터 5급과 6급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한국
어 학습자 23명, S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어 화자 24명으로 총 47명이었다. 유사
한 구성의 성별과 연령층으로 구성한 두 피험자 집단의 성별 및 연령 정보는 다음
과 같다. 

<표Ⅲ-1. 피험자 집단의 성별 및 평균 연령>

이 중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 및 한국 거주 기간은 각각 15.48개월
과 15개월이었다. 또한 학습자 집단의 국적 구성은 중국 13명, 몽골 4명, 카자흐
스탄 3명, 베트남 2명, 일본 1명으로 이루어졌다.

1.1. 구두 담화 완성 실험

본 실험은 구두 담화 완성 테스트(Discours Completion Test: DCT)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에서 제공되는 거절 상황은 대화 상대자와의 친밀성
(Solidarity)과 힘의 우위(Power)를 고려하여 총 9가지로 설정되었다. 친밀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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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밀

성

힘의 우위

- 0 +

- 1 2 3

0 4 5 6

+ 7 8 9

          

1. 평소 비호의적인 하숙집 아주머니의 도움 요청 
2.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의 제안 
3. 요청 사이가 좋지 않은 후배의 요청 
4. 길거리 점원의 상품 구매 권유
5. 행인의 길 안내 요청 
6. 평소 친분이 없는 회사 부하직원의 술자리 권유 
7. 아버지의 귀향 요청 
8. 친한 친구의 파티 참석 제안
9. 친동생의 음식 권유 

힘의 우위에 따른 각 거절 상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Ⅲ-1. 구두 담화 완성 테스트의 아홉 가지 상황>

본 실험에서는 먼저 대화 상대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실험 
대상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 뒤, 각 상황에서 주어지는 청유 및 요청을 
미리 녹음된 음성 파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발화하도록 유도했
다. 실험 대상자들에게는 친밀도와 힘의 우위에 따라 설정한 9가지의 상황에서 제
안과 요청의 선행 발화가 주어졌다.

또한 언어 능력이나 거절 전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표현 생성의 어려움을 방
지하기 위해 거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제공하였다. 녹음 음성
의 제공은 이해영(2003)에서 ‘대화 상대자 없이 혼자 이야기하는 부자연스러운 상
황과 녹음기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구두 발화를 유도해 
내기 어렵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 구두 DCT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 

1.2. 다중 응답 설문 및 사후 인터뷰

설문은 총 8문항의 다중 응답 객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재 분석을 통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 간 표현 양상의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
상되는 거절 표현(① ‘괜찮다, 아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됐다, 싫다’ 와 같은 어
휘 ② 인과 관계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어서’와 ‘-니까’ ③ '안+V'과 ‘못+V’ ④
공손 표현인 ‘-ㄹ것 같다’와 ‘-겠-’)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안되었다. 구두 담화 완성 실험과는 달리,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①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며, ② 비문법적이거나 어색하지 않은 거절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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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어휘 빈도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
죄송하다 총 빈도 43 56

1인 당 평균 사용 빈도 1.8 2.43
미안하다 총 빈도 25 33

1인 당 평균 사용 빈도 1.04 1.43
아니다 총 빈도 19 22

1인 당 평균 사용 빈도 0.79 0.96
괜찮다 총 빈도 7 2

1인 당 평균 사용 빈도 0.29 0.08
됐다 총 빈도 3 4

1인 당 평균 사용 빈도 0.13 0.17
싫다 총 빈도 3 14

1인 당 평균 사용 빈도 0.13 0.61
총계 101 134

을 ③ 가장 적절한 순서대로 골라야 한다는 조건이 주어졌다. 이는 거절 표현이 
전달하는 의미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 화자들의 이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제한이
었다. 이해 능력 설문 후에는 두 집단의 모든 피험자를 대상으로 각각 20-30분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이유를 들었다. 

2. 거절의 표현․이해 양상

2.1. 거절의 표현 양상

2.1.1. 어휘 차원의 표현 양상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의 거절 어휘 표현은 그 사용 빈도뿐만 아니라 사
용되는 패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표Ⅲ-2. 집단별 응답 어절 수 및 표현 사용 빈도수>18)

18) 해당 표에 기록된 빈도수는 ‘한마루 2.0’을 사용하여 검색된 어절 수 중 각 어휘가 ‘거절
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예를 들어 ‘괜찮다’의 경우, 다음과 같
이 ‘탈이나 문제, 걱정이 되거나 꺼릴 것이 없다‘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빈도수에서 제
외하였다.

예. 다른 시간에는 괜찮은데, 지금은 강의를 들으러 가는 길이어서(...)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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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별로 사용한 거절 어휘의 빈도수를 정리한 위의 표를 통해서, 모어 화자 
집단에 비해 한국어 학습자가 대부분의 거절 어휘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죄송하다’과 ‘싫다’라는 어휘 표현의 사용이 두드러지는
데, 이 중 ‘죄송하다’는 ‘죄송합니다(23회)’, ‘죄송한데요(14회)’, ‘죄송해요(10회)’, 
‘죄송한데(4회)’, ‘죄송하지만(4회)’, ‘죄송해(1회)’등의 형태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용례 중 ‘죄송해’는 ‘죄스러울 정도로 황송하다(표준국어대사전, 2008)’
는 ‘죄송하다’의 의미에 맞지 않게 이를 ‘해체’와 결합하여 사용한 오류이다.  

학습자 6: 죄송해. 나는 그 친구와 별로 친하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이와 같은 오류는 ‘죄송하다’가 나타내는 공손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송하다’의 의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사용 형태상
으로 올바르게 보이는 다른 용례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습자 2: 죄송한데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애(아).

위 응답은 ‘친구의 요청’인 2번 문항에 대한 거절이다. ‘죄송한데’라는 형태는 올
바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친구’를 대상으로 ‘해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부적절
한 ‘죄송하다’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생성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어휘가 표현하고 있는 공손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죄송하다’와 유사하
게 간접적인 거절 표현에 사용되는 ‘미안하다’의 용례에서도 발견된다. ‘미안하다’
는 ‘겸손히 양해를 구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표준국어대사전, 2008)’로, 화자와 동
등하거나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어휘는 표
현 양상 비교 실험에서 ‘미안하다(1회)’, ‘미안해요(15회)’, ‘미안해(10회)’, ‘미안
(2회)’, ‘미안하지만(5회)’ 등의 형태로 나타나, 형태상으로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
았다. 그러나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게 사용된 화용상의 오류들이 
다수 나타났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학습자 9: 미안해요. 잘 못해요.
학습자 12: 미안해요. 아침에 학교에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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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응답은 1번 문항인 ‘하숙집 아주머니’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다. 두 학습
자는 모두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어, 주어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갖추
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습자가 ‘미안해요’라는 어휘를 선택한 것은 해당 어휘가 가진 화용적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이는 학습자들이 교재를 통해 해당 표현을 
고정된 형태로 접하고, 사과 표현이라는 의미만을 접한 결과로 추측된다. 2장의 
교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본문 등 맥락 정보가 제시된 상황에서 해당 표현
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해당 표현의 화용적 의미를 암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습자 집단에 비해 모어 화자 집단이 더 자주 사용하는 거절 표현 어휘에는 
‘괜찮다’가 있었다. ‘괜찮다’는 2장에서 살펴 본 대로 ‘제공 내용의 필요성을 의심
하여 제공자 스스로 취소하도록 설득하는 부담 경감(off the hock)으로 상대방의 
부담을 약화시키면서 거절의 기능을 갖는 매우 간접적인 거절 전략이다(서희정 
2001)’. 학습자 집단의 응답 중 이와 같은 ‘괜찮다’의 의미를 알고 거절에 사용하
려고 한 경우는 다음의 2회뿐이었다.

학습자 9: 네, 괜찮아요. 
학습자 13: 아,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저 필요 없어요. 벌써 가지고 있   

             어요, 휴대폰.    
 

위의 두 응답은 모두 4번 문항의 ‘휴대폰 가게 점원의 구매 권유’에 대한 거절이
다. 두 학습자 모두 상대가 제안한 이익을 거절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하는 ‘괜찮
다’의 거절 용법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9의 경우 ‘괜찮아요’의 
앞에 ‘네’를 사용하여 거절의 의미를 다소 희석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모어 화자들은 전체 9개의 표현 양상 비교 실험 문항 중 각각 휴대전화 가게 점
원과 친동생이 금전적 이익, 혹은 음식의 제공을 제안하는 4번과 9번 상황에서의 
거절 표현으로 총 7회에 걸쳐 ‘괜찮다’를 사용했다.19)이는 ‘괜찮다’가 수행하는 거
절 기능에 대해 학습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며, 이를 알고 있는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모어 화자들에 비해 이를 좀 더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19) ‘괜찮습니다(1회)’, ‘괜찮아요(4회)’, ‘괜찮아(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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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준다. 
‘싫다’ 역시 학습자와 모어 화자 집단의 거절 어휘 사용 양상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어휘 표현 중 하나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총 14회, 모어 화자는 총 4회에 
걸쳐 해당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이 중 모어 화자가 ‘싫다’를 사용한 경우는 다음
과 같다.

모어 화자 14: 솔직히 말해서 나 민정이랑 안 친한데 별로 가기 싫어. 미안.
모어 화자 11: 아니, 싫어. 너 혼자 먹어. 나 다이어트 중인 거 알잖아
모어 화자 7: 싫어. 안 먹어.

위의 예문 중 모어 화자 14의 응답은 문항 8의 ‘친구의 파티 동반 요청’에 대한 
거절이며, 모어 화자 11과 7의 응답은 문항 9의 ‘늦은 저녁 동생의 음식 권유’에 
대한 거절이다. 두 상황은 모두 자신보다 힘의 우위를 점하지 않은 친밀한 상대가 
화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요청이나 제안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항 8(2회)과 문항 9(3회) 이외에도 ‘하숙집 아주머니의 도움 
요청’인 1번 문항(1회)과 ‘좋아하지 않는 후배의 도움 요청’인 3번 문항(1회), 그
리고 ‘싸운 적이 있는 친구의 주말 등산 제안’인 2번 문항(6회)에서 ‘싫다’를 사용
했다. 

문항 1 응답: 아니요, 싫어요.
문항 2 응답: 싫어요. 저는 내일 다른 일이 있어서 갈 수 없어요.
문항 9 응답: 안 먹어. 싫어.

위의 예문은 학습자 11의 문항 1과 2에 대한 응답, 그리고 학습자 22의 문항 9
에 대한 응답이다. 이는 먼저, 학습자들이 ‘싫다’라는 어휘를 상대와의 힘의 우위와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싫다’가 가지
고 있는 강한 거절의 기능은 알고 있으나, 이것이 전달하는 부정적인 정서나 체면 
손상의 위협 정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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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통사 차원의 표현 양상

모어 화자의 거절 표현 중 ‘-ㄹ 것 같다’는 총 73회 사용되었다. 그러나 학습자 
집단의 거절 표현에서의 사용 빈도는 총 19회로, 해당 표현의 두 집단 간 사용 빈
도에 큰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ㄹ 것 같다’의 문형을 학습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공손 혹은 완곡 표현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에서 이 표현을 활용
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학습자 집단이 사용한 총 19회의 거절 표현 이외에도 ‘-ㄹ 것 같다’의 사
용을 의도하였으나 시제 오류를 범한 예가 총 4회 발견되었다.  

학습자 18(문항 6): 어 오늘이요? 오늘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남편  
                      생일이에요. 지금 집에 가야 해요.

학습자 13(문항 7): 아…나 중요한 시험 있거든요? 좀 준비해야 하니까 집   
                     에 가면 준비도 못 하고 시험공부에도 떨어질 수 있으   
                     니까 못 가는 것 같아요. 

학습자 18(문항 8): 어 미안해요. 저는 아마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해요.

학습자 2(문항 8): 저 민정 씨와 친하지 않아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하고 추측, 예정, 의지, 
가능성 등 확정된 현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어미 ‘-ㄹ’의 의미에 대한 학습자 인식
의 부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겠-’의 경우, 모어 화자는 36회 학습자는 29회에 걸쳐 사용하였는데, 모어 화
자와 학습자 집단 모두 [공손]의 ‘-겠-’을 청자와의 관계(힘의 우위, 친밀도)에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체 응답 중 ‘-겠-’과 가장 높은 빈도로 결합한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없음’을 의미하는 비행동성[-Action] 동사 ‘모르다’로, 모어 화자의 거절 표현에서
는 총 30회, 학습자의 거절 표현에서는 총 21회 사용되었다. 한국인의 거절 표현 
응답 중 ‘모르다’ 이외의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한 ‘-겠-’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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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 가. 날씨가 안 좋다는데 안 가는 게 좋겠어.
           가´. 날씨가 안 좋다는데 안 가는 게 좋아.
한국인 2: 나. 아, 나 민정이랑 별로 안 친해서 안 가는 게 좋겠어.
           나´. 아, 나 민정이랑 별로 안 친해서 안 가는 게 좋아.

위의 두 예의 경우 형용사 ‘좋다’에 ‘-겠-’이 결합하여 사용되었으나, 이때 사용
된 ‘-겠-’의 경우 [공손]의 의미가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는 원
래의 응답인 ‘가’와 ‘나’에서 ‘-겠-’을 삭제한 ‘가´’와 ‘나´’를 보면 명확해진다. ‘가’
와 ‘나’는 화자가 ‘등산을 가지 않는 것이 좋다’와 ‘파티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
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의 제시를 나타내는 반면, ‘가´’와 ‘나´’는 미래의 사
태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한국인 13: 저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좀 하고 집에 내려가겠습니다.

위의 응답에서는 ‘-겠-’이 행동성[+Action] 동사 ‘내려가다’와 결합하여 [의도]
를 나타내고 있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손]의 ‘-겠-’의 용례로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응답의 경우 행동성[+Action] 동사가 사용되었을지라
도 청자에 대한 명령이나 제안, 요청, 약속 등 화․청자의 담화 상황에서 화자의 선
택에 의해 사용된 [비확정]의 의미로 [공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인 17: 어, 나 오늘 집에 되게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한국인 1: 어, 저도 여기 처음 온 거라서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부탁해 보시겠어요?
한국인 15: 지금 내가 좀 바쁜데 네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오면 안 되   

              겠니?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결과, ‘-겠-’을 사용한 모어 화자의 거절 응답 36회 
중 33회가 [공손]의 의미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
리고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습자 집단의 ‘-겠-’ 용례를 분류한 결과, 학
습자 집단의 경우 총 28회에 걸쳐 [공손]의 의미로 ‘-겠-’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 집단에서 [공손]이외의 의미로 ‘-겠-’을 사용한 것은 단 1회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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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응답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4: 아니요, 안 가겠어요. 다음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요. 

위의 응답에서는 ‘-겠-’이 행동성[+Action] 동사 ‘가다’에 결합한 형태로 ‘의지
부정’을 나타내는 ‘안’과 함께 쓰여 [공손]보다는 [의지]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연결 어미 ‘-아서’와 ‘-니까’의 경우, 모어 화자는 거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거절 
부가 표현에서 연결 어미 ‘-어서’를 103회(인과 관계 97회, 선후관계 6회), ‘-니
까’를 4회 사용했다. ‘-니까’를 사용한 모어 화자는 두 명이었는데, 그 응답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모어 화자 4(문항 2): 아,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날씨 별로 안 좋다던데? 그  
                       냥 다음에 가자.

모어 화자 19(문항 1): (전략) 오늘 날씨도 화창하니까 눈 금방 녹을 것 같  
                       은데 다음에 치우면 안 될까요?

모어 화자 19(문항 6): 술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일단 내일도 출근해야 하  
                       니까 금요일이나 주말 전에 다시 만나서 술 한 잔 하  
                        자.

모어 화자 19(문항 8): 나 민정이랑 별로 안 친하단 말이야. 거기 가면 다   
                       민정이 친구들이 올 거야. 내가 너하고만 있어야 하    
                       니까 오히려 너한테 더 피해가 될 걸?

 
모어 화자 4의 응답은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의 등산 제안’인 문항 2에 대한 

거절로, ‘-니까’의 계기 관계적 용법이다. 모어 화자 19의 응답은 모두 인과 관계
적 용법으로, 각각 ‘평소 비호의적이었던 하숙집 아주머니의 부탁’인 문항 1과 ‘평
소 친분이 없는 회사 후배의 술자리 권유’인 문항 6, 그리고 ‘사이가 좋은 친구의 
파티 동반 요청’인 문항 8에 대한 거절이다. 이 3회의 거절 표현에서 ‘-니까’는 각
각 ‘날씨’와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선행 문장으로 미리 제공한 
이유와 같이,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정보를 원인으로 서술하면서 사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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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학습자 N 23 23 23 23 23 23 23 23

분산 5.000 0.613 1.360 0.814 0.992 0.621 1.059 0.783
모어 화자 N 24 24 24 24 24 24 24 24

분산 0.000 0.114 1.471 0.580 0.000 0.261 0.000 0.766

학습자의 경우 ‘-아서’를 총 86회(인과 관계 83회, 계기 관계 3회), ‘-니까’를 
22회(인과 관계 21회 계기 관계 1회) 사용하여, 모어 화자보다 ‘-니까’의 사용 빈
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니까’의 사용에 있어서 모어 화자와 차이를 
보이는 응답들을 볼 수 있었다.

학습자 5: 저도 여기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학습자 1: 죄송한데요, 다른 친구 생일(에) 간다(고) 말 했으니까 이번에 갈  

           수 없어요.

위의 예문 중 학습자 5의 응답은 ‘행인의 길 안내 요청’인 문항 5에 대해, 학습
자 1의 응답은 ‘친한 친구의 파티 참석 제안’인 문항 8에 대한 거절이다. 모어 화
자가 청자와 화자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원인으로 들면서 ‘-니까’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학습자들은 청자가 아직 모르고 있는 신정보를 거절의 원인으로 드는 
경우에도 ‘-니까’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새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
해 ‘-니까’를 사용하는 것은 청자에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 혹은 요청이나 
제안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전달하게 된다.

2.2. 거절의 이해 양상

다중 응답 설문에서는 모어 화자들의 최선답 응답이 학습자 집단에 비해 낮은 
분산을 보였다. 또한 전체 문항의 분산뿐만이 아니라 각 문항별 응답자의 다중 응
답 선택 개수 역시 모어 화자에 비해 학습자 집단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
어 화자들이 공유하는 거절 표현 어휘 및 문형의 의미가 존재하며, 외국인 학습자
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표Ⅲ-3. 다중 응답 설문 집단별 최선답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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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외국인 학습자 모어 화자
응답 케이스 퍼센트 응답 케이스 퍼센트어휘 N 퍼센트 N 퍼센트

미안해 20 29.0% 87.0% 24 52.2% 100.0%
싫어 5 7.2% 21.7% 2 4.3% 8.3%
됐어 6 8.7% 26.1% 4 8.7% 16.7%
아니야 15 21.7% 65.2% 10 21.7% 41.7%
괜찮아 7 10.1% 30.4% 6 13.0% 25.0%
죄송해 16 23.2% 69.6% 0 0% 0%

합계 69 100.0% 300.0% 46 100% 191.7%

2.2.1. 어휘 차원의 이해 양상

(1) ‘죄송하다’와 ‘미안하다’

학습자 집단은 ‘죄송하다’와 ‘미안하다’ 두 어휘 자체가 표현하는 공손성의 정도
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먼저, ‘비문법적이거나 어색
한 표현을 제외하고 선택하여야 한다.’는 다중 응답 설문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
고, 학습자 중 상당수가 1번 문항20)에서 제공된 답안 중 ‘죄송해’라는 답안을 선
택하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Ⅲ-4. 문항 1의 집단별 다중 응답 양상>21)    

상황: 친한 동생이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면접시험 연습을 하고 일찍 자고 싶습니다. 

   동생: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보실래요? 
   나:                                                                  .
   ① 미안해.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② 싫어.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③ 됐어.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④ 아니야.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⑤ 괜찮아.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⑥ 죄송해.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20) 다중 응답 설문 문항 1

21) 연구 대상은 외국인 학습자 23명, 모어 화자 24명이었으나 중복 응답을 허용하고 있으
므로 전체 응답 빈도는 각각 69와 46으로 나타나며,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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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전체 46건의 응답 중 
‘죄송해’를 선택한 경우가 한 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자 집단에서는 ‘죄송
해’가 16회에 걸쳐 올바른 표현으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첫째, 
모어 화자들은 ‘죄송해’라는 어휘가 표현하는 공손성과 이에 결합된 높임법의 위계
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인 12: ‘싫어’나 ‘됐어’는 너무 강하고 ‘죄송해’는 문법적으로 좀 틀린 것  
             같고 ‘아니야’, ‘괜찮아’는 그냥 이 문맥상 의미가 틀린 것 같아요.

또한 개별 인터뷰를 통해, 모어 화자들이 ‘죄송해’를 답으로 선택하지 않은 두 
번째 원인은 주어진 상황의 화․청자 관계에서 ‘죄송하다’라는 어휘의 사용이 적절
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죄송해’
가 설문 작성상의 오류인 것으로 파악한 모어 화자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죄송
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인 17: 일단 6번(‘죄송해’)은 기분이 나쁠 거 같지는 않은데 친한 동생   
            한테 죄송하다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뺐고요.

그러나 <표Ⅲ-4.>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 중 69.6%가 ‘죄송해’를 선택하였
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의 형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없었으며, 
청자에 따른 ‘죄송하다’의 사용 구분에 있어서도 모어 화자들과 차이를 보이는 경
우가 나타났다. 

연구자: (전략) 그러면 ‘죄송해’가 ‘미안해’보다 먼저 온 이유를 한 번 이야   
         기해 볼까요?

학습자 4: 거절하는 거라서, 하지 못한 것이니까 ‘죄송하다’가 ‘미안하다’보다  
          좋을 것 같아요. 

학습자 19: 네, ‘죄송해’는 아마 그 좀 정중적, 정중적이라고(정중하다고) 생  
          각해서 이 답을 골랐어요.

위의 경우와 같이, 학습자들의 경우 ‘죄송하다’와 ‘미안하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
는 300%와 191.7%로 나타난다. 



- 64 -

의 차이를 상대에게 표현하는 사과의 강도나 유감스러운 느낌의 정도에 따른 것으
로 파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청자와의 관계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유
감스러움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 ‘죄송해’를 ‘미안해’보다 적절한 거절 표현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죄송하다’와 ‘미안하다’를 화․청자에 따라 구분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이라
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자 6: ‘미안해’와 ‘죄송해’의 차이는 느낌으로(...)높은 사람한테 ‘죄송해’.  
           그런데 동생이니까 ‘미안해’. 

학습자 8: 죄송하다고 말하면 높은 사람한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죄송해요. 미안하고 동생이지만 미안하니까 죄송하고. (중략) 그래   
          서 죄송해요. 

학습자 6의 경우, 청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일 경우에 ‘죄송하다’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응답 선택에서는 ‘죄송해’ 역시 사용 
가능한 표현으로 보고 있었으며, 제시된 표현의 적절성은 ‘미안해-죄송해-아니야
-됐어-싫어’순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습자 8 역시 ‘높은 사람에게 특별한 이
유가 있을 때’ 사용한다는 ‘죄송하다’의 용법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답안 선택에서는 적절한 표현이 ‘죄송해-미안해-아니야’순이라고 응답하여 이를 
실제로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
다.

문항 222)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있으나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청

상황 2: 친한 선배가 이번 주말에 같이 농구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운동을 잘 못합니
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선배: 주말에 같이 농구하자.
   나:                        .
  ① 됐어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② 싫어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③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④ 괜찮아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22) 다중 응답 설문 문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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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어 화자 학습자
응답 케이스 퍼센트 응답 케이스 퍼센트어휘 N 퍼센트 N 퍼센트

죄송해요 22 38.6% 95.7% 19 28.8% 86.4%
미안해요 18 31.6% 78.3% 15 22.7% 68.2%
아니에요 9 15.8% 39.1% 15 22.7% 68.2%
괜찮아요 6 10.5% 26.1% 6 9.1% 27.3%
됐어요 0 0.0% 0.0% 6 9.1% 27.3%
싫어요 2 3.5% 8.7% 5 7.6% 22.7%

합계 57 100.0% 247.8% 66 100.0% 300.0%

자의 권유를 거절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총 24명
의 피험자 중 21명이 ‘죄송해요’를, 3명이 ‘미안해요’를 최선답으로 선택하였다. 학
습자 집단에서는 총 23명의 피험자 중 17명이 ‘죄송해요’를, 4명이 ‘미안해요’를, 
‘아니에요’와 ‘괜찮아요’를 각 1명이 최선답으로 선택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가
장 많은 응답자가 ‘죄송해요’를 선택한 것은 청자가 ‘선배’로 설정되어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화․청자의 관계가 친밀하
다면 ‘미안해요’의 사용 역시 가능하다고 보았다.

<표Ⅲ-5. 문항 2의 집단별 다중 응답 양상>

화․청자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사용 경향
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문항 323)에서는 친밀도가 0인 상황에서 상인의 상품 
구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거절 응답 선택을 요구했는데,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미
안해요’라는 응답을 최선답으로 선택한 피험자가 없었던 반면, 학습자 집단의 경우

  ⑤ 미안해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⑥ 죄송해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상황 3: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명동에 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화장품 가게 점원이 
나를 부릅니다. 

   점원: 지금 세일 중이에요. 잠깐만 구경하고 가세요.
   나:                                                                            .
    ① 됐어요.     ② 싫어요.     ③ 아니에요.
    ④ 괜찮아요.   ⑤ 미안해요.   ⑥ 죄송해요.

23) 다중 응답 설문 문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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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 학습자
죄송해요 5 9
미안해요 0 4

에는 4명이 이를 선택하였다.

<표Ⅲ-6. 문항 3의 ‘죄송해요’와 ‘미안해요’ 최선답 응답 빈도>

반면 친밀도가 0이며 연령이 높은 상인의 상품 구매 요구에 대해서는 모어 화자 
집단 24명 중 20명, 학습자 집단 23명 중 20명이 ‘죄송해요’라는 어휘의 사용을 
최선답으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문항 1에서 4까지의 응답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학습자 집단은 ‘죄송하다’가 공손성을 가진 표현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으나, 
청자의 연령과 친밀도에 따른 사용의 구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항 4의 사후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

한국인 5: 미안하다는 이 표현 자체가…‘미안해’를 누구한테 하지? 동생, 나   
           보다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미안해.’ 뭐 남자친구라거나 그런    
           사람한테 쓸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껌 파는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  
           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대우를 해 줘야 할 것 같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모어 화자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을 통해 ‘죄송하다’와 ‘미안하다’를 구분하여 사
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각 문항 1과 4에 대한 사후 인터뷰인 아래 내용을 보면, 
학습자들은 한국 거주 경험이나 교실에서의 학습 경험을 통해 ‘미안하다’와 ‘죄송
하다’의 대략적인 용법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세부적인 사용에 있어서
는 오류를 보였다. 

연구자: 아, 그 ‘죄송해’는 가장 앞에 왔어요.
학습자 15: ‘죄송해요’. 그냥 어떻게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랑 할 때, 사용하  

         는 거. ‘미안해’, 친구끼리 사용하는(...)
연구자: 그런데 여기서는 ‘죄송해’를 먼저 썼어요.
학습자 16: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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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아니다 괜찮다
문항           집단 모어 화자 학습자 모어 화자 학습자
문항1 0 4 0 1
문항2 0 1 0 4
문항3 5 4 13 6

연구자: 음(...)아무리 친한 동생이지만?
학습자 16: 네. 책임.

연구자: 맨 처음에 여기서는 ‘미안해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나이는 많지만(...)

학습자 16: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껌 사 달라고 하면 동전 있어도 거절할거  
         에요. 

연구자: 그러면 그래서 그냥 ‘미안해요’?
학습자 16: ‘죄송해요’ 그러면 정식적으로, 만약에 저 사람은 다시 저한테     

         돈 달라고 하면 ‘죄송해요.’ 말해야 돼요. 이거(‘미안해요’) 처음이고   
         이거(‘죄송해요’) 두 번째요.

학습자 15의 경우 공식적이고 상대적으로 청자의 위치가 높은 관계에서 ‘죄송하
다’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거절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감 등 강한 사과
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죄송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습자 16은 청
자가 연령이 높고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도 크게 사과할 의사가 없을 경우, 그리고 
상대의 요구가 강하지 않을 경우 ‘미안해요’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외국
인 학습자들이 ‘미안해요’와 ‘죄송해요’의 차이를 거절의 강도로 보고 있다는 해석
을 가능하게 한다. 

(2) ‘아니다’와 ‘괜찮다’

‘아니다’와 ‘괜찮다’는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문항 1, 2와 문항 3에서의 최선답 
선택 빈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 어휘였다. 그러나 학습자 집단은 세 문항에서 해
당 어휘들의 최선답 선택 빈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Ⅲ-7. 문항1~3의 ‘아니다’와 ‘괜찮다’ 최선답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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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부터 3까지 두 집단이 ‘아니다’와 ‘괜찮다’를 최선답으로 선택한 빈도를 
살펴 보면 이러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문항 1과 2
에서 ‘아니다’나 ‘괜찮다’를 최선답으로 선택한 응답자가 없었다. 다중 응답을 통해 
두 어휘를 사용한 거절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는 해당 상황에서의 사용이 통용은 가능하지만 어색한 느낌
을 준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습자 집단의 경우에는 세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아니
다’와 ‘괜찮다’를 모두 유사한 빈도로 최선답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어휘 사용 양상의 차이는 ’두 집단이 ‘아니다’와 ‘괜찮다’의 사용이 적절한 문맥과 
그렇지 않은 문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인 4: 제안하는 거는 제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아니에요’는 ‘예, 아니오’의 ‘아니에요’의 느낌인 것 같아서…‘아  
           니에요’는 ‘이거 하실 수 있으신가요?’ 했을 때, ‘이거 하실래요? 드  
           실래요?’에 ‘괜찮아요’의 느낌이고 …(문항 3 사후 인터뷰)

한국인7: ‘괜찮아’는 어떤 요청을 수락할 때 ‘괜찮아’라고 하지, 거절할 때는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혜택을 줄 때는 괜찮다, 완곡  
          하게 거절하는 건데, 그런 혜택이 없어서 적절하지 않다고(...)(문항  
          2 사후 인터뷰)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모어 화자들은 ‘아니다’나 ‘괜찮다’라는 어
휘가 거절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를 
부드럽게 거절하는’ 경우라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주어진 
제안이나 요청이라는 선행 맥락보다는 어휘 자체의 의미만을 고려하여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연구자: ‘괜찮아’는 어떤 느낌이에요?
  학습자 4: ‘괜찮아’는 제가 할 마음이 있는데,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학습자 4는 1번 문항에 대한 거절 표현은 ‘죄송해-미안해-괜찮아’ 순으로 적절
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괜찮아’를 완곡한 거절 표현으로는 인식하고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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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어 화자 학습자
응답 케이스 퍼센트 응답 케이스 퍼센트어휘 N 퍼센트 N 퍼센트

죄송해요 11 15.9% 45.8% 15 22.7% 68.2%
미안해요 7 10.1% 29.2% 7 10.6% 31.8%
아니에요 16 23.2% 66.7% 6 9.1% 27.3%
괜찮아요 23 33.3% 95.8% 14 21.2% 63.6%
됐어요 9 13.0% 37.5% 19 28.8% 86.4%
싫어요 3 4.3% 12.5% 5 7.6% 22.7%

합계 69 100.0% 287.5% 66 100.0% 300.0%

것이 사용되는 정확한 맥락에 대해서는 모어 화자들과 같은 화용적 정보를 학습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괜찮아.’는 어떤 느낌이에요?
학습자 19: 음(...) 거절할 때 아마 너무 심하게 거절하지 않는? 
학습자 20: ‘괜찮아’는 좀 그래요. 듣기는 좀 ‘괜찮아’는 존댓말인 것 같은    

            데? 좀 반말인 것 같고…좀 그래요. 

학습자 19는 ‘죄송해-미안해-아니야’ 순으로, 학습자 20은 ‘미안해’만을 적절한 
거절 표현으로 선택하였다. 두 학습자는 ‘괜찮아’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해당 어
휘가 너무 약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과 공손성의 문제를 들어, 모어 화
자 집단과는 차이를 보였다.

<표Ⅲ-8. 문항 3의 집단별 다중 응답 양상>

(3) ‘됐다’와 ‘싫다’

‘됐다’와 ‘싫다’의 경우에는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모두 거절 표현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적절한 거절 표현으로 선
택하는 경우도 적었다. 

한국인 5: 싫어, 됐어, 이거는 너무 뭐랄까? 딱 자르는 느낌? 이거는 거절    
           보다 더 이상한 느낌. 너무 단호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한국인 15: 어(...)‘싫어’ ‘됐어’ 같은 건 너무 강한(...)인상이고, 기분이, 제   
           가 들었을 땐 기분이 나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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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9: ‘싫어’는 좀 이상해요. ‘됐어’는 조금 싫어했어요(해요). 그 사람    
           을. 

학습자 13: 여기 있는 대답 중에서 싫어도 됐어, 아니야, 그런 거 말하는 거  
           랑, 무조건 부정적인 어떤 대답이 나와서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까.

그러나 문항 1부터 3까지의 다중 응답 분석표를 통해 나타나듯이, 학습자 집단
의 경우 ‘싫어’와 ‘됐어’ 모두 모어 화자 집단보다 높은 빈도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표현 실험에서도 학습자 집단의 ‘싫다’사용 빈도가 모어 화자 집
단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모어 화자 집단이 학습자 
집단보다 ‘싫어’와 ‘됐어’가 전달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더 강하게 느끼며 이의 사용
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2.2. 통사 차원의 이해 양상

(1) ‘-어서’와 ‘-니까’

표현 능력 설문을 통해 연결 어미 ‘-아서’와 ‘-니까’의 사용에 있어 모어 화자
에 비해 학습자 집단의 ‘-니까’ 사용 빈도가 높다는 특징을 지적한 바 있다. 이해 
능력 설문 중 문항 4와 5의 응답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고, 해당 문항
에 대한 사후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를 알아볼 수 있었다. 

모어 화자의 경우 문항 424)의 선택지 중 거절 부가 표현에 ‘-니까’를 사용한 

상황 4: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지하철 안에서 껌을 팔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무릎 위에 껌을 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껌을 파는 여자: 껌 좀 사 주세요.
    나:                                       
                  .
  ① 미안해요. 지금 동전이 없어서 껌을 살 수 없어요.
  ② 미안해요. 지금 동전이 없으니까 껌을 살 수 없어요.
  ③ 죄송해요. 지금 동전이 없어서 껌을 살 수 없어요.
  ④ 죄송해요. 지금 동전이 없으니까 껌을 살 수 없어요.

24) 다중 응답 문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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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학습자 모어 화자 
응답 케이스 퍼센트 응답 케이스 퍼센트표현 N 퍼센트 N 퍼센트

미안해요. -어서 12 20.3% 52.2% 15 34.9% 34.9%
미안해요. -니까 13 22.0% 56.5% 1 2.3% 4.2%
죄송해요. -어서 19 32.2% 82.6% 23 53.5% 95.8%
죄송해요. -니까 15 25.4% 65.2% 4 9.3% 16.7%

합계 59 100.0% 256.5% 43 100.0% 179.2%

답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국인 4: ‘없으니까’가 더 기분이 나빠, 나쁘고 되게 어색한 것 같은데요.
한국인 21: (‘-어서’를) 더 많이 쓰는 거 같구요, ‘없으니까’는 뭔가 더 변명  

            하려고 하는 느낌 같아요.
한국인 20: 어(...)‘뭔가 이게 ‘없어서’하면 뭔가 진짜 돕고 싶은데(...)이렇구  

            (...)그런데 ‘없으니까’라고 하면(...)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문장  
            이 느낌이 좀 차가워요, 뭔가.

이와 같이 모어 화자들은 거절의 이유 표현에서 ‘-니까’의 사용을 배제하는 이
유로 해당 표현이 전달하는 부정적 정서를 드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외국인 학습
자들의 경우에는 ‘-어서’와 ‘-니까’의 사용에 따른 차이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문항 4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서는 알 수 있었다.

<표Ⅲ-9. 문항 4의 집단별 다중 응답 양상>

문항 4에 대한 모어 화자와 학습자 집단의 다중 응답 양상을 정리한 <표Ⅲ
-8>을 보면,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네 가지의 응답 중 직․간접 의미부에는 ‘죄송
해요’를, 거절 부가 표현에는 ‘-어서’를 사용한 세 번째 답안을 전체 다중 응답 회
수인 총 43회 중 23회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거절 어휘에 관한 설문에서 
보았듯이 대다수의 모어 화자가 ‘친밀하지 않고 연령이 높은 상대’에게 ‘미안하다’
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해
요. -니까’라는 표현을 사용한 응답보다 ‘미안해요. -어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응
답에 대한 선택 회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어 화자들이 직․간접 
의미부에서 느껴지는 어색함보다 거절 부가 표현에서 사용되는 연결 어미의 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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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더욱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학습자 집단의 경우에도 ‘죄송해
요. -어서’ 표현을 사용한 답안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기타 답안과의 응답 빈
도수에 눈에 띄는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연결 어미보다는 직․간접 의미부의 
어휘에 따라 응답 양상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문항의 최선답 선
택 경향을 보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그림Ⅲ-2. 문항 4의 집단별 최선답 응답 >

위의 그래프에서 나타낸 문항 4의 집단별 최선답 응답에서, 학습자 집단은 ‘죄
송해요. -어서’를 2회, ‘죄송해요. -니까’를 1회, ‘미안해요. -어서’를 10회, ‘미안
해요. -니까’를 10회 선택하였다. 이는 학습자 집단이 연결 어미보다는 직․간접 의
미부의 어휘에 따른 차이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니까’를 포
함한 응답을 최선답으로 선택한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와 반대로, ‘-니까’가 ‘-어
서’에 비해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보고 있었다.

학습자 4: ‘없으니까’가 ‘없어서’보다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원   
          인 때문에(...)’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서’는 그냥 원인. 다른 원인  
          일 수도 있어요. ‘-니까’는 어쩔 수 없어요. 

연구자: ‘-으니까’, ‘-어서’ 있는데 ‘-으니까’가 먼저 왔어요.
학습자 14: 그저 정시하는
연구자: 정식?
학습자 14: 네. 더 공손하게 하는.
연구자: 아(...) 그런 느낌이라서 ‘으니까’를 먼저 썼어요?
학습자 1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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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4는 거절 부가 표현에서 ‘-니까’를 사용할 경우 거절 이유의 당위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보고 있었다. 학습자 14의 경우에는 ‘-니까’와 ‘-어서’의 공손성
을 들어 ‘-니까’가 거절에 사용하기에 더욱 적합한 연결 어미라고 응답했다. 이와 
같이 ‘-니까’가 ‘-어서’에 비해 거절 표현에 적합한 연결 어미라고 응답한 학습자
들은 ‘-니까’가 좀 더 공식적이고 당위적인 이유를 들 때 사용하는 연결 어미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문항 4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니까’와 ‘-어서’에 대한 
인식은 문항 525)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Ⅲ-3. 문항 5의 집단별 최선답 응답 >

친밀도가 높은 수평적 관계에서의 거절 화행에 있어서 모어 화자들은 모두 어휘 
‘미안해’와 연결 어미 ‘-어서’를 최선답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외국어 화자 집단에
서는 각각 10명과 12명의 학습자들이 ‘미안해. -어서’와 ‘미안해. -니까’라는 표
현을 가장 적절한 답으로 보고 있었다. 이는 문항 4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상황 5: 친한 친구가 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빌려 줄 돈이 
없습니다. 

  친구: 돈 좀 빌려 줄래? 금방 갚을게.
  나:                               .
① 미안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빌려 줄 수 없어.
② 안 돼. 지금 돈이 없어서 빌려 줄 수 없어.
③ 미안해. 지금 돈이 없어서 빌려 줄 수 없어.
④ 안 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빌려 줄 수 없어.

25) 다중 응답 문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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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집단이 연결 어미보다는 직․간접 의미부의 어휘에 따른 차이에 주목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어서’보다 ‘-니까’가 사용된 표현이 적절하다고 응
답한 학습자들은 두 연결 어미에 대해 사후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학습자 3: ‘-니까’는 높은 사람에게 쓰니까 ‘-어서’를 썼어요. ‘안 돼.’를 쓴   
          다음에는 부드럽게 ‘-니까’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학습자 2: (문항 4는) 모르는 사람한테 껌을 사야 돼요. 그런데 (돈이) 없어  
          서 살 수 없어요. 여기(문항 5)는 친한 친구, 친한 친구에게 친절하  
          게. ‘없으니까.’ 

연구자: ‘-어서’보다 ‘-니까’가 친절해요?
학습자 2: 네. 저 있으면 줄 거예요. 그런데 없으니까 줄 수 없어요.

위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절 표현에서 ‘-어서’보다 ‘-니까’를 선
호하는 학습자들은 ‘-니까’가 ‘-어서’에 비해 좀 더 높은 공손성과 강한 완곡성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에 대한 실험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이러한 공손성과 
완곡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습자 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2) ‘안+V’와 ‘못+V’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집단이 거절 상황에서 의지 부정(안+V)과 능력 부
정(못+V)이 전달하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항 626)의 사후 인터뷰 

상황 6: 저녁밥을 먹고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과일을 먹으러 나오라고 하십
니다. 나는 배가 불러서 과일을 더 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야 할 숙제도 있습
니다.    

    엄마: 나와서 과일 좀 먹을래?
    나:                              
                      .
①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②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안 먹어요.
③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④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안 먹을래요.

26) 다중 응답 문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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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학습자 모어 화자 
응답 케이스 퍼센트 응답 케이스 퍼센트표현 N 퍼센트 N 퍼센트

못+V 14 24.1% 63.6% 17 27.0% 70.8%
안+V 13 22.4% 59.1% 7 11.1% 29.2%
못+V+-겠- 21 36.2% 95.9% 24 38.1% 100.0%
안+V+ㄹ래요 10 17.2% 45.5% 15 23.8%5 62.5%

합계 58 100.0% 263.6% 63 100.0 262.5%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3: ‘안 먹어요.’보다 ‘못 먹어요.’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먹어’는 싫어서이고 ‘못 먹어요.’는 배가 불러서니까. 

학습자 7: ‘안 먹어요.’는 좀 싫다는 느낌이 있어요. ‘못 먹어요.’는 먹을 수   
          없어요. 이런 것 같아요.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거절 상황에서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이 함축하는 의미에 대해 모어 화자들과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V’ 역시 해당 상황에서 통용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의 비율이 모어 
화자 집단에 비해 높았다. 이는 문항 6의 집단별 다중 응답 양상을 정리한 <표Ⅲ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Ⅲ-10. 문항 6의 집단별 다중 응답 양상>

문항 6의 응답 양상을 나타낸 위의 표에서, 모어 화자의 경우 ‘못+V’과 ‘안+V’
을 각각 17회와 7회, 학습자 집단은 각각 14회와 13회에 걸쳐 선택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는 학습자 집단이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는 
인식하고 있음에도, 의지 부정을 통한 거절이 가져오는 체면 손상 위협의 가능성
은 비교적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겠-’

문항 6에 대한 최선답으로 ‘못+V+-겠-’을 선택한 응답자는 모어 화자 21명, 
학습자 1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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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4. 문항 6의 집단별 최선답 응답 >

이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못+V’와 ‘못+V+-겠-’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후 인터뷰 내용을 통해
서도 확인된다.

학습자 2: ‘못 먹겠어요.’는 이거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못, 이거,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먹겠어요.’는 더 친절하게. ‘못 먹어요.’ 그냥 못   
          드셔서. 

학습자 7: ‘못 먹어요.’는 엄마니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겠어요.’  
         보다 ‘못 먹어요.’가 더 친한 사람에게 쓰는 느낌. ‘못 먹어요.’가 ‘못   
         먹겠어요’. 보다 더 정확해요.

위의 응답에서 학습자 2는 거절 부가 표현에서 사용되는 ‘못+V’와 ‘못+V+-겠
-’의 차이로 ‘친절함’을 들었다. 또한 학습자 7은 두 표현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기
준을 ‘친밀함의 정도’로 보고, ‘-겠-’은 친밀도가 낮은 청자에게 사용하는 것이라
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집단도 모어 화자들과 동일하게 ‘-겠-’이 공손
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상사’를 대상으로 하고 ‘-ㄹ 것 같다’가 응답지에 제시된 문항 727)에서는 

상황 7: 나는 한 달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의 생신입니
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회식을 하자고 하십니다.

   부장님: 오늘 회식하는 게 어때? 

27) 다중 응답 설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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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겠-’의 공손성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그림Ⅲ-5. 문항 7의 집단별 최선답 응답 >

문항 7의 집단별 최선답 응답을 보면 모어 화자 집단의 경우 24명의 모든 응답
자가 ‘못+V+-ㄹ 것 같-’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습자 집
단에서는 총 23명 중 13명이 해당 표현을, 7명의 응답자는 ‘못+V+-겠-’을 가장 
적절한 거절 표현으로 선택하였다. ‘어머니의 제안에 대한 거절’인 문항 6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면 손상의 위협이 큰 7번 문항의 상황(‘직장 상사의 제안에 대한 거
절’)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정도의 공손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항 7의 응답 
선택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겠-’의 공손성에 대한 두 집단의 피험자
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당수의 학습자가 
청자와의 관계나 선행 맥락에 무관하게 ‘-겠-’이 공손성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
한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모어 화자들은 두 상황에서의 ‘-겠-’이 다른 느
낌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                                   .
  ① 저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 못 갈 것 같습니다.
  ② 저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서 못 갑니다.
  ③ 저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서 못 가겠습니다. 
  ④ 저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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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9: 그러니까 ‘-겠-’이라는 게 다른 맥락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  
         까 느껴지기에. 제가 이제 ‘저 가겠습니다’, 할 때는 ‘-겠-’이 뭐뭐 하  
         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의지? 를 나타내는 것 같고(...)(중략)‘못 먹겠   
         어요.’ 이런 거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데,   
         의지를 내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인 10: 다 쓸려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부장님께 지금 부장님의 부탁을,  
         부장님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감히 2, 3, 4번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는 너무 통보하는 느낌이어서…셋 다 통보   
         하는 느낌이에요. 

한국인 9는 두 문항의 맥락에 따른 ‘-겠-’의 의미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못+V+-ㄹ 것 같-’을 사용한 표현만이 사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모국인 화자 10
은 ‘못+V+-겠-’을 사용한 거절 표현이 문항 7의 청자와의 관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문항 7에서 ‘-겠-’이 사용된 표현이 적합하
지 않다고 본 모어 화자들은 문항 6에서 ‘-겠-’이 사용된 표현이 적절한 거절 표
현이라고 보고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서는 두 문항에서 사용된 ‘-겠-’의 차이에 
대한 모어 화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인 5: 이거는 약간 그거 같아요. ‘못 먹겠어요.’라고 해도 되는 이유는,    
         엄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막 그거 하니까. 엄마는 이해   
         해 주시겠지만 이거는 되게 사회적인 상황이고? 부장님이니까(...)회   
         사일의 연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겠-’보다 ‘-을 것 같습니  
         다’가) 더 유연한(...)더 부드러운 표현?

한국인 10: 그러게요? 왜 다르게 느꼈을까요? 여기서는 제…가 그런 건가 제  
          가 엄마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상사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서  
          약간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평소에 써 와서 이걸 공손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위의 두 모어 화자는 두 문항에서 ‘-겠-’이 사용된 표현의 공손성이 다르게 느
껴지는 이유로 청자와의 친밀성을 들었다. 해당 표현은 공손성 측면에서 직장 상
사와의 관계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나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무례하지 않게 거
절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문항에서 ‘-겠-’이 사용된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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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차이를 지적한 다른 피험자들은 이러한 선택의 원인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인 7: 이것도 ‘못 먹겠습니다.’? 암튼 어울리지 않는데(...)약간 문법상으  
          로는 틀린 게 없는데요, 약간 이런 경우 같아요. 사람한테 뭔가를 하  
          라고 했을 때 저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팡 치고 일어나는(...)그런   
          느낌이 들어서(...)왜 그럴까요? 앞 동사와 관계가 있나? ‘먹다’, ‘가  
          다’(...)뭐가 다르지? 아마 동사의 차이일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먹다’는 한계가 있는 행위고, ‘가다’는 뛰어서 가든 기어  
          서 가든 갈 수 있는 거고. 

한국인 7의 경우에는 ‘-겠-’에 결합된 동사의 성격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발생
한다고 보고 있다. ‘먹다’와 ‘가다’라는 행위는 수행에 있어서 주체의 의지가 작용
하는 정도가 다른 동사이다. 때문에 비교적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다’에 
‘-겠-’이 결합될 경우에는 [공손]보다는 [의지]의 의미가 발현된다는 것이다. 

한국인8: 지금 느낌으로는 동사의 차이인 것 같은데…이건 가는 맥락이, 그   
        럼 가자는 거잖아요. 그럼 (회식에)가면 그 사람(부장)한테 좋은 거잖  
        아. ‘먹다’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 사람이 제안을 했어도 다 내가 하  
        는 행위인데, 먹는 건 어쨌든 나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는 건가? 가는   
        거는 그 사람에게 좋은 건가? 

한국인 8 역시 ‘-겠-’의 의미차이가 수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8의 경우에는 두 동사의 어휘적 의미보다는 맥락 안에
서 동사가 구현하는 행동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가 화자
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청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에 따라 ‘-겠-’이 각각 
[공손]과 [의지]의 의미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4) ‘-ㄹ 것 같다’

문항 7에서는 ‘-ㄹ 것 같다’가 양 집단의 대다수 피험자들로부터가 ‘-겠-’보다 
더 높은 정도의 공손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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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학습자 모어 화자 
케이스           적절성    높다            낮다    높다             낮다
1 1 　 　 　 3 1 4 2
2 3 1 4 　 3 1 4 2
3 3 1 4 2 3 1 2 　
4 3 1 　 　 3 1 4 　
5 3 1 4 　 3 1 　 　
6 2 1 　 　 1 3 2 　
7 1 3 　 　 3 1 2 　
8 3 1 2 　 3 1 　 　
9 2 4 1 3 3 1 2 　
10 1 3 4 2 3 1 4 2
11 3 　 　 　 3 1 4 2
12 1 　 　 　 2 3 1 　
13 3 　 　 　 1 3 4 2
14 1 3 4 2 1 4 2 　
15 3 2 1 4 2 1 　 　
16 3 1 4 　 1 3 4 2
17 3 1 2 　 1 3 4 　
18 3 　 　 　 3 1 　 　
19 1 3 　 　 2 1 　 　

지고 있는 공손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습자들 역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 828)에서 표현들 중 ‘못 도와줄 것 같아.’ 가 사용된 1, 3번 
응답과 ‘출국할 것 같아.’라는 4번 응답의 선택 양상을 보면 ‘-ㄹ 것 같다’의 사용
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모어 화자와 학습자 간 인식의 차이가 발견된다. 

<표Ⅲ-11. 표현의 적절성에 따른 집단별 다중 응답 양상(문항 8)>

상황 8: 후배가 내일 기숙사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사를 도와 달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오늘 저녁에 출국해야 합니다. 비행
기 표도 이미 샀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아직 내가 출국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후배: 저 내일 이사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                                                                            .  

                                                                 
   ① 나 오늘 저녁에 출국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② 나 오늘 저녁에 출국해.
   ③ 나 오늘 저녁에 출국하게 돼서 못 도와줄 것 같아.
   ④ 나 오늘 저녁에 출국할 것 같아. 

28) 다중 응답 문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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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 　 　 　 3 1 　 　
21 3 1 4 　 3 1 　 　
22 2 　 　 　 1 2 　 　
23 3 　 　 　 3 1 2 　
24 3 1 2 　

<표Ⅲ-10.>을 보면, 4번 응답(‘나 오늘 저녁에 출국할 것 같아’)을 사용 가능
한 거절 표현으로 선택한 피험자는 학습자가 9명, 모어 화자가 10명이었다. 그러
나 4번 응답을 선택한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해당 표현을 최선답으로 사용한 경우
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개별 인터뷰를 통해 모
어 화자들이 밝힌 4번 표현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7: 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해진 사실이라서 ‘-을 것   
         같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너무 정중하게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4  
         번을 뺐어요. 

이처럼 모어 화자 집단은 해당 표현의 통용은 이미 결정되어 실행이 확정된 사
항에 대해서 ‘-ㄹ 것 같다’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적절성이나 공손성의 측면에
서 어색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학습자 19: ‘출국해서’는 그거 원래 그 일을(이) 먼저 정해져 있고 ‘하게 돼   
         서’는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출국하게 돼서 그런 느낌   
         이에요.

그러나 학습자 집단의 경우에는 문항 7에서 드러났듯이 ‘-ㄹ 것 같다’의 완곡성
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이에 결합된 행위의 확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응답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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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거절 화행 표현 교육 설계

앞 장을 통해 거절 화행 표현들의 화용적 의미 및 용법,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어 학습자들의 이해와 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앞 장에서의 논의를 바
탕으로 표현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그 실제적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한다. 

1. 거절 화행 표현 교육의 목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은 현 제2외국어 교실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
이다. 그러나 라센-프리먼과 롱(Larsen-Freeman & Long 199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의 정확한 분석은 ‘언어의 숙련도(proficiency)’에 대한 정확
한 분석만큼이나 이루어지기 어렵다.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은 의사소통 능력을 화용적 측면의 능력
과 언어 기호 형태에 대한 측면으로 나누었다. 이후 커넬(Canale, 1983)은 이와 
같은 분류를 확장하여 네 가지 항목의 의사소통 능력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법적 능력: 언어학적 기호 형태에 대한 지식(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음  
   운론 등)

 ‣사회 언어학적 능력: 문맥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
 ‣담화적 능력: 구어, 혹은 문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응집성과 응결성을 충족  

   하기 위한 지식
 ‣전략적 능력: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의사소통의 실패를 조정할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

네즈고다와 로에버(Niezgoda & Roever, 2001)에 따르면 위의 모델 안에서 화
용적 능력은 ‘의미의 적절성(appropriateness of meaning)’과 ‘형태의 적절성
(appropriateness of form)’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 언어학적 능력에 포함된
다. 이 중 '형태의 적절성’은 상황에 따른 화행 의도의 언어학적 실현 방법을 찾는 
것으로, 리치(1983)의 화용 언어학적 요소(pragmaliguistic component) 혹은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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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Clark, 1979)의 ‘관습적인 형태와 의미(conventions of means and form)’와 유
사한 개념이다. 이처럼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인 화용적 능력이 의미와 형태
의 적절성 모두를 확보할 때 완전해진다는 논의는, 형태와 그 의미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담화 화용적 측면29)에까지 확장되어 교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현식(2008)에서 제시한 ‘문법 기반 기능 통합 교육’은 이와 같은 확장된 문법 
교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언어 사용과 의미, 형식이 통합적으
로 상호 작용한다는 라센-프리먼(1995; 2001; 2003)의 3차원적 문법 교육 모형
을 바탕으로, 문법 기반 기능 통합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법 기반 기능 통합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을 위해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서 강조하는 기능 중심, 내용 중심, 주제 중심 교육 과정에 따른 교육 
내용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법 교수 항목의 개선 필요성은 강현화(2009)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현 한국어 교육에서 제공되는 약 6000개의 방대한 문형이 모두 
교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의 근거로, 고급
에서 제시되는 문형 중 몇몇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 저빈도로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고빈도의 항목들과 동등한 중요도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또한 이러
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문법 교육의 중점이 형태에서 의미로 변화함에 따라 그 문
법 교수의 항목이나 방법 역시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중․고급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미 중심의 문법 교수에 유효한 항목을 추출하고자 구상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
서는 먼저 앞 장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거절 화행 표현들의 맥락적․화용적 의미
와 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해당 내용의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거절 화행 표현 교육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맥락에 따른 거절 화행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둘째, 화․청자 관계에 따른 거절 화행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사용
할 수 있다. 

29) 담화 화용적 측면: ① 텍스트/발화의 형태 ② 명제, 혹은 쓰인/말해진 것 ③ 언표 내적 
힘 혹은 실제 기능 ④ 특정 문맥에서의 화자/필자의 화용적 의도. (위도슨(Widdowso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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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절 화행 표현 교육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의 실험 결과, 각 거절 화행 표현에 대한 모어 화자와 외
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및 이해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거절 화행의 관례적 어휘 표현인 ‘죄송하다, 미안하
다’를 맥락과 화․청자 관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힘의 위계가 수평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청자에게 ‘죄송하다’라는 어휘
를 사용하거나, 힘의 위계가 높고 친밀하지 않은 상대에게 ‘미안하다’를 사용하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어 화자들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죄송해’라는 
표현형이 사용 가능하다고 보는 양상 또한 학습자들이 해당 어휘가 가진 공손성의 
자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설득력을 더해 준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들은 선행 발화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는 ‘괜찮다’의 문맥
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괜찮다’는 선행 발화에서 요구한 행위의 실
행이 거절의 화자에게 이득을 제공할 경우,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해 사용되
는 응답 표현이다. ‘괜찮다’는 제안이 주는 이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함으로써 거절의 청자가 이러한 함축의 해석을 통해 스스로의 제안을 철회하
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이러한 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 집단의 구두 응답 설문에서 ‘괜찮다’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셋째, 학습자들은 ‘됐다’와 ‘싫다’가 나타내는 거절의 강도를 모어 화자에 비해 
약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됐다’는 ‘괜찮다’와 유사하게, 제안에 대
한 거절 응답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표현이다. 그러나 ‘됐다’는 ‘괜찮다’와 달리 화
자의 제안 행위 자체를 중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냄으로써 비교적 직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싫다’는 제안이나 요청의 내용에 대
해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서적인 거부감을 들어 거부하는 표현이다. 모어 화
자와 학습자 집단 모두 ‘됐다’와 ‘싫다’의 강한 거절의 의미 및 부정적 정서 전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체 응답에서, 학습자 집단은 모어 화
자 집단에 비해 두 어휘를 빈도 높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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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어휘의 사용을 통해 가해질 수 있는 체면 손상의 위험을 비교적 약하게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학습자들은 거절 화행에서 사용되는 ‘-어서’와 ‘-니까’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과 관계 연결 어미로서의 ‘-어서’와 ‘-니까’는 모두 구어에서 높
은 빈도로 사용되며, 학습자들이 그 의미 및 용법의 변별에 어려움을 겪는 문법 
항목이다. 거절 화행의 범주에서 두 인과 관계 연결 어미는 각각 신정보와 구정보
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예외적으로 신정보의 제시에 있어 ‘-니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과 요청에 대한 불만, 또는 불친절한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
한다. 그러나 Ⅲ장의 실험을 통해, 학습자 집단은 ‘-어서’와 ‘-니까’의 이러한 의
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습자들은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에 따른 상대적 완곡성의 차이는 이
해하고 있었으나, 거절 화행에서의 사용 시 각 표현에 따른 체면 손상 위협의 정
도는 모어 화자들에 비해 약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습자들은 ‘-ㄹ 것 같다’와 ‘-겠-’의 용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통해 살펴 본 결과, 학습자들은 ‘-ㄹ 것 같다’와 ‘-겠-’
의 기능, 즉 확실한 사실에 대한 비확정적 표현을 통해 공손성을 나타내는 장치로
서의 기능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화․청자 관계, 결합되는 동사의 성격 등에 
따른 두 표현의 용법에 있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학습자들이 거절 화행 시 그 이해 및 사용에 있어 모
어 화자와 차이를 보이는 사항에 중점을 둔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 실제를 구
안한다. 이 때, 거절 화행 표현들의 용법 및 의미의 교수에 있어서는 각 표현의 용
법 구분의 기준이 되는 화용적 요소들이 필요하다. 로에버(Roever, 2009)에서는 
화용론적 지식이 사회 화용적 지식과 화용 언어적 지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두 
지식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어진 상황에서 매우 정중한 거절이 요
구된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적 형식을 알지 못한다면 경
우에 따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거절할 때 어떤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
는지 알고 있더라도 그 지식을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모
른다면 관습에 맞지 않는 문장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
절 화행 표현들의 사용 규칙을 설명하기 위한 화용적 조건으로 맥락과 화․청자 관
계를 설정한다. 이 중 화용적 맥락은 그 언어적 측면, 그 중에서도 선행 발화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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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요청을 다룬다. 또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화․청자 관계는 힘의 위계와 친밀도
라는 두 개의 기준에 따라 9개로 나눈다. 힘의 우위와 친밀도에 따른 9개의 화․청
자 관계 유형을 간단히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Ⅳ-1. 교육의 대상이 되는 화․청자 관계>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위 그림 중 1, 4, 5, 7, 8에 해당하는 
화․청자 관계에서의 거절 표현이다. 이와 같은 다섯 개의 상황을 선정한 것은 해당 
상황들이 체면 손상 위협을 낮추기 위한 거절 화행 표현의 정교한 구사를 필요로 
하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다섯 가
지 상황 중, 힘의 우위가 -인 상황 1, 4, 7의 경우 드라마 대본 분석의 결과 거절
이 가장 낮은 빈도로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낮은 빈도의 거절 화행 수
행은 거절 시 화자가 감수해야 하는 체면 위협의 정도와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반
증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거절 표현을 숙지하는 것은 한국어 학
습자들이 의사소통 실패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
이다. 그리고 힘의 우위가 0이며 화․청자의 자유로운 의미 협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5와 8은 거절 화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남과 동시에 가장 세심한 언어 표
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이다. 따라서 해당 상황 또한 본 연구의 교수-학습 범위
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위에서 서술한 연구 결과 및 범주를 바탕으로 거절 화행 표현의 교수-학습 사
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화․청자 관계에 따른 ‘죄송하다’와 ‘미안하다’의 변별적 사용 
② 제안에 대한 거절 표현으로서 ‘괜찮다’의 의미 및 용법
③ 거절 표현으로서의 ‘싫다’, ‘됐다’가 가지는 체면 손상 위협의 정도
④ 거절 화행에서 사용된 ‘안+V’와 ‘못+V’가 나타내는 완곡성의 정도

                                              1-비우호적이며 청자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4-중립적이며 청자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5-중립적이며 수평적인 상황
                       7-친밀하며 청자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8-친밀하며 수평적인 상황 

친
밀
도

   힘의 우위
- 0 +

- 1 2 3
0 4 5 6
+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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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용법: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② 거절 화행에서의 의미: 상대의 요청 및 제안에 응하지 못함에 대해 유감을 표시

하기 위해 사용한다. 

③ 사용 제약:

 ‣ ‘죄송하다’

 -연령이 나와 같거나 나보다 어린 친밀한 상대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연령이 나보다 아주 어린 미성년자에게는 친밀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는다.

 ‣ ‘미안하다’

 -친밀하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아주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대에게는 사용하

지 않는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정확한 거절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부가 표현을 통해 거절의 이유 등을 설명해 주

는 것이 좋다.

① 의미: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의 의미로 사용한다.

② 거절 화행에서의 용법: 화자에게 이익을 주는 제안에 대한 완곡한 거절 표현으로 

사용된다.

③ 사용 제약: 요청에 대한 거절 표현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거절 화행에서 사용된 인과 관계 연결 어미 ‘-니까’의 의미 및 용법 
⑥ 화용적 상황과 결합 내용에 따른 ‘-겠-’과 ‘-ㄹ것 같다’의 용법 

이 여섯 가지 교수-학습 사항 중 ①-③은 어휘적 거절 화행 표현과, ④-⑥은 
통사적 거절 화행 표현과 관련된 사항이다. 

먼저, 어휘적 거절 화행 표현 중 ‘죄송하다’와 ‘미안하다’의 변별적 사용을 위한 
교수-학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안에 대한 어휘적 거절 표현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괜찮다’의 용법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도한다. 

Ⅲ장에서 살펴 본 학습자들의 거절 표현 사용 경향을 보면 모국어 화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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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휘적 거절 표현들 간의 직접성 정도

 싫다>됐다>괜찮다/아니다>미안하다/죄송하다

② 거절 화행에서의 용법:

 ‣‘싫다’, ‘됐다’

 -직접성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힘의 위계가 높거나 친밀하지 않은 상대에 대한 사용을 지양한다.

① 의미: 

 ‣'안+V': 의지 부정

 ‣'못+V': 능력 부정

② 거절 화행에서의 용법:

 ‣‘안+V’: 거절 화자의 의지에 따라 청자의 제안이나 요청을 거절함을 나타냄 

 ‣‘못+V’

 -외적인 상황에 의해 제안이나 요청을 거절함을 나타냄

 -외부 상황에 의해 확고하게 결정된 거절을 표시하기 때문에, 예의 규칙(레이코프, 

1973)을 위반할 수 있다. 따라서 ‘못+V’를 사용하여 거절할 때는 거절의 이유 표

현을 덧붙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① 기본 용법: 

 ‣‘-겠-’: ‘추측’과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ㄹ 것 같다’: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과거나 현재, 미래의 일을 막연히 추측할 때 

‘싫다’ 혹은 ‘됐다’를 빈도 높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모국어 화자들이 
우회적인 표현이나 다른 어휘적 거절 표현을 통해 ‘싫어’나 ‘됐다’의 사용을 회피하
는 반면, 학습자들은 해당 어휘의 일차적 의미만을 인식하고 사용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휘적 거절 표현들이 나타내는 직접성을 대략적으로 비교하
여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거절 상황에서 체면 손상 위협을 경감할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통사적 거절 화행 표현 중 ‘안+V’과 ‘못+V’의 교수-학습에 있어서는 학습자들
이 각 화용적 상황 및 문맥 속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거절 화행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통사적 표현 ‘-ㄹ것 같다’와 ‘-겠-’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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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 용법(표준국어대사전, 2008): 

 ‣‘-어서’: 시간적 선후 관계/이유나 근거/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니까’: ‘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근거, 전제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어

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쓰는 연결 어

미.’인 ‘니07’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② 거절 화행에서의 용법:

 ‣‘-어서’는 선행 발화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한다.

 ‣‘-니까’는 화․청자가 공유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③ 사용 제약 

 ‣거절의 이유로 청자가 알지 못하고 있던 정보를 제시하면서 ‘-니까’를 사용할 경

우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쓴다.(국립국어원, 2005)

② 거절 화행에서의 용법:

 ‣‘-겠-’: 비행동성 동사와 함께 쓰여 공손나 완곡의 의미를 나타낸다.

 ‣‘-ㄹ 것 같다’

 -거절의 의도를 완곡하게 나타낼 때 쓰인다.

 -거절 상황에서는 화자가 분명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심리 동사와도 결합하여 사

용할 수 있다.

 ‣‘-겠-’과 ‘-ㄹ 것 같다’: 행동성 동사와 결합될 경우에는 ‘-겠-’보다 ‘-ㄹ 것 같다’

를 사용하는 것이 체면 손상 위협을 경감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③ 사용 제약 

 ‣‘-ㄹ 것 같다’: 실현이 확실한 상황이나 행위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사용할 수 없

다.

거절 화행에서 사용된 인과 관계 연결 어미 ‘-니까’의 의미 및 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한다.

3. 거절 화행 표현 교육의 방법

본 연구에서 교수-학습 대상으로 삼는 거절 화행 표현의 의미 및 용법 지식은 
담화상에서 오류(error)를 생성하는 항목과 오해(misunderstanding)를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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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중 전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사용 규칙의 
제시를, 후자에 대해서는 각 표현이 나타내는 문맥적 의미와 용법을 익힐 수 있는 
습득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교수-학습 항목 중 오류 생성과 
관련된 것은 ① ‘죄송하다’와 ‘미안하다’의 변별적 의미와 ② 선행 발화에 따른 ‘괜
찮다’의 용법 두 가지이다. 또한 공손성과 적절성의 문제로 인해 오해를 일으키는 
항목으로는 ① ‘싫다’와 ‘아니다’, ‘됐다’와 ‘괜찮다’ 등의 어휘 항목 ② 인과 관계 
연결 어미 ‘-니까’ ③ 양태 표현인 ‘-겠-’과 ‘-ㄹ것 같다’가 가지는 용법 및 체면 
손상 위협의 정도에 대한 지식을 들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부류의 항목들에 대해,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간단한 
문법 규칙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명시적 지도가 더 적합하며, 더 복잡한 규칙들
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암시적인 지도가 더 효과적’(브라운(Brown), 2007: 303)이
라는 일반적 견해를 적용하여 서로 다른 접근법을 설정했다. 따라서 오류를 생성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명시적 교수 단계를 포함하는 과제 기반 지도법
(task-based instruction)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화용적 적절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의식을 의사소통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형태로 유도
하는 ‘형태 중심 지도법(form-focused instruction: FFL)’을 선택하여, 이를 통한 
암시적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3.1. 과제 기반 지도

과제 기반 지도(task-based instruction)는 문법이나 발음을 주요한 주제로 삼
으며, 의미의 관점에서는 의사 전달 능력을 축으로 삼는다. 브라운(2007: 57)은 
이러한 과제 기반 지도(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
적했다.

‣과업들은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언어 형태를 넘어서 실제 세상의 맥락으로   
  향하게 한다.

‣과업들은 의사소통 목적에 구체적으로 기여한다.
‣과업들은 일정 수준에 오른 학습자들을 진정한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시킨  

  다. 
‣과업의 요소들은 우연적이거나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주의 깊게 설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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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들의 목표는 과업 수행 후에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구체적이다.

 위와 같은 과제 기반 지도의 특징은, 거절 화행이라는 실제적이고 특정한 의사
소통 목적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교수-학습에 적합하다. 또한 일정 수준에 오
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 또한 이미 거절 화행 표현의 맥락 분리적 의미를 
습득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① ‘죄송하다’와 ‘미안하다’의 변별적 의미 ② 선행 발화에 따른 ‘괜찮
다’의 용법의 교수-학습에 있어 과제 기반 지도법을 바탕으로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3.2. 형태 중심 지도

‘형태 중심 지도(form-focused instruction: FFL)’는 수업의 초점은 의미 이해와 
의사소통에 두되, 의미 이해에 필요한 문법으로 잠시 수업의 초점을 옮겨 학습자
들이 문법 형태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르치는 접근(강혜옥, 2006)을 일
컫는다. 롱(Long, 1991)은 이러한 형태 중심 지도법을 다시 형태 중심 접근법
(focus-on-forms)과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focus-on-form)으로 구분하였
다. 이 가운데 형태 중심 접근법은 PPP(Presentation-Practice-Produce)로 이루
어지는 수업 방식과 같이, 언어학적 교수요목에 기반한 특정 형태들의 선정과 이
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처방을 포함한다. 반면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
은 의미에 좀 더 중점을 둔 지도법이다. 이 지도법에서는 하나 이상의 형태에 대
한 주의가 정보차 활동(information gap)과 같은 의사소통 과제를 통한 의미 중심 
활동을 통해 유도된다. 

이러한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은 다시 계획된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
(planned focus-on-form)과 자연적인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incidental 
focus-on-form)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계획된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은 
특정 언어 형태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초점화된 의미 중심의 의사소
통 과제를 포함하며, 자연적인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은 특정한 언어 형태에 
초점을 두지 않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과제를 포함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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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교수요목 일차적 초점 분배(distribution)
focus-on-forms 구조적 형태 집중적임
Planned  focus-on-form 과제 중심적 의미 집중적임
Incidental focus-on-form 과제 중심적 의미 광범위함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은 모두 의사소통적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
적이다. 그러나 특정 언어 형식에 대한 인식이 교사의 선행된 선택과 과제 구안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지, 과제의 자연적인 수행을 통해 형태를 인식하게 되는지
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표Ⅳ-1. 형태 중심 지도법의 유형(엘리스 외(Ellis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형태 중심 지도법 유형 중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
근법의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이는 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거절 표현은 형태면에
서 중․고급 학습자들에게 이미 익숙하고 ② 본 연구의 대상인 거절 표현을 적절하
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용적 상황에서 가지는 의미의 인지가 필요하며, ③ 거절 
화행 표현이 나타내는 공손과 완곡의 정도는 명시적인 교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
이다. 또한 자연적인 거절 상황에서 사용되는 거절 표현의 일부를 다루는 본 연구
에는 계획된 형태 중심 지도가 적합할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한 교수-방안을 구안
한다. 

4. 거절 화행 표현 교육의 실제

 
4.1. TTT모형을 통한 명시적 교육

과제 기반 지도를 바탕으로 설계된 명시적 교수-학습의 실제는 다음과 같은 단
계와 내용을 가진 TTT(Task 1-Teach-Task 2)모형에 따라 구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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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과제 전 활동(Task 1) 과제를 위한 주요 언어, 그리고 문맥을 도입하는 스키마 형

성 과제를 제공한다.

핵심 과제 단계
(Teach)

제시
과제 전 활동의 응답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각 표현의 의미 및 용법을 교
수한다.

실습 학습자들에게 목표 언어의 어휘, 구조, 그리고 기능에 대한 
제한된 연습을 제공한다.

생산 좀 더 자유로운(freer) 과제를 제공한다.
과업 후 단계(Task 2) 교육적 과제를 제공한다.

  단계   내용
  1. 과제 1(Task 1) 언어적으로 불완전한 의사소통 과제 수행
  2. 교육(Teach) 오류 수정 중심의 문법 교육
  3. 과제 2(Task 2) 완전한 형태의 과제 재수행 혹은 새로운 과제 수행

<표Ⅳ-2. TTT모형 (이준호, 2010)> 

TTT모형은 한국어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PPP(Presentation-Practice
-Produce)모형과 달리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을, 그리고 형태 학습보다는 언어 사
용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거절 표현은 모두 초급 단계에서 
교수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들의 형태적 측면은 교수-학습의 대상이 되는 중․
고급 학습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항목이다. 즉 해당 항목들의 교수-학습에서 핵심
이 되는 것은 각 표현들이 화용적 상황과 맥락 안에서 가지는 의미인 것이다. 따
라서 TTT모형을 통한 의미 중심의 교수-학습은 거절 화행 표현의 명시적 교수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는 루니(Roony, 2004: 34)가 제시한 ‘과제 기반 수
업의 3단계30)’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과제의 목표 및 예시는 누난
(Nunan, 2004)의 '과제 제시의 교육적 단계' 및 ‘과제 기반 언어 교수의 일곱 가
지 원칙31)’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표Ⅳ-3. 명시적 거절 표현 수업의 단계>    

30) 과제 전 활동, 핵심 과제 단계, 과업 후 단계 
31) ① Scaffolding ② Task dependency ③ Recycling ④ Active learning ⑤ Integration 

⑥ Reproduction to creation ⑦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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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TTT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과제 전 활동에서는 음성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화․청자의 관계별로 주어진 요청 및 제안 표현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① 비우호적이며 청자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② 중립적이며 청자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③ 중립적이며 수평적인 상황
④ 친밀하며 청자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⑤ 친밀하며 수평적인 상황 

그리고 해당 음성 자료의 대화문과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유
인물을 제공한다. 

① 누가 대화에 참여하는가?
②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떠한가?(나이, 지위, 친밀도)
③ 주인공이 거절할 때 사용한 표현은 무엇인가?
④ 주인공이 거절에 사용한 표현 중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말은 무엇인가? 

위의 예시 중 ④번의 경우, 공손성이나 완곡성이 발휘된 경우에만 주어지며, 주
어진 유인물의 대화문에 밑줄을 치는 등의 방식을 통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일련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화용적 상황 및 각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되는 언어 표현에 대한 스키마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유인물을 통해 몇 몇 개의 짧은 영상으로 주어진 제
안 및 요청에 대한 거절 응답이 끝난 후에는 각 학습자들의 응답 내용을 확인한
다.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응답이 나올 경우 이를 판서한다.

두 번째인 핵심 과제 단계는 TTT모형의 교육(Teach)단계에 해당한다. 해당 단
계는 간략한 PPP모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제시에서는 과제 전 활동에서 제공
한 유인물의 잘못된 응답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앞 절에서 정리한 각 표현의 
문맥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교수한다. 핵심 과제 단계의 두 번째인 실습 단계에서
는 먼저 거절 화행 상황이 제시된 그림 자료와 거절 표현 목록이 담긴 연습지를 
제공한다. 이때 그림 자료에는 앞에서 시청한 영상 자료와 유사한 화․청자의 관계 
및 문맥이 제공된다. 학습자들은 제공된 연습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거절 표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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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죄송하다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 지금 배가 불러서...

* 다음 단어들을 사용하여 응답하십시오.

문항 1.

▶ 남자가 화가 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거절 표현을 써 보십시오.

                                                                              

                                                            

    1. 같이 밥 먹으러 가자. (         ) 지금 배가 아파서...
    2. 이것 좀 먹을래? (         ) 지금 배가 아파서...
    3. 같이 밥 먹으러 갈래? (         ) 지금 배가 아파서...
    4. 같이 밥 먹자. (         ) 지금 배가 아파서...

① 미안해요. ② 괜찮아요.

 *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모두 찾아, 다음의 괄호에 번호를 써 넣으십시오.

록과 그림을 짝짓는 활동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이 활동을 종료한 후, 교사는 연습
지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고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죄송하다’와 ‘미안하
다’의 변별적 사용에 대한 연습지의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괜찮다’의 선행 발화에 따른 사용 방법을 교수하기 위한 활동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핵심 과제 단계의 마지막은 좀 더 자유로운 생산 과제의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화․청자의 관계와 문맥에 따라 앞 단계에서 학습한 화행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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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만 원만 빌려 줘.
   나: 미안해. 지금 돈이 없어서. 가 나
(2)가: 주말에 같이 놀러 갈까?
   나: 죄송해요. 선약이 있어요. 가 나
(3)가: 점심 식사 같이 할까?
   나: 미안해요. 배가 안 고파서... 가 나
(4)가: 나 그 책 좀 빌려줄래?
   나: 죄송해요. 저도 아직 다 못 읽어서... 가 나

* 각 대화문의 옆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찾아 붙이십시오.

     
16세. 학생 60세. 사장 18세. 학생 30세. 회사원

     <제공되는 사진 자료의 예시>

 과자를 권하고 싶다.  짐을 들어 주고 싶다.
 같이 등산을 가고 싶다.  시험공부를 같이 하고 싶다.
 친구의 옷을 빌리고 싶다.  남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

을 구사하여 거절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제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교사 및 동료 
학생의 피드백이 주어진다. 이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죄송하다’와 ‘미안하다’의 
변별적 사용 과제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또한 ‘괜찮다’의 선행 발화에 따른 사용 방법을 교수하기 위한 핵심 과제 단계의 
활동 예로는 학생 간 요청․제안-거절의 ‘대화문 만들기 게임’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때 발화를 촉진하고 교수 대상 항목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요청 
및 제안의 내용을 제공한다. 활동의 세부 순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자들을 3-4인의 모둠으로 구성한다.
② 각 조에 다음의 예와 같은 요청 및 제안의 내용을 무작위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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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조의 학생들은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요청 및 제안의 문장과 이에   
     대한 거절의 응답을 만든다.

④ 완성한 대화문을 발표한다.
⑤ ‘괜찮다’를 거절 응답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때마다 해당 조에 1점을 부여

한다.

과제 2에 해당하는 과업 후 단계에서는 과제 1을 재수행하거나 새로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거절 화행이 실패한 상황에 대한 영상들을 보여주
고 해당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은 무엇일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 활동이 가
능하다. 

4.2. OHE모형을 통한 암시적 교육

‘싫다’와 ‘됐다’ 등의 어휘 항목과 인과 관계 연결 어미 ‘-니까’, 그리고 양태 표
현인 ‘-겠-’과 ‘-ㄹ 것 같다’가 가지는 용법 및 체면 손상 위협 정도의 교수-학
습에는 학습자들의 자발적 탐구와 습득을 유도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위해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법(focus-on-form)을 바탕으로, 이
해 및 관찰(Observe)이해 및 관찰-발견 및 가설 형성(Hypothesis)-시도 및 활용
(Experiment)으로 이루어지는 OHE모형을 통한 암시적 거절 화행 표현의 교수-
학습을 구안하고자 한다. 

OHE는 귀납적 접근을 강조한 제2언어 교수-학습 모형으로써, 담화 속에서 학
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 문맥, 상황 맥락과 함께,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법 
구조와 어휘의 의미를 관찰하고 그 의미와 규칙을 발견하도록 격려한다.(루이스
(Lewis), 1993) 따라서 담화 속에서의 ‘적절성’이 관건이 되는 거절 화행 표현 항
목의 교수에 있어서는 OHE모형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이 효과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OHE모형의 각 단계별 교수-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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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1. Observe 입력 자료를 통해 목표 문법의 특징을 주목하고 관찰하도록 유도한

다.(focus-on-meaning)
2. Hypothesis 목표 문법의 규칙을 발견하고 가설을 형성하도록 유도한

다.(focus-on-form)
3. Experiment 학습자가 형성, 검증한 가설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도록 한다. 

<표Ⅳ-4. OHE모형(루이스, 1993)> 

이러한 세 단계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형식 초점 문법 교육의 기법은 매우 다
양하다.32)본 연구에서는 OHE모형의 각 수업 단계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형식 초
점 문법 교육의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OHE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이해 및 관찰(Observe)에서는 거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과 그렇지 못한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하는 입력 포화 기법을 사용한
다. 이 때 음성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거절 화행 표현의 사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2) 민현식(2008: 269)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 초점 문법 교육의 
기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① 입력 포화(input flood): 가르치려는 언어 형식을 많이 제공하여 터득하게 하기
② 과제 수행 필수 언어(task-essential language): 과제 수행용 필수 표현 제공하기
③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 목표 문법 항목을 주목하도록 시각적으로 글자의 색깔, 

크기, 모양 등을 달리하거나 청각적으로 억양을 달리하여 주목하게 하는 방법
④ 의미 협상(negotiation): 출력 표현에 대해 동료의 피드백을 주어 의미 협상 과정으로 터

득하기
⑤ 오류 교정용 대체 표현 제시(recast): 오류 표현을 직접 지적하기 않고 정확한 대체 표현

을 보여 주어 오류를 터득하고 교정하게 하는 방법
⑥ 출력 강화(output enhancement): 출력 표현에 대해 묻거나 유도 질문하여 오류를 수정하

고 표현을 정교화하기
⑦ 상호 작용을 통한 강화(interaction enhancement): 학생 상호 간 활동, 교사-학생 간 상

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문법 요소에 대한 인식 강화
⑧ 창의적 받아쓰기(dictogloss): 형식과 어휘에 주목하면서, 들었던 내용을 메모했다가 그것

을 토대로 텍스트를 재구성하고 원본과 대조하여 반성하게 하는 방법
⑨ 의식 고양(consciousness raising): 문법 규칙을 설명한 후 다양한 입력 훈련을 제시하기
⑩ 입력 처리(input processing): 문법 규칙을 설명한 후 다양한 입력 훈련을 제시하기
⑪ 가든 패스(garden path): 의도적으로 과일반화의 오류를 유도시키고 교사가 개입해 교정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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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다음은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이다.
A: 다음 주에 연극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B: 죄송해요. 내일은 못 만나요.

1. 사용된 거절 표현이 적절한가?    
  ①              ②              ③

너무 공손하다     적절하다        무례하다     
  
2. (1번에 대한 답이 ⓵이나 ③일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표현에 밑줄을 치

시오.

① 거절 표현으로써 사용되는 ‘싫다’와 ‘됐다’
② 거절 이유 표현에서 사용되는 인과 관계 연결 어미 ‘-니까’와 ‘-어서’
③ 공손이나 완곡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겠-’과 ‘-ㄹ 것 같다’

영상 상영 시 학습자들에게는 해당 상황의 대화가 인쇄된 활동지를 배부한다. 
이 때 활동지의 대화문 중 교육 목표인 통사적 거절 표현에 밑줄을 친 상태로 제
공할 경우, 학습자들이 해당 항목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입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거절 화행 상황의 영상을 
시청하면서 아래 예시와 같은 질문에 응답한다. 교사는 영상 자료의 시청이 끝난 
후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칠판에 정리한다. 

두 번째 단계인 발견 및 가설 형성(Hypothesis)은 학습자가 세운 가설을 확인
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연습 문제 풀이나 문법 해석 활동을 포함한다.(강혜옥, 
2006) 본 단계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이해 및 관찰(Observe)에서 생산
한 응답을 바탕으로 한 토론 활동을 생각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각 거절 표현이 
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성공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한다. 의미 협상(negotiation)이 수행되는 본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
자들이 발견한 일련의 규칙과 가설을 칠판에 정리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각 화
용적 상황 및 문맥 속에서 통사적 거절 표현의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목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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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과 관계 연결 어미인 ‘-어서’와 ‘-니까’의 의미 차이

 ‣개별 문장, 그리고 맥락이 주어진 음성 담화에서 나타나는 두 연결 어미의 의미 

차이는 무엇인가.

 ‣‘-어서’에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와  ‘-니까’에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② ‘-겠-’과 ‘-ㄹ 것 같다’의 의미 차이

 ‣‘-겠-’과 ‘-ㄹ 것 같다’ 중 좀 더 완곡성을 나타내는 표현은 무엇인가.

③ [공손]과 [완곡]의 ‘-겠-’

 ‣‘-겠-’은 어떤 환경에서 [의지]나 [추측]이 아닌 [공손]이나 [완곡]의 의미로 사

용되는가.

④ ‘-ㄹ 것 같다’  

 ‣‘-ㄹ 것 같다’는 어떤 환경에서 [공손]이나 [완곡]의 의미로 사용되는가.

 ‣‘-ㄹ 것 같다’와의 결합이 허용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은 어떻게 다른가.

 
교사는 이 과정에서 오류 교정용 대체 표현 제시(recast)나 출력 강화(output 

enhancement)기법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OHE모형의 시도 및 활용(Experiment)은 학습자가 형성하고 검증한 가설을 바

탕으로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
의 활동에는 목표 문법을 활용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능 활동들이 
포함되지만, 이는 ‘목표 문법’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표 문법을 포함하
여’ 학습자의 실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강혜옥, 2006) 이 과
정에서는 학생들이 특정 맥락에 맞는 구조나 형태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 사용을 익히게 도와주기 위한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라센-프리먼
(2001)은 학습자들이 사용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능한 구조들을 연습
하고 그 중에서 주어진 맥락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학습해야 한
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연습 활동들은 두 개 이상의 형태에서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하나를 골라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를 선택해보게 하는 것이어야 한
다. 이와 같은 활동 중 ‘-어서’와 ‘-니까’의 사용 연습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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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집세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 관리비 10만 원이다. 
-집 주인의 나이는 60세, 세입자의 나이는 25세이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물은 매우 낡았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고 주변에 상점도 

많다. 

집 주인 세입자
‣ 원하는 것: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올리거나 월

세를 50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
‣ 원하는 것: 
저금은 오백만 원 밖에 없다.
월세나 관리비를 깎고 싶다.  

상황 1. <집주인과 세입자의 가격 협상>

*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정보 

 * 학습자 1에게 주어지는 정보            * 학습자 2에게 주어지는 정보  

차 역할극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모든 학습자들을 2인 1조의 팀으로 나눈다.  
② 각 조별로 다양한 상황과 화․청자 관계에 대한 정보가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준다. 이 때,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와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두 사람에게 주어질 정보의 내용과 형식은 다음의   
  예와 같다.

③ 학습자들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제안-거절/요청-거절 등으로 이루어진 
대화문을 만든다. 

④ 대화문을 완성한 학습자들은 교실 앞에서 역할극을 통해 자신들이 생산한 제
안-거절/요청-거절 표현을 발표한다.

⑤ 역할극을 관찰하는 학습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정보’가 제시된다.  
역할극을 수행하지 않는 다른 학습자들은 ‘-니까’와 ‘-어서’가 화용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는 간단한 메모나 다음과 같은 체
크 리스트의 작성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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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 대해 어색하지 않게 거절했는가?

     ⓵           ⓶           ③          ⓸           ⓹
아주 그렇다                                         아주 그렇지 않다     

2. 거절할 때의 표현이 적절했는가?

     ⓵           ⓶           ③          ⓸           ⓹
아주 그렇다                                         아주 그렇지 않다 

 

2-1. (2번에 대한 답이 ④나 ⑤일 경우)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가?                                                                       

김민정(23살) 민정의 고등학교 동창(20살)

민정과 민영의 아버지(45살) 박동식(21살)

민정의 아버지 직장 상사(46살) 민정의 친동생 김민영(20살)

  ‣ 김민정: 나는 김민영과 주말에 영화를 보고 싶다.

  ‣ 박동식: 나는 누군가와 같이 피자를 먹으러 가고 싶다.

  ‣ 직장 상사: 나는 김민정의 아버지와 주말에 골프를 치고 싶다.

  ‣ 김민영: 나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고 싶다.

  ‣ 고등학교 동창: 나는 내일 민정이와 만나고 싶다.

  ‣ 민정의 아버지: 직장 상사와 퇴근 후에 술을 마시고 싶다.

또한 ‘-겠-’과 ‘-ㄹ 것 같다-’, ‘안+V’과 ‘못+V’의 시도 및 활용 단계 활동으
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극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각 학습자에게 역할이 적힌 명찰을 배부한다. 명찰에는 다음과 같이 역할  
   과 나이가 적혀있다.

② 학습자들에게 각 역할별로 요청이나 제안의 동기가 될 수 있는 희망 사항  
  들이 적힌 쪽지를 배부한다. 활동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공될 수 있다.

③ 주어진 쪽지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학습자들에게 제안이나 요청을  
   한다.

④ 제안이나 요청을 받은 학습자는 화․청자 관계를 고려하여, 화청자 관계와  



- 103 -

   힘의 위계에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응답한다.

위와 같은 역할극이 끝나면, 이를 관찰한 학습자들은 메모를 바탕으로 역할극 
안에서 등장한 거절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 토론한다. 이 과정에서는 명시적인 입
력 강화(Explicit input enhancement)33)와 상호 작용을 통한 강화가 이루어진다. 
교사는 학생들의 토론 및 응답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오류 교정용 대체 표현 제시
(recast)나 출력 강화를 수행할 수 있다.

33) 입력 강화의 유형에는 명시적인 방법과 암시적인 방법이 있다. 명시적인 방법으로는 언
어 형태에 대한 명시적인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방법과 언어 형태에 대해 메타 언어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암시적인 방법으로는 몸짓이나 억양 등을 통해 암시적으로 
실수를 수정해주는 방법과 활자의 조정을 통해 시각적인 수단을 이용한 암시적 방법으
로 입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쉐어우드(Sharwood),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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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에게 모어 화자에 근접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한국어의 어휘적․통사적 
지식, 그리고 해당 언어권의 언중들이 공유하는 화용적․사회문화적 지식이 모두 습
득될 때 비로소 발현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에게 이러한 다방면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교수하기 위한 내용 및 방안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문법 교수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 항목은 그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실제 언어 사용에서 각각의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 항목의 교수 내용은 그 맥락 
분리적인 의미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급부터 고급까지의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습자들도 실제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적절한 의미 협상을 이루어내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교육 전
반의 요구와 문법 교육의 내용이 맞물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미 
중심의 문법 교수 항목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제 위에 
거절이라는 화행 범주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의 맥락적 의미 및 용법을 추출하고, 
이를 전달하기 위한 실제적 교수-학습 방안의 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범주를 ‘거절’로 설정한 것은 해당 화행이 학습자들에게 
가장 큰 수행 부담을 부과하는 화행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언어
적․언어적 형식을 통해 다양하게 수행되는 거절 화행 전반을 다루는 것은 문법 교
육을 위한 의미 중심의 항목 추출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
서 Ⅱ장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절 화행의 범주를 직접적 혹은 관례적으
로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적 거절 표현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 결
과를 통해 해당 영역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항목을 선정하고, 해당 항
목들의 맥락적 의미와 용법을 살폈다. 이 중 거절 화행 표현의 맥락적 의미는 선
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그 용법에 관한 정보는 단편 드라마 대본의 
거절 화행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또한 3종의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해당 표
현들의 맥락적 의미 및 용법의 제시 양상을 살펴, 학습자들이 거절 화행 수행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소들을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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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형태 중심으로 구성된 문법 교육을 받은 중․고급 학습자들이 직접적 
관례적 거절 표현을 구사하는 양상을 살폈다. 실험은 학습자들의 표현 및 이해 양
상을 모두 살피기 위해 구두 담화 완성 실험과 다중 응답 설문, 그리고 응답 내용
에 대한 사후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두 실험에서 제공되는 문항은 Ⅱ장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 구
성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를 맥락
과 화․청자 관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괜찮다’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또한 ‘됐
다’와 ‘싫다’, 그리고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이 가지는 체면 손상 위협의 정도를 모
국어 화자에 비해 가볍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과 관계 연결 어미 ‘-어서’
와 ‘-니까’ 및 ‘-ㄹ 것 같다’와 ‘-겠-’이 나타내는 완곡과 공손의 정도를 인지하
지 못하였으며,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
러났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절 화행 
표현의 의미 및 용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교수-학습
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때 학생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교육 내용이 명시적으로 제
공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교육 방안을 둘로 나누었다. 이 중 명시적 교육이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과제 중심 지도를,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형태 중심 지
도 방안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명시적 교육을 위한 과제 중심 지도의 모형으로 
TTT를, 암시적 교육을 위한 형태 중심 지도의 모형으로는 OHE를 선택하였다. 이
후 각 모형에 따른 교육의 단계와 각 단계별 활동 예시를 들어 실제적 의미 중심 
문법 교수 학습의 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미 중심 문법 항목의 구축 및 그 실제적인 교육 방안 구안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거절 화행의 구어적 실현에서 큰 의미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반언어적 요소들에 대해 살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억양 등의 음운적 요소들이 의사소통에서 구현하는 형태의 패턴과 그 의미 
및 용법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탐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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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설문지 및 인터뷰의 내용이 학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서명: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 및 인터뷰에 대한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를 위해 본 설문지 및 인터뷰의 응답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의 란에 사
인해 주십시오.      

  이름: 
  성별: 남 □   여 □
  국적: 
  나이: 

  토픽 시험의 등급은?: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토픽 시험을 보지 않았다. □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년          개월
  한국어를 얼마나 오래 배웠습니까?:             년          개월

부록 1-이해 능력 설문지(학습자용) 표지

이해 능력 설문 조사 (학습자용)

J 다음의 내용을 써 주십시오.

  ※ 먼저 다음의 내용을 읽고, 뒤의 문제들에 답하십시오. 

  ▣ 당신은 대화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답이 여러 개 있다면 모두 고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답부터 순서대로 그 번호를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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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설문지 및 인터뷰의 내용이 학문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2년   월    일     
                             서명: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 및 인터뷰에 대한 응답 내용은 연구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구를 위해 본 설문지 및 인터뷰의 응답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래의 
란에 사인해 주십시오.      

  이름: 
  성별: 남 □   여 □
  나이: 
  전공:

부록 2-이해능력 설문지(모어 화자용)

이해 능력 설문 조사 (모어 화자용)

J 다음의 내용을 써 주십시오.

  ※ 먼저 다음의 내용을 읽고, 뒤의 문제들에 답하십시오. 

  ▣ 당신은 대화 상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답이 여러 개 있다면 모두 고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답부터 순서대로 그 번호를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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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친한 동생이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면접시험 연습을 하고 일

찍 자고 싶습니다. 

상황 2: 친한 선배가 이번 주말에 같이 농구를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답

(1)(1.     )   (2.     )   (3.     )   (4.     )   (5.     )   (6.     )  

     
    동생: 오늘 저녁에 같이 영화 보실래요?

나:                                 .

① 미안해.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② 싫어.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③ 됐어.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④ 아니야.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⑤ 괜찮아.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⑥ 죄송해. 내일 대학교 입학 면접시험이 있어.

(2)(1.     )   (2.     )   (3.     )   (4.     )   (5.     )   (6.     )

  
선배: 주말에 같이 농구하자.
나:                          . 

① 됐어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② 싫어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③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④ 괜찮아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⑤ 미안해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⑥ 죄송해요. 저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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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4: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지하철 안에서 껌

을 팔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무릎 위에 껌을 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

다. 

상황 3: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명동에 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화장품 가게 

점원이 나를 부릅니다. 

(3)(1.     )   (2.     )   (3.     )   (4.     )   (5.     )   (6.     )

점원: 지금 세일 중이에요. 잠깐만 구경하고 가세요.
나:                                             .

① 됐어요.     ② 싫어요.     ③ 아니에요.
④ 괜찮아요.   ⑤ 미안해요.   ⑥ 죄송해요.

(4)  (1.     )     (2.     )     (3.     )     (4.     )

   
    껌을 파는 여자: 껌 좀 사 주세요.

나:                             .

① 미안해요. 지금 동전이 없어서 껌을 살 수 없어요.
② 미안해요. 지금 동전이 없으니까 껌을 살 수 없어요.
③ 죄송해요. 지금 동전이 없어서 껌을 살 수 없어요.
④ 죄송해요. 지금 동전이 없으니까 껌을 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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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5: 친한 친구가 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빌려 줄 돈이 

없습니다. 

상황 6: 저녁밥을 먹고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과일을 먹으러 나오

라고 하십니다. 나는 배가 불러서 과일을 더 먹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5)  (1.     )     (2.     )     (3.     )     (4.     )

친구: 돈 좀 빌려 줄래? 금방 갚을게.
나:                                .

① 미안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빌려 줄 수 없어.
② 안 돼. 지금 돈이 없어서 빌려 줄 수 없어.
③ 미안해. 지금 돈이 없어서 빌려 줄 수 없어.
④ 안 돼. 지금 돈이 없으니까 빌려 줄 수 없어.

(6)  (1.     )     (2.     )     (3.     )     (4.     )

엄마: 나와서 과일 좀 먹을래?
나:                         .

①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②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안 먹어요.
③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④ 죄송해요. 배가 불러서 안 먹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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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7: 나는 한 달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의 

생신입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오늘 저녁에 회식을 하자고 하십니다.

상황 8: 후배가 내일 기숙사에서 원룸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사

를 도와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오늘 저녁에 출국해

야 합니다. 비행기 표도 이미 샀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아직 내가 출국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7)  (1.     )     (2.     )     (3.     )     (4.     )

부장님: 오늘 회식하는 게 어때? 
나:                            .

① 저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 못 갈 것 같습니다.
② 저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서 못 갑니다.
③ 저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서 못 가겠습니다. 
④ 저는 오늘이 어머님 생신이라 갈 수 없습니다.

(8)  (1.     )     (2.     )     (3.     )     (4.     )

후배: 저 내일 이사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                                            .   
                                                                
① 나 오늘 저녁에 출국해서 못 도와줄 것 같아.
② 나 오늘 저녁에 출국해.
③ 나 오늘 저녁에 출국하게 돼서 못 도와줄 것 같아.
④ 나 오늘 저녁에 출국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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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눈이 많이 왔다.
 -나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싫다. 매일 나에게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아침에 학교에 가

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부탁을 한다.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일기예보를 봤다. 
 -예전에 크게 싸운 친구가 있다. 나는 지금도 그 친구가 싫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을 

건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후배가 있다. 그 후배가 나에게 부탁을 한다.

  집에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 

부록 3-표현능력 설문지

표현 능력 설문 조사

상황 1. 하숙집 아주머니와 이야기합니다.

상황 2.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상황 3. 후배와 이야기합니다.

상황4.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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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집들이 파티에 가고 있다. 처음 온 동네라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뒤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른다.

  나는 회사원이다. 오늘은 좋아하는 드라마가 방송되는 날이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계속 시계를 보고 있다. 그런데 잘 모르는 부하 직원이 나에게 말한다.

 나는 유학생이다. 다음 달에 중요한 시험이 있다. 

  -친한 친구가 전화를 했다. 
  -나는 민정이와 별로 친하지 않다. 

  요즘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저녁 10시쯤에 내 동생이 라면을 끓였다.

상황 5.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상황 6. 부하 직원과 이야기합니다.

상황 7. 아버지와 이야기합니다.

상황8. 친한 친구와 이야기합니다.

상황 9. 동생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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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eaching Expressions for "refusal"
 
 

Shin, Beom-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icit core Korean expressions for Refusal 

Speech Act and present effective pragmatic educational teaching model. 
Refusal Speech Act is very important not to make any emotional conflict with 
the others because of its high risk of face-threatening. However, many of 
advanced Korean learners could not accomplish Refusal Speech Act 
successfully even though they have lived in Korea for year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on the premise that this phenomenon was caused by the 
syllabus of lecture on Korean grammar still arranged by means of grammatical 
feature and its frequency.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make a list of refusal 
expressions focused on their pragmatic meanings and a plan for teaching 
decent Refusal Speech Act skills of advanced learners. 

Chapter Ⅱ is devoted to extract the core refusal expressions. At first, an 
extent of Refusal Speech Act was established through defining the range of 
indirect speech acts. Second, six vocabulary and six syntactic expressions 
were picked out as core refusal expressions by analyzing over noticeable 
advanced researches. Third, the pragmatic meanings of the extracted 
expressions were observed through 33 pieces of short drama descriptions. 
Finally, a comparison the pragmatic meanings with semantic descriptions on 3 
kinds of Korean textbook over 12 extracted expressions was carried out. As a 
result, 6 aspects were anticipated as the reason to make differences between 
Korean native speakers’ and learners’ Refusal Speech Act.

According to the result of Chapter Ⅱ, Chapter Ⅲ looks into learners’ actual 
understanding and using aspect of refusal expressions. To grasp the aspec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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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l discourse completion Test, a multiple choice questionnaire and an 
interview were performed on 24 Korean native speakers and 23 advanced 
learners. The outcome shows that many of advanced Korean learners do not 
recognize the pragmatic meaning of refusal expressions and fail to use them 
appropriately. And the facts which cause the reasons for the inappropriate 
refusals could be divided into two by the effect: pragmatic failure and error. 

On chapter Ⅳ, a few examples to teach refusal expressions were presented. 
Those examples were outlined on the basis of task-based or form-focused 
instruction. The former method was for explicit instruction about ‘죄송하다’, 
‘미안하다’ and ‘괜찮다’ which can cause errors on Refusal Speech Act. And 
the latter one was for implicit instruction about the items could cause 
pragmatic failures on refusals such as ‘안+V’, ‘못+V’, ‘-겠-’, ‘-ㄹ 것 같다’ 
‘-니까’, ‘-어서’. And in the frame of those methods, TTT(Task-Teaching-
Task) and OHE(Observe-Hypothesis-Experiment) model were chosen to 
present some examples of teaching the refusal expressions.

Although the trend of L2 education is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The 
syllabus of lecture on Korean grammar is still arranged by means of 
grammatical feature and its frequency. In this regard, this study would provide 
an example to develop a meaning-centered syllabus of Korean grammar. 

The limitation of the study is that it was only about lexical/syntactic 
features and could not cover phonology aspect such as accent, pause and 
intonation. An follow-up research would be needed in this connection.

 
* Key words: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pragmalinguistics, refusal, 

task-based instruction, focus-o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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