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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부정표현은 단순히 사태를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해 선택될 뿐만 아니라 언

어 주체의 다양한 표현 의도를 담지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다. 따라서 

부정표현 교육 연구는 부정표현의 통사적 특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루어지는 부정표현의 선택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정표현이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되는 양상을 밝히고, 

학습자가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

로 학습자가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부정표

현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부정표현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부정문의 통사적인 문형 특성이 아닌 부정의 표현 효과에 주목하

는 연구로서, 기존에는 주로 통사론적 관점에서 정의되어온 부정표현의 개념을 

의미론적 관점을 포괄하는 확장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학습자가 언어적 문제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이를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문법교육의 목표로 상정하였다. 

이에 따라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수행적 지식으로 전이될 수 있는 

문법 지식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의 개념을 정립하

였다. 이러한 교육적 관점을 통해, 수사적 전략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언어 표

현 자원을 증대시키고, 언어 표현에 대한 주목을 통해 언어적 민감성을 신장시

킬 수 있는 부정표현의 교육적 의의를 확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사 인식 조사

를 통해 현행 부정표현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Ⅲ장에서는 부정표현 교육 내용 마련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중·고등학교 

학습자 476명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양상

을 학년별로 비교하여 교육 대상 학년을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맥락 고려 여부’, ‘선택항 체계 구성 여부’, 

‘표현 의도 고려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은 총 다섯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양상을 학년별로 비교하여 중학교 3학년 이상의 학습자를 교육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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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와 체계를 설

정하고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과 실제를 제시한 뒤 수업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고에서는 부정표현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이 맥락에 따른 부정표현

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인식 및 표현 효과에 대한 탐구 경험을 바탕으로, 궁극

적으로는 실제 텍스트의 이해 및 생산과 통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는 인식, 탐구, 사용의 세 차원에서 ‘부정표현이 필자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언어적 자원임을 인식한

다.’, ‘텍스트를 둘러싼 여러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정표현의 의미기능이 

달라지는 양상을 탐구한다.’,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정표현에 담긴 필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도

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사적 전략의 자원으로서 부정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은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의 세 방향으로 구분하여 교과서 및 교수·학습 활동 차원

에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의 실례(實例)를 보이고, 이를 실제 교수·학습 국

면에서 실행하여 교수·학습의 실제성과 효과를 담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교육 내용으로서 

부정표현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텍스트를 분석하

여 부정표현의 선택 양상을 밝힌 점, 실증적 조사를 통해 부정표현에 대한 학습

자의 인식 양상을 밝힌 점,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구성된 수업을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국어교육, 문법교육, 맥락, 태도, 부정표현, 표현 의도, 표현 효과

학  번 : 2017-2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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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가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

으며, 언어는 실재하는 대상을 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재의 영역도 지시

할 수 있는 도구이다(Nordemeyer & Frank, 2014). 사태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복잡다단하나, 그것은 크게 존재에 대한 인식과 부재에 대한 인식으로 대별되

며, 이들은 각각 긍정(肯定)과 부정(否定)에 대응된다.1) 부정은 긍정과 함께 사

태에 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 중 하나인데, 부정을 드러내는 발화는 오

직 인간의 의사소통 체계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Horn, 2001), 부정표현은 인간 

언어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언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형식 논리학에서는 부정이 긍정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고 부정을 대당

관계(opposition)에 놓인 긍정의 결핍 혹은 결여의 상태로 보아왔으나2), 실제 의

사소통 상황에 주목하는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부정을 긍정을 전제하지 않는, 하

나의 판단 작용으로 인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Pagano, 1994; 변정민, 1995; 

Downing, 2010).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부정을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의 인

식이자 태도로 보고(Clark & Clark, 1977:348-351), 부정을 긍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인간의 일차적인 인식 활동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인정한다.3)

그런데 사태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크게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된다고 해서 

1) 가령, 부정표현을 통해 서술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명제에서, ‘이것’의 속성은 
부재의 대상인 ‘파이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설명된다.

2) 부정의 전통적인 논의는 주로 논리학과 철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통적인 언어
학에서도 부정을 논리적 연산자로 보고 부정의 화용적 측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Downing, 2010:54).

3) 아동의 언어 발달에 대한 연구 결과는 부정이 긍정을 전제하지 않는 판단 작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기본(Givón, 1979:121)에 따르면, 대체로 긍정표현의 습득이 부정
표현의 습득보다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기는 하나, 긍정표현과 부정표현의 습득은 순차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아동들은 긍정표현을 습득하
기 이전에도 ‘no’와 같은 간단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을 표현하며, 언어를 익히기 
이전에도 이미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을 표현한다는 클라크 & 클라크(Clark & 
Clark, 1977:348-351)의 논의도 부정표현이 긍정표현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
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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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들이 양극단에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완전한 긍정과 완전한 부

정이 양극단에 놓여 있다면, 이 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중간 개념들이 연속적

(連續的)으로 존재한다. 언어 주체는 의사소통의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이 표현

하고자 하는 의미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데, 사태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중층적이고 다양한 만큼 언어 주체는 다양한 부정표현을 

동원하여 미묘한 의미 차이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즉, 실

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정표현은 단순히 사태를 부정하고 부인(否認)하기 위해 

선택될 뿐만 아니라, 언어 주체의 다양한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해 선택될 수 있다. 이처럼 부정표현은 특정 사태를 대하는 언어 주체의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텍스트 생산자에 의해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전략적으

로 사용될 수 있는 역동적인 언어 표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문법교육에서의 부정표현 교육은 언어 주체가 부정표현을 인식

하고 사용하는 국면에 주목하여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그 교육 내용은 통사

론적 체계 중심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통사론적 체계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자에게 부정표현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지식은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식이 모어 학습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효용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통사론적 체계 중심의 부정

표현 교육은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익히는 학습자들에게는 정확한 부정표현 

생성을 위한 유용한 지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지만, 이미 부정표현을 규범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부정표현과 관련된 언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기여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긍정표현을 부정표현으로 바

꾸기 위해서는‘안’이나 ‘못’과 같은 부정소가 필요하다는 지식이 없어 부

정표현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모어 화자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이 이러한 논

의를 뒷받침한다. 다음 현직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은 현행 부정표현 교육의 이

러한 문제점이 교육 현장에서도 이미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T-3 : 현행 부정표현 교육은 별로 실용적이지 않으므로, 화용을 중심

으로 실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T-14 : 단순히 부정표현 자체를 배우는 것은 모국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듯함. 부정표현을 배우면 생활에 어떤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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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4)

이처럼 규범 중심적인 경직된 체계를 통한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자들이 실제 

부정표현을 사용하는 맥락으로부터 유리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통사적 체계는 이론의 체계이지 언어 사용의 체계가 아

니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대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국어학의 ‘체계’는 언

어 주체가 특정 맥락에서 언어 형식을 선택할 때 구성하는 ‘선택의 체계항’

과 구별되는 이론적 체계이다. 이러한 두 체계 간의 간극의 발생은 언어 주체가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언어를 선택하는 근거가 형식이 아닌 기능에 있다(제민

경, 2015:61)는 사실에 기인한다. 언어의 전체 구조는 기능에 의해 조직되는데

(Halliday & Matthissen, 2004:31),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맥락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기능을 지닌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 두 체계 간의 간극으로 인해 그간의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자에게 텍스트 생산의 국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정표현과 관련

된 지식과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5) 경직된 체계를 통한 부정표

현 학습은 다음과 같이 오히려 학습자가 부정표현이 선택되고 사용되는 기제를 

이해하는 데 간섭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S-42 : 문법적으로나 문맥상 어색한 것이 없어서 고칠 것이 없다.

E-66 : ‘옳지 못하다’를 ‘옳지 않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못하다’는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않다’는 의지를 부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교사 인터뷰는 2018년 4월 현재 경력 3년 이상의 교사 2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연구 방법 및 절차는 후술하도록 한다. 해당 답변들은 현행 부정표현 교육에 대
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다.

5) 무엇’과 ‘어떻게’가 분리된 기존 부정표현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부터 촉발된 본고
의 문제의식은, 문법 교육의 내용이 ‘구성체로서의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학습자의 
언어 행위 및 능력’이어야 한다는 주세형(2006:43)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관
련하여 루트번스타인과 루트번스타인(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1; 박종
성 역, 2007:42-43)에서는 ‘어떻게’가 아닌 ‘무엇’에 집중한 기존 교육을 통해 학습자
들이 습득한 지식은, 그것의 응용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교육적 실패의 결과물”이라
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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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존 문법교육이 제공하는 부정표현 교육을 ‘잘 받은’ 학습자들은 

오히려 부정표현 교육을 받지 않은 중학교 학습자들에 비해 부정표현과 관련한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6) 이를 환언하면,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통해 언어적 직관을 습득한 모어 학습자들에게 기존 부정

표현 교육은 오히려 언어 수행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행 부정표현 교육은 모어 학습자들을 대

상으로 할 때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경직된 체계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실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국면에서 부정표현과 관련한 문

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간섭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

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제기로부터, 부정표현 교육은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중

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관점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텍스트 생산자는 

부정표현을 통해 사태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재

구성한 사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즉, 부정표현에는 진술된 사태에 

대한 텍스트 생산자의 인식과 태도가 담기며, 능숙한 텍스트 생산자는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텍스트 수용자의 반응을 예견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정표현을 사용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부정표현이 단

순히 사태에 대한 부정과 부인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언어 표지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고려하며 부정표현

을 인식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 

문법은 언어의 구성 및 운용상의 원리(구본관·신명선, 2011)이며, 문법교육은 

언어 주체가 자신의 의미를 언어로 구현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앎을 제공하는 

6) 응답자 ‘S-42’는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통해 부정표현 교육을 받지 않은 서울 소
재 S 중학교 3학년 학습자이며, 응답자 ‘E-66’은 부정표현 교육을 받은 서울 E 고등학
교 2학년 학습자이다. 서울 S 중학교 학생 중 해당 문장을 고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
은 102명 중 단 4명(4%)이었으며, 이들은 그 이유로 “’옳지 못하다’라는 말이 어감상 
어색해서”(S-27), “느낌상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어서”(S-63) 등을 들었다. 반면 서
울 E외고 학생 중 해당 문장을 고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은 87명 중 45명(52%)이었
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현행 부정표현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부정표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
습자들이 그러한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간섭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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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다. 곧, 문법교육은 언어 주체로 하여금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표현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어를 분석적으로 학습하기보다

는 실제 생활 속에서 조성된 언어 환경에서 자연스럽고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용이하다는 언어 교육의 관점(Goodman, 

1986)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자가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 가장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상의 논

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개념을 정립한다.

  1-1. 부정표현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정립하고,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

의 개념을 밝힌다. 이어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에 대해 고찰하여 표

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개념을 정립한다. 

  1-2. 현행 부정표현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

육을 문법교육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그 교육적 의의를 밝힌다.

2. 모어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분석한다.

  2-1. 모어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관찰하여 분석하고 유형화한다.

  2-2.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학년 간 부정표현 선택 양상 결과를 비교하

여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대상을 선정한다. 

3.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실제를 마련하고, 교육의 효과를 검증

한다.

  3-1. 교과서 및 교수·학습 활동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의 실례(實例)를 마련한다.

  3-2. 이를 실제 교수·학습 국면에서 실행하여 교수·학습의 실제성을 담

보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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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본 절에서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흐름을 검토함으로써 본고의 

연구사적 위치를 공고히 하고, 기존의 논의를 어떤 차원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지 규명함으로써 본고의 연구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사는 크게 생

성적 지식에 주목한 문법교육에 관한 연구의 흐름과 부정표현 연구에 관한 연

구의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생성적 지식에 주목한 문법교육에 관한 연구

본고에서는 텍스트가 생성되는 과정을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의 대화적 

과정’으로 보고, 모어 화자의 표현 선택 과정을 ‘언어 주체가 의사소통의 맥

락을 고려하여 타당한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하고, 표현 간 효과를 비교하여 자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표현의 선택 과정에 주목하는 문법교육의 관점을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으로 정립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

은 곧 정확성과 용인성, 적절성 위주의 문법교육에서 효과성(效果性, 

effectiveness) 중심의 문법교육으로의 관점 확장의 필요성을 밝히는 과정인데, 

본고에서는 효과성을 문법 요소의 의미·화용적 특징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 선

택의 기준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항에서는 문법 요소의 형태·통사적 

특징이 아닌 의미·화용적 특징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는 곧 규범으로서의 문법이 아닌, 언어 수행의 과정에 필요한 생성적 지식으로

서의 문법을 문법교육의 내용으로서 주목한 연구들에 대한 검토이기도 하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구성된 국어의 통사적 체계 그 자체가 곧 문법교육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문법교육 내용이 생성

적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은 국어교육의 초기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윤희원(1988)에서는 규범을 중시하는 전통적 학교 문법과 구분되는 현대

적 의미의 학교 문법을 제시하였는데, 학교 문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법은 비문

을 구별해 내는 결과적 규범이 아니라 언어 수행의 과정에 필요한 생성적 지식

임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초기 연구임에도 의미가 있다. 문법교육의 내용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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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은 문법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

를 다룬 권재일(1995), 이성영(1995), 최영환(1995) 등의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함께 문법교육의 거시적 방향에 대해 논의한 김광해

(2000)에서는 문법 지식이 실제적인 국어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논

의한 바 있다. 이처럼 문법교육의 내용이 국어의 이론적 체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생성적 지식이어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으며, 이의 구

체화를 위한 후속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국어학의 연구 성과가 곧 문법교육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논의는 곧 ‘언어 

능력 신장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법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할 지식은 무엇인

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문법교육의 대상이 ‘모어 화자’라는 사실에 주

목한 구본관(2008)에서는 경어법 지식을 예로 들면서, 모어 학습자가 일상적인 

언어생활을 통해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 지식을 문법교육에서 다룬다면 의사소

통 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문법교육의 내용과 방

향에 대해 논의한 연구자의 후속 연구(구본관, 2009; 구본관, 2010)에서는 문장

의 실현 양상에 따른 미묘한 의미 차이를 인식하게 하는 데에 문법교육이 주목

해야 함을 촉구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해하는 

국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생성적 지식을 문법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본고의 교육적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

전술한 구본관(2008)이 기존 문법 지식 중 모어 학습자의 텍스트 생성과 이헤

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했다면, 문법교육의 주요한 

목표를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으로 설정한 구본관·신명선(2011)에서는 

국어학에서 다루는 ‘문법’과 구분되는‘언어 구성·운용의 원리’로서의 문

법에 대한 지식이 문법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서 문법교육은 국어학의 문법론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 왔는데, 문법교육

의 변화에 대해 정리한 구본관(2016)에서는 ‘탈문법학 시대’라는 용어의 도입

을 통해 문법교육이 국어학의 문법론이 아닌 언어 주체의 의사소통 과정에 주

목하게 된 이상의 과정을 정리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문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생성적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는 교육적 관

점하에, 문법교육의 주목 대상은 국어학의 이론적 체계에서 ‘모어 화자의 언어

화 과정’으로 이동하였다. 문법교육의 이러한 시선의 이동은 먼저 문법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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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서의 모어 화자에 주목한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연

구에서는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주목하고(임칠성, 2009:495), 문법교육

의 대상이 모어 화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었다(이병규, 2012:50-52). 이러한 연

구들은 주로 문법교육의 교육 대상에 대해 논하였는데, 신명선(2007)에서는 

‘언어적 주체’라는 개념을 통해 문법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구체적인 교육

적 인간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논의는 연구자의 신명

선(2013a)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연구자는 문법교육학의 논의의 중심을 ‘언어’

에서 ‘언어적 인간으로서의 학습자’로 전면적으로 이동시킬 것을 촉구하였으

며 언어 주체의 개념을 ‘자아의 언어적 정체성을 명확히, 긍정적으로 하고 사

회적 실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적극적·능동적 존재’로 정립하였다.7) 본고

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문법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언

어 주체로 설정하고, ‘자아’와 ‘언어’, ‘사회·문화’에 대한 성찰 속에서 

주체적으로 부정표현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

고자 한다.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으로의 시선 이동은 모어 화자의 특성을 밝히는 

방향뿐만 아니라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에 주목하는 방향으로도 이루어

졌다. 이러한 방향의 논의는 ‘모어 화자의 사용으로서의 언어’를 기술하기에 

적절한 언어 단위를 교육 내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한 주세형(2004)을 통

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 문법이 모어 화자의 언어 의식을 관찰하면

서, 실제 사용으로서의 언어를 기능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논의하였으며, 이러

한 논의는 다시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에 주목한 주세형(2005)로 나아갔다. 

이 연구는 문법 지식이 모어 화자가 지닌 ‘잠재적 의미 체계’라는 점에 주목

하여 그것이 지닌 의미 생성력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본고의 구성과 논의 전개

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기능 중심성’은 같은 연구자의 주

7) 신명선(2013a:95-96)에서는 ‘언어적 주체’의 개념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를 보
다 적극적으로 국어교육에서 활성시킨다고 밝히면서, ‘언어적 주체’ 개념 도입의 의의를 
역설하였다. 첫째, 인간과 언어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자
아의 형성과 발전이 언어의 형성 및 발전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둘째, 
객관적 타자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전인적 지식이 부각된다. 셋째, 언어의 분석은 언어 
사용자 자신에 대한 성찰 및 공동체 언어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며, 이는 곧 국어문화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 넷째, ‘국어적 
주체’가 아닌 ‘언어적 주체’를 표방함으로써 국어를 넘어 ‘언어’ 그 자체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주체를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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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형(2014)에서 ‘체계기능 중심성’으로 구체화 되었는데, 연구자는 ‘모어 화

자의 표현 과정을 역추적하는 사고틀’로서 ‘선택항’을 초점화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모어 화자가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과 한정된 선택항의 체계 내에서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기제에 대한 논의는 제민경(2015)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

에서는 언어화 과정에서 모어 화자가 특정 선택항을 구성하고 하나의 언어 형

식을 선택하는 기제를 장르성에 입각하여 해석함으로써 언어 운영 및 구성의 

원리로서의 문법에 접근하였다. ‘문법적 감식안’을 지닌 학습자를 목표로 삼

은 이 연구에서는 장르 문법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 장르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선택항의 실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받아들여 언어 주체가 특정 

표현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선택항을 구성하는 방식

과, 한정된 선택항의 체계 내에서 특정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필자의 표현 의도

에 주목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표현을 본질적으로 수신자를 고려하는 유목적적인 행위로 

보고 필자가 독자를 고려하는 방식과 문법 지식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는

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오현아(2010)에서 제시한 ‘표현 문법’에 대해 주목하

였다.8) 연구자는 필자 의도의 언어화 과정을 관찰하고, 독자의 이독성을 위한 

단서로서 필자가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주목하는 표현 문법을 정의함으로써 텍

스트 생성의 과정에 문법 지식이 개입하는 양상을 보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를 지닌다. 최근에는 언어 주체의 표현 의도와 언어 형식의 선택 간의 관계를 

논한 석사학위논문들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조진수, 2013; 박진희, 

2013; 김정은, 2014; 김자영, 2014; 노유경, 2016), 이들은 언어 주체가 ‘연결 표

현, 인용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완화적 표현’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 집

중함으로써 특정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특정 언어 형식을 선택하게 하는 토대가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의 개념은 이러한 문법교

육 논의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즉, 본고에서는 부정표현 교육의 구성

8) 작문 과정의 필자와 독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들 논의 외에도 박영민(2004; 2005), 
하이랜드(Hyland, 2005), 정혜승(2012; 2013) 등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이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Ⅱ장에 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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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부정문의 통사적 특징에 주목하는 대신 모어 학습자의 언어화 과정에 

초점을 두며, 학습자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국면에서 표현의 힘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생성적 지식으로서의 부정표현 지식을 중심으로 부정표현 교육을 구성하

고자 한다. 이는 자아와 공동체, 사회·문화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능동적이

고 주체적으로 부정표현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주체를 교육적 인간

상으로 설정하고, 학습자가 의사소통 맥락에 타당한 선택항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표현 의도를 전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효과성 차

원에서 표현 형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교육이다. 

2.2. 부정표현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에서 부정표현은 그간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해왔으며, 학교 현장에서

는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교육적으로 단순 가공하여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왔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경직된 체계를 통한 부정표현 교육의 문제점에 대

한 인식은 학교 현장에도 이미 널리 공유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어학에서도 의

미·화용론적인 관점에서 부정표현을 주목함으로써 부정표현의 사용 양상을 언

어 주체의 표현 의도와 관련지어 탐색하는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어교

육에서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진행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현장의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정표현 교육의 실제 개선의 실행은 보

류되고 있다. 본 항에서는 부정표현에 대한 연구의 흐름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부정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국어학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고, 부정

표현 연구의 흐름 속에서 본 연구의 연구사적 위치와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자 한다.

국어학에서 부정의 문제는‘아니’를 부정을 실현하는 부정소이자 서술어를 

부정적으로 수식하는 부정 부사로 보았던 최현배(1937)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부정의 문제

는 국어학 연구의 초기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1960년대 변형

생성문법의 도입 이후 주로 통사적 관점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부정표현이 의사소통의 장면 속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들여다보

고자 한 담화 층위의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변정민, 

1995:2), 기존의 통사 중심의 연구를 보완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학에서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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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론적 관점과 의미론적 관점, 화용론적 관점에서 부정과 관련한 문제에 접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부정 연구에서 관심을 보인 문제 중 하나는 ‘부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9) 통사론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부정 이전에 긍정이 전제됨을 토

대로 부정을 연구하였으며, 부정의 의미는 긍정의 결여 혹은 결핍의 상태라고 

단순하게 기술하기도 하였다(신원재, 1987; 이상화, 1989; 구종남, 1992). 그러나 

통사론적 관점에서 부정이 긍정을 전제한다고 보았던 것은 부정표현의 생성 과

정을 통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으며, 실제 부정표현이 사용된 경우를 보면 

긍정을 전제하지 않고 부정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의 생산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부정을 긍정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고유한 

판단 작용으로 보는 관점을 보인 초기 연구로는 임홍빈(1973)과 백봉자(1975)가 

있다. 임홍빈(1973)은 부정이란 ‘의미’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부정은 문자 그대로의 부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긍정이면서 

새로운 가치의 진술이라고 밝혔다. 임홍빈(1973)의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부정

이 긍정을 전제하는 개념이라는 입장에서 전개된 것이기는 하나10), 부정표현을 

긍정표현과 마찬가지로 언어 주체의 판단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봉자(1975)에서는 부정표현을 담화 층위에서 연구함으로

써 부정표현이 언어 주체에 의해 선택되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부정

과 관련한 초기 연구임에도 부정표현이 텍스트 생산자의 다양한 표현 의도를 

담지하고 있는 언어 표지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연구이다.

이후 1980년대부터는 의미론적 관점에 의한 부정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기 시작하였는데, 이때의 주된 논제는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이었으며, 부정

9) 국어학에서는 이외에도 부정과 관련하여 ‘부정표현의 범위(서정수, 1994; 오숙화, 
1994; 채완·이익섭, 1999)’, ‘부정소와 부정서술어의 의미 제약(김천미, 1993; 최웅환, 
2009)’, ‘부정문의 중의성과 동의성(박종갑, 2001; 박형우, 2007; 박철우, 2013)’ 등 
다양한 문제에 주목하여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성과는 본고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논의의 토대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술하도
록 한다.

10) 이와 관련하여 임홍빈(1978:195)에서는 “부정이 긍정을 함축함은 부정된 개념과 대
립되는 같은 범주의 어떤 개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가령 부정의 진술을 P로 보았
을 때, 그것은 이와 동일한 범주의 긍정 진술 Q를 함축한다”라고 좀 더 상세히 기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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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보이는 중의성과 동의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이익환, 1989; 구종남, 1991; 박철우, 2013). 한편 화용론적인 관점에서 부정표

현의 사용 양상을 밝힌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변정민(1995)에서는 언어 외적 

현실의 사태가 언어화되기 위해서는 언어 주체의 의식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언어 주체는 자신의 판단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부정표현

을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언어 주체는 단순히 사태에 대한 부정과 부인을 

드러내기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적절하게 드러내기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변정민(1995)의 관점은 본고의 관점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최

근에는 이처럼 부정표현의 화용적 기능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구현정(2008)에서는 부정표현이 긍정표현에 대당되는 표현일 뿐 

아니라 화용론적으로 독립적이고 심리적인 유표항이라고 전제하면서 부정표현

을 문법화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어 오현정(2016)은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국어의 부정표현들을 살펴보았고, 남길임(2010; 2017; 2018)에서는 말뭉치언어학 

분석을 통하여 부정이 실제 텍스트의 생산 국면에서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를 계량적 차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국어학에서는 부정과 관련하여 1960년대 변형생성문법의 

도입 이후에는 통사론적 관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가 이후 1980년대에 들어 

의미론적 관점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부정표현

의 화용적 기능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정표현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교수하는 한국

어 교육에서 이루어졌으며,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교육에서는 부정표

현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

표현 교육 연구는 주로 교육대학원 학위논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11) 그러

나 이들 연구는 주로 교과서를 분석하여 기존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수준에 그치고 부정표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12)

11) 이러한 학위논문의 예로는 유옥순(2004), 이진주(2011), 김태연(2013), 김혜인
(2017) 등이 있다.

12) 교육 내용의 선정은 연역적으로 설정한 교육적 구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 13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학에서는 과거 통사론적 관점에서 

부정표현에 대해 접근하여 많은 연구 성과물을 남겼으나, 최근에는 의미·화용

론적인 측면에서 부정표현이 실제 사용되는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교육에서는 그간 국어학의 통사론적·의미론적 연구 성과

들을 받아들여 부정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해 왔지만, 부정표현이 실제 사용되

는 장면 속에서의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이러한 점에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에 주목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부

정표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을 토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부정표현을 효과성 차원에서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

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교육 내용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표현은 구어 텍스트(spoken text)와 문어 텍스트

(written text)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는데, 구어 텍스트에서의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발현은 지나치게 맥락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교육 내용화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문어 텍스트에 사용

된 부정표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의 

두 층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그러한 교육적 내용을 어떻게 기술하고 어떻게 교수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에는 문영은
(2012)이나 김시정(2017)과 같이 부정표현 교육을 다룬 일반대학원 학위논문들도 나
오고 있으나, 이들 역시 현재의 학습자들을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고에서는 기존의 부정표현 교육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교육 현장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학습자들이 부정표현을 인식하는 양상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구체화되지 못한 
교육 내용만이 제안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정표현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13)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는 장단과 고저, 강세 등 다양한 비분
절음운에 의해 실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빛과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구어 텍스트에 사용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지니는 이러한 복잡성
은 교육 내용화를 위한 구조화가 어렵다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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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논문 체계 하위 연구 내용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Ⅱ. 이론적 토대

⚫ 부정표현의 개념

⚫ 표현 효과 중심 문법교육의 개념

⚫ 부정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맥락 요인

⚫ 문헌 연구 고찰

⚫ 텍스트 내용 분석

⚫ 기존 부정표현 교육의 실태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교사 인식 조사

⚫ 학습자의 부정표현 인식 

및 사용 실태 검토

Ⅲ. 학습자의 부정표

현 선택 과정 분석

⚫ 양상 분석의 틀

⚫ 부정표현 선택 과정의 유형화

⚫ 학습자의 학년별 부정표현 선

택 과정 양상 비교

⚫ Ⅱ장의 이론적 토대

⚫ 구조화 내용 분석을 통한 

학습자 질문지 자료 분석 

⚫ 사후 인터뷰 내용 분석

⚫ 학년별 부정표현 선택 과

정 양상의 통계적 분석

Ⅳ. 표현 효과 중심 

부정표현 교육 내용 

구성

⚫ 교육 내용 조직

⚫ 교육 내용 실행

⚫ 교육 내용 검증

⚫ 문헌 연구 고찰

⚫ Ⅲ장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분석 결과

⚫ 수업 실행 및 사후 검사 

결과의 통계적 분석

<표 Ⅰ-1> 연구 내용 및 방법 개요

먼저 Ⅱ장에서는 화용적 관점에서 ‘부정’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을 중심으

로 부정표현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부정문의 통사론적인 문형 특징이 아닌 표

현 효과에 주목하는 본고의 연구 주제에 따라 부정표현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정립하였다. 또한 표현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여 표현의 구성 요소와 선택 과

정에 대해 밝혔고, 대화주의 이론을 검토하여 이들을 바탕으로 표현 효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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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교육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어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에 주목하여, 부정표

현의 표현 효과 발현 배경 및 기제에 대해 검토하고, 부정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을 표현 태도 요인과 텍스트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맥락 요인 자체를 초점화하는 대신 필자의 표현 의도가 표

현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표현 태도 요인과 맥락 요인이 매개하는 양

상에 주목하여 부정표현의 잠재적 표현 효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는 현행 부정표현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촉발되는 바, 현행 부정표현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를 질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여 학교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는 현행 부정표현 교육에 대한 문제

의식과 실질적인 요구를 포착하였다. 조사는 교직 경력 3년 이상의 중·고등학

교 교사 28명을 대상으로14),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의 문항과 서술형 문항을 

통해 실시하였다. 

차시 대상 방법 시기
자료 

번호

1차

조사

경력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사 17명
질문지

2018.05.

T-일련

번호

1차 질문지 응답자 중 3명 면담

2차 

조사

경력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교사 11명
질문지

2018.07.

2차 질문지 응답자 중 2명 면담

<표 Ⅰ-2> 교사 인식 조사 개요 

다음으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본조사를 위해 설계한 문항에 대한 학습자들

14) 실제로는 중·고등학교 교사 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중 교직 경력 
3년 미만의 응답자 5명의 경우에는 아직 부정표현을 교육해 본 경험이 없거나, 부정표
현 교육을 다른 교육과 비교할 만큼 교직 경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분석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이들 5명의 응답 결과는 연구의 진행에 있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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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응 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 소재의 E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87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학습자들이 개념의 포착 단

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문항에 대해서는 단어 교체 등을 통해 수정 보완

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수행한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본실험을 설계하고 진행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정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을 참고하여 

문항을 설계하였고, 표현의 선택 과정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자료를 분석하는 

틀을 설정하였다. 학습자들의 자료 분석은 질적 내용 분석 중 구조화 내용 분석

(structuring content analysis)을 통해 실시하였다. 질적 내용 분석이란 ‘텍스트

의 내용을 수량화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잠재적인 내용과 맥락을 해석

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것(김석우 외, 2015:29)’으로, 형식에 대한 여러 측면을 

분석하여 구조화하고 개별적 특성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340). 질적 내용 분석 중 구조화 내용 분석은 ‘방대

한 문서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명확한 범주, 규칙을 바탕으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Flick, 위의 책:341)에서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학습자

들의 특징을 포착하여 교육적 접근 방향을 모색하는 데 용이하지만, 자칫 표면

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면 조사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형별 대표 학습자에 대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습

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양상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자 하였다.

본조사는 상술한 대로 질문지 조사와 사후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질문지 조사

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실제 텍스트를 토대로 생성한 짧은 텍스트를 제공하고, 텍

스트의 빈칸에 부정표현과 긍정표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

였다. 이어 각 표현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지, 왜 부정표

현(혹은 긍정표현)을 선택하였는지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게 하였다. 질문지 조

사를 통해 얻은 학습자 자료는 Ⅱ장에서 논의한 표현의 선택 과정을 바탕으로 

설정한 분석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습자가 부정표현을 선택

하는 과정을 다섯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어 학습자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상세히 관찰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이를 위해 유형별 학습자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학습자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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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대표 학습자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학

습자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심화된 질문을 하고 학습자가 이에 대

해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자료는 학습자가 수행한 질

문지 자료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표현 선택 양상을 심도있게 고찰

하는 데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주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바, 교육의 대상 학년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

의 학년별 발달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습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학습자들

의 학년별 맥락 고려 능력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표현 효과 중

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대상 학년을 선정하였다. 학년 간 부정표현 선택 양상의 

비교에서 조작 변인은 학년이며 학업성취 수준은 통제 변인이기 때문에, 국어 

과목 학업성취도 수준이 비슷한 학교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대상 학교를 선정

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연구 목적에 맞추어 일부 대표적인 대상만을 임의로 표

집하는 방법으로서, 단순무선 표집에 비해 대표성을 갖는 대상을 표집할 수 있

다는 가정에 근거한다(김석우 외, 2015:103).

Ⅳ장에서는 Ⅲ장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분석 결과와 이로부터 도출된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교육 내용의 체계를 구성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을 조직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 소재 S 중학교 3학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

행한 뒤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을 비교하여 이를 실제 교육에 적용하여 수업을 

실행하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교수·학습의 효과는 ‘맥락의 적절한 고

려’, ‘선택항 체계 구성’, ‘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 ‘필자의 표현 의도 

고려’의 네 항목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정을 통하여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사후 응답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 및 수집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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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수·학습 효과 검증을 위해 선정한 S 중학교는 본조사를 진행한 S 중학교와 같은 학
교이나, 본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는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수집 

시기
내용 방법 대상 분류 기호

교사 

인식

조사

2018.

05.
현행 부정표현 

교육에 대한 현

직 교사의 인식 

질문지 및 

인터뷰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28명
T-일련번호

2018.

07.

예비 

조사 

2018. 

04.

학습자의 부정표

현 사용 태도

현행 부정표현 

교육에 대한 학

습자 인식

질문지

및

인터뷰

E 고등학교 2학년 87명 E-일련번호

본조

사 1

2018.

07.
학습자의 부정표

현 선택 양상

학년별 부정표현

선택 양상 비교 

질문지

B 중학교 1학년 72명 B-일련번호

J 중학교 2학년 68명 J-일련번호

S 중학교 3학년 108명 S-일련번호

2018.

11

H 고등학교 1학년 71명 H1-일련번호

H 고등학교 2학년 88명 H2-일련번호

본조

사 2

2018.

08.

학습자의 부정표

현에 대한 인식 

및 선택 양상

인터뷰

S 중학교 3학년 12명 

H 고등학교 1학년 8명

H 고등학교 2학년 8명

교수

학습 

효과

검증

2018.

11

교육의 실행 및 

효과 검증 

수업 녹음, 

수업 활동지 

질문지

S 중학교 3학년 

2학급 57명15)
G-일련번호

<표 Ⅰ-3> 실증적 연구 자료 수집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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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1. 부정표현의 확장적 개념 정립

1.1. 부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

‘부정(negation)’은 일반적으로 ‘긍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부정은 긍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묘사하기가 쉽지 않다. 부정이 

지니는 이러한 불명확성은 부정의 개념과 관련한 관련한 여러 논쟁을  야기하

였다. 이러한 논쟁은 언어학뿐만 아니라 논리학과 철학, 심리학 분야에서도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정확히 무엇이 부정인가?”, “부정이 대상에 부여하는 

존재론적인(ontological) 특성은 무엇인가?”, “부정은 긍정을 전제하는 개념인

가?”와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이들을 설명하고 해결하기 위

한 여러 시도가 있었다(Downing, 2010:23). 부정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주로 논

리학과 철학에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심리학에서도 부정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항에서는 언어학에서의 부정의 연구 성

과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러한 언어학적 연구에 영향을 미친 논리학, 철학, 심

리학의 주요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여 부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부정에 대한 전통적 논의

부정에 대한 초기의 논의는 주로 철학과 논리학에서 이루어졌다. 논리학에서 

다루는 부정이 지니는 특성은 자연어(natural language)에서의 부정이 지니는 특

성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자연어에서의 부정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다 면

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리학에서 다루는 부정의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리학에서 부정이란 특정 명제의 진리치(truth value)를 

반대로 바꾸는 작용을 의미한다(Allwood et al., 1974:30). 즉, 명제 P가 참일 때 

명제 P의 부정인 ~P의 진리치는 거짓이며, 역으로 명제 P가 거짓일 때 명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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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인 ~P의 진리치는 참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McCawley, 1981:62). 따라

서 부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P ~P

T F

F T

<표 Ⅱ-1> 명제의 진리치와 부정(Lyons, 1977:143)

 만약 명제 P, “지금 비가 오고 있다”가 참이라면 명제 P의 부정인 ~P,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다”의 진리치는 거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지금 

비가 오고 있다”라는 명제는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고, “지금 비가 오

고 있다”라는 명제와 “지금 비가 오고 있지 않다”라는 명제는 동시에 참이

거나 거짓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호른(Horn, 2001:270-271)에서는 “한 명제

는 같은 항목에 대해서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비모순율(非矛盾
律, Law of non-contradiction)과 “모순 관계에 있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거

나 거짓일 수 없다”는 “배중률(排中律, Law of the excluded middle)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비모순율과 배중률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

립 관계 논의를 토대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김진성 역, 2008:70-80)는 의 네 가지 종류의 대립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이들 대립의 유형에 대해 각각 설명한 바 있다. 이들 네 종

류의 대립은 다음과 같다.

(1) (가) 관계 대립16), e.g., double vs. half17)

(나) 반대 대립, e.g., good vs. bad

(다) 결핍 대립, e.g., blind vs. sighted

(라) 모순 대립, e.g., He sits vs. He does not sit

16)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가지 대립(antikeimena)의 종류를 ‘opposita relata’, ‘opposita 
contraria’, ‘habitus et privatio’, ‘opposita contradictoria’로 구분하였다(Aristo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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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각각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김진성 역, 2008:70-80)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하는 것은 오직 다른 존재의 본질에 관련해

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의 ‘두 배(double)’나 ‘절반(half)’과 

같이 서로 관계되는 대립을 ‘관계 대립’이라고 명명하였다. 반대 대립은 서로 

직접적인 관계없이 발생하는 개념들이 맺는 관계라는 점에서 관계 대립과 차이

를 지닌다. 가령, 관계 대립에 놓인 ‘세 배’와 ‘절반’의 경우 ‘세 배의 절

반’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지만, ‘좋음(good)의 나쁨(bad)’이나 ‘검정(black)

의 하양(white)’으로는 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이들은 ‘좋음의 반대인 

나쁨’, ‘검정의 반대인 하양’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관계 대립과 차이가 있

다. 결핍 대립은 동일한 항목에 대한 결여와 소유와 관련이 있다. 가령 ‘먼 눈

(blind)’과 ‘보는 눈(sighted)’은 둘 다 눈과 관련되어 있다. 반대 대립과 결핍 

대립은 유사한 개념이나, 반대 대립의 경우에는 개념적 중간항이 존재하지만 결

핍 대립의 경우에는 중간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차이를 지

닌다. 모순 대립은 긍정과 부정으로서 맞놓인 진술들의 대립을 의미한다. 소크

라테스에 의하면 모순 대립은 단어 차원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오직 진술 차원

에서만 성립하는데, 진리치는 진술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 대

립 관계에 놓인 두 명제는 상기한 비모순율과 배중률을 따르며, ‘진리치가 반

대(opposite truth value)’인 관계에 놓여 있다(Hurley, 2006:226).

이처럼 전통적인 부정의 개념은 긍정과의 모순 대립 관계를 통해서 정의되었

다. 언어학에서도 부정(negation)은 기본적으로 ‘문장의 진리치를 바꾸는 작

용’이라고 정의되며, 국어의 부정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부정 개념을 대당 긍정

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보고 긍정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 왔다(김동식, 1981; 신

원재, 1987; 이상화, 1989; 이소영, 1990; 구종남, 1992; 박형우, 2003a).18) 이러한 

관점에서는 부정을 긍정의 결핍 혹은 결여 상태로 보았으며, 부정은 긍정 개념

이 선행할 때 가능한 개념으로 보았다.19)

2008:  71). 이들 각각에 대한 번역어인 ‘관계 대립’, ‘반대 대립’, ‘결핍 대립’, ‘모순 대
립’은 김윤구(2004)를 참고하였다.

17) 대립의 예시는 호른(Horn, 2001:6-7)을 참고하였다.
18) 신원재(1987)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정을 정의한다. “부정되는 대상, 그 긍정을 전제

로 하고, 반대하고, 옳다고 여기지 않으며, 대립하고 지우고 없애는 정신적·언어적·논리
적 작용(신원재, 1987:14). 이러한 정의는 부정을 대당 긍정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보
는 관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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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 긍정과 동등한 판단 작용으로서의 부정

그러나 호른(2001)의 지적처럼, 자연어에서 부정이 작용하는 방식은 논리어에

서 부정이 작용하는 방식처럼 단순하지 않다. 즉, 자연어에서는 “만약 P가 거

짓이라면 ~P는 참이다” 혹은 “~(~P)는 P와 같다”와 같은 논리어에서의 부정

의 규칙이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홍빈(1973)에서는 부정

을 단순히 긍정의 결핍이나 결여 상태가 아닌 또 다른 긍정의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그림 Ⅱ-1> 긍정과 부정의 관계(임홍빈, 1973:118) 

임홍빈(1973)에서는 <그림 Ⅱ-1>을 통해 특정 관념 P는 P가 아닌 다른 일련의 

관념들 ~P1, ~P2, …, ~Pn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였으며, P를 부정한다는 것

은 곧 P 외의 어떤 다른 관념, 예컨대 ~P1이나 ~P2와 같은 관념을 긍정하게 됨

을 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리어에서의 부정 논의를 자연어의 부정 현상을 설

명하는 데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의는 백봉자(1975)에서도 발견할 수 있

19) 신현숙(1979)에서는 ‘결여사’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존재함의 부정을 다룬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기존의 부정소로 다루어 왔던 ‘안’, ‘못하다’, ‘없다’, ‘不, 無’ 등을 결
여사라고 보았다. 또한 결여사는 실질의 결여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기되는 것에서 벗어
나는 결여와도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휴식하다’, ‘비다’, ‘구멍’, ‘백
지’ 등도 결여사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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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봉자(1975)에서도 일상 언어생활에서의 부정은 단순한 논리적 부정과는 

다르며 논리어에서의 부정에 대한 연구와 자연어에서의 부정에 대한 연구는 다

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변정민

(1995)에서는 부정이 긍정을 전제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부정은 하나

의 판단 작용으로서 긍정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을 긍

정과의 모순 대립 관계 속에서 정의하였으며, 긍정의 결핍 혹은 결여의 상태가 

곧 부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주로 논리어(logical language)에서의 부정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루어졌는데, 국어학에서도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받

아들여 국어의 부정이 지니는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자연어

(natural language)에서의 부정이 지니는 특성은 논리어에서의 부정이 지니는 특

성과는 다르다는 관점하에 부정도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언어 주체의 판단 작

용으로서 연구되고 있다.

③ 부정과 부정문, 부정(negative)과 부정(negation)

다음으로 부정과 부정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어학에서 ‘부

정’은 주로 ‘부정문’을 통해 다루어졌는데(김송희, 2014:17), 이러한 부정 관

념이 언어로 실현되는 차원은 부정문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부정 관념은 대개 

부정문으로 표현되나 긍정문을 통해 표현되는 부정 관념도 드물게 있다는 점에

서 부정 관념이 반드시 부정문을 통해 표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20) 

또한 부정소가 포함된 구성의 의미가 반드시 부정소가 없는 대당 명제의 진리

치를 변경하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도 부정과 부정문을 구별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21)‘부정문(negative sentence)'이란 문법적인 개념으

20) 오현정(2016)에서는 형태적 부정소가 없는 문장의 경우에도 부정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음을 논의하였으며, 부정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한 문장에서 형태적
으로 부정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부정 의미를 포함한다면 부정문으로 본다.”(오
현정, 2016:28)

21) 김동식(1981)에서는 부정소를 지니고 있으나 부정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표현들을 
‘부정 아닌 부정’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해 논하였으며, Horn(2001:362-364)에서는 
부정소가 포함되었으나 대당 명제의 진리치를 변경하지 않는 부정문을 변칙 부정
(irregular negation)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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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태·통사론적으로 부정문을 형성하는 요소를 지니는 문장을 의미한다(임

홍빈, 1987)22)는 점에서, 부정 관념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부정(negative)’ 관념과 구별되는 ‘부정(negation)’도 있는데, 부정

(negation)은 의미론적으로 주어진 긍정 명제의 진리치를 바꾸는 작용을 의미한

다(Lyons, 1977:143). 그러나 많은 경우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통사론적인 

작용도 부정(negation)이라는 용어를 통해 논의되므로 부정(negation)은 의미·통

사론적으로 긍정 명제에서 부정 명제로 바꾸는 작용(김송희, 2014:18)이라고 정

리할 수 있다23). 

1.2. 부정표현의 확장적 개념 정립

부정(negation)의 작용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

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논의의 단위는 부정문인 경우가 많으며, 부정 연구는 곧 

부정문 연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 부정표현 교육에서도 ‘부정표

현’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교재 층위에서는 통사적 부정문에 한정

하여 교육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본고는 부정문의 통사적인 문형 특징보다 부

정의 표현 효과에 주목하려는 연구이므로 부정문이라는 술어는 부정을 주목하

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정’을 초점화하고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부정표현’이라는 술어를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어 부정표현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① 부정표현의 개념과 부정소의 범위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간 부정과 관련된 연구에서 논의의 단위는 부정문인 경

우가 많았으며, 부정문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혹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금

22) 부정문의 개념에 대해서는 부정문을 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혹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왔다. 부정문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는 ‘1.2. 부정표
현의 확장적 개념 정립’에서 자세히 고찰하도록 한다.

23) 영어의 ‘negative’와 ‘negation’은 모두 ‘부정’으로 번역되므로 혼동될 우려가 있다. 본
고에서 주로 논의하는 대상은 언어적으로 실현된 부정(negation)이지만, 언어적으로 실
현된 부정이 어떠한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정(negative)에 대
한 논의도 동반되어야 하므로 이 둘을 구별하여 쓰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병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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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다르게 정의되어 연구되어왔다. 여기에서는 부정문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검

토한 후, 이를 토대로 부정표현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부정문

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❶ 부정소에 의한 구조 변형이다(성광수, 1971).

❷ 한 문장에서 부정의 의미 자질인 ‘부정’을 검출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부정문이다(김영욱, 1986).

❸ 주어진 명제에 부정의 의도가 작용하고 그 명제가 가시적이면, 

그 문장은 부정문이다(유형선, 1990).

❹ 부정 극성을 띤 성분과의 공기 현상을 보이지 않는 한 국어의 

부정문은 부정소 ‘아니’나 ‘못’ 혹은 부정 서술어 ‘아니하

-’나 ‘못하-’ 또는 ‘말-’과 같은 문장을 말한다(임홍빈, 

1987).

위의 ❶에서는 부정소의 개입에 따른 통사적 측면에서 부정문을 정의하고 있

는데, 국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의에 따라 부정문을 통사적으로 정의

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와 달리 ❷에서는 의미 자질을 기준으로 부정문을 

정의함으로써, ‘의미’를 부정문의 판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였다. 그

런데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철수는 밥을 안 먹지 않았다’와 같은 이중 부정

문은 긍정문으로 분류되게 된다. 형식 논리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분류에서 아

무런 문제점도 찾을 수 없으나, 박정규(198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중 부정

문을 긍정문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국어 화자의 직관에 심각하게 위배된다. ❸에

서는 ‘부정의 의도’를 부정문을 판별하기 위한 주된 기준으로 내세움으로써, 

부정문이 ‘의미’를 중심으로 정의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만, ‘명제가 

가시적이면’이라는 조건을 덧붙임으로써 부정문의 형식적 조건을 완전히 배제

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❹에서는 ‘부정 극어와의 공기 여부’와 ‘부정

소와의 결합 여부’의 두 기준을 부정문의 판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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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측면, 후자는 통사적 측면에서 설정된 기준인데, 이를 통해 ❹에서는 의

미적 측면과 통사적 측면의 절충안으로서 부정문의 형성 조건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상 부정문을 정의하는 네 가지 관점을 살펴봤으나 이들의 위상이 동등한 

것은 아니며, 국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문을 통사적 부정소를 포함하는 문

장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부정문의 통사적인 문형 

특징보다 부정의 표현 효과에 주목하려는 연구이며, ‘부정’에 주목하여 논의

를 전개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의미론적 관점을 포괄하는 확장적인 개념으로 재

정립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❶-❹에서 살펴본 부정문의 정의를 참고하

여, 부정표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부정표현: 문장 내에서 부정을 실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인 부정소24)를 

통해 부정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가령 ‘않다’와 같은 부정소는 ‘쉽다’와 같은 형용사 등과 결합하여 

‘쉽지 않다’라는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데, 본고의 관점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 단위를 곧 ‘부정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표현의 개념과 범

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소의 범위를 밝히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부정소는 부정을 실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부정이란 

관념적인 부정(negative)이 아니라 문장의 진리치를 바꾸는 작용(negation)을 의

미한다. 앞서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은 언어 구조가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

화 되어있다고 보는 기능 중심성을 토대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형식을 강

조하는 부정소의 개념 정의는 일견 기능 중심성과 공기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

이기도 하나 그렇지 않다. 문법 이론의 언어관은 크게 형식주의 언어관과 기능

주의 언어관으로 대별되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언어의 어떤 부분에 초

점을 맞추어서 기술하는가’이다. 기능 중심성을 토대로 한 언어관은 언어의 형

식보다 언어의 기능에 주목하는 관점인데, 이때의 기능 중심 언어관에서도 형식

24) 부정소는 연구자에 따라 부정 요소(오현정, 2016)나 부정사(채완‧이익섭, 1999) 등으
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부정소가 부정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술어이므
로(임홍빈, 1987; 서정수, 1994; 이주행, 2004; 고영근‧구본관, 2008), 본고에서는 긍
정 명제를 부정 명제로 바꾸는 요소를 ‘부정소’로 부르기로 한다. 



- 27 -

은 배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능 중심 언어관에서는 기능이 발현되는 형식에 

집중했을 때 기능에 대한 온전한 관찰이 가능하다고 본다(주세형, 2014:71). 기

능 중심 언어관에서 형식보다 기능에 주목한다는 것은,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표현을 선택하는 근거가 형식이 아닌 기능에 있음을 주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형식을 배제하지 않고 부정소를 정의하고, 이들을 목록화하는 작업

을 수행하고자 한다.

② 좁은 의미의 부정소: 통사적 부정소

부정표현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통사적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부

정 부사 ‘안, 못’과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를 부정문을 형성하

는 통사적 부정소로 인정한다(고영근·남기심, 1985; 임홍빈, 1987). 일반적으로 

국어학에서는 통사론적인 정의를 통해 부정문을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아

니’나 ‘못’ 혹은 ‘아니하-’나 ‘못하-’ 또는 ‘말-’과 같은 요소를 부

정문을 생성하는 통사적 부정소로 규정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통사적 부정소로 ‘안, 못, 아니하다, 못하다, 말다’를 인

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처럼 통사적 부정소만을 부정소로 받아들이고 좁은 

의미의 부정문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들도 있으나, 적지 않은 연구에서는 부정문

이 지니는 특징에 따라 부정문을 정의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본고에서는 부정표

현의 개념을 확장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토대로서, 부정문이 지니는 의미적 특징

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소의 범주를 의미적 특징을 포괄하는 확

장적인 범주로 규정하고자 한다.

③ 부정소 범주 확장의 근거: 부정문의 의미적 특징

 부정문이 지니는 대표적인 특징은 부정 극성을 띤 ‘아무도’나 ‘전혀’와 

같은 부정극어와 공기가 가능한 부정소를 갖는다는 것이다. 부정극어는 부정 문

맥을 요구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부정 문맥은 부정소의 의미

적 영향이 미치는 범위라는 점에서(구종남, 2012:8-9), 부정극어와의 공기가 가

능하다는 부정문의 특징은 통사적 특징과 구별되는 의미적 특징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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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5)

이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부정극어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부정표현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견을 갖는 연구자들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박정규(1989)에서는 부정극어와의 공기 여부가 국어 부정문의 형식적 요건을 

결정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오숙화(1994)에서는 부정극어와의 공기 조

건이 부정문의 특징으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된 것이므로 부정표현의 보조적인 

기준으로만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부정극어와의 공

기가 가능한 점이 부정표현의 주된 특징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으며, 오숙

화(1994)에서는 부정극어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부정표현 판단의 보조적인 기준

으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과 달리 임홍빈(1978), 신원재(1987), 구종남(2012) 등의 연구에서는 부정

극어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부정소를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시켰다. 시정곤

(1997)에서는 부정극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부정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어떤 문장이 부정극어를 허가할 수 있는 부정어를 갖고 있을 때, 그 

문장은 부정문이다(시정곤, 1997:52).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부정극어와의 공기는 부정문이 갖는 대표적인 특징이며, 

연구에 따라 부정문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는 부정문의 이러한 의미적 특징에 따라 부정소의 범주를 확장하고자 한다.

25) ‘전혀, 미처, 절대로, 좀처럼, 도무지, 결코’ 등 부정극어를 가진 문장들은 ‘안, 못, 않
다, 못하다, 말다, 없다, 아니다’ 와 같은 부정소와 함께 쓰이면 부정극어가 부정소에 
의해 허가되어 적격한 문장이 된다. 이때, 부정극어는 부정소의 의미적 영향이 미치는 
문장 구조 안에서만 허가되므로, 부정극어와 부정소가 같은 절에 존재해야 적격한 문장
이 된다. 이를 통해 부정극어의 공기 조건은 통사적 조건이 아니라 의미적 조건임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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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휘적 부정소

이처럼 부정표현의 조건에 부정극어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포함하는 것은 부

정극어가 ‘없다’와 ‘아니다’와 같은 어휘적 부정서술어를 다른 서술어와 

구별해주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이들 어휘적 부정서술어들이 부정

극어와 공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 (가)~(라)는 부정 극성을 띤 ‘아무도’와 ‘전혀’의 서술어들과의 

공기 관계를 보인 것이다. (가)와 (나)의 ‘없다’와 ‘아니다’는 부정극어와의 

공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다)와 (라)의 ‘반대하다’와 ‘거절하다’는 부

정극어와 공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정곤

(1997)에서는 부정극어와의 공기 가능성을 기준으로 부정문을 판별한다면 ‘말

-’, ‘없-’ 등의 요소들도 부정문을 이루는 조건에 포함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어휘적 부정소를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없다’와 

‘아니다’를 어휘적 부정소로서 부정표현을 형성한다고 인정한다(우형식, 2008; 

남길임, 2017). 이들 어휘적 부정소를 통해 형성된 부정표현은 부정극어와 호응

한다는 점에서 통사적 부정소를 통해 형성된 부정표현과 공통점을 갖는다. 본고

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부정극어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부정표현의 판

단 기준에 포함하여, ‘없다’와 ‘아니다’를 어휘적 부정소로 인정한다. 

그런데 어휘적 부정소의 범주를 논의함에 있어 ‘없다’, ‘아니다’와 함께 

언급되는 ‘모르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없다’나 ‘아니다’의 

경우 어휘 부정을 논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휘 부정소의 예로 인정하나, 

‘모르다’의 경우에는 앞의 둘과는 조금 다른 경우로 보는 연구들이 있다. 우

형식(2008:15)에서는 ‘이다’와 ‘있다’의 경우 부정 부사나 부정의 보조용언

과의 결합이 극히 제약되는 반면, ‘알다’는 ‘알지 못하다’처럼 부정의 보조

(2) (가) 여기는 아무도 없다.

(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한다.

(라) *철수는 전혀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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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이 결합하는 예가 있다는 것을 들어, ‘이다/아니다’, ‘있다/없다’가 

‘알다/모르다’에 비해 부정과 긍정의 대립이 두드러진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어 부정구문에 대해 말뭉치언어학적으로 접근한 남길임(2017)에서는 ‘아니다’

와 ‘없다’가 상당한 빈도로 ‘-는 것(이) 아니다’, ‘-ㄹ 수 없다’의 구문

으로 쓰여 선행절 전체의 명제를 부정하는 데 비해, ‘모르다’의 경우 ‘앎’

이라는 특정한 의미 영역만을 부정한다는 점을 들어 어휘적 부정소의 범위에서 

‘모르다’를 제외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우형식(2008)과 남길임(2017)의 논의를 

받아들여, 어휘적 부정소의 범위에서 ‘없다’와 ‘아니다’는 인정하되, ‘모

르다’는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다.26)

⑤ 형태적 부정소

국어에서는 통사적 부정과 어휘적 부정 외에도 ‘접사(affix)’에 의한 형태적 

부정을 통해 부정이 일어난다(시정곤, 1997; 박정규, 2003). 박정규(2003:32)에서

는 다음과 같이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한자어 부정 접사인 ‘無
-, 未-, 不-, 非-’등이 명사와 통합되어 문장 전체의 의미가 부정의 의미를 갖

게 된 예를 보이고 있다.

(3) (가) 그는 그 학교에 무시험으로 입학했다.

(나) 그 일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있다.

(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 그 같은 조처는 비합법적이다.

26) ‘모르다’는 ‘없다’나 ‘아니다’와 같이 부정극어와 공기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
서 부정극어와의 공기 가능성 여부를 부정문의 판별 조건으로 제시한 시정곤(1997)에
서는 ‘모르다’를 부정소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無-, 未-, 不-, 非-’ 등과 결합한 한
자어 ‘미완성, 비폭력’ 등은 부정극어와 호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한자어 접두사는 
부정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바 있다. 본고에서는 부정극어와의 공기가 가능한 부
정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문의 주요한 특징으로 보고, 부정극어와의 공기 가능성을 
부정소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점 중 하나로 인정하지만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는 않으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부정소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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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위의 예시 문장들이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함은 이들 각각의 예

가 다음과 같이 부정사 ‘안’이 통합되는 절차에 의한 부정문과 의미적 유사

성27)을 보인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박정규, 

2003:33).

(4) (가) 그는 그 학교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했다.

(나) 그 일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채로 있다.

(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라) 그 같은 조처는 합법적이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알려진 한자어 접사

가 명사와 통합된 경우에도 문장의 의미가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따라 ‘無-, 未-, 不-, 非-’와 같은 한자어 접

사들을 형태적 부정소로 인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앞서 부정표현은 ‘문장 내에서 부정을 실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인 부정소

를 통해 부정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즉, 부정표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소’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부정 의미’를 전달해

야 한다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⑥ 초분절음소

그런데 부정표현과 유사한 표현 중에는 부정소는 없지만 부정의 의미를 전달

하는 표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천미(1993)는 구어 담화의 경

우 통사적·어휘적 부정소가 없더라도 초분절음소에 의해 부정의 의미가 전달

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가령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바쁘면 들어가 봐야지”라는 대답을 한다면, 대답

에 해당하는 문장에는 부정소가 없지만 부정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천미(1993)처럼 부정표현의 범위를 넓게 잡는 연구의 경우 초분절음소를 부정

27) 연구자는 여기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용법’의 동일성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박정규, 2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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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하나, 이는 지나치게 장면 의존적이므로 교육 내용화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문어 텍스트에 사용된 부정표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본고에서는 초분절음소를 부정소의 목록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한 부정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통사적 

부정소

부사 -  ‘안’, ‘못’, …

보조동사 -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 …

어휘적 부정소 -  ‘없다’, ‘아니다’, …

형태적 부정소 - 불(不), 미(未), 비(非), 몰(沒), …

초분절음소 - 본고에서 다루지 않음

<표 Ⅱ-2> 부정표현을 실현하는 부정소
 

2.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의 개념 정립

표현 행위는 근본적으로 수신자를 전제하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행위의 국면에는 필자뿐만 아니라 독자 역시 의사소통 행위의 

참여자로 등장한다. 필자는 독자에게 자신이 생성한 표현 내용을 전달하기에 가

장 적절한 표현 형식을 선택하며,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는 다양한 맥락 요인들

이 개입한다. 텍스트가 생성되는 과정을 필자와 독자의 대화적 과정이라고 보

고, 작문 상황에서의 표현 선택 과정을 ‘필자가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표현 형식을 선택하여 이를 실체화

하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언어화 과정에 주목하는 문법교육의 관점을 

본고에서는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토대

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에 관심이 있으나,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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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나열하는 대신 표현의 생성과 이해 차원에서 부정표현이 선택되고 이해

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언어 주체는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28) 부정

표현은 맥락에 따라 텍스트 내에서 다양한 의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타당하게 합의된 특정 맥락의 언어 형식과 그 의미기능을 교육 

내용으로 전달한다 해도 그 내용은 맥락이 조금만 변화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제민경, 2015:87). 따라서 표현 형식과 표현 효과를 대응시키고 

이를 목록화하여 그대로 교육 내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부정표현과 

관련한 실제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에 본고

에서는, 교육의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텍스트에 많이 등장하는 전형적 

언어 표지들의 목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자신이 

생성한 내용을 전달하는 가장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텍스트를 구성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학생들이 갖추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

서 주목하는 지점은 결과로서의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생성의 과정에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부정표현의 선택에 개입하는 맥락 요인들을 관찰하고 이들을 

나열하는 대신, 이들이 부정표현의 선택에 개입하는 양상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절에서는 먼저 언어적 행위로서의 ‘부정표현 선택’

에 주목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표현에 초점을 두고 표현의 구성 요소 및 

표현의 선택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발현은 맥락 의존적

이라는 점에서 효과성 차원의 부정표현 선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다음으로는 맥락에 대해 고찰하여 본고에서 논

의하는 맥락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생성의 과정

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가 대화적 구성원리에 의해 생성된다는 것을 논의하며,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28) 본고는 문법 구조에 의해서 진술되는 명확한 특성을 가진, 추상적이고 이상화
(idealisation)된 ‘문장’이 아니라 ‘발화’에 관심을 갖는다. 발화는 의사소통적 상호작용
에서 인간 행동에 대한 산물의 특정한 실제 발생(Croft, 2001:26)으로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의사소통의 의도를 표현하는 언어 행위(Tomasello, 2006: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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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표현의 구성 요소와 표현의 선택 과정

①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표현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비언어적 요소인 ‘내용’과 언어적 요소인 

‘말/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표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송신자가 수신자에

게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의 내용인 개념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개념은 언

어를 통해 실체화되어야 한다. 김동언(2005:16)에서는 언어 주체가 표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비언어적 요소, 곧 표현의 내용을 ‘정보’라고 보고, 정보는 

음성이나 문자를 매개하여 수신자에게 전달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도식을 

통해 제시한 표현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Ⅱ-2>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의 과정(김동언, 2005:16)

<그림 Ⅱ-2>에 따르면 표현의 과정은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글이나 말을 통

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표현의 구성 요소는 

‘표현 내용(정보)’과 ‘표현 실체(말이나 글)’로 구분할 수 있다.29) 이처럼 

29)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 Ⅱ-2>에서는 ‘표현 내용(정
보)’과 ‘표현 실체(말이나 글)’외에도 송신자와 수신자가 등장한다. 이때의 송신자와 수
신자는 표현을 통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언어 주체로서 표현의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
이나, 표현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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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구성 요소를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구분하는 것은 표현의 구

성 요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분 방식이다.

② 표현 의도와 표현 내용

표현의 구성 요소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기도 하는데, 

연구에 따라 표현의 비언어적 구성 요소를 ‘표현 의도’와 ‘표현 내용’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상술한 것처럼 표현은 본질적으로 수신자를 전제하는 유목적

적인 행위인데, 이때의 목적은 단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

지 않는다. 표현은 수신자로 하여금 발신자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

려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며 이때의 목표가 바로 발신자의 표현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현 의도는 표현 내용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

며,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표현 내용이나 표현 실체 등의 구성 요소 등을 선택

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실제 표현에서 표현 의도와 표현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텍

스트 내에 실체화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 생산자가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

단한 표현 내용이며, 이때의 표현 내용은 이미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에 의

해 선택되고 재구성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든 표현에는 표현 의도

가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한 이성영(1994)에서는30) 표현 의도와 표현 내용을 따

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화자가 표현을 통하여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내용’

을 표현 의도라고 보았다.

 이처럼 텍스트 내에 실현된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특정 표현에 담지

된 표현 의도와 표현 내용을 분절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텍스

트 생성의 국면에서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표현 의도와 표현 내용은 개

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가능하며, 각각에 대해 분절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

30) 이성영(1994)에서는 모든 표현에 표현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표현 의도가 없는 무의식적인 발화(“아야”와 같이 무의식적
으로 발화되는 간투사 등)의 경우에는 표현의 조건을 성립하지 못하므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화자의 모든 의도가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언어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화자의 의도는 표현 의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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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이는 필자가 언제나 표현을 통해 표현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31)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현 

의도와 표현 내용을 개념적으로는 구분하고, 표현 의도는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표현 내용과 표현 형식의 선택과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내용의 상위 개념

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실제 표현의 과정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

제가 있으므로,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는 언어화 이전의 내적 의미를 형성하는 

단계를 ‘개념 표상’의 단계로 파악하고자 한다.

③ 표현 형식과 표현 실체

앞서 표현의 선택 과정을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글이나 말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를 재진술

하면 표현은 ‘텍스트 생산자가 텍스트 수신자에게, 자신의 표현 의도를 전달하

기에 적절한, 표현 실체를 통하여, 표현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프만(Goffman, 1981:226)에서는 이러한 표현 과정을 ‘의미하기

(meaning)’, ‘언어 형식 만들기(formulating)’, ‘발화하기(vocalizing)’의 세 

가지 수준의 행위로 해체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표현의 형식을 언어로 

실체화하는 과정은 표현의 형식을 선택하는 행위와 표현을 언어로 실체화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현 형식과 표현 실체를 구분하는 논의는 이용주(1993)에서도 발견할 수 있

다. 표현의 구성 요소에 대해 고찰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표현의 세 구성 요

소로 표현 의도, 표현 형식, 표현 실체를 들며, 표현 형식과 표현 실체를 개념적

으로 구분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는 표현 형식과 표현 실체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5)  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31) 텍스트 생성의 국면에서, 필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사용하기도 하
지만 메시지를 희석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Ⅱ.3.
부정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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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가’와 ‘나’는 둘 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현 형식

을 통해 필자의 표현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문장 ‘가’에 비해 문장 

‘나’는 더 크고 굵은 이탤릭체로 쓰여 있어, 두 문장은 다른 표현 효과를 내

고 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표현 형식과 표현 실체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표현 형식의 선택은 표현 실체의 선택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행위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김지홍(2015:244)에서 제시된 언어 산출 과정의 모형에서도 확

인이 가능한데, 연구자에 따르면 언어 산출의 전반적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학

문 간 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합의된 언어 산출 과

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Ⅱ-3> 언어 산출 과정(김지홍, 2015:244)  

<그림 Ⅱ-3>에 제시된 언어 산출 과정의 모형은 표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표현 형식을 선택하는 행위와 표현 형식이 언어를 통해 

실체화되는 행위가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언어 산출 과정 모형

을 보면 문법 형식을 갖춘 언어 표상 단계(②) 이후에 소리나 글자 형태로 표상 

단계(③)의 수행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표현 형식의 

선택과 표현 실체의 선택은 분절적으로 구분되는 단계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되

는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선택항 체계의 구성

<그림 Ⅱ-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표현 형식 선택의 단계는 개념 표상의 

단계(①)에서 표현의 의도와 표현 내용이 갖춰진 다음에 수행된다(김지홍, 

2015:247). 그런데 텍스트 생산자가 자신의 표현 의도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 이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 내에서 선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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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표현들인 선택항들의 체계 구성이 먼저 이루어진다. 김정자(2000)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식을 통해 이러한 과정을 보인 바 있다.

<그림 Ⅱ-4> 표현 형식 선택의 과정(김정자, 2000:286)

위의 <그림 Ⅱ-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표현 형식의 선택 단계에서 언어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표현 형식의 후보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하겠으나, 실제로

는 그렇지 않다. 하이랜드(Hyland, 2005:17)에 의하면 표현은 종종 자동적이거나 

무의식적인 것으로 보이나, 모든 표현은 한정된 선택항의 체계 내에서 선택된 

결과물이다. 표현 형식의 후보가 되는 선택항의 체계는 임의적으로 구성되지 않

으며, 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 내에는 선택이 ‘가능한 표현’과 ‘가능하지 않

은 표현’이 구분된다. 따라서 언어 주체는 표현의 의도와 표현 내용을 갖추고 

나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 내에서 선택이 가능한 표현들로 구성된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하며, 이러한 체계 내 선택항 중 자신의 표현 의도를 전달하기에 가

장 적합한 표현 형식을 선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의 구성요소는 크게 언어적 구성 

요소와 비언어적 구성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언어적 구성 요소는 다시 표

현 의도와 표현 내용, 언어적 구성 요소는 표현 형식과 표현 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표현의 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은 도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Ⅱ-5> 표현의 선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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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현의 선택에 관여하는 맥락의 특성

표현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언어 주체는 표현의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반영하여 의미를 형성하고 텍스트를 구성한다. 표현

은 언어 주체가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여 이를 

언어로 실체화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필자는 다양한 맥락 요인

들을 어떻게 언어를 통해 반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선택 과

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맥락 요인들이 표현의 선택 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항에서는 먼저 맥락의 개념을 규정하고, 표현

의 선택에 관여하는 맥락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언어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심리적 구조물로서의 맥락

맥락은 신명선(2013b)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악명 높을 만큼 복잡하여 규정짓

기 어려운” 용어이며32), 맥락에 대한 정의는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어(박수자, 2011:71), ‘맥락’은 언어학, 사회언어학, 체계기능언어학, 

담화 분석, 화용론 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두루 쓰이는 개념이며, 어떤 학문에 

기초를 둔 연구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 

사용된다. 따라서 맥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앞서 본고에서 언급하는 맥락의 

개념이 무엇인지 규정할 필요가 있다.33)

본고는 일차적으로 ‘표현’에 관심이 있으며, 맥락은 그것의 표현과의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맥락에 대한 다양한 정의 중 이

정민·배영남(1987)의 다음과 같은 정의에 주목한다.

32) 전제응(2011)에서는 맥락 용어의 추상성에 기인한 혼란으로 맥락 범주를 교육 내용
이나 교육 활동으로 구체화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33) 이와 관련하여 김혜정(2009)에서는 모든 연구에 분석 적용할 만한 유일한 맥락 모형
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신명선(2013b)은 맥락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알맞은 적절한 맥락 개념을 설정하여 일관되게 논
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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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그 성질상 실체(substance)와 형식(form), 장면(situation)을 전

제로 하여 성립하는데, 맥락이란 형식과 장면 사이의 관계(relation)

를 말한다. 즉, 맥락은 추상적인 형식을 장면이라는 언어 외적 형식

(non-linguistic feature)과 결합시키는 중간적 층위이다. 이 중간적 

층위를 맥락의미(contextual meaning)라고도 말한다(이정민·배영남, 

1987:181).

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정민·배영남(1987)에서는 맥락을 형식과 장

면34) 사이의 관계라고 보고 있다. 즉, 맥락이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상황을 둘

러싸고 있는 언어적·물리적·사회적·문화적 요소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요소에 제공되는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맥락’을 언어 선택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일종의 중간 

언어층으로 본 할리데이(Halliday, 1994)의 관점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펴낸 『국어교육학사전』에서도 맥락은 발화

를 둘러싼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를 가리

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맥락이 표현 이전에 주어져 있다고 보는 관점 이외

에도 해석 과정에서 선택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서울대학교 국

어교육연구소, 1999:231),35) 맥락을 주어지는 배경 혹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구성하고 설정하는 심리적 구조(신명선, 2013b:81)로 볼 수 있음을 보여

준다.36) 본고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맥락을 표현의 상황을 둘러싼 물리

34)  ‘장면’이라는 용어는 각종 연구와 교육과정과 같은 문서를 통해 종종 ‘상황’이나 ‘맥
락’ 등의 용어와 혼동되어 사용되어 왔다. 신명선(2013b)에서는 ‘맥락’은 ‘문화 맥락’을, 
‘상황’은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공간’을, ‘장면’은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는 시공간의 상황이나 사건의 일시적 이미지’를 가리키는 경향성을 드러낸다고 구
분하여 정리한 바 있다. 이처럼 맥락은 일반적으로 상황이나 장면보다 더 넓은 외연을 
지니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35) 『국어교육학사전』에 따르면 초기에는 물리적·사회적·문화적 요소가 바로 맥락으로 
인식되었으나, 뒤에 맥락은 이들 요소에 제공하는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를 뜻하게 되었
다. 또한 맥락은 해석 이전에 주어져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나, 해석 과정에서 선택
된다고 보는 관점도 생겨났다고 『국어교육학사전』은 밝히고 있다(서울대학교 국어교
육연구소, 1999:231-232).

36) 오현아(2011:220)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맥락을 “담화/텍스트 형성에서부터 해석 과
정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언어 형식과 장면의 관계를 통해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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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언어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심리적 구조물로 

보고자 한다.

② 표현의 과정에서 유동적·순환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으로서의 맥락

맥락을 이렇게 표현이나 이해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라고 규정한다면, 음

운이나 형태, 언어적 특성 등의 미시적인 부분부터 사회의 지배적인 관습이나 

문화와 같은 거시적인 부분까지 표현이나 이해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맥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맥락 요인들의 층위가 동일하지는 않으며, 

맥락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들의 층위를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맥락은 크게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

로 나누어진다. ‘언어적 맥락’은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단어, 문장, 대화 

차례, 화행 등)과 관련된 것이며, ‘사회 맥락’이라고도 불리는 ‘비언어적 맥

락’은 ‘계급, 성, 인종’처럼 사회적 변인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오현

아, 2011:218-219). 연구자에 따라서는 비언어적 맥락을 발화 장면과 관련된 

‘상황 맥락’과, 그보다 좀 더 큰 층위의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기

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와 관련하여 신명선(2009b)과 오현아(2011)의 맥락 구분

을 주목하고자 한다.

어휘의 사용 기제를 밝힌 연구인 신명선(2009b)에서는 맥락을 ‘미시적, 거시

적, 메타적’차원의 세 층위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이들의 관계를 보인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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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표현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맥락 요인(신명선, 2009b:12) 

그런데 이때 각 층위의 맥락이 실제 표현의 어떤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즉, 맥락의 층위는 개념적으로는 분명하게 구

분되는 것이나, 실제 표현의 상황에서 맥락은 순환적이고 유동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발화에서 각 층위의 맥락이 개입한 부분과 개입하지 않은 부

분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메타적 차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거시적 차원의 맥락만을 고려하여 표현을 하는 것은 탈맥락적인 작문 상

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는 이들 맥락 요인들이 개별적이고 단계적으로 표현의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과정에 유동적이고 순환적으로 고려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

러한 논의에 따라 본고에서도 맥락 요인이 실제 표현의 상황에서는 각 층위별

로 개별적이고 단계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과정에서 유동적이고 

순환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③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잠재적 선택 고려 요인으로서의 맥락

앞서 맥락은 표현의 상황을 둘러싼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언어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심리적 구조물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언어 주체가 맥락을 

구성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르며, 개인에 의해 고려된 맥락이 모두 표현을 통

해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쓰기 맥락 



- 43 -

지도를 다룬 전제응(2011)에서는 맥락이 텍스트 구성의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맥락을‘잠재된 맥락, 표상된 맥

락, 생성된 맥락, 적용된 맥락’으로 구분한 바 있다, 연구자가 밝힌 필자의 쓰

기 맥락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Ⅱ-7> 필자의 쓰기 맥락화 과정(전제응, 2011:297) 

<그림 Ⅱ-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제응(2011)에서는 잠재된 맥락과 실제 텍스

트의 표상되거나 생성, 적용된 맥락을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

면 각 개인마다 맥락화의 방식이 서로 다르며, 의사소통에서 이것이 구체화되는 

방식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이 구성하는 맥락은 사람마다 다

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개인이 고려한 맥락이 모두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

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언어 주체가 고려한 모든 맥락 요인이 텍스트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관점은 

이재기(200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맥락을 ‘1차, 2차, 3차’ 

맥락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 ‘잠재 가능성이 있는 잠재 맥락’, ‘잠재 맥락 

중에서 텍스트 생산, 수용 과정에서 고려되고 의식된 맥락’, ‘텍스트 생산, 수

용 과정 중에서 고려되고 최종 해석 텍스트에서 텍스트 자질로서 구체화된 맥

락’을 의미한다(이재기, 2006:117).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맥락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고려되는 맥락이 모두 언어 표현에 

의해 실체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맥락을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잠재적 선택 고려 요인’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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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표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영향 요인으로서의 맥락

앞서 ‘Ⅱ.2.1. 표현의 구성 요소와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는 표현의 선택 과

정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맥락에 대해 논의하는 본 항에서는 맥락 요인이 영

향을 미치는 표현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신명선(2009b)은 어휘의 선

택 과정을 다룬 연구이지만 맥락과 표현 선택의 과정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

구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언어 주체가 머릿속 사전

에 등재된 단어 중에서 다양한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한 의미 덩어리를 선

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어휘 사용 과정’으로 보았다. 이때 연구자는 맥락 요

인들이 텍스트 구성의 과정을 조정하는 도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어휘 사용 과정에서 유도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가 제시한 어휘 사용 과정의 기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Ⅱ-8> 어휘 사용 기제(신명선, 2009b: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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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에서 볼 수 있듯 연구자는 맥락이 개념화 과정에서부터 언어화 

과정까지 어휘 사용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

도 맥락, 즉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에 기여하는 해석적 정보가 표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하에서 표현의 과정을 고찰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맥락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맥락은 의사소통의 상황을 둘러싼 사회적·문화적·물리적 요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이들의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또한 맥

락은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 과정에서 단순히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언어 주체에 의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성되는 심리적 구조물이다. 둘째, 

맥락은 개념적으로는 미시적·거시적·메타적 차원으로 구분되나, 실제 표현의 

상황에서는 이들 층위의 맥락이 개별적이고 단계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순환적으로 고려된다. 셋째, 개인이 구성하는 맥락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고려된 맥락이 모두 실제 표현에 의해 언어적으

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넷째, 맥락은 개념화 단계에서부터 언어화 단계까지 

표현의 전 과정에 개입한다.

이상 맥락의 특성으로 볼 때, 언어 주체가 표현의 상황에서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부정표현의 문제를 다룸

에 있어서 맥락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텍스

트에서의 부정표현의 선택에 미치는 맥락 요인에 대해서는 ‘Ⅱ.3.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2.3. 텍스트의 대화적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표현 행위는 근본적으로 수신자를 전제하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며, 필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작문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필자는 작문의 

상황에서 독자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자에게는 다양

한 맥락 정보를 활용하여 독자의 요구를 추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Hagemann, 

2003; 이관규 외 역, 2017:251). 그런데 독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글을 쓴다는 것

은 자신을 고정된 필자로 규정하고 일방적으로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쓰는 것

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는 “대화자로서 글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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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독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정혜승, 2013:8)” 고민하며 글을 쓸 수 

있는데, 정혜승(2013)에서는 이때의 글쓰기를 독자와 대화하는 글쓰기라고 규정

한 바 있다. 본 항에서는 언어 주체가 독자를 고려하여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

현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필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의 과

정을 거쳐 생성되는 텍스트의 특성, 즉, 텍스트의 대화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① 대화주의 관점과 상위담화

텍스트의 대화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언급하는‘대

화’의 개념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화(dialogue)’는 바흐친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바흐친의 이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황은하, 2017:247)

으로 꼽히기도 한다. 바흐친은 언어의 본질은 대화이며 모든 담화는 대화를 지

향한다고 보았고, 모든 언어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개인적인 행위가 아

니라 전적으로 사회적인 행위라고 보았다.37) 

이러한 대화주의 관점에서는 텍스트의 정보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대인적 기

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다. 환언하면, 대화주의 관점에서는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독자와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하는 양상을 관찰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시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담화(meta discourse)라는 용어를 통해 필자가 독자를 

고려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한 하이랜드(Hyland, 2005)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

위담화는 “명제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지 않으면서 청자/독자가 주어진 정보를 

조직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언어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는

37) 바흐친은 텍스트 생성을 필자 독단의 행위가 아니라, 그가 소통하는 독자와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Halasek, 1999:62). 다음의 인용문은 텍스트 생성에 
대한 바흐친의 관점을 보여준다.

말을 하면서 나는 항상 나의 말이 수신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지각적 배경을 고려한
다. 그가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가 주어진 문화적 소통 영역의 전문 지식을 소
유하고 있는지 … 이러한 고려가 발화 장르의 선택도, 구성적 기법의 선택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어 수단, 즉 발화 문체의 선택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Bakhtin, 김희숙·박
종소 역, 2006:395).

즉, 바흐친의 관점에서 필자는 내용의 생성부터 문체의 선택까지 독자와의 대화 속에
서 결정하는 행위 주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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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Crismore et al, 1993:40), 하이랜드에 따르면 이러한 개념은 작문을 사회적인 

행위로 바라보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Hyland, 2005:14). 상위담화에 대한 논의

는 작문의 과정을 독자와의 대화적 과정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생성 

과정을 바라보는 본고의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 필자가 일종의 수사적 전략으로

서 활용할 수 있는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에 주목하는 본고에서는, “독자와 더 

잘 소통하기 위하여 필자가 의도적으로 텍스트에 마련한 수사적이고 전략적인 

장치”(정혜승, 2013:209)로서의 상위담화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상위담화와 관련된 논의에 따르면 읽기 장면에서 독자가 마주하는 대

상 텍스트의 태생은 대화적 관계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재기, 

2016:9), 독자는 필자가 생성한 텍스트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

가 아니라, 필자에게 응답하는 대화 상대자이자 잠재적 필자로서 텍스트의 생성

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즉, 이때의 독자는 고전 수사학에

서 기원한 청중의 개념과는 다른, 필자가 작문의 상황에서 구성한 맥락의 일부

이므로 이때의 독자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② 작문의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독자

필자가 작문 과정에서 수행하는 대화는 실제 존재하는 독자와의 대화가 아니

라 필자가 구성한 독자와의 대화라는 측면에서, 글쓰기를 필자와 예상 독자 간

의 대화의 과정으로 보고 이에 고찰하기 위해서는 고전 수사학의 청중 개념에

서 기원한 독자와는 구분되는, 작문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독자의 개념 

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혜승(2013:43-45)에 의하면 고전 수사학에서 기원한 전통적인 독자 개념은 

1980년대 이후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해체되고 대체

되었다. 연구자는 국내외의 독자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루어진 독자 개념을 분류

하여 대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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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독자 개념도(정혜승, 2013:44)

위의 도식을 보면 독자는 필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 독자와 타자 독자로 구

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 독자라는 개념에는 필자 자신이 독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아 독자의 가능성은 바흐친의 

대화주의적 언어관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정혜승, 2013:45). 전술한 바와 같

이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에서 언어 주체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문화

적인 맥락 안에서 소통하는 존재이며, 개인의 내적 발화는 항상 이전 발화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창조되고 형성된다(장지혜, 2016:213).38) 이아라(2008)에서는 예

상 독자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예상 독자(군)의 시각을 대표하고 필자의 내면까

지 들여다보는 비평적 독자로서의 ‘숨은 독자(hidden reader)’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는 예상 독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필자 자신이 최초로 대면하게 

되는 독자인 자아 독자로 볼 수 있다.39)

타자 독자는 필자 이외의 타인이 독자라는 전통적인 관점을 표현하는데, 수신

자 독자는 가시적으로 현존하는 예상 독자를 가리키며, 허구적 독자는 필자에 

의해 구성된 가상적 독자를 의미한다(정혜승, 2013:44). 수신자 독자는 필자가 

생성한 텍스트를 읽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이나 집단 

구성원을 의미하는 개념이며, 필자는 수신자 독자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

38) 바흐친은 화자와 청자가 끝없는 응답과 재응답의 연쇄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것처
럼 개인의 내적 발화는 이전 발화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창조되고 형성되는 것으로 보
았다(장지혜, 2016:213). 

39) 이아라(2008)에서는 ‘숨은 독자’가 필자 자신도 예상독자도 아닌, 필자와 예상독자를 
매개하는 제3의 존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기 글이 생성되는 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필자에게 끊임없이 관여하는 독자(이아라, 2008:400)”라는 설명으로 미루
어, 숨은 독자를 본고에서 논의하는 자아 독자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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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수신자 독자를 인식하고 고려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다. 그러

나 실제 글쓰기 상황에서는 필자가 독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며. 실제 텍스

트를 읽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모든 독자를 인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신자 독자의 개념은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허구적 독자는 필자가 구성한 추상적 존재로서 필자에 의해 해석된 존

재이며, 필자에 의해 호출된(invoked) 존재이다.40) 옹(Ong, 1975)은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

면서,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는 실재하는 청중이 존재하지만 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상황에 존재하는 독자는 허구적인 존재라고 밝혔다.41) 이와 관

련하여 발처(Walzer, 1985)는 실제 존재하는 가시적인 독자(reader)와 필자가 구

성하는 허구적 독자(audience)를 구분하고, 학습자들이 종종 가시적 독자와 허구

적 독자를 혼동한다고 논의하였다.

허구적 독자의 개념은 페렐만(Perelman)이 바라본 청중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

다. 페렐만은 청중은 언제나 연설자가 구축하는 것이며, 언어적 허구에 해당한

다고 규정한 바 있다(Amossy, 2000; 장인봉 외 역, 2003). 그는 외부에 청중이 

실재하고 있더라도 실제 화자가 고려하는 청중은 화자의 관념 속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즉, 실존하는 청중과 대면하여 의사소통하더라도, 그 청중은 화자가 지

니고 있는 주관적인 이미지가 투영된 청중이며, 구체적인 현실의 청중과는 구분

된다고 밝혔다(정희모, 2012:174).

이처럼 허구적 독자에 대한 논의에서는 주로 허구적 독자를 실재 독자와 구

분하여 파악하는 반면, 에드와 런스포드(Ede & Lunsford, 1984)는 허구적 독자

와 실재 독자의 개념이 양립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자의 유형을 ‘전달된 독자(audience addressed)’와 ‘호출된 독자(audience 

invoked)’로 구분하였으며(Ede & Lunsford, 1984:156), 전달된 독자의 태도와 

신념, 기대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관찰과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 

40) 수신자 독자를 ‘전달된 독자(audience as addressed)’, 허구적 존재를 ‘호출된 독자
(audience as invoked)’로 보기도 한다. 독자를 ‘전달된 존재’로 보는 관점은 독자의 구
체적인 실재에 주목한 관점이며, 전통적 수사학의 관점에 가깝다. 반면 독자를 ‘호출된 
독자’로 보는 관점은 독자를 작가에 의해 구성된 가상적 존재로 보는 관점이다(정희모, 
2012:172). 

41) 옹(Ong, 1975)의 이러한 관점은 “필자의 독자는 언제나 허구적 존재이다(The 
Writer’s Audience Is Always a Fiction)”라는 글의 제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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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에드와 런스포드는 전달된 독자와 호출된 독자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

하며, 필자는 실제 독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담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독자 역할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Ede & Lunsford, 1984:169).42) 

수신자 독자관은 필자가 인지 가능한 구체적인 개인이나 집단으로 독자를 제

한하기 어려운 작문 상황이 많다는 점에서, 허구적 독자관은 필자가 구성해낸 

허구적 독자를 강조하여 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독자를 고려해야 하는 작문 

상황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정혜승, 2013:49-53),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수신자 독자와 허구적 독자의 개념의 통합을 시도한 

에드와 런스포드의 논의를 중요한 참고점으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자아 독자’, ‘수신자 독자’, ‘허구적 

독자’는 모두 독자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텍

스트에 대한 해석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 공동체

(interpretive communities)’로부터 나온다고 본 피쉬(Fish, 1990)의 관점은 독자

를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앞의 논의들과 구분된다. 피쉬는 텍

스트에 대한 독자의 해석이 텍스트가 지닌 특성으로부터 촉발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해석 공동체로부터 촉발된 독자의 해석이 텍스트의 특성을 구성하는 원

천이 된다고 보았다(Fish, 1990:322). 그가 말하는 해석 공동체는 독자 개인의 집

합이 아니라 개인이 생각하고 지각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일련의 해석 전략 혹

은 규범을 의미한다(우창효, 1994:275).

독자의 범주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한 피쉬의 논의는 독자를 ‘담화 공동

체(discourse community)’로 간주한 포터(Porter, 1992:83-85)의 논의와도 맥이 

닿는다. 그는 독자를 여러 담화 공동체에 속한 사회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텍스트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적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

적인 차원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글쓰기의 과정에서 필자

가 고려하는 독자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담화 공동체의 일원이며 작문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박영민, 2005:144). 독자를 담화 

공동체로 보는 관점은 독자를 동질적이고 단일한 집단, 그러한 가치와 신념, 관

습의 체계로 단순화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정혜승, 2013:56). 그러

42) 이러한 전략적 독자 구성에 대한 논의는 아모시(Amossy, 2000;장인봉 외 역, 
2003:58-63)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모시는 필자가 논증 전략으로서 긍정적 이미
지가 투영된 독자를 구성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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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화 공동체 독자관은 작문의 상황에서 필자가 고려해야 하는 독자를 필자

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인적인 독자가 아닌, 담화 관습과 규칙을 공유하고 있

는 사회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작문의 과정에 참여하는 독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자아 독자관’, ‘수신자 독자관’, ‘허구적 독자관’, ‘담화 공동체 독자

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어느 하나의 독자관을 전적으로 받아

들이는 대신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문의 과정에 참여하는 독자를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독자: 외부에 실재하는 해석의 주체, 혹은 필자에 의해 가상적으로 창조된 개

념으로서,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소통에 참여하는 해석 공동체

③ 텍스트의 대화적 구성 원리와 대화적 문식성

이상의 논의에 따라 작문은 필자 독단의 행위가 아니라 필자와 독자의 상호

작용이며, 텍스트는 이러한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필

자는 독자가 자신의 글을 읽고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반응하게 하기 위해 독자

를 고려하면서 일종의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필자의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 

글에 나타나게 된다(서수현·정혜승, 2012:271). 이러한 측면에서 글쓰기는 필자 

독단의 행위가 아니라 필자와 예상 독자와의 대화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43)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글쓰기의 과정에서 필자가 의식하는 독자는 실제 

독자가 아니라 필자에 의해 창조된 예상 독자이며(박영민, 2004), 개인적이고 개

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소통에 참여하는 존

재(신명선, 2009a)라고 할 수 있다. 화자와 청자의 직접 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지

43) 이때 ‘대화’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상호작용’이 있다. 박영민(2003:150)
에서는 ‘대화’는 의미 구성에 초점을 둔 개념이고 ‘상호작용’은 요인들의 영향 관계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그 차이를 밝히고 있다. ‘상호작용’과 ‘대화’를 이러한 관점에서 구
분한다면 글쓰기는 의미 구성과 관련된 인지적 행위이므로 ‘대화’의 과정으로 보는 것
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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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어 의사소통과 달리 글을 통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필자와 독자는 직접

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글을 통해 독자에게 표현 의도를 전달하

는 것은 말을 통해 표현 의도를 전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구어를 통한 발화와 달리 글쓰기의 과정에서는 어조나 강세, 말의 속도와 같

은 각종 반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이나 손짓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을 동원할 수 없으며, 오직 언어를 통해 자신의 표현 태도를 독자에게 전달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자와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구어 의사소통44)과 달리 

글을 통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자는 가상의 독자를 창조해 내야 하기 때문

에45) 특히 미숙한 필자의 경우 예상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워(Flower, 1979)는 미숙한 필자일수록 가상의 독자를 

고려함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밝혔고, 오스왈드(Oswald, 2001)에서는 능숙한 필자

의 경우 예상 독자가 자신의 글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등을 고려하면서 글을 쓴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민

(2005)에서는 미숙한 필자가 글을 쓸 때 예상 독자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보편적인 경향이라고 설명하면서46),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처치를 

위해 ‘다니엘 효과47)’라는 용어를 설정하여 이러한 현상을 개념적으로 규정

44) 물론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 등, 구어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자와 청자가 직
접 대면한 상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화자는 청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청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의 발화를 조정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상황보다는 대화의 상대를 인식하는 발화가 용이하
다고 볼 수 있다.

45) 작문 상황에서도 독자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가령, “부모님에게 편
지를 써 보자”라는 과제가 있다면, 이 경우 예상 독자를 필자가 ‘창조’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예상 독자는 친구, 부모, 선생님 등 필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독자와 필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는 독자로 나뉜다. 제7차 고등학
교 작문 교육과정에서는 예상 독자를 ‘가시적 독자’와 ‘불가시적 독자’로 구분하고, 필자
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독자를 ‘가시적 독자’로, 필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는 
독자를 ‘불가시적 독자’로 설명한다. 박영민(2004:150-152)에서는 또한 가시적 독자를 
고려하는 것보다 불가시적 독자를 고려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작문 능력을 요구한
다고 밝히고 있다. 

46) 학습자들이 작문 상황에서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양상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한 홍기
찬(2000:35-37)에 따르면 중학생 학습자의 대부분은 예상 독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인다.

47) ‘다니엘 효과’는 학생 필자가 글을 쓸 때 예상 독자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보편
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스타노비치(Stanovich, 1986)가 도입한 ‘마태 효과
(Matthew effect)’와 짝을 이루는 용어로서, ‘다니엘 효과’라는 이름은 구약성서의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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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용어의 설정은 단순히 그 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넘

어서 표현 교육에서 텍스트의 대화적 구성 원리에 주목할 필요성을 일깨워 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필자의 독자 고려와 관련하여, 맥알렉산더(McAlexander, 1996)에서는 ‘비-자

기중심적 필자(decentered writer)’와 ‘자기중심적 필자(egocentric writer)’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작문 교육의 접근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연구자는 

예상 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필자와 그렇지 못한 필자를 구분하고, 전자

를 ‘비-자기중심적 필자’, 후자를 ‘자기중심적 필자’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도식을 통해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림 Ⅱ-10> 비-자기중심적/자기중심적 필자(McAlexander, 1996:29)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맥알렉산더(1996)는 예상 독자를 고려할 수 있는 능

력이 작문 능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으며, 작문 교육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 필자에서 비-자기중심적 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자의 예상 독자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은 정혜승(2012)에서 도입한 개념인 

‘대화적 문식성(dialogical literacy)’과도 관련이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힌 대화

적 문식성의 개념은 ‘대화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적 문식성은 자기중심성이 아닌 대화성을 강조한 개념인데, 텍

스트를 이해하거나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통 주체가 자신을 성찰적으로 대면하

엘서(書)의 필자인 유대 청년 ‘다니엘’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하였다(박영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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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타자와 대화적으로 의미와 관계를 구성해 가는 것이 바로 대화성을 강조한 

문식성이라고 연구자는 밝히고 있다(정혜승, 2012:459-460). 대화적 문식성 개념

의 도입은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의 과정을 소통 주체가 텍스트를 통하여 대화

하는 과정으로 확장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고에서는 대화적 문식성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나,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 능력을 소통 주체가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 및 상대와 대화하는 능

력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는 관점은 중요한 참고점으로 삼고자 한다.

2.4.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의 개념 정립

앞서 ‘Ⅱ.2.1. 표현의 구성 요소와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는 언어 주체가 표

현을 선택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 바 있다.

위의 도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표현의 선택 과정은 언어 주체가 표상한 

개념을 수신자에게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선택하여 이를 언어를 통해 

실체화하는 과정이다. 즉, 텍스트에 실체화된 표현은 언어 주체의 연쇄적인 선

택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표현 선택의 주체는 진공 속에 있지 

않으며, 언어 주체는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이러한 선택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는 앞서 ‘Ⅱ.2.2. 표현의 선택에 관여하는 맥락의 특성’

에서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해석적 정보이며 표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잠

재적인 선택 고려 요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어‘Ⅱ.2.3. 텍스트의 대화적 

특성’에서는 텍스트를 필자와 독자 간의 대화적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필자가 고려하는 독자는 ‘외부에 실재하는 해

석의 주체, 혹은 필자에 의해 가상적으로 창조된 개념으로서, 개인적이고 개별

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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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에 참여하는 해석 공동체’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모어 화자의 글쓰기 과정은 ‘필자가 맥락을 고려하

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 형식을 선택하

여 이를 실체화하는 과정’이며, 필자에 의해 생성된 텍스트는 연속적인 표현 

선택 행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모어 화자의 선택은 임의로 이루어지

지 않으며 일정한 제약과 기준에 의해 수행된다. 본 항에서는 표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주체의 선택에 주목하여, 정확성, 용인성, 적절성, 효과성 차원

에서 이루어지는 표현 선택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

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표현 형식을 선택하기에 앞서 해당 맥락에서‘가능

한 표현’으로 구성된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필자가 자

신이 형성한 개념을 독자에게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언어 형식이 해당 소통 맥락에서 선택이 가

능한 형식인지 판별하기 위한 기준과, ㉡선택항의 체계 내에서 최종 표현 형식

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의 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문법교육에서는 주로 ㉠을 위한 기준을 밝히는 데 주목하였으며, 특

정 언어 형식이 특정 소통 맥락 내에서 선택 가능한 표현인지 판별하기 위해 

‘문법성(文法性, grammarticalness)’, ‘용인성(容認性, acceptability)’, ‘적절

성(適切性, appropriateness)’ 등의 기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 표현의 선택과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기준은 ㉡을 위한 기준이나, ㉡을 

위한 기준과 관련한 논의는 ㉠을 위한 기준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므로, 먼

저 ㉠을 위한 기준과 관련한 논의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는 먼저 국어의 규칙이나 언어 규범과 관

련된 문법성이 있다. 문법성은 문법적인 문장(문법적 적격문)과 비문법적인 문

장을 구별하는 작업을 위해 논의되며,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연

구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개념이다. 문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논의는 연구

는 언어 주체가 선택하는 표현이 국어의 규칙과 국어 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확한지에 대해 주로 관심이 있다. 

다음으로는 특정 발화가 화자나 청자에게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판별하는 기

준인 용인성이 있다. 문법성이 문법적 적격문과 비문의 구분 등 국어 규칙에 따

라 절대적으로 판별이 가능한 정오의 문제를 다룬다면, 용인성은 수용 가능성이



- 56 -

라는 ‘정도’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문법성과 차이가 있다. 

적절성은 기능의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된 언어가 무엇을 위해 사

용되었는가 하는 외재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다. 용인성과 적절성의 차이는, 용

인성은 탈맥락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문장과 관련이 있는 반면, 적절성은 맥락 

의존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의 발화와 관련이 있다는 데 있다.

문법성과 용인성, 적절성은 모두 특정 언어 형식이 특정 소통의 맥락에서 선

택 가능한지를 판별하는 작업과 관련이 있다. 언어 주체는 문법성과 용인성을 

전제로 하는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 가능한 형식으로 보고, 이들로 구성된 선

택항의 체계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성영(1994:14)에서는 다음의 예를 통해 문법

성과 용인성, 적절성만으로는 언어 주체가 표현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6)  가: 안전운행을 합시다.

 나: 아빠, 안전운행 하세요.

위의 ‘가’와 ‘나’ 두 문장은 모두 교통안전을 위한 표어의 예이다. 두 표

어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며, 청자 혹은 독자들에게 용인 가능하며, 운전자들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표현 의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곧, 

두 문장 모두 문법성과 용인성, 적절성을 갖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현 형식을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문법적으로도 올바

르고, 용인 가능하며, 적절한 여러 개의 선택항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 연구자는 이러한 예시를 통해, 적절한 표현 상호 간에도 그 효과의 차

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동시에 언어 주체는 이러한 효과의 차이

를 인식하여 표현 형식을 선택한다고 밝히면서, 표현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표

현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효과성(效果性, effectiveness)’이라는 용어

를 도입한 바 있다. 앞서 ‘가’와 ‘나’를 통한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 효과성은 특정 언어 형식들이 ㉠을 위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전제했을 때, 

㉡을 위한 기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효과성은 특정 언어 형식들이 

해당 소통 맥락에서 선택이 가능한 형식이라는 것을 전제하였을 때, 언어 주체

가 이들 선택항의 체계 내에서 최종 표현 형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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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효과성 차원의 선택은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비교

를 통해 필자의 표현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표현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표현 효과 중심의 문

법교육은 바로 이러한 효과성 차원의 표현 선택에 주목하는 문법교육적 관점이

며, 학습자가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언어화할 수 있도록 텍스트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문법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정리한 논의를 토

대로, 모어 화자가 작문 상황에서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은 ‘필자가 맥락을 고

려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 형식을 선

택하여 이를 실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성 차원의 표

현 선택에 주목하는 문법교육의 관점을 표현 효과 중심의 문법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3.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본 절에서는 언어 주체가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근거인 부정

표현의 표현 효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실제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는 부정표현의 표현 형식 그 자체로부터 필연적으로 촉발되는 것이 

아니며, 그 발현 조건은 맥락 의존적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 논의하는 부정표현

의 표현 효과는 잠재적인 표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잠재

적 표현 효과가 발현되는 배경과 기제에 대해, 각각 공통기반과 전경/배경에 대

한 논의를 참고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 필자가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할 때,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고려 요인을 크게 표현 태도 요

인과 텍스트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3.1. 표현 효과 발현의 배경: 공통기반

본 항에서는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발현되는 배경에 대해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발현되는 배경은 일차적

으로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을 둘러싼 ‘맥락’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표현은 

진공 상태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필자와 독자 간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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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에서 선택되는데,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을 둘러싼 맥락은 부정표현이 단

순히 사태를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효과를 위

해 선택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모든 

표현의 의미와 표현의 효과는 맥락 의존적이며, 표현의 선택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는 맥락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맥락’이라는 개념

은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발현되는 배경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기에는 너무 

큰 의미 범주를 지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표현 일반의 보편적인 발현 양상이 아닌 부정표현의 표

현 효과 발현 양상에 주목하며,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을 둘러싼 맥락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 정보가 표현 효과 발현의 배경으로 기능하는지, 그러한 

맥락 정보는 표현 효과 발현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항에서는 언어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뿐만 아니라 의학 및 심리학 분야

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들을 주의 깊게 참고하였다. 부정표현이 수신자에게 

안기는 인지 부담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필자가 표현 효과를 의도하여 부

정표현을 선택하는 행위의 배경을 밝힐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부정표현은 긍정표현에 비해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특징을 지니는데, 이에 따

라 일반적으로 긍정표현이 수신자에게 안기는 인지 부담량에 비해 부정표현이 

수신자에게 안기는 인지 부담량이 더 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1960년대 이후에

는 부정표현과 긍정표현이 수신자에게 안기는 인지 부담량의 크기를 실증적으

로 측정하고 비교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연구에서 진

행한 실험들에서도 긍정표현에 비해 부정표현이 수신자에게 더 큰 인지 부담량

을 안긴다는 결론이 일관적으로 내려졌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피실험자

에게 부정문과 긍정문을 제시하고 해당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게 하여, 

판단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부정문과 긍정문에 대한 수신자의 인

지 부담량을 측정하고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신자가 부정표현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긍정표현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Wason, 1965; Clark & Chase, 1972; Carpenter & 

Just, 1975;  Just & Carpenter, 1971; 1976; Wason & Johnson-Laird, 1975).

부정표현에 대한 인지 반응과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

는 뇌전도(electroencephalogram, EEG)를 측정하여 부정표현이 수신자에게 안기

는 인지 부담량을 보다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부정



- 59 -

표현이 의미상 참인 문장에 사용된 경우에도 문장에서 부정표현이 사용된 부분

과 문장의 나머지 부분의 결합이 즉각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Fischler et al., 

1983).

그런데 부정표현의 인지 과정을 관찰한 뉴란트와 쿠퍼버그(Nieuwland & 

Kuperberg, 2008)에서는 피슐러 외(1983)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에서 부정표현의 

인지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쓰인 문장이 오직 실험만을 위해 생성된 인위적인 

문장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즉, “개똥지빠귀는 트럭이 아니다”와 같은 

문장은 오직 실험실에서만 사용될 뿐, 효율적인 소통을 지향하는 실제 의사소통

의 과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문장이며, 이러한 문장을 통한 실험은 부정

표현의 실제 인지 과정을 살펴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을 바탕으로 뉴란트와 쿠퍼버그는 화용적으로 허가된(pragmatically licensed) 문

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여 피실험자에게 제시하는 실험을 설계하였다. 

뉴란트와 쿠퍼버그가 제시한 화용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문장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7)  가: 방탄조끼는 매우 안전하다. (참-긍정문)

 나: 방탄조끼는 매우 안전하지 않다. (거짓-부정문)

뉴란트와 쿠퍼버그는 위의 문장이 그라이스(Grice, 1975)가 제시한 대화의 격

률 중 양의 격률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화용적으로 허가되지 않는다고 보았으

며48), 화용적으로 허가된 부정과 화용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부정에 대해 피실험

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 ERP)분석을 통해 

48) 그라이스(Grice, 1975:45-46)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들이 협력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창하며, 협력의 원리를 
구성하는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관
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태도의 격률(the maxim of manner)’의 네 가
지 원칙을 밝혔다. 이러한 협력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구어 텍스트를 전제하는 것이지
만, 위도우슨(Widdowsn, 1979)에서는 그라이스의 협력의 원리가 구어 텍스트뿐 아니
라 문어 텍스트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뉴란트와 쿠퍼버그는 실험을 위해 제시
한 문장에서, 사람들은 “very” 뒤에 “저렴하다(cheap)”나 “편리하다(comfortable)”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인 “안전하다/위험하다”가 이어졌다는 점에
서 해당 문장들을 양의 격률을 위배하고 있는 문장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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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는 부정표현의 형식적 복잡함이 부정표현의 인지적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된다는 기존의 논의와 대치되었다. 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 화용

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문장에 사용된 부정표현에서는 피실험자들이 보인 반응

은 피슐러 외(1983)의 실험 결과와 같지만,49) 화용적으로 허가된 문장에 사용된 

부정표현은 표현 내용의 참-거짓과 상관없이 표현에 대한 수신자의 인지 처리

를 지연시키지 않았다.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에서도 부정표현과 함께 제

공되는 맥락의 질에 따라 부정표현의 인지 부담은 긍정표현보다 클 수도, 그렇

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Dale & Duran, 2011; Frank & 

Goodman, 2012; Nordmeyer & Frank, 2014).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부정표현이 수신자에게 안기는 인지 부담은 부정표현의 

형태적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정표현은 임의

의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당 맥락 내에서 부정할 것이

라고 예상되는’ 특정한 대상을 부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정표현의 선

택은 필자와 독자 간에 공유되는 지식과 믿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역시 표현의 형태로부터 필연적으로 발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자와 독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과 믿음을 토대로 발현되

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스톨네이커(Stalnaker, 1978)가 제시한 공통기반

(common ground)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고는 텍스트를 통한 필자와 독자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지속적인 협동행위(joint action)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필자의 표현 선택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텍스트의 생성과 이해의 과정은 필자의 의미와 독자

의 이해가 상호조율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톨네이커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와 이해의 조율은 필자와 독자 간에 공유되는 지식과 믿음, 즉, 공통기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50) 

49) 피슐러 외(1983)에서도 긍정문의 경우 내용이 참일 때보다 거짓일 때 피실험자의 판
단 속도가 더 느렸고, 부정문의 경우 내용이 거짓일 때보다 참일 때 피실험자의 판단 
속도가 더 느렸다.

50) 클락(Clark, 1996; 김지홍 역, 2009)에서는 스톨네이커가 제시한 공통기반의 개념이 
루이스(Lewis, 1969)의 ‘공통 지식’(common knowledge), 쉬퍼(schiffer, 1972)의 ‘상
호 지식 혹은 믿음’(mutual knowledge or belief), 맥카시(McCarthy, 1980)의 ‘협동 
지식’(joint knowledge)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통기반은 필
자와 독자 간의 상호/공통/협동 지식·믿음·가정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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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공통기반은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특성을 지닌다. 공통기반은 필

자가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독자와의 정보 간격(information gap)을 고려하여 상

정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에 의해 구성된 가정적 

구성체로서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는 구어(口語)를 통한 의사소통에서의 

공통기반이 지니는 특성과 구분되는, 문어(文語)를 통한 의사소통에서의 공통기

반이 지니는 특성이다. 구어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호튼과 카이저(Horton & 

Keysar, 1996)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통기반이 표현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잠정적인 공

통기반을 서로 검토하며 조정해 간다. 그러나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의 의사소

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어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공통기반이 잠

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필자가 고려해야 하는 

대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통기반이 아니라 자신이 구성한 공통기반이며, 

효과적인 부정표현의 선택 수행을 위해서는 공통기반을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앞서 논의한 인지심리학 실험의 결과와 연관 지어 확인

할 수 있다.

공통기반에 대한 고려 없이는 필자의 의미와 독자의 이해 간 상호조율이 불

가능하며 공통기반이 필자의 표현 선택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은 비단 부정표현

뿐만이 아닌 모든 표현과 관련이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표현은 

가시적 대상이 아닌 비가시적 영역에 대한 지시를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

에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발현과 관련하여 공통기반에 대한 논의는 그 중요

성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기반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발현과 공통기반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단초를 제

공하는 파가노(Pagano, 1991)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가노에 따르면 부정표현이 부정하는 대상은 임의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

니며, 텍스트 생산자는 수신자와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지식과 믿음을 토대

로 부정표현을 선택한다.51) 다음과 같은 예시는 파가노의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

51) 파가노는 공통기반이라는 용어 대신, 브라질(Brazil, 1985)이 제시한 존재적 패러다임
(existential paradigm)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파가노가 사용한 
존재적 패러다임은 ‘주어진 상황에서 텍스트 생산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가능성의 집합’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구체적인 표현 층위가 아니라 관념
적 층위의 개념으로서 표현 과정에서의 선택항의 체계와 구분되며, 본고에서 논의하는 
공통기반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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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여준다.

(8)  가: 폴 매카트니는 지난 공연에서 비틀즈의 노래를 단 한 곡도 부르

지 않았다.52)

 나: 폴 매카트니는 지난 공연에서 아이유의 노래를 단 한 곡도 부르

지 않았다.

위에 제시된 두 문장 중에서, 문장 (가)“폴 매카트니는 지난 공연에서 비틀

즈의 노래를 단 한 곡도 부르지 않았다.”는 수신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

지만 문장 (나)“폴 매카트니는 지난 공연에서 아이유의 노래를 단 한 곡도 부

르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일반적인 맥락에서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파

가노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 간에 공유되고 

있는 공통기반에 있다고 논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문장 (가)가 자연스럽게 느

껴지는 것은 ‘폴 매카트니는 비틀즈의 멤버로 활동했었다’라는 정보를 텍스

트 생산자와 수신자 간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문장 (나)가 어색하게 느껴

지는 것은 가수 ‘폴 매카트니’와 ‘아이유’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53) 

이러한 논의는 앞서 살펴본 뉴란트와 쿠퍼버그(Nieuwland & Kuperberg, 2008)

의 논의와 맥이 닿는다. 즉, 두 연구 모두 부정표현이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이론적으로는 무한하나,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의 공통기반을 전제하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부정표현이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제한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공통기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텍스트 생산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시를 검

52) 폴 매카트니(Paul McCartney)는 영국 태생의 가수로서,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
(Beatles)의 멤버로 활동하였다. 해당 문장은 파가노(Pagano, 1991:20)에서 제시한 예
시를 인용한 것이다.

53) 따라서 폴 매카트니와 아이유에 대한 정보가 없는 텍스트 수신자들은 문장 (가)와 문
장 (나)의 화용적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특수한 맥락에서는 문장 
(나) 역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가령 폴 매카트니가 아이유의 공
연에 초대되어 아이유의 노래를 부르기로 예정된 상황을 전제한다면, 문장 (나)는 텍스
트 수신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문장의 자연스러움을 
결정하는 요인은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 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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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외교 회담을 취소하는 등 회피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아니

냐는 물음에는 "훌륭한 과정이었다. 북한은 로켓을 발사하지도, 핵

실험을 하지도 않았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대답했다.54)

위의 텍스트는 미국 국무장관인 마이크 폼페이오가 대북 관계에 대해 인터뷰

한 내용의 일부이다. 폼페이오가 사용한 부정표현의 이면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수도,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있는데, 이러한 가

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폼페이오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폼페이

오는 단순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도, 핵실험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객관

적인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부정표현의 사용을 

통해 문제를 조망하는 관점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텍스트 생산자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특정 표현 효과를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은 부정표현이 특정 맥락 내에서 부

정할 수 있는 대상의 집합이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 간에 공유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를 환언하면,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발현되는 배경에는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의 공통기반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55)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제 p를 부정하는 명제인 ~p가 지시하

는 영역은 무한해 보인다. 부정표현이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이론적으로는 무

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는 텍스트 생산자와 수신자 

간에 공유되는 공통기반으로 인해, 부정표현이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극히 제

한적이다. 따라서 특정 공통기반의 토대 위에서 부정표현이 지시하는 영역은 한

정적이며, 텍스트 생산자는 이러한 배경에서 특정 표현 효과를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

54) 「폼페이오 “北 여행금지 재검토, 대북 제재 완화 아니다"」, (2018. 12. 22, 조선일
보)

55)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발현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3.4. 부정표현의 선택 고려 요인’
에서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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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표현 효과 발현의 기제: 전경과 배경

‘3.1. 표현 효과 발현의 배경: 공통기반’에서는 필자가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발현되는 배경에는 필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공통기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항에서는 부정표현의 선택

이 텍스트 내에서 특정 표현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해 전경(figure)과 

배경(ground)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동시에 접하는 다양한 시각정보들에 대해 동일한 중요도를 부여하고 

지각하는 대신 이들을 선택적으로 처리하고 조직화한다(최지영, 2010:26). 이러

한 논의는 덴마크의 심리학자 루빈(Rubin, E)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지각

의 분리 현상은 흔히 ‘루빈의 잔(Rubin vase)’의 예시를 통해 설명된다.

<그림 Ⅱ-11> 루빈의 잔, 전경-배경(김춘경 외, 2016)

위의 <그림 Ⅱ-11>에서 사람의 얼굴에 주목하면 꽃병을 볼 수 없고, 꽃병에 

주목하면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처럼 꽃병과 얼굴을 동시에 볼 수 없는 

것은 ‘전경/배경 분리(figure/ground segregation)’현상에 의한 것인데(Ungerer 

& Schmid, 2006; 임지룡·김동환 역, 2010:233), 인간은 전경과 배경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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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수 없으며, 지각된 장면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초점이 부여되는 요소인 

전경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하여 인식한다. 인간이 접하는 시각 정보는 객관적이

며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전경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장면

을 해석하는 주체에게 달려있다.

위의 <그림 Ⅱ-11>을 통한 예시를 보면 일견 전경과 배경은 쉽게 역전되는 

것이며, 전경 혹은 배경의 선택은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일시적인 결정인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전경의 선택은 단순히 우연적인 것이 아니며 전경과 배경은 

대상의 지각적 현저성(perceptual prominence)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경은 일

반적으로 작고 명료한 형태를 보이며 현저하게 부각되는 요소인 반면, 배경은 

상대적으로 크고 모호한 형태를 지니는 요소로서 구분된다(Talmy, 2000:183). 웅

거러와 슈미트(Ungerer & Schmid, 2006; 임지룡·김동환 역, 2010)는 다음과 같

은 예시를 통해 대상의 지각적 현저성과 전경 선택 간의 관계를 보인 바 있다.

<그림 Ⅱ-12>에서 책과 테이블 중 지각적으로 더 현저한 실체는 책이며, 테이

블은 자연스럽게 배경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경과 배경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으나, 웅거러와 슈미트에 따르면 테이블을 전경으로 보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하고 부자연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56)

56) 비비안과 멜라니(Vyvyan & Melanie, 2006)에서는 전경과 배경에 대한 인간의 지각
이 어떻게 언어로 표상되는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비비안과 멜라니는 의자 위에 고
양이가 올라가 있는 그림을 묘사하는 두 문장, “고양이가 의자 위에 있다”와 “의자가 
고양이 아래에 있다”를 두고, 전자가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림 Ⅱ-12> 전경과 배경(Ungerer & Schmid, 2006; 임지룡·김동환 역, 

20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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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디 심리학에서 시작된 전경과 배경에 대한 논의는, 장면에 대한 전경과 배

경의 구분이 언어에도 표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인지언어학 분야에서도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인지언어학 분야에서는 전경과 배경의 비대칭성이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래내커(Langacker, 

1987b)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 쌍들을 통해 전경/배경 분리의 원리가 언어적으

로도 표상됨을 보인 바 있다.

(9)  가: Susan resembles my sister. (수잔은 내 여동생을 닮았다.)

 나: My sister resembles Susan. (내 여동생은 수잔을 닮았다.)

(9)에 제시된 문장 (가)와 문장 (나)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문장의 

주어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선호하는 요소를 

주어의 위치에 놓는 것은 현저성을 표명하는 방법인데(Ungerer & Schmid, 2006; 

임지룡·김동환 역, 2010:249) 래내커에 따르면 주어는 전경이고, 이는 다른 요

소(배경)보다 더 현저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같은 의미를 

지닌 문장 (가)와 문장 (나)는 텍스트 생산자가 문장의 어떠한 구성소를 지배적

인 요소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리 선택될 수 있다.

이처럼 텍스트 생산자는 문장의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대상을 전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언어적으로 전경을 선택하는 원

리는 곧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발현되는 기제가 된다. 

(10)  가: 물론 일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나: 물론 일이 잘못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10)에 제시된 문장 (가)와 문장 (나)는 문장의 종결부를 제외하면 차이가 없

는데, ‘있다’와 ‘없지 않다’는 논리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차적으로는 언어

의 경제성을 고려해 보면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문장 (나)는 수신자에게 더 큰 

인지적 부담을 안기므로 선택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57) 추론할 수 있을 것이

인간이 고양이를 전경, 의자를 배경으로 인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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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앞서 ‘3.1. 표현 효과 발현의 배경: 공통기반’에서는 ‘없지 않

다’와 같은 부정표현이 수신자에게 추가적으로 인지적인 부담을 안기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특정 맥락에서는 무표적인 긍정표현이 아

니라 유표적인 부정표현이 선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생산자와 

수신자간에 공유되고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문장 

(가)와 문장 (나)는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 텍스트가 

생산되고 이해되는 맥락에서는 다른 표현 의도를 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정표현은 문장의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 선택될 뿐만 아니라 특

정 표현의 효과를 의도하여 선택되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발현되는 기제는 앞서 살펴본 전경-배경 논

의와 관련하여 고찰해 볼 수 있다. 전경-배경 논의는 동일한 장면을 어떻게 해

석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인데, 앞서 살펴본 <그림 Ⅱ-1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을 제시할 수 있다.

(11)  가: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책이다.

 나: 내가 보고 있는 것은 테이블이 아니다.

<그림Ⅱ-12>에는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책이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각

적으로 더 현저한 요소인 책은 전경, 그 외의 요소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11)의 문장 (가)에서는 전경인 책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문장 (나)는 배경의 부정을 통해 전경인 책을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문장 (나)는 배경인 테이블을 언급함으로써 수신자로 하여금 전경인 책이 

아니라 배경에 우선 주목하도록 한다.58) 앞서 배경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특별하

고 부자연스러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는데,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하면 문

장 (가)가 아닌 문장 (나)를 선택하는 것은 메시지의 간결하고 명확한 전달이 아

57) 이론적으로는 ‘없지 않지 않지 않지 않다’와 같은 표현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이
처럼 형태적으로 복잡한 표현은 수신자에게 큰 인지적 부담을 안기기 때문에 실제 텍
스트가 생산되는 환경에서는 선택되기 힘들다. 

58) 스미르노바와 모르텔만스(Smirnova & Mortelmans, 2010; 최지영 역, 
2015:114-115)에 따르면 언어적 표현은 지시 대상을 윤곽화(profiling)할 수 있다. 윤
곽화에 대해서는 ‘5.1. 상호조율 수행 능력의 신장: 수사적 전략을 위한 언어적 자원의 
증대’에서 자세히 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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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모호한 전달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59) 이러한 논의는 앞서 (10)에

서 살펴본 ‘없지 않다’가 선택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호킹이 우주 탐사의 필요성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유는 지구 멸망

의 징후가 수두룩해서다.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는 궁극적으로 

지구의 기후를 매우 뜨겁고 황산비가 내리는 섭씨 250도의 금성처

럼” 만들어버릴 개연성이 충분하다.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60)

위의 기사에서 필자는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구와 소행성이 충돌할 가능

성”이 ‘있다’대신 ‘없지 않다’고 표현했다. 이는 배경인 ‘없다’에 우선 

주목하도록 한 뒤 이를 부정하는 표현으로, 발화의 강도를 조절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보다 완화된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한다. 의사소통의 제일 목적을 메시지

의 정확한 전달이라고 본다면, 위의 문장의 ‘없지 않다’는 이러한 목적에 위

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전

달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표현의 목적으로 

본다면, 이처럼 문장의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부정표

현이 선택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자신이 접하는 모든 정보에 동

등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대신, 해석 과정을 거쳐 

전경과 배경을 구분한다. 지각적으로 현저한 전경은 자연스럽게 주목되는 반면, 

배경에 대한 주목은 특별하고 부자연스러운 노력을 요구한다. 실제 텍스트에서

는 문장의 의미를 특별히 바꾸지 않으면서도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부정표현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우선적으로 배경에 주목하도록 하는 필자의 표현 

전략으로서 수신자가 메시지를 모호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처럼 전경과 배경

을 구분하여 인지하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은 실제 텍스트에서 부정표현이 표현 

효과를 발현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59) 이처럼 언어는 언어적으로 표상되는 장면의 특정 부분에 주의를 돌리도록 할 수 있
다. 탈미(Talmy, 2000)에서는 이를 창문화(windowing)의 개념을 통해 논의하였고, 비
비안과 멜라니(Vyvyan & Melanie, 2006)에서는 이를 윤곽부여(profiling)의 개념을 통
해 설명하였다. 이들의 논의는 모두 전경/배경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두고 있다. 

60)「스티븐 호킹 “인간들아, 지구를 떠나거라” 유언」, (2019. 1. 12, 국민일보)



- 69 -

3.3. 부정표현의 선택 고려 요인

앞서 ‘2.1. 표현의 구성 요소와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효과성 차원의 표현 선택 과정에서, 필자는 표현의 선택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표현의 선택을 수행한다. 즉,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다양

한 맥락 요인들은 필자의 표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고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표현 효과의 발현이 맥락 의존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효과

성 차원의 표현 선택의 수행을 위해 다양한 선택 고려 요인에 대한 적절한 고

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항에서는 부정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고려 요인을 살펴

보고, 부정표현의 선택에 이들 선택 고려 요인들이 개입하는 양상에 대해 고찰

하고자 한다. 선택 고려 요인은 크게 표현 태도 요인과 텍스트 요인으로 구분하

고, 표현 태도 요인은 다시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와 예상 독자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부정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

표현 태도 요인

텍스트 요인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

예상 독자에 

대한 태도

<표 Ⅱ-3> 부정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

표현 태도 요인과 텍스트 요인은 부정표현이 아니더라도 시간 표현이나 인용 

표현 등, 다양한 문법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맥락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 맥락 요인에 대한 고찰만으로 그친다면 표현 일반에 대한 일반론

적인 논의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여 밝히고자 하

는 것은 단지 부정표현의 유표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맥락 요인의 영향으로 부정표현의 선택되는 과정과 그 결과 부

정표현이 담지하게 되는 잠재적 표현 효과이다. 즉, 본 절에서는 부정표현의 선

택 과정을 초점화하여, 필자의 표현 의도가 부정표현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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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표현 태도 요인과 텍스트 요인이 매개하는 양상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1) 표현 태도 요인에 따른 선택 양상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에 표현 태도 요인이 매개하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는 우선 표현 태도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으며, 표현 태도 요인과 표

현 선택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현 태도는 담화에 정보적 요

소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한 화자 혹은 필자의 태도가 개입된다는 관점에

서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필자의 표현 태도에 대해 논의한 김정자(2000)에서는 

‘표현할 대상과 독자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을 ‘표현 태도’라고 정의하였

으며, 표현 태도가 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 고려 요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61) 필자는 글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사건이나 대상, 그리고 글을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독자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며, 이러한 태도의 일부 혹

은 전부는 구체적인 언어적 실체를 통하여 실현된다. 물론 언어 생산자로서 필

자의 존재를 전제한다면 모든 언어 표현에는 필자의 심리적 측면이 관여되며,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과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 태도는 글을 구성하는 문법 지

식이나 사건 및 청자에 대한 지식과는 개념적으로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개

념으로서, 표현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법교육에서는 이러한 텍스트 생산자의 태도 개념을 양태(modality)라

는 용어 아래 논의를 진행해 온 바, 본 연구에서 양태가 아닌 표현 태도라는 용

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양태는 ‘사실성과 실현성

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된 문법 범주(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695)’로서, 사실성을 드러내는 ‘인식 양태’와 실현성을 드러내는 ‘행위 

61) 김정자(2000)에서는 ‘개인이 접촉하는 구체적인 사람, 사물, 사태 등과 개인이 머릿
속에 상식적으로 그리고 있는 세계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내부적 심리 상태’를 태도라고 보았다. 즉, 김정자(2000)에서 연구자는 태
도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 내부의 심
리 상태를 뜻한다고 보았다. 또한 교육학 대백과사전(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에 
실린 태도와 관련된 서술 “감정이 관여되지 않은 인지나 행위는 태도로 규정되지 않는
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8)”을 직접 인용하며 태도에는 감정적 속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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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로 구분할 수 있다(박재연, 2004:44-49).62) 그런데 양태적 의미 중에는 화

자의 ‘정서’나 대상에 대한 ‘평가’ 등, 위의 두 범주가 포괄하지 못하는 개

념들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 태도 요소들을 

양태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는데(이선웅, 2001; 문병열, 2007; 박진호, 2011), 이에 

따라 양태의 외연은 점점 더 큰 의미 영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슬비(2016)에

서는 기존의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 개념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양상들이 나타

남에 따라 양태 개념의 확장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양태에 대한 대안 개념으로

서 ‘필자 태도63)’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 

기존 문법교육의 태도와 관련된 논의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인 ‘양태’대

신 ‘표현 태도’를 통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표현 태도와 ‘태도 표현’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김정자(2000)에서는 태도를 외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내부적인 심리 상태

라고 보았으며, 태도와 태도로 인해 야기된 행동 그 자체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에서 ‘표현 태도’는 전자에 속하고 ‘태도 표현’은 후자에 속한다. 이슬

비(2016)에서는‘필자 태도’와 ‘필자 태도 표현’를 구분하면서, 필자 태도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필자가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드러내는 필자의 심

리이며, 필자 태도 표현은 이를 드러내는 어휘·문법 자원에 해당한다(이슬비, 

2016:62)고 밝힌 바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표현 태도는 필자의 태도를 드러

내는 표현 그 자체인 태도 표현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필자의 모든 태도가 텍

스트에 실현된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62) 양태를 구분한 다른 연구로는 바이비(Bybee, 1985), 팔머(Palmer, 2001) 등을 들 수 
있다. 바이비는 양태를 동작주 양태, 화자 양태, 인식 양태로 나누었고, 팔머는 양태를 
명제적 양태와 사건 양태로 나누고, 다시 명제적 양태를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로, 사
건 양태를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로 나누었다.

63) 이때의 태도는 ‘stance’의 개념이며, 양태의 담화적 층위에서 필자의 주관성을 드러내
는 데 사용되거나 보다 넓은 의미로 여러 관련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연구자는 
밝히고 있다. 이슬비(2016)에서 사용하는 용어 ‘태도’는 기존 언어교육에서의 태도
(attitude)와 구분되는 개념이며, ‘evaluation’이나 ‘assessment’, ‘metadiscourse’와 같은 
유사개념들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슬비(2016:47-6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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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3> 필자 태도와 필자 태도 표현의 관계(이슬비, 2016:63).

다음으로 표현 태도를 태도 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표현 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표현 태도는 크게 ‘표현 내용

에 대한 태도’와 ‘독자에 대한 태도’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장경희, 

1985; 이성영, 1994; 김정자, 2001; Hartwell & Bently, 1982). 가령, 이성영(1994)

에서는 발화가 맥락과 문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는데, 문은 명제 내용과 명제 내

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구성된다고 논의하였다. 따

라서 연구자는 필자의 표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 요인을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와 ‘청자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트웰 & 벤틀리(Hartwell & Bently, 1982; 이을환 외 역, 1992)에서도 필

자의 표현 태도를 ‘메시지 내용 및 주제에 대한 태도’와 ‘독자에 대한 태

도’로 구분함으로써, 역시 필자의 표현 태도를 크게 ‘표현 내용에 대한 태

도’와 ‘독자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표현의 선택 과정에는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와 독자에 대한 태도가 종

합적으로 개입하므로, 특정 표현의 선택 과정을 두고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만 

개입되었다거나 독자에 대한 태도만 개입되었다고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으며,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는 독자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 다만 표현 태도는 태도 대상에 

따라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며, 이렇게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부정표

현의 선택 과정에 표현 태도 요인이 개입하는 양상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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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표현 태도 요인을 ‘표현 내용에 대한 태

도’와 ‘독자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고 이 둘을 중심으로 실제 텍스트 내에

서 부정표현이 선택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①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에 따른 선택

글쓰기는 필자와 표현 내용, 독자라고 하는 삼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며(김

정자, 2001:38), 필자는 사태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표현 내용으로 구성하는 대

신, 자신이 재구성한 사태를 표현 내용으로 구성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자 한다. 즉, 표현 내용에는 진술된 사태에 대한 텍스트 생산자의 인식과 태도

가 담기며, 부정표현은 표현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부정표현의 선택 

양상은 ‘사태에 대한 부정적 해석에 따른 선택’과 ‘명제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의 따른 선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부정표

현의 구체적인 선택 양상은 다음과 같다.

❶ 사태에 대한 부정적 해석에 따른 선택

언어 주체는 사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해석을 거쳐 

이를 언어화한다. 래든과 드리븐(Radden & Driven, 2007; 임지룡·윤희수 역, 

2009:53-55)에 따르면 해석(constural)은 사태를 바라보는 여러 대안적 개념들 중 

한 가지 개념을 선택하는 인식 행위이다. 언어 주체에 따라 같은 장면을 바라보

고도 다른 대안적 개념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다른 언어 

형식을 취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 래든과 드리븐(Radden & Driven, 2007)에서

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해석의 차이가 언어 형식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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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스키가 병에 절반이 든 상황)

가: 위스키가 벌써 반이나 비었네.

나: 위스키가 아직 반이나 남아있네.

이처럼 래든과 드리븐은 특정 상황을 인식하는 여러 대안적 개념 중 한 가지 

개념적 대안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인식 행위를 ‘해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경기(2010:3)에 따르면 사태에 대한 언어 주체의 해석은 크게 긍정과 부정으

로 양분되는데, 부정표현은 사태의 부정적 해석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될 수 있

다. 다음 텍스트는 사태의 부정적 해석을 위해 부정표현이 선택되는 양상을 보

여준다.

재계가 ‘174시간’을 주장하는 근본적 배경에는 한국 노동시장의 

‘기형적 임금체계’가 깔려있다. 기업들은 기본급 인상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상여금이나 수당 등 다른 임금의 비중을 높여 왔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있기 전까지 초과근로수당 등은 기본급

에 연동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싼값에 일

을 더 시키기 위해 기본급 인상을 억제한 셈이다. 기본급은 별로 오

르지 않는데, ‘김장비’, ‘체력단련비’ 등 온갖 명목으로 받는 

수당이 늘어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구조가 수십년 이어져 

현재 전체 임금 중 기본급 비중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6

월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평균 임금(297만7413원) 중 기본급은 57.3%(170만6690원)에 

불과했다.64)

위의 신문기사는 부정표현을 통해 사태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결과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명제의 정보를 바꾸지 않으면서 ‘절

반 수준이다’ 혹은 ‘절반이나 된다’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를 택하면서 사태에 대한 자신의 해석의 결과를 드러내

64) 「기본급 낮은 기형적 임금 구조가 ‘시간 싸움(주휴시간 논란)’ 불렀다」, (2018. 12. 
24,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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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부정표현의 사용은 사건에 대한 필자 자신의 관점을 효과적으

로 드러내며, 필자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상대방과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해

석을 보다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야권은 김 전 수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보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추궁했다. … “탈탈 털어서 나온 것이 260만원 향응밖에 

없다. 범법자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느냐”

고도 했다. 임 실장은 김 전 수사관이 ‘스폰서’ 최모씨의 수사 기

록을 경찰에 요청한 점을 거론하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이

례적인 일이라서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업무배제를 한 것”이라며 “어떻게 비리혐의자, 범죄혐의자가 아니

라 공익제보자냐”고 맞섰다.65)

위의 기사에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해석을 달리하는 두 주체의 갈등이 표면

화되어 있는데, 김 전 수사관을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밖에 없

다”라는 부정표현을 통해 “260만원 향응”이 크지 않은 금액이라는 자신의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표현은 사건을 해석하는 자신의 관점을 효과

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

➋ 명제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에 따른 선택

논리적으로 ‘있다’와 ‘없지 않다’는 중간항을 두지 않는 상보적 반의 관

계에 있는 표현으로서, 있다의 진리치를 반대로 바꾼 ‘없다’의 부정인 ‘없지 

않다’는 ‘있다’와 논리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

한다면, ‘있다’보다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없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인지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선호되지 않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3.1. 표현 효과 발현의 배경: 공통기반’에서는 화용적으로 허용된 부정표현의 

경우에는 긍정표현에 비해 수신자에게 추가적인 인지적 부담을 안기지 않으며, 

65) 「與 “김태우, 비위·범죄 혐의자” vs 野 “정의 앞세우더니…양두구육 정권”」, (2018. 
12. 31,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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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있다’와 ‘없지 않다’는 실제 의사소통의 장면에서는 다른 의도

로 선택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66)

앞서 ‘3.2. 표현 효과 발현의 기제: 전경과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없지 않다’와 같은 부정표현은 의도적으로 수신자로 하여금 배경이 아닌 전

경에 우선 주목하게 함으로써 메시지를 다소 모호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

는데, 이 경우 부정표현은 명제에 대한 필자의 확신성을 조절하여 전달할 수 있

도록 한다.

호연재 외손 김종걸은 1796년에 쓴 <자경편> 발문에서 이 글의 본

문은 한문으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원문은 이미 소실되었

고, 한글 번역본만이 집안에 전해오고 있어 이를 다시 한역했으나, 

본지를 다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했다고 술회했다. … 한글 

번역본과 원문과의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한글본과 한역본의 거리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67)

위의 텍스트의 필자는 글의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글

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제에 대한 강한 확신을 하는 대신 판단을 다

소 유보하는 부정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작을 것으로 보인다’대

신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를 선택하여 명제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를 조

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텍스트에서도 부정표현의 선택을 통해 

명제에 대한 확신성의 조절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여자배구(세계랭킹 9위)는 러시아(5위), 캐나다(18위), 멕시코

(21위)와 함께 E조에 편성됐다. 4팀이 풀리그를 펼쳐 1위가 도쿄 올

림픽 본선 티켓을 획득한다. 한국 입장에서 E조는 다른 조에 비해 '

66) ‘있다’와 ‘없지 않다’가 논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의 차원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면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없지 않다’는 선호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논리
적으로는 ‘없지 않지 않지 않지 않다’와 같은 표현도 가능할 것이나, 실제 의사소통의 
장면에서 이러한 표현은 선택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있다’
와 ‘없지 않다’는 실제 의사소통의 장면에서는 언어 주체에 의해 다른 의미로 선택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67) 이혜순(2007),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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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만한' 조로 평가되고 있다. 객관적인 전력은 러시아가 가장 앞

선다. 그러나 한국도 총력을 쏟아붓는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러시아가 장신 군단이고 파워가 강하지만, 스피드 배구 스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승부를 걸어볼 만한 팀이다.68)

위의 기사에서 필자는 한국이 러시아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대신 ‘없지

는 않다’고 표현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있다’와 ‘없지 않다’는 논리적

으로는 동일한 의미이나, 실제 텍스트에서 ‘없지 않다’는 ‘있다’에 비해 발

화의 강도를 완화하기 위해 쓰일 수 있다. 위의 기사에서 필자는 “객관적인 전

력은 러시아가 가장 앞선다”고 서술함으로써 한국이 언더독(underdog)의 입장

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승리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한 자신의 확

신성을 조절하여 전달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

다. 이러한 논의는 부정표현을 사용할 경우 필자의 판단은 유보되어 완화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한 노유경(2016:95-96)의 논의와 궤를 함께한다. 

② 예상 독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부정표현의 선택

앞서 독자 요인은 실제 독자가 아니라 글을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자에 의

해 가상적으로 생성된 예상 독자임을 논의한 바 있다. 본 항에서는 필자가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였을 독자 요인을 중심으로 필자의 표현 의도

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상 독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부정표현의 선택 양상은 

‘메시지에 대한 독자의 예상 반응에 따른 선택’과 ‘명제에 대한 독자의 선

행 태도 부정을 위한 선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메시지에 대한 독

자의 예상 반응에 따른 선택’은 독자가 글을 접한 후에 보일 반응에 대한 것

이고, ‘명제에 대한 독자의 선행 태도 부정을 위한 선택’은 독자가 글을 접하

기 이전에 이미 지니고 있을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 예상 독자에 대한 태도에 따른 부정표현의 구체적인 선택 양상은 다음과 

같다.

68) 「여자배구, 도쿄 올림픽 예선 상대 3팀 ‘요주의 선수’는?」, (2019. 1. 11, 오마이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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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메시지에 대한 독자의 예상 반응에 따른 선택

표현은 독자 혹은 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유목적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화가 전달하는 메시지

에 대한 독자의 예상 반응을 고려하여 글을 쓰고 표현을 선택한다. 하이네만과 

피베거(Heinemann & Viehweger, 1983; 백설자 역, 2001:345)에서도 필자는 자신

의 메시지가 상대방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2.9% 달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묻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2.9% 당초 

전망 달성이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1년에 두 차례 경제 정책 방향을 내는 것 외에 성장률 조정 절차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기회가 없을 뿐 이

미 2.9% 달성은 어렵게 됐다는 취지다.69)

위의 기사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2.9%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태도를 싣고 있다. 화자는 위 텍스트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명

제적 정보를 줄이거나 추가하지 않으면서, ‘어렵다’, ‘어려운 상황이다.’와 

같이 간명하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

듯 화자는 무표적인 긍정표현 대신 ‘쉽지 않다’, ‘쉬운 상황이 아니다’와 

같이 부정표현을 선택하여 자신의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선택의 동기는 화자

가 사태로부터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평할 수 있는 관찰자

가 아니라 해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라는 사실

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화자의 발언이 화자 자신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내부

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상황이었다면 표현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

다. 그러나 화자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것을 

69) 「김동연 “올해 성장률 2.9% 달성 쉽지 않아」, (2018. 10. 25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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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자신의 발화가 야기할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화자는 상대방이 보일 반

응을 고려하여 발화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표현의 사용은 필자의 발화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❷ 명제에 대한 독자의 선행 태도 부정을 위한 선택

이는 독자들이 텍스트를 접하기 이전에 지니는, 발화 이전에 존재하는 명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즉, ‘❶ 메시지에 대한 독자의 예상 반응을 고려한 

선택’이 독자들이 발화를 접하고 난 뒤의 반응과 관련이 있다면, ‘❷ 명제에 

대한 독자의 선행 태도 부정을 위한 선택’은 필자 자신의 발화 이전에 존재하

는 독자의 선행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차이를 갖는다. 부정표현

은 담화 맥락상 관련이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미 긍정적으로 주장한 내용, 또는 

긍정적으로 이미 인정된 바 있는 명제를 부인하기 위해 사용되는데(김영화 외, 

2005:2), 필자는 독자가 이미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한 

명제를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의 열성 팬이지만 내가 유일하게 불만을 갖는 지

점이 있다. 그것은 이 프로그램이 독립생활자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동반자가 없는 외로움’으로 귀결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그렇기에 모두가 떠난 빈집에 혼자 남아 있는 독거인의 모습을 

무조건 스산하고 가엾고 가슴 찡한 풍경으로 해석하진 않았으면 좋

겠다. 그들은 타인들이 응당 있어야 하는 공간에 잉여 분자처럼 혼

자 남겨진 것이 아니다. 관계가 결핍된 안타까운 상태도 아니다. 반

려자를 찾지 못해 서글퍼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 우리의 ‘아무렇

지 않음’에 이상한 주석을 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혼자의 삶에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70)

70) 홍인혜(2016), 혼자일 것 행복할 것, 달, pp.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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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텍스트의 필자는 독립생활 5년 차의 “독립생활자”로서, 1인 가구의 삶을 

다루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이 

혼자살이의 삶을 그려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을 지니고 있다. 이어 자신을 

포함한 독립생활자들이 “타인들이 응당 있어야 하는 공간에 잉여 분자처럼 혼

자 남겨진 것”도 아니고, “관계가 결핍된 안타까운 상태”에 놓인 것도 아니

며, “반려자를 찾지 못해 서글퍼하고 있지도”않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3.1. 

부정표현의 발현 배경: 공통기반’에서 다룬 논의와 연계하여 고려해 보면, 여

기서 필자가 부정하는 대상은 임의의 대상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독립생활자들

을 바라보는 관점의 틀(frame)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필자가 궁극적으로 부

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그러한 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여전히 그러한 

틀을 통해 독립생활자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의 시선이다. 이러한 시

선은 필자의 발화 이전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독자들의 태도이다. 그런데 

‘2.3. 텍스트의 대화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때의 독자는 실재하는 

독자가 아니라 필자에 의해 가상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점에서, 필자가 고려한 

독자들의 선행 태도 역시 필자에 의해 생성된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의 부정표현의 사용은 필자와 독자 간에 공유하고 있는 공통

기반을 토대로 하며, 필자가 부정표현을 통해 부정하는 명제는 독자가 화제에 

대해 이미 지니고 있는 태도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독자들이 실제

로 화제에 대해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땅

히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명제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부정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과학의 진보가 가져오는 파국적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진보에 대

한 반성되지 않은 환희의 혼융을 또한 어찌 설명할 것인가? 근대 

과학의 첨단에서 생산된 한 발의 폭탄이 지상에 지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탄의 원리를 가장 가까이 이해하고 있던 한 과학자

의 사유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섭리의 시간, 섭리의 역사, 진보의 

역사였다. … 원자시대는 도래했다. 그러나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불길한 도약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의 문제로 

환원된다. … 이것이 이 명석하고 성실한 동시에 근본적으로 나이브

한 과학자의 행적이 야기하는 세 번째 불안이다. 즉, 온몸으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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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계사적 대변환이 그에게 ‘사유’의 대변환을 가져오지 못했

던 것이다.71)

위의 텍스트에서 필자는 실제로 원폭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시

대의 도래를 “되돌릴 수 없는, 불길한 도약으로 인지”하지 않고, 과학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며 문제는 그러한 과학 기술을 악용하는 데 있다고 본 과학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때 필자는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불길한 도약이다.’

라고 서술하는 대신 부정표현을 선택하여 “불길한 도약으로 인지되지 않는

다.”라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원자시대의 도래가 나가이 다카시(위의 텍

스트에서 지시하고 있는 과학자)에게, 그리고 독자 모두에게 마땅히 “불길한 

도약”으로 인지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 필자는 무

표적인 긍정표현을 통해 건조하게 표현했을 때보다, 독자가 특정 관점에서 사건

을 해석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 효과의 경우, 필자가 

부정하는 독자의 선행 태도가 실제 선행 태도가 아니라 필자에 의해 가상적으

로 창조된 개념이라는 사실이 발현의 배경이 된다.

(2) 텍스트 요인에 따른 선택 양상

언어적 표현은 전후에 또 다른 언어 요소들과 인접하여 존재하는데, 이때 인

접한 언어 요소들로 된 언어적 맥락은 표현과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서울대 국

어교육연구소, 1999:231-232). 이는 텍스트가 문장들의 물리적인 합이 아니라 일

정한 목적에 따라 선택된 언어 선택의 집합체(신선경, 2012:386)라는 사실에 기

인한다. 즉, 텍스트는 단순히 선조적으로 나열된 문장들의 합이 아니라 의미의 

축적이자 전체이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표현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

신 밀접하게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텍스트 요인은 부정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으

로서, 부정표현의 선택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

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 요인은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

는데, 거시적 요인은 전체 텍스트의 차원에서 부정표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71) 김홍중(2016),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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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목적’이며, 미시적 요인은 텍스트 내부의 구조 차원에서 부정표현

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텍스트의 전개 구조’이다. 본고에서는 텍스트 요인

에 따른 부정표현의 선택 양상을 ‘글의 목적에 따른 수사적 전략을 위한 선

택’과 ‘부분부정을 통한 명제의 정보성 격하를 위한 선택’으로 구분하여 살

펴본다. 전자는 거시적 요인인 ‘텍스트의 목적’과 관련이 있으며 후자는 미시

적 요인인 ‘텍스트의 전개 구조’와 관련이 있다. 텍스트 요인에 따른 부정표

현의 구체적인 선택 양상은 다음과 같다.

❶ 글의 목적에 따른 수사적 전략을 위한 선택

연설문 텍스트를 분석한 문영은(2012)에 따르면, 연설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강조하여 전달하고자 할 때 부정표현을 사용하여 효과적인 발화를 수행

하고자 하며, 부정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완화하여 청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수행

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표현의 선택 양상은 연설문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텍

스트에서도 폭넓게 나타난다. 필자는 주장하는 글에서는 강조를 위해 부정표현

을 사용할 수 있고,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서는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자

신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과학 기술 입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

들은 기술 보호라는 이름으로 기술장벽을 높이 쌓고 있고, 중국은 

우리를 추월할 기세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 이공계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취업도 불안하고 대우도 썩 좋지 않은 이공대보다 의대 

가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그것은 양적인 문제라기

보다 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

계를 기피하고 발길을 돌린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모두가 ‘이공계 위기’를 말해도 여러분만큼은 불

평불만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72)

72)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 연설문」, (200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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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텍스트는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학위수여식에서 연설한 내

용의 일부이다. 연설자는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 현상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연설의 청자 대부분이 이공계생인 

점을 고려해 보면, 연설자가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청

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라 청자들에게 “모두가 ‘이공계 위기’

를 말해도 여러분만큼은 불평불만에 그치지 말아야”한다고 설득하기 위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연설자는 ‘문제입니다’대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

다’라는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해당 현상이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

다. 이는 핵심 인재들이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언급하고, 이러한 사태

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연설의 주제를 강조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다음의 텍스트 역시 부정표현이 필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선택되는 경우

를 보여준다.

블랑쇼는 우리에게 문학의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지평을 열어준 

“문학의 초월적 사상가”이다. 그의 글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되

는 형용사가 난해한hermétique인데, … 그의 글의 성격을 규정해 주

는 가장 적확한 수식어로 보인다. … 모호하고 닫혀 있고 신비적이

고 난해한 글들은 아주 훌륭한 해석학적 대상으로서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3)

이러한 부정표현이 발현하는 표현 효과는 부정표현은 명제를 유표적이고 강

한 단언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남길임(2017:136)의 논의와 궤를 같이한다. 즉, 

필자는 의도된 유표적 표현의 선택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독자의 주의를 집중

시키고 자신의 의도를 강조할 수 있다.

❷ 부분부정을 통한 명제의 정보성 격하를 위한 선택

필자는 텍스트를 통해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며, 표현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나 주장만 나열되어 있는 글은 독자 

73) 이기언(2005), 문학과 비평 다른 눈으로, 울력, p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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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필자는 

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주장과 대

립하는 의견도 글에 같이 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필자 자신이 강

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희석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가깝다. 필자

는 자신의 주장과 대립하는 의견이 자신의 주장과 동등한 중요도를 지니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러 수사적 전략을 활용하는데, 부정표현을 선

택하여 부분부정을 통해 명제의 정보성을 격하시키는 것은 이러한 전략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의 텍스트는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된 부정표현의 

예시를 보여준다.

지속과 변화는 경중의 문제일 뿐 모든 사람의 역사에서 함께 고려

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유난히 어느 한쪽으로 경사진 양상

을 보이는 이들이 없지 않다. 조태일의 경우가 그렇다. 그에게 지속

의 원리는 의식 지향, 세계 인식, 태도와 목소리 등에서 변이(變移)

없이 관철된다. 변화를 새로움과 연관시켜 이를 미적 규범으로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그의 시학원리는 동어반복으로 비판될 소지도 없

지 않다. 하지만 그는 미학보다 삶을 중시한 시인이라는 점에서 새

로움이라는 한 가지 미학적 척도로 그를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74)

위의 텍스트는 시인 조태일을 옹호하는 필자에 의해 생성되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필자의 관점에서 “변화를 새로움과 연관시켜 이를 미적 규범으로 받아

들이는 입장”은 자신의 입장과 대립하는 입장일 것이며, “그의 시학원리는 동

어반복으로 비판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은 자신이 반박하고자 하는 의견일 것

이다. 이에 필자는 “비판될 소지도 있다” 대신 “비판될 소지도 없지 않다”

를 선택하였는데, 이처럼 부분부정을 선택한 것은 ‘조태일의 시학원리는 동어

반복으로 비판될 소지가 있다’라는 명제의 정보성을 격하시키고자 하는 의도

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부정 뒤에는 ‘하지만’이나 

‘그러나’와 같은 역접의 접속부사가 배치되어 필자의 주장을 강조한다. 다음

의 텍스트도 명제의 정보성 격하를 위해 부분부정이 선택되는 예시를 보여준다. 

74) 구모룡(2002), 조태일론: 생명의지와 행위의 은유, 최원식·임규찬 편(2002), 4월 혁
명과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사, p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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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

언을 들은 의사는 80% 이상, 폭행을 경험한 의사는 50%, 생명의 위

협을 느낀 의사는 40% 가까이 되었다. …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우

리나라는 각종 건강지표로 볼 때 최고 수준의 건강상태를 상대적으

로 낮은 비용으로 누리고 있는데도 환자와 의사 관계는 최악을 달

리고 있다. 진료를 받다 보면 의사의 태도나 말투로 인해 마음의 상

처를 받는 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결국 전체적인 환자의 안전에도 커다

란 위협이 된다.75)

위의 글은 의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의사가 쓴 사설의 일부이

다. 위의 글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의사의 태도나 말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도 없지 않다”는 문장은 전체 글의 흐름과는 이어지지 않는 문장이며,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뒤의 문장인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다

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결국 전체적인 환자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

이 된다.”이다. 필자는 글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환자의 입장은 서술하되, 해당 

명제의 정보성을 격하하기 위해 부분부정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부정표현은 명제의 정보성을 격하시킴으로써 발화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자는 글의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할 수 

있다.

4. 기존 부정표현 교육에 대한 반성적 검토

본 연구는 기존의 부정표현 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부정표현 교육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기존 부정표현 교육에 대

한 반성적 검토로부터 확보될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교사 인식 조사를 통해 

기존 부정표현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75) 「[권복규의 의료와 세상] 의사 폭행이 애통함의 표현?」, (2018. 7. 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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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부정표현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인 교

수자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어 교과 내에서 다루

어지고 있는 부정표현에 대한 현직 교사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교사 인식 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사 28명

이며, 이들의 경력은 3년부터 35년까지 다양했다. 평균 재직 경력은 약 12년이

었다.

부정표현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는 질문지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였으

며, 질문지는 총 4개의 문항과 문항에 대한 응답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 

3개의 보조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부정표현 교수 경험’, ‘부정표

현 교육 내용 확장의 필요성’, ‘교과서에 기술된 부정표현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정표현 교육’을 묻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문

항별로 교사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정표현 교수 경험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력 3년 이상의 교사만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부정표현을 가르쳐 본 경험이 아직 없는 교사는 조사의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이에 응답자 중 부정표현 교수의 경험 자체가 없는 교사는 없었으나, 

현행 부정표현 교육 내용은 모어 화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큰 효용이 없다

는 판단하에 부정표현과 관련된 수업을 간략화하여 진행한다는 교사의 응답이 

있어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T-20 : 고등학생들이 알기에는 어렵지 않아서 자세히 가르칠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함(학습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

T-21 : 고등학생의 경우 보통 수준의 학생들은 일상 생활에서 부정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체득이 되어 있기에 자세히 수업을 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T-23 :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까다롭게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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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

다.

이들은 대체로 현행 부정표현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일상 언어생활을 통해 

습득한 언어적 직관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내용이며, 학습자들이 스스

로 학습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지 않

았다고 응답하였다.

② 부정표현 교육 내용 확장의 필요성

2번 문항에서는 “부정표현이 단순히 명제에 대한 부정이나 부인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필자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선택되기도 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부정표현 교육 내용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교사의 응

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부정표현이 필자의 의도와 

전략에 따라 선택되기도 

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

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25%)

17

(60.7%)

3

(10.7%)

1

(3.6%)

0

(0%)
28

<표 Ⅱ-4>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 인식

능숙한 필자는 표현을 선택하면서 독자의 반응을 예견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부정표현을 사용한다. 위의 문항 응답 결

과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고

려하여 부정표현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정표현의 교육 내용을 확장할 



- 88 -

필요성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설문에 응답

한 대다수의 교사들(28명 중 24명, 전체의 약 85.7%)이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다음의 인터뷰 결과를 통해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T-3 : 현행 부정표현 교육은 별로 실용적이지 않으므로 화용을 중심

으로 실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T-14 : 단순히 부정표현 자체를 배우는 것은 모국어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듯함. 부정표현을 배우면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T-24 : 부정표현이 글에 어떻게 쓰이는지 학생들이 알 수 있다면 신

문기사나 뉴스 등을 접할 때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부정표현 자체가 교육적 효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정

문의 통사적 문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부정표현 교육 내용이 학습

자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부정표현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③ 교과서에 기술된 부정표현 교육 내용에 대한 인식

2번 문항에서는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3번 문항에서는 현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부정표현 교육 내

용이 이러한 교육을 실행하기에 얼마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교사들

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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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질문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현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부정표현 교육 내용

이 위의 교육 내용을 실행

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0

(0%)

1

(3.6%)

6

(21.4%)

17

(60.75)

4

(14.3%)
28

<표 Ⅱ-5> 교과서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 인식

위의 <표 Ⅱ-4>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교사들(28명 중 21

명, 전체의 75%)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부정표현 관련 

서술 내용은 필자의 의도에 주목하는 부정표현 교육을 실행하는 데 적절치 않

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대다수의 교사들(28명 중 24명, 전

체의 약 85.7%)이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는 사

실과 연관 지어 고려해 보면, 학교 현장에서 확장된 내용의 부정표현 교육이 실

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낮은 공감때문이 아니라 확장

된 부정표현 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육 내용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교사 인터뷰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T-18 : 중학교 부정표현 교육에서 필자의 의도와 전략파악이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나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 

지문에 한 문장 정도 언급되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피동/사

동표현과 마찬가지로 부정표현을 가르치는 이유가 의도와 전

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예시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사문을 발췌해 보여줬더니 제재

가 어려워서 그런지 학생들이 문법 요소와 예시자료를 함께 

소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교사 T-18의 경우 필자의 표현 의도와 부정표현의 전략적 사용을 연관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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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표현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실행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정표현

의 표현 효과는 부정표현의 표현 형식의 언어적 특징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촉발

되는 것이 아니며,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는 맥락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르게 발

현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표현의 유표적 사용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실제 

텍스트에 사용된 부정표현을 대상으로 표현 효과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학습자들이 적절하게 고려하기에 너무 모호하지 않은 맥락 요인들을 담고 있는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교사 응답 자료 분석 결과와 논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 교육을 다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

육 내용의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정표현 교육

4번 문항에서는 교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부정표현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게 함으로써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다. 교사들은 대체로 학습자들의 실제 언어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위주

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것과,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내

용을 부정표현 교육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T-4 : 문법의 기본체계를 전반적으로 익힌 후 화용을 중심으로 그 

사용에 대해 탐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내용이 단순히 ‘경험’에 머무르

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됩니다. 이미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교육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의도적인 교육 

목적을 전제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자의 의도, 사용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부정표현의 교육내용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체계화되어야 할지 고민이 크다 하겠습니다.

T-9 : 지금 교과서의 부정표현 부분은 내용이 너무 적고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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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생들이 실제로 

글을 쓰고 읽을 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위주로 부정표현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 T-4는 부정표현이 실제 사용되는 양상에 대해 교육 내용을 구성하되, 

이러한 교육이 단순한 일회적 경험에 그쳐서는 교육적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

라고 하며, 교육 내용 체계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부정표현의 표현 효

과는 언어 형식에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그 발현 양상의 변동

이 크기 때문에, 표현 효과를 목록화하여 이를 학습자들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 효용이 크지 않다. 따라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

자들이 능동적으로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표현의 효과를 탐구할 수 있는 교육

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탐구의 과정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현을 선택하

는 과정과 가까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화되지 않은 탐구 활동은 자칫 학습

자들의 사고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나치게 발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체

계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이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의의

5.1. 상호조율 수행 능력의 신장:

수사적 전략을 위한 언어적 자원의 증대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수

사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적 자원을 증대시켜 주며, 

이는 곧 학습자의 상호조율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앞서 ‘2.3. 텍스트의 대화적 특성’에서는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의 과정은 

필자와 독자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적 과정이며, 표현은 본질적으로 수신자를 전

제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클라크(Clark, 

1996; 김지홍 역, 2009:60-68)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참여 당사자들 간의 상호조

율을 요구하는 협동작업 활동(joint activities)의 과정으로 본 바 있다. 이러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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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업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참여 당사자들 상호 간에 동일한 협동작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상호조율을 수행함으로써 진전된다.76)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효과적으로 상호조율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효과적인 상호조율의 수행을 

위해 독자를 협동작업 활동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는 수사적 전략의 수

립과 실행을 통해 가능하다.

의사결정 이론에서 전략은 목적 도달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에 관심을 두고 

행해진다(Dijk & Kintsch, 1983:62). 전략은 여러 학문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두루 쓰이는 술어인데, 천경록(1995:320-321)에 따르면 언어적 문제 해결과 관련

한 상황에서 전략이란 ‘행위자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안

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천경록(1995)에서는 전략을 무의식적

이고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행위가 아니라 언어 주체에 의해 의식적이고 계획적

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라고 보았는데77), 이는 전략을 언어 주체의 ‘능동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활동으로 보았던 노명완(1988:26-27)의 관점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글쓰기 상황에서 이러한 수사적 전략의 실행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문법

은 의미 구성을 위한 도구로서, 필자가 언어적 자원을 동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Thornbury, 1999). 이와 관련하여 콜른과 그레이(Kolln 

& Gray, 2013)는 텍스트 구성 과정에서 필자가 수사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76) 이러한 협동작업 활동의 누적은 활동에 대하여 참여 당사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믿
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가정을 누적시키며, 이는 곧 공통기반의 누적으로 이어진다.

77) 노명완(1988:26-27)에서는 ‘전략’을 ‘기능’과 구분 지은 바 있다. 연구자는 기능을 
자동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본 반면, 전략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또한 전략은 ‘과제’ 요인과 ‘수행’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언어 처리자가 행하는 
‘조직적인 계획과 처리 방법’이라고 보았다. 전략과 기능의 구분은 박수자
(1993:55-68)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이 연구에서는 읽기 지도의 초점이 ‘능력 → 기능 
→ 전략’의 순으로 변화하였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를 통해 연구자가 전략과 기능을 개
념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수자(1993)에 따르면 능력을 여러 
하위 기능으로 나누어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한계에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간의 정신 작용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여러 요소들의 상호 작용과 통합을 중시하
는 대안적 개념인 ‘전략’이 대두되게 되었다. 이처럼 전략과 기능을 구분 짓는 논의들의 
공통점은 기능에 비해 전략을 좀 더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엄훈(1996:10-11)에서도 전략은 의식성을, 기능은 자동성을 지
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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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수 있는 지식으로서 ‘수사적 문법(Rhetorical Grammar)’의 개념을 도

입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이 개념을 통해 학습자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수사적 

효과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모어 화자들의 개별적 직관에 의해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하였다.78) 표현 효

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부정표현이 선택되는 과정에 주목하

게 함으로써 그동안 자신이 수행해 왔던 언어화 과정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메타인지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부정표현에 대한 ‘문법적 지식79)’을 학습

하고, 충분한 언어적 자원을 구축하여 이를 적절하게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습자가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통해 습득하고 활용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사적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모어

(Fillmore, 1982)에 따르면 언어는 하나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안적 틀 중에서 

하나의 틀을 부여하여, 수신자에게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필모어는 

이처럼 언어가 특정한 원근화법을 제공하는 것을 세계의 구상(envisionment of 

the world)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문법적 범주와 패턴

은 장면을 구조화하는 틀(frame)로서 기능한다(Fillmore, 1982:123). 가령 같은 장

면을 묘사하는 능동태 구문과 수동태 구문이 있을 때, 능동태 구문은 행위자의 

관점에서 장면을 보게 하고, 수동태 구문은 수동자의 관점에서 장면을 보게 한

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발현의 배경과 기제’와 

78) 이는 자신의 인지 과정과 관련된 지식과 인지적인 목적과 자료를 관련시켜 능동적으
로 자기를 점검하거나 조절하는 과정인 메타인지(meta-cognition)와도 관련이 있다. 
니스벳 & 셔크스미스(Nisbet & Shucksmith, 1994; 임선하 역, 1991:72-76)에서는 
메타인지를 자기 자신의 정신적 과정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앎은 전략적 
활동의 구성 요소가 됨을 밝힌 바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략은 ‘행위자가 주어진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인지는 ‘인
지 과제, 인지 과정 및 인지 전략에 관한 사실적 지식, 현재의 기억 상태에 관한 인지
적 평가, 인지 과정과 전략에 관한 규제, 여러 가지 인지적 성취에 관한 정의적 평가와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김회수, 1995:127), 최영환(1995:13)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전략에 대한 접근은 메타인지적이다. 

79) 구본관·신명선(2011:264)에서는 문법을 “언어의 구성 및 운용상의 원리”로 규정하고, 
문법이란 “언어활동에서 언어가 갖는 특징을 기술한 것이며 그것은 ‘원리’라는 말로 가
장 잘 표현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가 운용되는 원
리로서의 문법은 형태보다는 의미나 기능에 초점을 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도 탐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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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어 고찰해보면, 부정표현에 대한 언어적 지식은 수신자의 주의를 전경에

서 배경으로 돌리기 위한 수사적 전략의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래내커(Langacker, 1987a)의 윤곽-바탕 조직(profile-base organization)에 대한 

논의는 필모어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된다. 하나의 장면은 서로 다른 문장 구조

를 통해 묘사될 수 있는데, 래내커에 따르면 이러한 통사적 다양성은 장면의 각

기 다른 양상을 언어적으로 윤곽 부여하려는 필자의 의도에 기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정표현의 사용은 배경에 윤곽을 부여하여 전경과 배경을 역전

시키고, 이를 통해 수신자로 하여금 배경에 주목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선택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학

습자로 하여금 부정표현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통해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은 궁극적으로 원활한 상호조율 수행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

진다는 점에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그 교육적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5.2. 언어적 민감성 신장:

언어 표현에 대한 주목을 통한 문법적 감식안 확장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 중 상당수는 시공간 상 떨어져 있는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의사소통은 전통적으로 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문어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의 경

우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달리 텍스트의 생산자와 수신자가 자주 뒤바뀌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 개인 방송 등이 

등장한 현대사회에서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장면에도 시공간 상 떨어져 있

는 사람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을 

지니는데80), 페어클로(Fairclough, 2001; 김지홍 역, 2011:109-122)에서는 대중매

80) 새롭게 등장한 방송의 유형인 인터넷 개인 방송은 수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
어지는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인 텔레비전 방송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스트먼(Eastman, 1993:270)은 방송을 시청자와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 네 유형
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 방송은 특정 수용자(narrow 



- 95 -

체의 이러한 특징을 대중매체 담론의 일방성(one-sideness)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였다. 대중매체 담론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무엇을 배제할지, 수용자들에

게 사건을 어떻게 제시할지는 모두 생산자의 고유 권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맥콤(McCombs, 2002:5-6)은 개인이 접하는 정보의 출처 중 절대다수가 대중매체

인 현대사회에서, 대중이 인지하는 현실은 실제 현실인 동시에 대중매체에 의해 

선택된 제한된 현실이라고 논의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두 신문기사는 대중매체

가 어떻게 장면을 해석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지 보여준다.

장하준의 경고 “한국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81)

“한쪽에선 내가 투자와 신개발 등을 강조한다고 군부독재 때

나 쓰던 말 아니냐며 비판하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접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단순히 평등하게 돈을 나눠 쓰자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함께 먼 미래

를 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audience)를 대상으로 특정 내용(narrow content)를 서비스하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방송은 기존의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과 구분하기 위해 내로우캐스팅
(narrowcasting)으로 불리기도 한다(류춘렬 외, 2002:201-203). 그러나 내로우캐스팅
에 속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경우에도 생산자와 수용자의 지위가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으며 생산자와 수용자의 교체가 자유롭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로우캐스팅을 
담론의 일방성이 완전히 해소된 형태의 방송으로 보기는 어렵다.

81)「장하준의 경고 “한국경제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 (2018. 12. 10,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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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조언: “문재인 정부, 더 좌파적으로 가야 … ”82)

“아직까지도 산업정책을 이야기하면, 마치 과거 박정희 시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제조업 등이 발달한 독

일,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한 것은 우파

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좌파 정책이다.” … “훨씬 더 (예산

을) 써야 한다. …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에 중점을 두고 

획기적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위의 두 신문기사는 같은 사안에 대한 같은 경제학자의 인터뷰를 싣고 있으

나,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인터뷰의 내용을 해석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매체는 자신이 찾아낸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자에게 전달하지 않

으며,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사건인지 스스로 결정하여 

정보를 선택한다(장혜영, 2014:58). 이러한 담론 형성의 일방성은 텍스트를 수용

하는 언어 주체로 하여금 사건에 대한 생산자의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

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국어교육에서도 비판적 언어인식

(Critical Language Awareness)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김은성, 2005; 2013; 박혜경, 2009; 심영택, 2013).83)

이러한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자가 텍스트를 대하는 상황은 하나의 ‘문제 상

82)「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고언: “문재인 정부, 더 좌
파적으로 가야, 복지 획기적으로 늘려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2019. 1. 14, 오마
이뉴스)

83) 비판적 언어인식은 영국의 비판적 담화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에 기반을 
둔 언어 교수의 접근법으로서(김은성, 2013:141), 학교 교육이 ‘학생들을 사회적 질서
에 맞게 맞추기’위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기존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와 달리 
‘학생들을 사회적 질서에서 움직이고 그것을 변화시키도록 이끌기’위해 학교 교육이 이
루어진다고 본다(김은성, 2013:154). 또한 비판적 언어인식(Critical Language 
Awareness)에서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보다 힘의 관계, 
이데올로기, 가치 등이 구성되고 실현되는 매체로서의 언어를 인식하고,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의 언어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다(김은성, 2005:33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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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며, 텍스트를 수용하는 과정은 언어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일련

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학습자는 텍스트가 제시하고 있는 사건을 

텍스트의 관점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텍스

트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환언하면, 텍스트를 대하는 학습자는 문제를 발견

하고, 이를 언어적 지식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해석해 가는 과정을 통해 실천

으로서의 텍스트 생성과 이해의 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어떤 

언어 상황이 ‘문제가 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언어적 민감

성’은 ‘문제를 문제로 발견하는’ 단계에서부터 언어화의 과정에 개입한다.84) 

따라서 언어적 민감성은 단순히 언어 표현의 미묘함을 인식하는 사고 과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언어적 민감성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언어 표

현의 미묘함이 소통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문법적 감식안

을 갖추도록 견인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페어클로의 논의는 이러한 교육의 구체적인 실현태를 마련을 위

한 단초를 제공한다. 대중매체 담론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페어클로의 중요한 

지적 중 하나는, 대중매체가 ‘특정한 표현법’을 통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사건

을 ‘특정한 해석의 시각’으로 보도록 한다는 것이다.85) 가령, 신문기사의 표

제가 행위 주체를 명시하지 않는 명사화 구문을 통해 쓰였다면, 이러한 표제의 

이면에는 사건의 행위 주체를 은폐하고자 하는 숨겨진 권력(hidden power)의 의

도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직접적으로 표면화되어 드러나

는 대신 권력에 의해 선호되는 표현법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부정표현 역

84) 학습자들이 읽기와 관련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주 범하는 오류들에 대해 논의한 휨
비와 록헤드(Whimbey & Lochhead; 박민규 역, 1993:30-31)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읽기의 과정에서 자신이 읽는 내용의 의미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지 않는다. 학습자들
은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읽기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며 나중에 저지르는 잘못을 통해서야 자신의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학습자들은 읽기를 자동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자
기 자신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표현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문제가 됨’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5) 페어클로는 대중매체가 지배계급 및 지배층(dominant bloc)이 지닌 권력을 표현하고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대중매체가 사실
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매개 조정된(mediated) 기득권의 권력을 의제의 설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Fairclough, 2001; 김지홍 역, 
2011: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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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독자에게 모종의 의도를 은밀히 전달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는데, 앞서 

‘3.3. 부정표현의 선택 고려 요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 메시지를 희

석하고 정보를 은폐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학습자에게는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표

현에 담지된 필자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언어적 민감성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러한 언어적 민감성은 단순히 언어 표현의 미묘함을 인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부정표현에 담지된 모종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문법적 감식안의 확장은 부정표현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의 언어적 지식은 부정표현에 대한 통사적 지식이 아니

라 실제 텍스트에서 부정표현이 발현할 수 있는 잠재적 표현 효과에 대한 지식

을 포함하는 확장적인 개념의 지식을 의미한다.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

육은 결과로서의 텍스트를 통사적 지식을 통해 분석하는 대신 텍스트를 통해 

필자와 독자가 의사소통하는 국면에 주목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표현 형

식이 선택되는 과정과 선택의 기제에 주목하게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부정표현

의 표현 효과에 주목할 수 있는 문법적 감식안을 확장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문법적 감식안의 확장은 곧 

언어적 민감성의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은 그 교육적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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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분석

앞서 Ⅱ장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현직 교사의 인식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이론적 토대와 연구의 필요성

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교육 대상을 선정하

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Ⅱ장의 논의를 토대로 실험을 설계하여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유형화하였으며,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학년 간 부정표

현 선택 양상을 비교·대조하여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위한 교육 

대상을 선정하였다.

본고에서 진행하는 학습자 관찰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다. 즉, 본 절에서는 학습자 조사를 통해 부정표

현에 대한 학습자들의 메타언어 인식(meta-linguistic awareness)86)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학습자들이 부정표현에 대해 지니는 메타언어는 명시적인 지식

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암묵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언

어를 통해 표현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지식의 수준도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설

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메타언어 인식을 파악하기 위

해 두 가지의 실험을 설계하였다. 먼저 첫 번째 실험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부정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을 질문지를 통해 제시하고 인지 과정을 사고 구술로 표

현하게 하였다. 이어 학습자들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의 유형을 분류하였고, 각 유형별 학습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부정표현 선택 

과정 중 드러나는 메타언어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학습자 조사 및 분석

의 결과는 Ⅳ장에서 논의할 교육 내용의 바탕으로 삼았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학년 간 부정표현 선택 양상을 ‘맥락 

고려 여부’, ‘선택항 체계 구성 여부’, ‘표현 의도 고려 여부’의 기준에 

86) 메타언어 인식(Meta-lingustic awareness)이란 사고의 대상으로 언어를 다룰 수 있
으며, 언어의 구조적 속성이나 특성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Tunmer & Bowey, 1984). 즉, 메타언어 인식이란 언어가 어떠한 언어적 요소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언어적 지식을 사용하여 설명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이윤경, 
19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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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비교·대조하여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위한 교육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1. 자료 수집 방법

(1) 연구 대상

본고에서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대상 선정을 위해 중·고등학

교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양상에 대한 학년 간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

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이러한 학년 간 부정표현 선택 양상의 비교에서 조작 변인은 학년이며 학

업성취 수준은 통제 변인이기 때문에, 실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어 

과목 학업성취도 수준이 비슷한 학교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2016 국가수준 국

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의 기초 학력 이상 비율과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과

의 차이가 5%포인트 이하인 학교를 선정하여 학습자 자료를 표집하였다.87)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선정한 학습자는 J 중학교 1학년 학습자 68명과 B 중

학교 2학년 학습자 72명, S 중학교 3학년 학습자 108명, H 고등학교 1학년 학습

자 71명, H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88명, E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87명이다. 이 

중, 학업성취도 수준이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높은 E고등학교 학습자 자료의 

경우에는 학년 간 발달 양상의 비교에는 활용하지 않았으며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보조적으로만 활용하였다.88)

87) 2017년과 2018년에 공시된 자료에는 국가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2016년 11월에 공시된 사항을 참고하였다. 2016년 국가수준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201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국어-』에 따
르면 중학교 3학년 학습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2%,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19%이다. 

88)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속하는 E 고등학교의 경우 2016 국가수준 국어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인 학습자의 비율이 10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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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사 기간 연구 대상

예비조사 2018. 04.     E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87명

본조사

2018. 11.     J 중학교 1학년 학습자 68명

2018. 11.     B 중학교 2학년 학습자 72명

2018. 07.     S 중학교 3학년 학습자 108명

2018. 07.     H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71명

2018. 07.     H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88명

계 476명

<표 Ⅲ-1> 연구 대상 개요

(2) 연구 절차

본고는 학습자의 실제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질문지를 통한 조사와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실험 조건을 

동일하게 통제하기 위해 소규모의 예비 연구를 설계하였다. 예비 연구는 2018년 

4월 E 고등학교 학습자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 연구의 결과는 본 

실험을 설계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또한 실험의 진행 절차를 체계적

으로 구성하고자 본 실험에 앞서 S 대학교의 문법교육 전공 박사 과정생 3명의 

자문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험의 타당도를 확

보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은 질문지를 통해 이루

어졌다. 학습자들에게는 실제 텍스트를 토대로 생성한 짧은 텍스트를 제공하고, 

텍스트의 빈칸에 부정표현과 긍정표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89) 이어 각 표현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지, 왜 부

89)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의 문항은 문법성 판단 테스트
(Grammatical Judgment Test: GJT)의 문항 형태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제1언
어 및 제2 언어 습득 연구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Mitchell et al, 2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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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표현(혹은 긍정표현)을 선택하였는지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게 하였다. 문항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글은 신문기사입니다. ①이나 ②의 표현이 밑줄 친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경우,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문맥을 고려해서 생각해보고 ‘㉠ 매우 다르다’부터 

‘㉤ 완전히 같다’까지의 다섯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넣고 

싶은 표현을 선택하고, 왜 그 표현을 선택하고 싶은지 써 주세요. 

우리나라는 각종 건강지표로 볼 때 최고 수준의 건강 상태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
로 누리고 있는데도 환자와 의사 관계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 물론 환자들이 진료를 받
다 보면 의사의 태도나 말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결국 전체적인 환자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
이 된다.

① 있다 ② 없지 않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그림 Ⅲ-1> 질문지 문항 제시 방법 예시

더불어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피험자로 하여금 특정 언어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
으로써(이정란, 2003:41), 피험자의 언어 능력을 각각의 문법 항목별로 살펴볼 수 있
다(김영주 외, 2012:35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자유 작문과 
같은 도구와 달리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필요가 없어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Tan & Nor Izzati, 
2015:119-120). 일반적으로 문법성 판단 테스트는 피험자에게 알맞은 문법 형태를 선
택하게 하는 유형의 과제로서(이정란, 2003:41), 문법성 판단 테스트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은 정답과 오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학습자들이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을 관찰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학습자들에게는 규범적 차원
에서는 문제가 없는 선지들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응답은 정답과 오답으로 단
순 구분하지 않았으며 문항 별 학습자의 사고 구술 내용에 따라 코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Ⅲ.1.2. 자료 분석의 기준 및 방법’에서 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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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제는 학습자들에게 부정표현을 선택했을 때와 다른 언어 형식을 선택

했을 때의 효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들

은 각 언어 형식을 선택했을 때의 필자의 표현 의도를 언어를 통해 역추적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러한 문항은 실제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과는 어느 정도 거리

가 있는 인위적인 실험 상황을 제공하지만, 부정표현에 학습자들이 주목하여 사

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인 설계에서 제작되었다. 

문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 제작하였다. 첫째, 부정표현의 선택 상

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맥 단서를 제공하되, 문맥 단서는 베크 외(Beck et 

al., 1983)의 문맥 정보 제시 유형에 따라 가급적 ‘일반 지시(general 

directive)’ 및 ‘지시(directive)’ 문맥으로 구성하였다.90) 이처럼 일반 지시 문

맥과 지시 문맥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한 것은 실제 부정표현의 선택이 효과성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

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이었다. 둘째, 문항을 

구성하기 위한 텍스트는 기사문, 논설문, 잡지에 실린 글 등 다양한 종류의 텍

스트가 고루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서로 다른 텍스트 종류에 쓰인 부정표현

의 표현 효과에 대해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양상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함이었다. 

셋째, 텍스트의 빈칸은 Ⅱ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부정표현이 단순히 어떠

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표현 효과를 

위해 유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자리에 두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열두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문항에 대한 예비 조사91)를 

거쳐 최종 여덟 문항을 선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문항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90) 베크 외(Beck et al, 1983; 이영숙, 1996 재인용)에서는 문맥의 유형을 ‘문맥에서 제
공하는 정보와 양과 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었다.

   ① 오지시(misdirective) 문맥: 특정 단어의 의미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문맥
   ② 비지시(nondirective) 문맥: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문맥
   ③ 일반지시(general directive) 문맥: 특정 단어의 일반적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문맥
   ④ 지시(directive) 문맥: 특정 단어의 의미가 강하게 암시되어 있는 문맥
91) 2018년 4월 서울 소재 E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87명을 대상으로 열두 문항에 대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열두 문항 중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항은 제외하
였고, 학습자들이 개념 포착 단계에서 힘들어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제외하거나, 텍스트
에 쓰인 단어를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로 바꾸었다. 



- 104 -

문항 번호 내용

문항 ➊

… 물론 환자들이 진료를 받다 보면 의사의 태도나 말투로 인해 마음

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으로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다

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결국 전체적인 환자의 안전에도 커다

란 위협이 된다. 

문항 ➋
… 잉글랜드 선수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갈 경우, 

팀을 집중시킬 베테랑 선수가 없다는 점도 잉글랜드의 약점으로 지적

된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잉글랜드에 깜짝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     

         )고 말할 수 있다. …

문항 ➌
… 이에 따라 IMF위기 이후 정부는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오

랜 기간 동안 습성화된 크고 작은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는 미진

한 면도 (               ). …

문항 ➍
… 제가 알아보니 그것은 양적인 문제라기보다 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발길을 돌린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               ). …

문항 ➎
…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지진 전문가로서 이번 인터뷰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까울 시일 내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없지 않다)). …

문항 ➏
… 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나는 실제로 흐르바츠카

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            )고 생각

한다. 

문항 ➐
… 건조가 걱정되는 당신이라면 걱정마시라. 린넨 셔츠는 건조도 (어렵

지 않다.). 일반 셔츠처럼 잘 털어서 주름지지 않게 말리되, 그늘진 곳

에서 말리기만 하면 된다. …

문항 ➑
… 3시간 만에 홈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까? 좌절하지 말자. 사실 홈파

티를 준비하기에 3시간이라는 시간은 (           ). 여기 당신을 위해 

7가지 간편한 홈파티 푸드 레시피를 준비했다. …

<표 Ⅲ-2> 본조사 질문지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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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를 통한 조사 이후에는 서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습자의 부정표

현 선택 과정을 다각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사후 인

터뷰는 질문지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중 특정 유형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 학

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학습자의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가 심화된 질문을 하고 학습자가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으며, 가급적 대면 인터뷰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나 인터뷰이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유선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구분 연구 대상 조사 내용

예비

조사
 E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87명

부정표현에 사용 태도 조사

부정표현 선택 과정 관찰

본조사

 J 중학교 1학년 학습자 68명
부정표현 선택 과정 질문지 조사

부정표현 선택 과정 사고 구술
 B 중학교 2학년 학습자 72명

 S 중학교 3학년 학습자 108명
부정표현 선택 과정 질문지 조사

부정표현 선택 과정 사고 구술

유형별 학습자 사후 인터뷰

 H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 71명

 H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88명

<표 Ⅲ-3> 연구 과정 개요

1.2. 자료 분석의 기준 및 방법

(1) 자료 분석 기준

학습자의 본조사 응답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자료 분석의 기준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Ⅱ장에서 검토한 표현의 선택 과정을 바탕

으로 자료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학습자 자료 분석의 방향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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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선택 과정 유형화’와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학년 간 부정표현 선택 

양상 비교’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부정표현 선택 과정 유형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은 논의에 따라 설

정하였다. 앞서 Ⅱ장에서는 표현의 선택 과정을 ‘개념의 형성, 선택항 체계 구

성, 표현 형식 선택, 표현 실체 선택’으로 정리한 바 있으며, 이러한 표현의 선

택 과정은 효과성 차원에서 다양한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루어진다고 

논의한 바 있다. 즉, 언어 주체는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의 여러 선택지 중 자

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 형식을 선택하여 

이를 실체화하는데, 이러한 선택은 효과성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항에서는 이를 토대로 학습자 자료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되, 최종 선택의 단

계에서 ‘어떠한 표현을 선택하였는가’보다는 ‘왜 그 표현을 선택하였는가’

에 주목하여 학습자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본고

에서는 표현 형식 선택의 결과물 그 자체보다는 학습자들이 표현 형식의 선택

에 이르는 과정을 유형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문항은 형식적으로는 부정표현을 선택하게 하는 과제이

지만 표현의 상황과 이에 대한 맥락 정보들이 이미 제공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

정표현의‘사용’뿐만 아니라 부정표현에 대한‘인식’을 요구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조사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문항은 형식적으로는 “표현

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표현의 선택을 이미 가정하고 그

러한 선택의 인지적 과정을 역추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본조사에서 학습

자들에게 제시한 문항은 실제로는 “이 표현을 선택하였을 때, 필자는 왜 이 표

현을 선택하였겠는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항을 통해 

학습자들이 필자92)의 표현 의도를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학습자 자료 분석의 기준을 ‘맥락의 고려 여부’, ‘선

택항 체계의 구성 여부’, ‘필자의 표현 의도 고려 여부’로 설정할 수 있다. 

각각의 분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준은 맥락의 고려 여부이다. 본고에서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

정을 위해 설계한 실험의 경우 표현의 선택을 둘러싼 맥락 정보를 제공하였으

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효과성 차원에서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92) 여기에서의 필자는 실제 필자라기보다는 필자가 수사적 전략으로서 구축한 개념인 가
상 필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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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였다.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효과성 차원에

서 부정표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상황을 둘러싼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습자들은 맥락을 고려

하지 않고 부정표현 혹은 긍정표현 그 자체에만 집중하여 표현을 선택하는 모

습을 보였다. 다음의 응답 사례는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표현을 선택

한 사례를 보여준다.

S-63 : ‘작지 않다’와 ‘크다’는 같은 뜻인데 ‘작지 않다’는 쓸

데없이 길게 말하는 것 같아서 ‘크다’를 선택했다.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습자 S-63의 경우 ‘작지 않다’와 

‘크다’의 의미를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작지 않다’의 형식적 복잡함을 피

하고자 ‘크다’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선택의 논리는 표현의 선

택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맥락에 따라 형

식적으로 더 복잡한 ‘작지 않다’가 선택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맥락을 고려하여 표현을 선택한 경우와 맥락을 고려하

지 않고 표현을 선택한 경우를 구분하였다.

두 번째 기준은 선택항 체계의 구성 여부이다. 본조사에서 제시한 문항의 경

우 미리 구성된 선택항의 체계를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제공하여 이를 고려하

게 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의 경우 선택항 간 표현 효과를 비교하지 않고, 

특정 표현의 선택 이유로 한 가지 표현 형식의 적절성만을 들었다. 다음의 응답 

사례는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학습자의 사례를 보여준다.

B-23 :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건조도 어렵지 않고 쉽게 잘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를 골랐다.

학습자 B-23의 경우 ‘어렵지 않다’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만 ‘쉽다’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제시된 두 선택항을 비교하여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여 내재화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선택항 체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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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학습자를 ‘선택항 체계 구성’,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학습자를 

‘선택항 체계 미구성’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본고에서 제시한 문항에서는 특정 표현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술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표현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술을 요구하지 않았

으므로, 학습자들이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하였더라도 이를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선택항 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서술하지 않았

더라도 다음과 같이 특정 표현을 선택한 이유에 다른 표현을 비선택한 이유가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S-32 : ‘쉽다’가 제품이 더 좋아 보이게 하기 때문에

학습자 S-32의 경우 ‘쉽다’와 ‘어렵지 않다’의 비교가 표면에 드러나도

록 직접 서술하지는 않았지만 ‘더 좋아’라는 표현을 통해 상대적인 비교를 

수행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응답의 경우에는 선택항의 체계를 내

재화하여 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필자의 표현 의도 고려 여부’이다. 본조사 결과 학습자가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의 체계 내에서 표현을 최종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부

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도를 합당하게 추론한 경우와,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

정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한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

습자를 구분하였다. 다음의 응답 사례는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의 예시를 보여준다.

H1-32 : ‘물론’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읽어봤을 때 ‘없지 

않다’는 부적절한 것 같고 ‘있다’를 쓰는 게 맞는 것 같

다.

학습자 H1-32의 경우 문맥 정보를 통해 ‘없지 않다’보다는 ‘있다’를 선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데까지는 추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추

론의 배경에는 학습자 H1-32가 모어 화자로서 일상생활을 통해 익혀 온 언어적 

직관이 놓여 있기 때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 H1-32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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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현 효과의 발현과 필자의 표현 의도를 연관 짓지 못했다. 앞서 Ⅱ장의

‘5.2. 언어적 민감성 신장’에서 논의한 바를 고려해 보면, 학습자 H1-32의 분

석은 표현에 담지된 필자의 모종의 의도를 파악해 내지 못한 분석으로서, 충분

한 분석이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음의 응답 사례는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통해 필자의 표현 의도까지 추론한 학습자의 예시를 보여준다.

H1-12 : 전체적인 지문이 의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데 ‘있다’가 들어갈 시에는 그 문장의 느낌이 조금 더 환

자에 호의적이라는 느낌이 들게 된다. 그래서 의사 잘못을 

강조하지 않는 ‘없지 않다’를 사용했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의 유형을 총 

다섯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맥락 고려 여부에 따라 전체를 두 부류

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부류를 선택항 체계 구성 여부에 따라 다시 각각 두 

부류로 나누어 총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현의 이해와 관련하여 

표현의 선택 과정에 개입한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를 실행하였다. 이때, 맥락 고려와 선택항 체계 구성 중 하나라도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효과성 차원의 선택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맥락을 고려하였고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부류만을 효과성 차원의 선택 수행 여부에 따라 두 부류

로 나누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

한 기준과 유형 분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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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맥락
선택항

체계 

표현 

의도
설명

➊ 고려

못함
미구성 -

부정표현 선택의 과정에서 맥락을 고려하

지 못하고 선택항 체계도 구성하지 못한 

경우

➋ 고려

못함
구성 -

맥락에 대한 고려에 기반하지 않은 선택

항 간 비교를 수행한 경우

➌ 고려 미구성 -
맥락을 고려하였으나 선택항 체계를 구성

하지 못한 경우

➍ 고려 구성
고려

못함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간 비교를 수행

하였으나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지 

못한 경우

➎ 고려 구성 고려

맥락을 고려하고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비교를 수행하였으며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한 경우

<표 Ⅲ-4> 부정표현 선택 과정의 유형 분류 기준과 분류의 실제

본고에서는 <표 Ⅲ-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의 유형을 유형➊부터 유형➎까지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 유형의 대

표적인 특성을 참고하여 각 유형을 ‘언어적 직관에 의존한 선택(유형➊)’, 

‘불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에 의한 선택(유형➋)’, ‘단일 표현의 효과성에 

주목한 선택(유형➌)’, ‘표현 의도를 고려하지 못한 선택(유형➍)’, ‘효과성 

차원의 선택(유형➎)’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습자 자료를 

분석한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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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IMF위기 이후 정부는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
울여 왔고 많은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습성화된 크고 작은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는 미진한 면도 (               ).

① 있었습니다. ② 없지 않았습니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H1-46) 앞에 ‘그러나’가 나오면서 내용이 바

뀐다. 따라서 안 좋은 점도 ‘있었다’라고 해야 한다. 

<그림 Ⅲ-2> 학습자 자료 분류 예시

위의 예시는 H고 1학년 학습자의 응답 사례이다. 학습자는 “앞에 ‘그러

나’가 나온다”라고 서술하여 맥락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없지 

않았습니다’를 선택한 이유만 설명할 뿐 ‘있었습니다’를 선택하지 않은 이

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학습자가 밝힌 ‘있었습니

다’의 선택 이유는 ‘없지 않았습니다’를 배제한 이유를 내포하지 않고 있으

므로93) 이 학습자는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분류할 수 있다.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은 표현 효과 간 비교의 선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94)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위의 학습자는 필자의 표현 의도를 적절하게 고

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학습자는 최종적으로 해당 제시문에 

93) 본 연구에서는 ‘없지 않았습니다’를 배제한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보
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있었습니다’를 선택했다”와 같이 배제의 이유를 암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94) 표현 의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미 생산된 텍스트만 가지고 ‘표현 의
도를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실제 표현들의 
정확한 표현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우며,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어를 통해 
실체화된 표현을 중심으로 필자의 표현 의도를 역추적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부정표
현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요인에 따라 선택될 수 있는가’, 즉 부정표현 선택의 개연
성에 관심이 있으며, 실제 텍스트에 실현된 개개의 표현들이 ‘정말 그러한 의도에서 선
택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천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텍스트를 생산한 필
자가 능숙한 필자여서, 맥락에 대한 고려와 선택항 간 비교를 통해 효과성 차원에서 표
현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고에서는 표현 효과 간 비교
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한 필자 의도에 대한 추론은 적절한 추론이 아니라고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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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유형3의 선택 과정을 보였다고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제시한 

문항은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95) 학습자 응답 자료의 유형 분류는 

문항 별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한 학습자의 응답 자료는 총 8번의 유형 분류를 

거쳤다.96) 본고에서는 5개 이상의 문항에서 동일하게 유형이 분류된 학습자의 

응답 자료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97)

또한 본고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학년 간 부정표현 선택 양상을 ‘맥

락 고려 여부’, ‘선택항 체계 구성 여부’, ‘필자의 표현 의도 고려 여부’

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대조하여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위

한 교육의 대상 학년을 선정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본고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질적, 양적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내용 분석 중 ‘구조

화 내용 분석(Structuring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구조화 내용 분석은 

자료의 유형이나 형식적 구조를 탐색하는 자료 분석 방법으로, 자료에 대한 다

각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내용을 구조화하고, 유형화에 따라 유형별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기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339-340).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고, 유형화를 거쳐 유형별 학습자의 특성을 관찰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를 

실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료 분석 방법인 구조화 내용 분석을 통해 자료 분석

을 실시하였다.

교육 대상 학년 선정을 위해 학년 간 부정표현 선택 양상을 비교하는 과정에

95) 본조사의 문항은 이 8개의 문항 외에도 학습자의 부정표현 사용 양상을 관찰하고 부
정표현 인식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6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6개의 문항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학습자의 부정
표현 선택 양상을 파악하는 데 보조적인 자료로만 활용하였다.

96) 질문지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분석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의 값이 .964로, 본조사를 위한 질문지의 문항 
신뢰도는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7) 5개 미만의 문항에서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 학습자 자료의 경우 결측값으로 처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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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양적 통계 분석인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는 우선 Ⅱ장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능력을 구

성하는 요소를 ‘맥락 고려 능력’, ‘선택항 체계 구성 능력’, ‘필자의 표현 

의도 고려 능력’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소의 학년별 발달 양상을 그래프를 통

해 조망한 뒤 학년별 특징을 밝혔다. 이어 교육 대상 기준 학년을 설정하여 기

준 학년 미만의 학습자군과 기준 학년 이상의 학습자군의 발달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지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2.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유형

본고에서는 전술한 자료 분석 기준 및 방법을 토대로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

택 과정을 관찰하고 이를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별 세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2.1.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선택

학습자 자료를 살펴보면,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표현을 선택한 경우를 적

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언어적 직관에 의존하여 표현을 선택하

는 모습을 보였고, 맥락에 따라 표현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

였으며, 자신이 특정 표현을 선택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

였다.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는 맥락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의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능력은 효과성 차원의 부정표현 선택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맥락을 고려하

지 못한 채 표현을 선택하는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양상을 관찰하는 일은 

이후 부정표현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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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 자료의 예시는 각 문항에 대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부정표현

을 선택한 학습자들의 응답 사례를 보여준다. 문항 ➐에 대하여 학습자 S-50은 

‘그냥 쉽다를 써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응답하여, 왜 해당 문장 내에서 ‘쉽

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한지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H2-27

은 문항 ➌에서 ‘있었습니다’를 택한 이유로 ‘그냥 느낌상’이라고 답하며, 

자신의 표현 선택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H1-61은 문

항 ➎에서 ‘쉽지 않다’ 대신 ‘어렵다’를 택한 이유로 ‘쉽지 않다’가 더 

친숙하다는 자신의 언어적 직관을 들고 있다. 학습자 H2-15의 경우에는 문항 

➋에서 ‘작지 않다’를 선택한 이유로 ‘크다’보다 더 친숙하다는 이유를 들

고 있다.98) 이들은 모두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부정표현의 최종 선택 과정에서 효과성 차원의 선택을 수행

하지 못했다. 

이들 응답은 표현 선택의 과정에서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하였는가에 따라 선

택항의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와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한 경우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S-50과 H2-27은 전자에 속하고, H1-61과 H2-15는 후자에 속한

다. 이처럼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학습자들을 선택항 체계 구성 여부

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이들의 유형별 특성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98) 학습자 [H2-15]의 경우 ‘크다’를 ‘작지 않다’와 직접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더’를 통
해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비교가 이루어졌음을 암시적으로 보이고 있
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응답 내용에 직접 비교를 담지 않은 경우에도 비교가 이루어졌
음을 유추할 수 있는 응답 내용의 경우에는 표현 형식 간의 비교 과정을 거친 결과물
로 간주하였다.

S-50 문항 ➐ 그냥 쉽다를 써도 되는 것 같다.

H2-7 문항 ➌ 그냥 느낌상.

H1-61 문항 ➎ 더 친숙하기 때문이다.

H2-15 문항 ➋ 작지 않다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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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1 : 언어적 직관에 의존한 선택

유형1은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고, 선택항의 체계도 구성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이다. 유형1에 속하

는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1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표현 선택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

는 모습을 보였다. 유형1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응답 내용은 크게 ‘그냥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두 표현의 

의미가 유사하여 아무거나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의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

었다.

학습자 S-44는 표현의 선택 이유로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이유를 들었

고, 학습자 H1-4는 “그냥 맞는 것 같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들의 경우에는 

적절성 차원에서 직감적으로 떠오른 표현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S-44의 경우에는 문항 ➋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항에 ‘맞는 것 같아서’와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 S-44를 유형1을 대표하는 학습

자로 보고, S-44와의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여 유형1의 특성에 대한 보충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99) 

S-44 문항 ➋ 이게 맞는 것 같다.

H1-4 문항 ➋ 그냥 맞는 것 같다.

H1-6 문항 ➏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H1-30 문항 ➎ 글쎄요...

H2-34 문항 ➑ 솔직히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다.

H1-14 문항 ➏ 작다와 크다가 반의어여서 크지 않다와 작다가 뜻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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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S-44와의 사후 인터뷰]

연구자: 지금 대부분의 문항에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아

서’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S-44: 진짜 그냥 맞는 것 같아서요

연구자: 선택한 표현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맞는 것 같다는 거지요?

S-44: 네

연구자: ‘맞는 것 같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S-44: 그 표현을 써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학습자 S-44는 본조사의 모든 문항에 대해 ‘맞다’와 ‘틀리다’로 접근하

였으며, 이때의 기준은 의사소통의 자연스러움, 즉 ‘적절성’이었다. 질문지에 

대한 응답 내용과 사후 인터뷰 결과를 통해, 유형1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표현 선택을 모색하기보다는 의사소통 조건만을 충족하는 표현 선택

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H1-6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학

습자 H1-30은 “글쎄요...”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특정 표현을 다른 표현보다 

선호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그러한 선호의 이유를 맥락 요인을 들어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H2-34의 경우에는 “솔직히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하였고, 학습자 H1-14는 “작다와 크다가 반의어여서 크지 않다와 작다가 

뜻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있다’와 ‘없지 않

다’, ‘작다’와 ‘크지 않다’가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 의도를 담지할 수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표현과의 효과 비교를 통해 더욱 효과

적인 표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선택항 체계

를 구성하지 못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부정표현이 필자의 표현 의도를 담지하여 

유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며, 효과성 차원에서 표현의 

선택하지 못하고 적절성 차원에서 의사소통 조건만을 충족하는 표현을 선택하

99) 해당 인터뷰는 2018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본고에서 실시한 모든 사후 인터뷰는 질
문지를 통한 조사를 시행한 후 1주일 이내에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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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을 보였다. 

(2) 유형2 : 불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에 의한 선택

유형2는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선택항 간 비교

를 통해 표현을 최종 선택하였지만, 적절한 맥락 고려에 근거하여 선택항 체계

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

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이 구성한 선택항 체계는 최종 표현 선택 단계

에서 효과성 차원의 선택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이 구성한 선택항 체계를 ‘불완전한 선택항 체계’로 보고, 유형2의 학습

들은 ‘불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에 따른 선택’을 수행한 학습자로 보고자 

한다. 유형2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2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이 표현을 선택한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선

택항을 비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어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였음을 

100) 따옴표는 연구자가 응답 내용의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삽입한 것이다.

S-17 문항 ➋ ‘없지 않다’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이다.100)

S-38 문항 ➏ 어쨌든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크다’.

H1-61 문항 ➋ 더 친숙하기 때문이다.

H2-24 문항 ➏ ‘입니다’처럼 너무 간결한 표현은 무뚝뚝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2처럼 ‘아니다’를 부정함으로써 표현이 

고급져지는 것 같고 엘레강스해지는 걸 더욱 느낄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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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적절한 맥락 고려에 토대를 둔 표현 간 효과 비교에 근

거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표현의 최종 선택 단계에

서도 효과성 차원의 선택까지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S-17은 문항 ➋에서 ‘없지 않다’ 대신 ‘있다’를 선택한 이유로, 

“‘없지 않다’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이다.”를 들었으며, 학습자 S-38은 문항 

➏에서 ‘작지 않다’ 대신 ‘크다’를 선택한 이유로 “어쨌든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크다’”라고 응답하였다. 학습자 S-17과

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 유형2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특징에 대한 보충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학습자 S-17과의 사후 인터뷰]

연구자: 본인이 쓴 답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S-17: ‘없지 않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이

고 ‘있다’는 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뜻이니까요.

연구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것은 없으니까, ‘없지 않다’는 

‘있다’와 똑같은 뜻 아닌가요?

S-17: (잠시 생각) 그런데 둘이 쓰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없지 않

다’는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는 거고 ‘있다’는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연구자: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요?

S-17: 네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 S-17은 ‘있다’와 ‘없지 않다’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 차이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표현을 최종 선택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S-17은 선택항 간 의미 차이를 고려함에 있어 

맥락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차이에 집중하였고, 해당 맥락에서 

각각의 선택항이 어떠한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S-38의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S-38 역시 선택항 간 의미 차이에 

대한 비교는 수행하였으나 이때의 비교 역시 해당 표현이 선택되는 상황을 둘



- 119 -

러싼 맥락에 근거한 비교는 아니었다.

유형2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친숙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습자 H1-61은 문항 ➋에서 ‘있다’를 선택한 이유로 “더 

친숙하기 때문이다.”를 들었고, 학습자 H2-24는 문항 ➍에서 ‘아닐 수 없습니

다’ 대신 ‘입니다’를 선택한 이유로 “‘입니다’처럼 너무 간결한 표현은 

무뚝뚝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2처럼 ‘아니다’를 부정함으로써 표현이 고급져

지는 것 같고 엘레강스해지는 걸 더욱 느낄 수 있게 해준다.”를 들었다. 이들

은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 ‘더’를 사용함으로써 표현 간 비교를 암시하거나, 

표현 간 직접 비교를 통해 표현 선택을 수행하였음은 드러냈으나, 표현 선택의 

근거로 언어적 직관을 듦으로써 효과성 차원의 선택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모습

을 보였다.

이상 학습자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유형2의 학습자들은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

고 표현 간 비교를 거쳐 표현의 최종 선택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표현 간 의미 차이의 비교는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하고 있

지 않아 이들은 표현의 최종 선택 단계에서 효과성 차원의 선택을 수행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2.2. 선택항 체계 미구성에 따른 선택

(1) 유형3 : 단일 표현의 효과성에 주목한 선택

학습자 자료를 살펴보면,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맥락은 적절하게 고려하

였으나 선택항 체계는 구성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효과성 차원에서 표현

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학습자들을 유형3

으로 분류하였다. 유형3의 학습자들은 특정 표현을 선택한 이유는 밝혔으나 다

른 선택항을 비선택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였으며,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비교

를 통한 효과성 차원의 부정표현 선택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특정 표현을 선택하는 일은 동시에 다른 표현을 비선택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효과성 차원에서 표현을 선택한다는 것은 효과성 차원에서 다른 표현을 비선택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관찰한 일부 학습자들의 경우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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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특정 표현을 선택하였으나 자신이 선택한 표현이 비선택된 표현에 

비해 왜 더 효과적인지 설명하지 못하였다.

효과성 차원의 표현 선택을 위해서는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는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하고 적절한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채 표현을 선택하는 학습자들의 부정표

현 선택 양상을 관찰하는 일은 이후 부정표현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구체화하

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유형3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

정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S-59는 문항 ➋에서 ‘작지 않다’ 대신 ‘크다’를 선택한 이유로 

“글의 전체 내용을 보면 확률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를 들고 있고, 학습자 

S-62는 문항 ➌에서 ‘없지 않았습니다’ 대신 ‘있었습니다’를 선택한 이유

로 “아래에서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 확률이 있다는 것과 같다”를 들고 있

다. 학습자 H1-20은 문항 ➋에서 ‘크다’ 대신 ‘작지 않다’를 선택한 이유

로 “아래에서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 확률이 있다는 것과 같다.”를 들었으

며, 학습자 H1-39는 문항 ➏에서 ‘작다’ 대신 ‘크지 않다’를 선택한 이유

로 “글쓴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서 크지 

않다.”를 들었다. 이들은 모두 문항을 통해 제시된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여 특

정 표현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혔으나, 다른 표현을 비선택하고 해당 표

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학습자 H1-20과의 사후 인터뷰

를 통해 유형3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특징을 보다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S-59 문항 ➋ 글의 전체 내용을 보면 확률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S-62 문항 ➌ 대부분 사람들은 도와줬지만 안 도와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근절하는데 미진한 면도 있었다

H1-20 문항 ➋ 아래에서 사례가 나오는 것을 보면 확률이 있다는 것

과 같다.

H1-39 문항 ➏ 글쓴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

는 것 같아서 크지 않다.



- 121 -

[학습자 H1-20과의 사후 인터뷰]101)

연구자: 문항 ➋에서 ‘작다’ 대신 ‘크지 않다’를 고른 이유가 무

엇인가요?

H1-20: 사실 이번 이유는 조금 간단한데 지문을 보면 잉글랜드가 지

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지면 네덜란드가 이기

는 것이기 때문에 글쓴이는 네덜란드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본 결과 ‘크지 않다’를 고르게 되

었습니다. 

연구자: ‘크지 않다’ 대신 ‘작다’를 쓰면 뜻이 달라질까요?

H1-20: 사실 뜻이 달라지지 않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사

람의 취향에 따라 다른 말을 쓸 것 같습니다.

사후 인터뷰 내용을 통해, 학습자 H1-20은 문맥을 통해 필자가 표현하는 대

상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추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표현을 선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크지 않다’ 대신 ‘작다’를 선택해도 표현상 의미 차이

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어 표현의 최종 선택 기준을 ‘글쓴이의 취향’이라고 밝히며, 최종 표

현 선택 단계에서 효과성 차원의 선택을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처럼 유형3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표현 상

황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표현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지

만, 표현 간 표현 효과 차이를 비교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여 최종 

표현 선택 단계에서 효과성 차원의 선택까지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2.3. 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에 의한 선택

학습자의 응답 자료를 살펴보면 글에 제시된 정보를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 

101) 학습자 H1-20은 유형3을 대표하는 학습자로 선정되었으나 연구자와 대면하여 인터
뷰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으며, 이에 대면 인터뷰를 거절하였다. 이에 부득이하게 
학습자 H1-20과의 사후 인터뷰는 대면하여 진행하지 못하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대화를 통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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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고려에 기초하여 표현 간 의미 차이를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

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때의 학습자들이 구성한 선택항 체계는 맥락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하고 있어, 유형2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구성한 ‘불완전한 선

택항 체계’와 구분하기 위해 ‘완전한 선택항 체계’로 보고자 한다. 다음은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들의 응답 사

례이다.

그러나 맥락을 고려하여 표현 간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지 못한 

학습자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

한 학습자들을 필자의 표현 의도를 적절하게 고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분

할 수 있다. 학습자 H1-27과 H2-8은 표현의 최종 선택 시 필자의 표현 의도에 

대해 고려하지 못해 유형5에 분류되고, 학습자 S-6과 H1-46, H2-39는 필자의 

표현 의도에 대한 고려까지 나아가 유형6에 분류된다.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H1-27 문항 ➌ 앞에 ‘있었습니다’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은 ‘없지 

않았습니다’보다 ‘있었습니다’가 이어지는 게 문맥

에 맞는 것 같다.

H2-8 문항 ➌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긍정문이 나오는 것

이 지문과 더 어울리는 것 같다.

S-6 문항 ➌ 미진했다는 단점을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면 ‘없

지 않았습니다’를 써야 한다.

H1-46 문항 ➏ 최악의 상황에는 ‘작다’가 어울리지만 글쓴이가 하

고자 하는 말인 여행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크다는 것을 부정해 독자에게 인상을 심어주

어야 하기 때문에 크지 않다를 골랐다.

H2-39 문항 ➏ 글쓴이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

는 것 같아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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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형4: 표현 의도를 고려하지 못한 선택

유형4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였으나 텍

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는 고려하지 못하여, 표현의 최종 선택 시 효과성 차원

의 선택까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이다. 이들은 맥락에 근거하여 표현 간 비교는 

수행하였으나 이를 바탕으로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유형4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S-39는 문항 ➊에 대해 ‘있다’ 대신 ‘없지 않다’를 선택한 이유

로, “뒤에 오는 문장을 봤을 때 ‘없지 않다’가 들어가야 ‘있다’보다 더 문

맥에 맞는 것 같다.”를 들고 있으며, 학습자 S-48은 문항 ➋에 대해 ‘작지 않

다’ 대신 ‘크다’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 ‘~도’가 긍정의 느낌이기 때문

에 ‘크다’가 더 어울린다.”라는 응답을 통해 설명하였다. 학습자 H1-56은 문

항 ➐에 대해 ‘쉽다’ 대신 ‘어렵지 않다’를 선택한 이유로 “처음 문장에

서 '린넨 셔츠 세탁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이라고 되어있기 때

문에 ‘어렵지 않다’가 더 알맞다.”를 들고 있다.

이처럼 유형4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제시된 문맥 정보를 통해 표현 간 비교

는 수행하나, 필자의 표현 의도는 고려 요인으로 삼지 못하면서, 최종 표현 선

택의 단계에서는 효과성 차원의 선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일부 학습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상황에는 부정표현이 어울린다고 인식하여 

S-39 문항 ➊ 뒤에 오는 문장을 봤을 때 ‘없지 않다’가 들어가야 

‘있다’보다 더 문맥에 맞는 것 같다.

S-48 문항 ➋ 조사 ‘~도’가 긍정의 느낌이기 때문에 ‘작지 않

다’가 더 어울린다.

H1-56 문항 ➐ 처음 문장에서 '린넨 셔츠 세탁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

다’가 더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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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표현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 학습자 S-39와의 사후 인터뷰 

결과는 유형4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인식을 보다 상세히 관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습자 S-39와의 사후 인터뷰]

연구자: 문항 ➊에서 ‘없지 않다’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 줄 수 있

나요?

S-39: 뒷문장을 보면 반대를 뜻하는 “그러나~”가 나와요. 그래서 

‘있다’보다 ‘없지 않다’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연구자: 왜 ‘있다’보다 ‘없지 않다’가 더 잘 어울리나요?

S-39: 반대를 뜻하는 말과 연결되니까 ‘없지 않다’가 ‘있다’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의 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 S-39의 경우에는 글의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두 표현을 비교하고 글의 흐름에 보다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고 있으

나, 왜 자신이 선택한 표현이 해당 문맥에 더 적절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는 

필자의 표현 의도와 연계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습자 S-39

의 경우 표현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맥락 요인을 통해 설명하는 

모습은 보였으나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여 이를 통해 표현을 선택하는 데

에는 어려움을 보였다.

이처럼 유형4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맥락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선

택항의 체계는 구성하고 있으나, 표현의 효과와 필자의 표현 의도를 연계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유형5: 효과성 차원의 선택

유형5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표현의 최종 선택 시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행한 경

우이다.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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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S-53은 ‘설득’이라는 필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표

현 선택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학습자 H1-3은 표현 상황을 둘러싼 문맥 정보

를 활용하여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고, 이를 토대로 표현을 선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학습자 H1-3은 응답을 통해 선택항 간 직접적인 비교를 드러내지

는 않았으나 “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고 좀 더 안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 같다.”라는 응답을 통해 선택과 비선택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학습자 H2-21은 필자가 표현 대상에 대한 예상 독자의 태도를 고려한 방

식을 추론하여 표현을 선택하였고, 학습자 H2-47은 제시문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명제들 가운데 필자가 부각하고 싶은 메시지와 희석하고 싶은 메시지를 

S-55 문항 ➍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조금 더 설득하려는 또 이공계의 편견을 없애려는 의

도가 있으므로 ‘있습니다’보다 ‘가 아닐 수 없습니

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H1-3 문항 ➎ 밑줄 친 부분 앞에서 불안감 조성을 염려했으므로 단

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고 좀 더 안정감을 

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 같다.

H2-31 문항 ➐ 문맥상 대부분 린넨 셔츠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다’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린넨 셔츠 세탁을 

하는데 쉽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어렵

지 않다’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H2-47 문항 ➊ 상대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환자와 의사 관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인정하되 동의라는 선까지 들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동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있다’보다는 ‘없지 않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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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이를 토대로 표현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텍스트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

고,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간 표현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표현 

의도를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 형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다음 학습자 

S-55와의 사후 인터뷰 결과는 유형5에 해당하는 학습자의 특징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

[학습자 S-55와의 사후 인터뷰]

연구자: 문항 ➐에서는 왜 ‘쉽다’ 대신 ‘어렵지 않다’를 선택했

나요?

S-55: 어렵다는 편견을 없앨 수 있어서요.

연구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S-55: 린넨 셔츠는 건조가 어렵다는 생각을 뒤집는 데에는 ‘쉽다’

보다 그 말 자체를 부정하는 ‘어렵지 않다’가 어렵다는 편견

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 선택입니다.

연구자: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어렵다는 생각을 부정한다는 뜻이

지요?

S-55: 네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학습자 S-55는 문맥 정보를 활용하여 독자가 사태에 대해 이미 갖고 있을 것

이라고 예상되는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표현을 선택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학습자 S-55의 경우 필자가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표

현 전략에 대해 응답함으로써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

다. 다음의 학습자 H2-47과의 사후 인터뷰 결과도 유형5에 속하는 학습자들이 

지니는 인식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 

[학습자 H2-47과의 사후 인터뷰]

연구자: 문항 ➊에서 ‘없지 않다’를 선택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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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47: 이 문장(빈칸이 사용된 문장)은 글쓴이가 부각시키고 싶지 않

은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표현을 쓰면 안된다고 생각했

습니다.

연구자: ‘있다’는 이 문장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본 것인가요?

H2-47: 네. ‘없지 않다’는 반대이고요.

연구자: 글쓴이가 이 문장의 메시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없

지 않다’를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H2-47: 네. 안 그러면 딱히 쓰는 이유가 없지 않겠지요.102)

학습자 H2-47의 마지막 발화는 학습자 H2-47이 부정표현이 유표적으로 사용

되는 이유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논리적으로 ‘있다’와 ‘없다’는 중

간항을 두지 않는 표현으로서, ‘없다’의 진리치를 반대로 바꾼 ‘없지 않다’

는 ‘있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Ⅱ장에서는 ‘없지 않다’와 ‘있

다’가 실제 언어 사용의 국면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됨을 확인한 바 있다. 

‘없지 않다’와 ‘있다’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면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없지 않다’는 필자에 의해 선택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 의사소통의 장면에서

는‘없지 않다’가 ‘있다’에 비해 수용자에게 추가적인 인지 부담을 안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없지 않다’와 ‘있다’는 실제 의

사소통의 국면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Ⅱ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 보다 효과적으로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선택된 부정표현은 긍정표현과 다

른 의미를 독자에게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 H2-47의 마지막 발화는 학

습자 H2-47이 부정표현이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고 부정표

현의 선택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유형5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

하고,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최종 선택의 단계에서 효과성 차원의 선택

을 수행한다. 이들은 부정표현이 유표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을 이해하며, 텍스트

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하여 맥락을 파악하고 필자의 표현 의도를 합당하게 추

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102) 대화의 맥락상 학습자 H2-47의 마지막 발화는 ‘안 그러면 딱히 쓰는 이유가 없겠
지요’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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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다른 유형에 속한 학습자들과는 달리 본고에서 

가정하는 이상적인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수행한 학습자들로, 본고의 교육 내용 

구안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3. 학습자의 학년 간 비교를 통한 교육 대상 학년 선정

본 절에서는 학습자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육을 실행하

기에 적절한 대상 학년을 선정하고자 한다. 앞서 Ⅱ장에서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이 목표하는 바는 학습자가 ‘부정표현과 관련한 언어적 문제 상

황에서,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이중 자신의 표현 의도를 드

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 형식을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능력의 세부 구성 요소를 ‘맥락을 적

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항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필

자의 표현 의도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분한 바 있다. 본 절

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세부 구성 요소별로 학습자 자료의 학년 간 비교를 실

행하고자 한다. 

앞서 ‘Ⅲ.2.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유형’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각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의 수와 비율을 학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중1 중2 중3 고1 고2

유형1
17

(26%)

15

(23%)

16

(16%)

13

(19%)

15

(18%)

유형2
25

(38%)

24

(37%)

35

(34%)

20

(29%)

24

(28%)

유형3
12

(18%)

12

(18%)

28

(27%)

15

(22%)

18

(21%)

유형4
4

(6%)

5

(8%)

10

(10%)

3

(4%)

5

(6%)

유형5
7

(11%)

9

(14%)

14

(10%)

17

(25%)

23

(27%)

계 65 65 103 68 85

<표 Ⅲ-5> 학년별 각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 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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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를 통해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항 체계

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필자의 표현 의도를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

력’의 세 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습자들의 수와 비율을 각각 계산할 수 있다. 

맥락을 적절하게 구분한 학습자의 수는 유형3,4,5에 속하는 학습자의 수를 합

한 값, 맥락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한 학습자의 수는 유형1,2에 속하는 학습자

의 수를 합한 값과 같다. 선택항을 구성한 학습자의 수는 유형2,4,5에 속하는 학

습자의 수를 합한 값, 선택항을 구성하지 못한 학습자의 수는 유형1,3에 속하는 

학습자의 수를 합한 값과 같다.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행한 학습자의 수는 

유형5에 속하는 학습자의 수,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행하지 못한 학습자의 

수는 유형1,2,3,4의 수를 합한 값과 같다. 

이에 따라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선택항 체계를 구

성할 수 있는 능력’,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습자의 수와 비율을 학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1 중2 중3 고1 고2

맥락 고려
23 

(35%)

26 

(40%)

52 

(50%)

35 

(51%)

46 

(54%)

맥락 

고려 못함

42 

(65%)

39 

(60%)

51 

(50%)

33 

(49%)

39 

(46%)

선택항 

체계 구성

36 

(55%)

38 

(58%)

59 

(57%)

40 

(59%)

52 

(61%)

선택항 

체계 미구성

29 

(45%)

27 

(42%)

44 

(43%)

28 

(41%)

33 

(39%)

표현 의도

고려

7 

(11%)

9 

(14%)

14 

(14%)

17 

(25%)

23 

(27%)

표현 의도

고려 못함

58 

(89%)

56 

(86%)

89 

(86%)

51 

(75%)

62 

(73%)

<표 Ⅲ-6> 학년별 학습자 발달 양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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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Ⅲ-6>을 보면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한 학습자와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행한 학습자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증가하지만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

서 ‘Ⅲ.2.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유형’에서는 학습자들이 구성한 선택

항 체계를 ‘불완전한 선택항 체계’와 ‘완전한 선택항 체계’로 구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학년별 수와 비율에 대

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수는 유형4에 속하는 학습자의 수와 

유형5에 속하는 학습자의 수를 합한 값과 같고, 불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수는 유형1, 유형2, 유형3에 속하는 학습자의 수를 합한 값과 같다. 이

에 따라 학년별로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수와 비율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중1 중2 중3 고1 고2

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

11

(17%)

14

(22%)

24

(23%)

20

(29%)

28

(33%)

불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

54

(83%)

51

(78%)

79

(77%)

48

(71%)

57

(67%)

계 65 65 103 68 85

<표 Ⅲ-7> 학년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수와 비율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수와 비율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경우

에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은 약 1/3에 불과하여, 전체적

으로 매우 낮은 비율의 학습자만이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대상 학년 선정을 위한 기준에 대해 논

의하고자 한다.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부정표현과 관련한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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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

여 효과성 차원에서 표현을 최종 선택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을 실행한다면 맥락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는 효

율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든 맥락 요인을 적

절하게 고려하지는 못하더라도 단어나 문장 차원이 아닌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

표현의 의미기능을 탐구할 수 있는 학습자가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육을 실행하

기에 적절한 교육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언어 주체

로서 사회적 맥락이나 상황 맥락을 고려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갖춘 수준의 

학년 이상의 학습자를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네 요소의 학년별 발달 양상을 꺾은선 그래프를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맥락을 적절하

게 고려한 학습자의 비율은 중학교 1학년 학습자와 중학교 2학년 학습자의 경

우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인다. 중학교 1학년 학습자와 중학교 2학년 학습자 중 

<그림 Ⅲ-3> 학년별 학습자 발달 양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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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5%와 40%의 학습자만이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한 학습자의 비율은 40%에서 

50%로, 10%p의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 이후에는 변동 폭이 그리 크지 않으며 

1%p와 3%p의 낮은 상승 폭을 보인다.

둘째,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은 학년에 따른 변동 폭이 크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경우 55%의 학습자가 선택항 체

계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3%p, -1%p, 2%p, 2%p의 완만한 변화 폭을 보인다. 고

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경우에는 61%의 학습자가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였다.

셋째,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은 학년에 따라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학교 1학년 학습자의 경우 17%의 학습자가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학년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

의 비율은 꾸준하게 상승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의 경우에도 완전

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은 33%에 그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다.

넷째, 표현 의도를 고려한 학습자의 비율은 학년이 상승함에 따라 꾸준히 증

가하였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학습자 군에서는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

행한 학습자의 비율이 전체 학습자 비율의 15%도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

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행한 학습자의 비율은 크

게 상승하나, 고등학교 2학년의 학습자의 경우에도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

행한 학습자의 비율은 채 30%가 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부정표현 선택 양상과 관련한 학년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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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특징

중학교 

1학년
낮은 맥락 파악 능력, 개념 형성의 단계부터 어려움을 느낌.

선택항 체계 구성 비율은 높으나 이는 맥락 고려에 기초하

지 않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맥락을 고려하여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함.

완전한 선택항을 구성하고,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의 비율이 높지 않음.

고등학교 

1학년
맥락을 고려하여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함.

완전한 선택항을 구성하고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의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높지 않음.
고등학교 

2학년

<표 Ⅲ-8> 학습자 발달 양상에 따른 학년별 학습자의 특징

위의 <표 Ⅲ-8>에서 볼 수 있듯이, 중1과 중2의 학습자는 맥락 파악 능력이 

높지 않으나, 중학교 3학년 이상의 학습자는 맥락을 고려하여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자 하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한다. 이 시기의 

학습자는 사회적 맥락과 상황 맥락 등 표현의 선택 상황을 둘러싼 맥락 요인을 

고려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단어와 문장 차원을 넘

어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대상 학년으로는 표현 상황을 둘러싼 맥

락 요인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표현 선택을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의 비율이 

적당 수준 이상인 학년이 적합하다고 논의하였으며, 중학교 3학년 이상의 학습

자들은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실행하기

에 적절한 교육 대상 학년으로 중학교 3학년 이상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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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문헌 고찰을 통해 정리한 내용과 Ⅲ장에서 수행한 

학습자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부정표현 교육의 실제를 구안하였으며, 이를 중학교 

3학년 학습자 대상으로 실행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103)

4. 학습자 부정표현 선택 과정 분석의 시사점

본 절에서는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시사

점을 정리하여 Ⅳ장에서 제시할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실제를 위

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학습자 자료 분석의 시사점은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인식 및 탐구의 필요’, ‘맥락 고려에 기초한 선택항 체계 구성의 필

요’, ‘수행적 지식으로의 확장적 전이 필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1.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인식 및 탐구의 필요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분석한 결과, 부정표현이 단순히 사태에 대

한 부정이나 부인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드러내

기 위해 유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습자 부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유형1과 유형2에 속하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부류에 해당하였

는데, 유형1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부정표현의 선택 이유를 묻는 질문

에 제대로 답변을 구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유형1에 속하는 학습

자인 H1-6의 문항➏에 대한 답변이다.

위의 학습자 H1-6 이외에도 유형1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부정표현의 선택 이

유를 묻는 질문에, ‘그냥’이라고 답하거나 ‘맞는 것 같아서’라고 답하는 

등, 부정표현 선택 이유로 자신의 언어적 직관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유형1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어 수행에 대해 메타적으로 설명하는 데 

103)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실제 및 실행, 효과의 검증은 Ⅳ장에 후술하였
다.

H1-6 문항 ➏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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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유형1에 속하는 학습

자들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부정표현을 인식하고 사용해왔음을 알 수 있

었다.

모어 화자인 학습자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

로 표현을 선택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제시하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부정표현

과 관련된 수사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적 자원을 확

보하게 하는 데 교육적 목적이 있으며, 전략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수행되

는 행위가 아니라 언어 주체에 의해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이라

는 점에서,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식적으로 부

정표현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경험을 담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형2의 학습자들에 대한 관찰 결과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지 부정

표현에 주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학습자들이 문장 차원에서 부정표

현을 주목하는 것을 넘어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주목할 수 있도록 견인

하는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형2에 속하는 학

습자들의 경우에는 부정표현의 선택 이유를 묻는 질문에 통사적 정보를 바탕으

로 부정표현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의 경우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정표현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러한 주목

은 탈맥락적인 문장 차원에서 수행되었을 뿐 맥락 의존적인 실제 발화 차원에

서 수행되지 못했다.

앞서 Ⅱ장에서는 ‘문법성’, ‘용인성’, ‘적절성’, ‘효과성’에 대해 논

의하면서 문법성과 용인성은 추상적인 차원의 문장과 관련이 있는 반면, 적절성

과 효과성은 맥락 의존적인 차원의 텍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구분한 바 있다. 이

러한 구분에 따르면 효과성 차원에서 표현 선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정표현

을 문장 차원에서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 맥락 의존적인 텍스트 차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형2에 속하는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맥락 요인에 따른 

부정표현의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교육적 접근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학습자 특징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표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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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특징 교육적 접근

언어적 직관에 의한 인식 è
부정표현 선택에 관여하는 맥락 

요인 인식 제고 필요

문장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대한 주목 수행
è

맥락 요인에 따른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탐구

<그림 Ⅲ-4>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분석의 시사점1

4.2. 맥락 고려에 기초한 선택항 체계 구성의 필요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관찰한 결과 완전하지 못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학습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표현 간의 비교를 

통해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현을 선택하였으나, 맥락 요인 

중 표현 태도 요인은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텍스트 요인에 대한 고려만을 

토대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술한 것처럼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맥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언어 주체는 부정표현의 선택 상황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표현 의도를 드러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선택한다. 이때의 맥락 요인은 의사소통의 상황을 둘러싼 사회적·문화

적·물리적 요소 그 자체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이들의 해석에 관여하

는 정보를 의미하며, 언어 주체에 의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구성되는 심리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의 선택 상황에서 다양한 맥락 요인은 선

택의 고려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습자들은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하

기 위해 능동이고 주체적으로 적절하게 맥락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표현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맥락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고려된 

맥락이 모두 실제 표현에 의해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유형2의 학습

자들의 경우 표현 간 비교를 통해 선택을 수행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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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으나, 이때 구성한 선택항 체계는 통사적 정보만을 토대로 하고 있

어 표현 태도 요인이 고려되지 못한 불완전한 선택항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들 학습자들에게는 텍스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 고려 요인을 

고루 반영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탐구 경험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3의 학습자의 경우에는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표현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음은 유형

3에 속하는 학습자의 응답 사례이다. 

학습자 S-20의 경우 문항➋에서‘작지 않다’와 ‘크다’중 ‘크다’를 선택

한 이유를 위와 같이 서술하였다. 학습자 S-20은 문항➋의 빈칸에 ‘크다’를 

집어넣어도 문장의 적절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어적 직관을 통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확률은 알 수 없다’라는 개념을 전달하기에 ‘크다’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표현의 효과성은 ‘정확한 표현’과 

‘부정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인 정확성과 달리 ‘효과적인 표

현’과 ‘비효과적인 표현’을 양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효과성 차원에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표현 간 효과를 비교하여 표현 의도를 드러내기에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 차원의 선택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단일 표현의 효과만 밝힐 것이 아니라 표현 간 효과 비교를 수행해야 한

다. 따라서 학습자 S-20과 같이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학습자에 대해서

는 효과성 차원의 선택이 이루어지기 위해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비교가 선행

되어야 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항 체계의 구

성과 효과성 차원의 표현 선택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부정표현에 

대한 지식을 읽기와 쓰기를 위한 수행적 지식으로 전이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

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학습자 특징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을 정리하

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S-59 문항 ➋ 글의 전체 내용을 보면 확률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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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특징 교육적 접근

통사적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항 체계 구성
è

특정 맥락에서의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차이 탐구 경험 제공

단일 표현의 효과성에 주목 è

선택항 체계의 구성과 효과성

차원의 표현 선택 관계 인식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제공

<그림 Ⅲ-5>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분석의 시사점2

4.3. 수행적 지식으로의 확장적 전이 필요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분석한 결과, 맥락 요인들을 적절하게 고려하

여 표현 간 효과를 비교하고 부정표현의 선택을 수행하였으나,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에 따라 언어적 표현의 선택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유형4로 분류하였

는데, 유형4의 학습자들은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이 ‘텍스트 생산자’에 의

해 수행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였으며,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

현에 주목하여 부정표현의 선택에 개입된 필자의 표현 의도를 적절하게 추론하

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은 유형4에 속하는 학습자의 응답 사례이다.

학습자 S-48은 ‘크다’와 ‘작지 않다’ 중 한 가지 표현의 선택을 요구한 

문항 ➋에 대하여 문맥 정보를 활용하여 ‘작지 않다’를 선택하였다. 보조사는 

필자의 표현 태도를 드러내 주는 담화표지로서, 독자에게 해석의 정보를 제공하

는 중요한 맥락 요인이다. 햑습자는 이를 고려하여 ‘크다’와 ‘작지 않다’ 

S-48 문항 ➋ 조사 ‘~도’가 긍정의 느낌이기 때문에 ‘작지 않다’

가 더 어울린다.



- 139 -

중 더 적합한 표현 ‘크다’를 선택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 

S-48은 맥락을 고려하여 표현 간 효과 비교를 통해 선택을 수행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 S-48은 필자가 왜 ‘~도 작지 않다’를 선택하였는가, 

즉, 필자의 표현 의도까지는 추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효과성 차원에서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전달하

기에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텍스트 생산자는 부정표현을 통해 메시지뿐만 아니라 표현 내용 및 예상 독

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텍스트 수용자로서는 텍스트를 심

층적으로 이해하고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생산자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학습자들에게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현은 필자의 표현 의도에 의해 선

택된 언어 표지이며,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필자의 표현 의도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단지 훌륭한 텍스트 수용자가 되도록 하

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수용자와 텍스트 생산자를 아우르는 언어 주체

로서 부정표현과 관련된 언어적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는 데 있다. 

요컨대 본고에서 이상적으로 가정하는 학습자는 부정표현이 필자의 표현 의도

에 의한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현을 통해 텍스트 생산자와 의사소통을 수행하며, 부정표현에 대한 지식

을 활용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학습

자이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부정표현 교육의 내용은 학습자에게 실

제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까지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담고 있어야 하며, 부

정표현 교육이 제공하는 문법 지식은 읽기와 쓰기를 위한 수행적 지식으로 전

이될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한다. 실제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부정표

현에 담지된 필자의 의도를 추론해보고, 자신의 표현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효

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부정표현을 사용해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읽기와 

쓰기를 위한 능동적 앎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앎을 통해 학

습자는 교실 밖에서도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부정표현과 관련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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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학습자에게 계속적인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학습자 특징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을 정리

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특징 교육적 접근

필자의 표현 의도 고려 못함

è
표현 의도와 표현의 선택 관계 

인식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제공

è
언어적 정보를 통해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는 탐구 경험 제공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표현 선택

è
부정표현을 유표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성해보는 활동 제공 

<그림 Ⅲ-6>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분석의 시사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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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실제

1.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문법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통사론적 체계와 관련된 지식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언어 운용의 원리

로서의 문법 지식을 익히는 데 있으며, 학습자가 교과서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넘어서 교실 밖의 실제 언어생활에서도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문법교육

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향적으로 문법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

습자가 주체적으로 언어적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이를 문법 지식과 관련지어 

사고할 수 있으며 교실 밖의 자신의 언어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확장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선택된 문제를 받아들이고 답함으로써 교사의 중재나 조력 없이도 관련

된 개념이나 지식을 생성하고 획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차 이양될 수 있다고 

본 심영택(2004:358-359)의 관점과도 상통한다.

<그림 Ⅳ-1> 교수학적 상황과 비교수학적 상황(심영택, 2004:359)

심영택(2004)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수-학습의 최종 목표를 교사나 중재자가 

없는 실제 삶의 맥락에서도 학습자가 지식을 적용하고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

을 길러주는 데 둔다면, 교수-학습과 관련한 핵심 과제는 적절하게 비교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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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책임 이양104)하는 것이며, 학습자가 이러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

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부정표현과 관련된 문법교육 내용에서는 통사적인 차원에서 

부정표현의 형식적 특성과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으며, 실제 텍스트 생산의 

과정에서 부정표현이 선택되는 기제를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로 인해 기존의 부정표현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학습자들이 실제 삶에서 마주

하게 되는 언어적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 아래, 

부정표현 교육은 문법교육의 현장에서 외면되기도 하였다. 다음과 같은 현직 고

등학교 교사와의 인터뷰 결과는 현행 부정표현 교육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

을 보여준다.

T-13 : 부정표현에 대해 학생들은 단순히 ❶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 

그리고 그 의미 정도를 수업에서 배우는 듯합니다. ❷실제로 

우리말은 문법 수업에서 배우듯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❸
학생들이 의문을 품었을 때에 그 답을 함께 고민하는 탐구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현직 교사의 발화를 통해 ❶통사론적 관점 중심에서 구조화된 현재의 부

정표현 교육은 ❷실생활의 언어적 문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❸학습자들이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의 국면에서 부

정표현은 단순히 사태를 부정하고 부인(否認)하기 위해 선택될 뿐만 아니라, 언

어 주체의 다양한 표현 의도를 담지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다. 텍스트

104) 부르소는 교수학적 의도에 의해 인위적이고 계획적으로 설정된 상황으로서, 학습자
의 특별한 적응과 반응을 요청하는 문제 학습 상황을 ‘교수학적 상황’(didactical 
situation)이라 하였으며, 교수학적 의도는 존재하나 이를 학습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문제의 해결을 학습자에게 위임하는 상황을 ‘비교수학적 상
황’(adidactical situation)이라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교수학적 상황에서 비교수학적 상
황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교사에게서 학습자로 교수-학습의 책임이 이양되는 과정으로 
보고, 이를 ‘이양’(devolution)이라 하였다(Brousseau, 1997; 심영택, 2004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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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산하는 국면에서 언어 주체는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전달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선택의 과정은 정확성과 용인

성, 적절성 차원을 넘어서 효과성 차원에서 고려된다는 것도 Ⅱ장의 이론적 검

토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국어에 대해 이

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구본관, 2010:191)할 수 

있는 문법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표현 효과 중심으로 확장된 부정표현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105) 

표현 의도의 표현 방식에 대해 논한 이성영(1994)에서 제시된 ‘효과성’은 

오현아(2010)에서 제시된 ‘표현 문법(expressive grammar)’의 개념을 통해 문

법교육에서 논의된 바 있다.106) 표현 문법은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이라는 언어 

사용의 구체적인 국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생성적인 속

성을 지닌 교육 문법을 일컫는 것으로, ‘적절성’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개

념으로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법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언어 

표지가 해당 텍스트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105) 본 연구에서 설정한 문법교육의 목표는 문법교육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 중 하나인 
포괄론적 입장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간 문법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는 ‘언어 사용 능력
의 신장’과 ‘문법 지식의 내재적 가치’의 두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언
어 사용 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 지식만을 강조하는 ‘통합론적 입장’과, 이러한 기능
주의적 입장에 반대하며 문법 지식의 독자적인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는 ‘독자론적 입
장’이 제기되었으며,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국어교육의 대(大)목표에 유기적으
로 참여하면서도 언어 지식의 교육적 가치를 외면하지 않는 ‘포괄론적 입장’이 존재한
다(이문규, 2015:252).

106) 오현아(2010)에서 제시한 ‘표현 문법’은 민현식(2010)에서 제시한 ‘작문문법’의 하
위 범주에 속한다. 민현식(2010)에서는 문법을 지식 문법과 생활 문법(실용 문법)으로 
구분하고, 생활 문법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민현식, 2010:8).

화법문법
표준발음, 표준어, 방언, 표준화법, 언어예절의 이해, 대화, 토론, 연설 

언어의 특징, 반의어,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 등.

작문문법
문장 구성법, 비문 예방법, 문장 교열법 등의 이해, 어휘, 문장, 텍스트 

구성 능력 함양 등.

독서문법
텍스트언어학, 독서와 어휘력, 표기법과 독서의 상관성, 읽기 능력을 위

한 발음 교수법(phonics), 총체적 언어교수법 등.

문학문법
문학 이해에 기여하는 수사학, 문체론의 이해, 시 문법(낭독법, 시어의 

탈규범성), 소설 문법(소설 문체), 고전문학의 어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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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가에 주목하는 문법교육 관점으로서 ‘의미 중심의 문법교육’, ‘표현 

중심의 문법교육’, ‘언어 사용자 중심의 문법교육’(오현아, 2008:314-315)을 

지향한다.107)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표현이 단순히 

사태나 명제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선택될 뿐만 아니라 필자의 표현 의

도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택될 수 있는 언어적 자원임을 

학습자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고, 부정표현의 선택의 과정에 개입하는 맥락 요

인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의 국면에서 효

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부정표현의 교육 내용을 확장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한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를 세 차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인식의 차원: 부정표현이 필자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언어적 자원임을 인식한다, 

둘째, 탐구의 차원: 텍스트를 둘러싼 여러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정표현

의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특정 맥락에서 선택될 수 있는 선택항에 대

해 탐구한다.

셋째, 사용의 차원: 텍스트의 생산의 국면에서,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

여 이를 바탕으로 표현을 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며, 자신의 의도

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사적 전략의 자원으로서 부정표현을 

유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

2.1.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체계

본 항에서는 앞서 ‘Ⅳ.1.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에서 설

정한 교육적 목표와‘Ⅲ.4. 학습자 부정표현 선택 과정 분석의 시사점’에서 정

리한 교육적 시사점을 토대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체계를 

107) 오현아(2008:314-315)에서 제시하는 ‘효과성 중심의 문법교육’은 ‘의미 중심의 문
법교육’, ‘표현 중심의 문법교육’, ‘언어 사용자 중심의 문법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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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자 한다. 연역적으로 설정한 교육의 목표는 교육 내용 체계의 틀을 구

성하는 원리를 제공하며, 학습자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

정표현 교육이 담고 있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 체계 구성의 원리

먼저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 체계의 틀을 구성하는 원리인 교

육의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의 내용 체계는 교육의 목표로부

터 촉발된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의 원리는 교육 목표에 대한 논의

를 토대로 해야 한다. 앞서‘Ⅳ.1.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에

서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를 ‘인식, 탐구, 사용’의 세 차

원에서 정리한 바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이 재진술할 수 있다.

인식
필자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적 자원으로서의 부정표현 인식

탐구
텍스트를 둘러싼 맥락 요인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부정표현의 효

과성 탐구

사용
텍스트의 생산의 국면에서, 자신의 의도를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유표적으로 선택

<표 Ⅳ-1>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정표현 교육은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모어 학습자는 이전에 부정표현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을 제공받은 적이 없더라

도, 일상에서의 언어생활을 통해 익힌 언어적인 직관을 통해 부정표현의 미묘함

을 인식할 수 있다.108) 본 연구가 구성하고자 하는 부정표현 교육은 이처럼 부

108) 이는 폴라니(Polanyi, 1966; 김정래 역, 2015)에서 밝힌 암묵지(tacit knowledge)와 
관련이 있다. 폴라니는 암묵지의 개념 도입을 통해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지식을 설명
하였으며, 정확한 수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지식조차도 암묵적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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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표현에 대해 암묵적 지식을 지닌 학습자들이 부정표현과 관련한 문법적 감식

안을 갖추고 부정표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109) 이러한 관점은 문법 지식의 ‘수행성’과 ‘인식성’을 높

여 통합적 문법교육 내용으로 제공한다면 이미 내재된 문법 지식을 다시 ‘학

습’하여,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세형

(2005:127)의 관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부정표현 교육은 부정표현에 주목하지 못하거

나, 선택된 부정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의 학습자가 궁극적으로는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이에 대

한 명시적인 인식을 통해 적절하게 부정표현과 관련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남가영(2003)에서 제시한 메타언어적 활

동의 단계110)를 참고하여 재진술하면, 본 연구에서 구성하는 부정표현 교육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지 못하거나 주목하더라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

는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자를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여 과제를 해결하

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도 가능한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지니고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109) 언어 주체에게 언어화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며 언어 주체가 텍스트를 생산 및 수용

하는 과정은 언어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어떤 언어 상황이 ‘문제가 됨’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문법적 
감식안을 갖춘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 표현의 미묘함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언어 표
현의 미묘함이 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110) 남가영(2003:81)에서는 다음과 같이 메타언어적 활동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세부 양상

단계1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지 못하는 단계

단계2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

단계3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여 과제를 해결하되, 그에 대한 명시적 인식이 

부족한 단계

단계4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여 과제를 해결하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

이 충분한 단계(Ⅰ)

단계5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여 과제를 해결하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

이 충분한 단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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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부정표현을 필자

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언어적 자원으로 인식

하게 하고, 고려된 맥락 요인에 따라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가 달라지는 양상을 

탐구하도록 하며, 텍스트의 이해 및 생산과 관련한 과제를 통해 부정표현에 담

긴 필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부

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총 세 단계의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은 ‘Ⅳ.1.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에

서 설정한 교육의 목표를 토대로,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텍스트의 생산 및 이해를 위한 통합적 구성’의 세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인식 및

탐구의 차원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

사용의 차원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

<표 Ⅳ-2>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 구성의 세 방향

이 중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과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은 인식과 

탐구 단계를 위한 구성 방향이며, 인식과 탐구 단계에서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

로 하여 실제 이해 및 사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를 

위한 통합적 구성’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①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은 ‘텍스트 요인’, 표현 태도 요인의 ‘표현 내용에 

대한 태도’ 및 ‘예상 독자에 대한 태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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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을 구체화하는 구성 방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성 방향은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현에 대하여 텍스트 생산자가 어떠한 맥락 요인

들을 고려하여 부정표현을 선택하였는지 추론해보게 함으로써 부정표현이 다양

한 맥락 요인들의 반영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연설문

에 등장한 ‘없지 않습니다’라는 부정표현을 보고, 학습자들은 텍스트 생산자

가 왜‘없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선택했는지, 설득 텍스트의 특성과 명제 간

의 정보 관계 및 표현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 예상 독자에 대한 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론해 볼 수 있다.

물론 이처럼 실제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현을 통해 필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으로는 실제로 필자가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정표현

을 선택한 과정을 정확하게 복원하기는 힘들다. 실제 텍스트를 생산하고 부정표

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선택의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분절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종합적·유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수·학습의 국면에서는, 학습자에게 처음부터 부정표현을 

둘러싼 맥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보다는 먼저 맥락 요인들을 세분하여 각각의 맥락 요인들에 주목해 보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이들 맥락 요인들을 종합적이고 유동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도

하는 것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 방향에서는 우선 학습자로 하여금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전하고

자 하는 표현 내용과 필자의 표현 의도,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하

여 부정표현 선택에 영향을 미친 맥락 요인들을 재해석해 보게 하고, 특정 맥락 

요인에 주목하여 왜 부정표현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탐구하도록 한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부정표현의 선택에는 다양한 맥락 요인들이 종합적이고 유동적으로 개

입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 맥락 요인이 다른 맥락 요인에 비해 현저하게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에게는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부정표현에 주목하는 첫 단계로서, 특정 맥락 요인에 주목하여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을 추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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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이 부정표현에 관한 특정 맥락 요인에 대해 주목

하게 하여 부정표현의 선택과 맥락 요인과의 관련성을 인식 및 탐구하게 하는 

방향이었다면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은 학습자로 하여금 표현된 선택뿐

만 아니라 ‘비선택’된 표현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게 하는 구성 방향이다. 정

확한 표현과 부정확한 표현, 적절한 표현과 부적절한 표현을 구분할 수 있는 기

준이 되는 정확성, 적절성과 달리 효과성은 효과적인 표현과 비효과적인 표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 표현은 효과적인 표현과 비효과적인 표현으로 양

분되지 않기 때문이며, 효과성 차원에서 표현을 선택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표현과 ‘덜 효과적인’ 표현을 구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맥락에서 선택될 수 

있는 선택항들을 나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이해의 국면에

서 효과성 차원의 표현 이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표현의 선택 과정에

서 구축하였을 선택항의 체계를 역추적하고, 그러한 선택항의 체계 내에서 각 

잠재적 선택항들의 표현 효과의 차이에 주목하는 사고를 필요로 한다. 가령 특

정 텍스트 내에 구현된‘없지 않다’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없지 않다’를 선

택한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고자 한다면, 먼저 ‘없지 않다’와 잠재적으로 

경쟁했을 선택항인 ‘있다’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없지 않다’의 표현 

효과를 맥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있다’의 표현 효과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을 추론하는 사고는 맥락 요

인을 잘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필자가 구축하였을 선택항 체계를 파악하는 데

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요컨대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은 부정표현

의 선택의 과정에 개입한 맥락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특정 맥락의 토

대 위에서 부정표현이 지닐 수 있는 표현의 효과에 대한 이해, 잠재적 선택항들

의 표현 효과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모두 필요로 하며, 학습자가 이를 토대로 

텍스트에 구현된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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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은 부정표현의 선택과 맥

락 요인의 관련성을 인식 및 탐구하게 하는 것이고,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

성’은 주어진 맥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항 간의 표현 효과의 

차이에 대해 인식 및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이므로 두 가

지 방향 모두 인식과 탐구 단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

다.

③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이 부정표현의 선택에 관여하는 맥락 요인들을 인

식 및 탐구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이며,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

이 선택항 간의 표현 효과의 차이에 대해 인식 및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이라면,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은  학습자

가 실제 텍스트를 이해 및 생산해 보도록 하는 구성 방향이다. 텍스트 이해의 

국면에서는 학습자들이 맥락 요인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실제 텍

스트에 드러난 부정표현에 담지된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맥락 요인들을 잘 고려하는 것이 곧 필자의 표현 의도에 대

한 파악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동일한 맥락의 토대에서도 필자가 지닌 

언어적 자원에 따라 언어 형식에 대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111) 텍스트 생산의 국면에서는 인식 및 탐구 차원

의 교육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형성한 능동적 앎이 글쓰기를 위한 수행적 지

식으로 전이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 방향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부정표현 교육 내용 구성의 정점에 놓

이는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 방향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부정

표현에 대해 주목하여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거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111) 맥락에 대한 이해가 곧 효과적인 표현의 생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가령 맥락에 대
한 이해를 토대로, 발화에 대한 독자의 예상 반응을 고려하여 메시지의 강도를 완화하
고자 한다면 ‘-것 같다’, ‘없지 않다’와 같은 완화적 표현들이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
다는 언어적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사적 전략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적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언어 주체일수록 보다 효과적인 표현을 생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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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부정표현을 통해 텍스트에 실현해 보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즉, ‘텍스

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은 앞선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이나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처럼 인식 및 탐구의 단계에서 그치는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이 아니라 실제 텍스트의 이해 및 생산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교육 내

용 구성 방향이다. 또한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은 부정표

현이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반영하여 필자의 표현 의도를 담지하고,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기여한다는 학습자의 인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술한 인식하기

와 탐구하기의 단계가 충실히 이행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 내용을 구현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텍스트 이해 및 생산 활동의 토대가 되는 인식 및 

탐구 단계에서는‘선택 고려 요인 중심의 구성’과 ‘표현 의도 중심의 구성’

의 방향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실제 텍스트의 이해 및 생산의 

단계에서는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2)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 선정

다음으로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이 담고 있어야 할 교육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바라는 교

육의 도달점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현재 처해있는 출발점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112)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는 연역적으로 설정한 교육적 구도에 의

해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현재의 학

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직관의 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

문이다. 즉, 학습자가 ‘어떻게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가’에 답하

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다.

번스(Byrnes, 2008; 강영하 역, 2011:6)에 따르면 학습자를 발달적 관점으로 보

는 교사는 자신을 방향성이 있는 긍정적 변화의 촉진자로 생각하며 “학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도록 

112) 듀이(Dewey)는 교육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현재 경험을 관찰하고, 이러한 
선행하는 경험 위에 기초되거나 연결되도록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Noddings, 2007; 박찬영 역, 2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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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학습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본고의 연구 주제와 관련지으면 “학습자가 성취하여야 하는 부정표현

에 대한 문법 지식은 무엇인가”로 재진술할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연역적으

로 설정한 교육적 구도에 의해 답할 수 있다. 반면 “학습자가 어떻게 목표 지

점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가”는, “본고에서 설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즉, “학

습자가 현재 지니고 있는 인식은 무엇인가”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서 Ⅲ장에서는 모어 학습자들이 일상 언어생활을 통해 형

성한 언어적 직관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이러한 언어적 

직관이 작용하는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교육의 실제를 설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습자들이 부정표현을 선택하는 양상은 ‘맥락 고

려 여부’, ‘선택항 체계 구성 여부’, ‘필자의 표현 의도 고려 여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5가지의 유형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 결

과의 교육적 시사점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을 정리한 바 있다. 

먼저 맥락 고려와 학습자들이 보인 특징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에 대

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의식적으

로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부정표현의 선택 상황에서 고려되었을 맥락 요인들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어 화자인 학

습자가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표현을 선택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부정표현과 관련된 수사적 전략

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표현에 대해 의식적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113) 또한 부정표

현에 대한 주목이 문장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학습자들에 대한 관찰을 토대

로, 학습자들이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표현의 효과성을 탐구할 수 있도록 견인할 

113) 앞서 ‘Ⅱ.5.1. 상호조율 수행 능력의 신장’에서는 기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
능은 자동성 무의식성을 특징으로 갖는 활동이지만 전략은 보다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이라고 구분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정표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며, 이는 언어 주체로 하여금 자신이 사용하
는 언어 표현에 대한 의식적 주목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의
식적으로 부정표현에 주목할 수 있는 활동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구체
적인 실례(實例)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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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함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맥락 고

려와 관련된 학습자의 특징을 ‘언어적 직관에 의한 인식’과 ‘문장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대한 주목 수행’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각각 인식의 차원과 탐구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 특징 교육적 접근

언어적 직관에 의한 인식 è
인식의 

차원

부정표현 선택에 

관여하는 맥락 요인 인식

문장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대한 주목 수행
è

탐구의

차원

맥락 요인에 따른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탐구

<그림 Ⅳ-2> 학습자의 특징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1

다음으로, 선택항 체계 구성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보인 특징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부정표현의 표현 효

과는 맥락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이해하고 텍스트

를 생성하는 국면에서 부정표현과 관련된 수사적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

정표현을 둘러싼 맥락 요인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택항 체계

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분석한 결과 글에 드

러난 텍스트 요인만을 토대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들을 발견할 수 있

었으며, 이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차이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 상황

을 둘러싼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맥락에서 선택될 수 있

는 선택항들을 다양하게 나열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단일 표현의 효과

성에만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선택항 

체계의 구성과 효과성 차원의 표현 선택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선택

항 체계 구성과 관련한 학습자의 특징을 ‘통사적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항 체

계 구성’과 ‘단일 표현의 효과성에만 주목’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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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적 접근을 각각 탐구의 차원과 인식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 특징 교육적 접근

통사적 정보를 토대로 한 

선택항 체계 구성
è

탐구의 

차원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차이 탐구 경험 제공

단일 표현의 효과성에만 주목 è
인식의

차원

선택항 체계의 구성과 효과성 

차원의 표현 선택 관계 인식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제공

<그림 Ⅳ-3> 학습자의 특징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2

다음으로 필자의 표현 의도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보인 특징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효과성 차원의 의사

소통이란 독자 입장에서는 텍스트에 실현된 표현의 효과를 인식하여 이를 토대

로 필자의 표현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독자로서는 텍스트를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텍스트를 통해 텍스트 생산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는 이해하

면서도 이를 필자의 표현 의도와 연계하여 사고하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텍스트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필자의 표현 의도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게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이상적인 학습자로 가정한 유형5의 학습자들은 맥

락 요인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표현의 선택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부정표현을 효과성 차

원에서 인식할 수 있는 학습자에 대해서는 부정표현을 유표적으로 활용하여 실

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필자의 표현 의도 고려’와 관련한 학습자의 특징을 

‘표현 의도 고려 못함’과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표현 선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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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학습자 특징 교육적 접근

필자의 표현 의도 고려 못함

인식의

차원

표현 의도와 표현의 선택 관계 

인식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제공
è

탐구의

차원

언어적 정보를 통해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는 탐구 경험 제공è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고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표현 선택

è
사용의

차원

부정표현을 유표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성해보는 활동 제공 

<그림 Ⅳ-4> 학습자의 특징과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3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은 

‘부정표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지 못하거나, 주목하더라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명

시적으로 인식하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견인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은 ‘맥락 요

인 중심의 구성’,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 ‘텍스트 생산 및 이해를 위

한 통합적 구성’의 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은 학습자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선정하였다. 우선 ‘맥락 고려’, ‘선택항 체계 구성’, ‘필자의 표현 의

도 고려’와 관련한 학습자의 특징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 방향을 

‘인식의 차원’, ‘탐구의 차원’, ‘사용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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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부정표현 선택하기

세부

교육

내용

구분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

인식의 

차원
부정표현 선택에 관여하는 맥락 요인 인식

탐구의

차원
맥락 요인에 따른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탐구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

인식의 

차원

선택항 체계 구성과 효과성 차원의

표현 선택 관계에 대한 인식

탐구의

차원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차이 탐구

ê ê ê ê ê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

인식의

차원
표현 의도와 표현의 선택 관계 인식

탐구의

차원
언어적 정보를 통해 필자의 표현 의도 탐구

사용의

차원

부정표현을 유표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성해보는 활동 수행

<표 Ⅳ-3> 표현 효과 중심 부정표현 교육의 내용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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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두 측면

본 연구는 부정표현이 텍스트 생산자의 다양한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

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언어 표지라는 점을 학습자들이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두며, 문법 지식은 모어 화자가 의미를 구성해 낼 수 있는 전략으로서의 지식이

어야 한다(주세형, 2005:25)는 관점에서 구체적인 부정표현의 사용 맥락으로서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에 주목한다. 부정표현 선택 과정은 그 자체로서 부정

표현을 활용하는 수행 과정이며, 학습자로 하여금 부정표현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경험 및 교육 내용을 제공하므로 이는 부정표현의 교육 내용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과 활동114)을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두 측면으로 보고자 한다.

교육 내용을 지식과 활동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 논의는 조영태(1998)에서 확

인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교육 내용의 두 측면을 지식과 활동으로 

본 바 있다. 이는 교과로서의 문법은 지식 교과이면서 동시에 활동 교과의 역할

을 해야 한다고 본 민현식(2008)의 논의와도 맥이 닿는다. 민현식(2008:189)에서 

연구자는 국어과의 모든 하위 영역은 지식과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문법도 

지식 교과이면서 활동 교과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115)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부정표현의 교육 내용은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하되, 

이것이 학습자의 삶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지식과 활동을 교육 내용의 두 측면을 이루는 축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지식과 활동은 기존의 문법교육에서와 같이 학습자에게 분절적이고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대신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제민경(2015:188)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문법교육의 교재를 살펴보면 문법과 관련된 거의 모

든 단원은 문법과 관련한 명시적인 지식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러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을 ‘내용’으로, 활동을 ‘방법’으로 구분한 결과인데, 조영태

114) 김명순(2003)에서는 활동(activity)을 행동(behavior)과 행위(action) 등의 유사개념
들과 구분한 바 있다. 연구자에 따르면 활동은 교육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적이고 
유목적적인 행위이다(김명순, 2003:112)

115) 민현식(2008)의 이러한 관점은 문법교육을 지식 교과로, 독서교육, 화법교육, 작문
교육을 활동 교과로 보는 이분법적 관점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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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7-2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과 활동은 내용과 방법으로 단순 범주

화되지 않는다.116) 학습자들은 결과로서의 부정표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부정

표현이 선택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언어적 삶과 연계될 수 

있는 지식을 제공받아야 한다.117)

이러한 지식과 활동의 통합은 텍스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배수찬

(2010:239-240)에서는 지식과 활동이 실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 통합적

으로 작용한다고 논의한 바 있으며, 제민경(2015:192)에서는 텍스트가 지식과 활

동을 연계하여 이것이 학습자의 앎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로서 작용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

현 교육은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전제로,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표현이라는 언

어 표지가 어떠한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될 수 있는지, 그러한 선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학습자들로 하여금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이다. 나아가 학습자가 이러한 탐구의 결과를 교실 밖의 실제 언어생활에 확

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동적 앎을 이끄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구안하는 부정표현 교육은 지식을 내용으

로, 활동을 방법으로 단순 구분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이들을 텍스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116) 조영태(1998:17-26)에서는 “명제(지식)”를 빛의 직진의 원리나 역학에 관한 명제 
등을 지칭하는 ‘학문적 명제’와 요리책에 쓰여져 있는 요리법, 자동차의 운전과 정비에 
관한 규칙과 같은 ‘규칙 명제’로 구분한다. 또한 활동은 요리나 정치와 같은 ‘실제적 활
동’과 활동 일반의 실행을 의미하는 ‘활동의 실행’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학문적 명제는 실제적 활동과 짝을 이루고, 규칙 명제는 활동의 실행과 짝을 이룬다. 
즉, 사람들이 학문적 명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때 대안으로 요청하는 바는 실제적 
활동이며, 규칙 명제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때 대안으로 요청하는 바는 활동의 실행
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지식과 활동을 각각 내용과 방법으로 대
응시켜 바라보는 대신, 교수적 차원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활동을 내포한다는 관점에서 
활동 또한 교육 내용의 한 측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117) 그러나 지식을 배제하고 활동 그 자체만을 교육 내용 조직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제민경(2015:191)에서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활동이고, 이를 통한 경험이어야 한다는 논지를 펴면서도, 경험은 그 자체적 체계를 구
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 조직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지식은 활동과 달리 계열성을 담지한 구조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활동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식을 교육 내용 선정 기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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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실제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이 

실제 교수·학습 내용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교수·학

습의 실제는 앞서 설정한 교육 내용 체계에 따라 ‘맥락 요인 중심 구성의 실

제’, ‘선택항 체계 중심 구성의 실제’,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

적 구성의 실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1. 맥락 요인 중심 구성의 실제:

맥락 요인 인식하고 표현 효과 탐구하기

‘맥락 요인 인식하고 표현 효과 탐구하기’ 단계의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현에 대하여 텍스트 생산자가 어떠한 맥락 요인들을 고

려하여 부정표현을 선택하였는지 추론해보게 함으로써 부정표현이 다양한 맥락 

요인들의 반영체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과 맥락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될 

수 있는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탐구하게 하는 것이다. 부정표현의 선택의 과

정과 결과는 맥락 요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시

적인 제시를 통해 맥락을 주고 이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언어적 표지의 목록

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효용이 없다. 대신 교사는 학습자

들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으로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맥락 요인 중심 구성의 실제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 (활동1-2) 다음 대화를 보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범: 내일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
희찬: 한국이 이길 가능성도 있지.
민재: 한국이 이길 가능성도 없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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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활동1》과 《활동2》는 학습자들에게 부정표현의 선택이 효과성 차원

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첫 단계로서, 활동을 위한 텍스트는 학

습자들에게 인지적 부담이 덜한 일상 대화를 담고 있다. “내일 한국이 이길 수 

118) 「기자포럼 연설문: 금융감독의 과제와 방향」, (2001. 05. 04)

《활동1》 희찬이가 말하는 ‘있다’와 민재가 말하는 ‘없지 않다’는 같은 뜻일
까?

《활동2》 왜 희찬이는 ‘있지’라고 하고 민재는 ‘없지 않지’라고 했을까?

※ (활동3) 다음 연설문을 보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IMF 위기 이후 정부는 투명한 경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습성화된 잘
못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는 미진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
서 올해를 불법 경제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투명한 경제 활동
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118)

《활동3》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왜 ‘있었습니다’ 대신 ‘없지 않았습니다’라
고 했을까?

<그림 Ⅳ-5> 맥락 요인 중심 구성의 실제: 활동1-활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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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라는 질문에 희찬과 민재는 둘 다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표현하였다. 다만 둘은 각각 “한국이 이길 가능성도 있지”, “한국이 

이길 가능성도 없지 않지”라고 다른 표현 형식을 선택하고 있다. ‘있다’와 

‘없다’는 중간항이 없는 상보반의어로서 ‘있다’와 ‘없지 않다’는 논리적

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있다’와 ‘없지 

않다’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119) 위의 텍스트에서, 민재는 ‘있지’ 대신에  

‘없지 않지’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의 승리 가능성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를 조

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1》에서 학습자들은 ‘있다’와 ‘없지 않다’가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닐지라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발견을 토대로, 학습자들은 《활동2》를 수행

하면서 이러한 차이에 대해 탐구해 봄으로써, ‘있다’와 ‘없지 않다’가 다른 

표현 의도에 의해 선택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 《활동3》

을 수행하면서, 같은 언어 형식인 ‘없지 않다’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 효과

를 지닐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 부정표현

은 맥락 요인이 달라짐에 따라 다르게 선택 될 수 있는, 다양한 맥락 요인들의 

반영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맥락에 따른 표현 효과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탐

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활동3》을 통한 이러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표현 

의도 중심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3.2. 선택항 체계 중심 구성의 실제:

맥락 요인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 구성하기

‘선택항 체계 중심 구성’은 선택항 간의 표현 효과 비교를 통해 효과성 차

119) 언어 사용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구되는데(서천수, 1999:2), 이를 
앨러튼(Allerton, 1975:213)에서는 ‘최소 노력의 법칙(law of least effort)’이라는 개념
으로 설명한 바 있다. ‘있다’와 ‘없지 않다’가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면, 부정표현은 긍정
표현에 비해 형태적으로 더 복잡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경제성의 원리를 위반하는 표현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언어 형식의 변화가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경제
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바(서천수, 1999:3), ‘없지 않다’라는 표현이 널리 통용되는 
사실로부터 ‘없지 않다’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있다’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추
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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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표현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맥락 요인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맥락 내에서 잠재적 선택항 간의 표현 효과의 차

이를 탐구하는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이다. 이는 ‘맥락 요인 중심 구성’과 연계

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부정표현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표현 효과를 낼 수 있으

며, 필자는 언어 형식 간의 표현 효과를 비교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

로 드러내기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선

택항 체계 중심 구성의 실제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자리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하반기에 고용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
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활동4》 밑줄 친 ‘쉽지 않다’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보
자.

《활동5》 밑줄 친 ‘쉽지 않다’ 대신 ‘어렵다’를 쓰면 표현의 효과가 어떻게 다
른지 비교해보자.

《활동6》 밑줄 친 부분에 ‘어렵다’ 대신 ‘쉽지 않다’를 쓴 필자의 의도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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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활동4~6》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부정표현과 함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잠재적 선택항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필자의 표현 의도까지 추론해 보는 활

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4》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쉽지 않다’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필자가 ‘쉽지 않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

다’ 대신 선택할 수 있었던 잠재적 선택항들에 대해 탐구하게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활동5》는 주어진 맥락에서 선택항별 표현 효과의 차이에 대해 탐

구하는 활동이다. 표현 효과는 ‘쉽지 않다’나 ‘어렵다’와 같은 언어 형식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개입

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활동5》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선택 과정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 요인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활동4》를 통해 선택항의 체계에 대해 인식하고, 《활동5》를 통해 선택항 

별 표현 효과의 차이를 탐구해보는 활동을 수행한 뒤, 학습자들은 이상의 수행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6》을 통해 필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실제 텍스트에 실현된 부정표현은 다양한 

잠재적 선택항 중에서 선택된 결과물이며, 이러한 선택은 효과성 차원에서 이루

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3.3.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의 실제

앞서 맥락 요인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 내용을 통해 부정표현의 선택에 관여

하는 맥락 요인에 따른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선택항 체계 중심으

로 구성된 교육 내용을 통해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차이에 대해 탐구한 학습

인지 생각해보자.

<그림 Ⅳ-6> 선택항 체계 중심 구성의 실제: 활동4-활동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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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이러한 앎을 교실 밖의 실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국면에서 능

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부정표현에 대한 학습자들의 앎이 읽기 

및 쓰기로, 수행적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학습자가 실제 텍스트를 이해 및 생산

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텍스트의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은 학

습자들이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부정표현에 담지된 필자의 의

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며,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부정표현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생산해 보는 활동이 중심이 된다.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의 실제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청나라 외교관, 세계 바다 지배한 대영제국 ‘실상’ 조국에 소개하다.>

 중국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한 통역관 장더이(張德彝, 1847-1918)는 여
러 차례 영국을 방문해 풍부한 여행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여덟 권의 세계견문록은 잘못된 내용이 적지 않은 탓에 그동안 큰 주목
을 받지 못했다. 본래 이질 문화와 첫 만남에서는 자신의 고유문화를 가
지고 새로운 사물이나 이념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장더이의 
여행기에 묘사된 영국은 편견 탓에 과장되거나 잘못 소개된 내용도 없지 
않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 영국 모습을 중국인에게 소개한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 장더이는 외교관 신분으로 도시 시설, 신문사, 수정궁, 감
옥, 의회, 종교, 기차, 전보, 의학, 악기 등 빅토리아 시대 영국 모습에 
대한 기록을 풍부한 자료로 남겼다. 이는 이방인이 바라본 당대 영국 문
명에 대한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있다.120)

《활동7》 문장㉠ ‘장더이의 ~ 않다’와 문장㉡ ‘빅토리아 ~ 있다.’ 중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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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활동7-9》는 학습자들이 부정표현에 대한 주목을 통해 실제 텍

스트를 이해해 보는 활동이다. 활동을 위한 텍스트는 청나라 통역관 장더이(張
德彝)와 그가 쓴 여덟 권의 여행기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

는 그동안 장더이의 저서들이 저평가를 받아 온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장더

이의 여행기는 일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기록으로 인정받을 가치가 있음

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장더이의 책의 내용에는 오류가 있다’라는 명제의 

정보는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정보가 아니며, 오히려 희석하고 싶은 정보에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글쓴이는 단정적인 표현인 ‘있다’ 대신 부분부정을 활

용한 완곡한 표현인 ‘없지 않다’를 사용하면서 해당 명제의 정보성을 격하시

키고 있다. 

《활동7》은 ‘장더이의 책에는 오류가 있다’와 ‘장더이의 책은 가치가 있

다’라는 어느 정도 상반되어 보이는 관점에서 쓰인 두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

120) 「해양문화의 명장면 <36> 장더이가 본 빅토리아 시대 영국 해양문명」, (2018. 
10. 23, 국제신문)

《활동8》 이 글을 쓴 필자가 문장㉠에서 ‘있다’ 대신 ‘없지 않다’를 선택한 표
현 의도를 생각해보자.

《활동9》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글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그림 Ⅳ-7>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의 실제1: 활동7-활동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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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게 하고, 이 중 글의 주된 관점에 부합하는 문장을 고르게 하는 활동

이다. 학습자들은 《활동7》을 통해 명제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해 볼 수 있으

며, 《활동8》에서는 이러한 명제 간의 관계에 따라 부정표현이 선택되는 양상

을 탐구해 보면서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탐구는 《활

동9》에서 글의 전체 내용에 대한 탐구로 확장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부정표현에 대해 주목하여 이를 토대로 실제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해 

보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수사적 전략을 위한 언어자원으로서의 부정표현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산해

보는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연예인 H가 방송에서 김부각을 만들어 먹는 모습을 선보여 화제가 되
고 있다. 김부각은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H가 공개한 김부각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찹쌀가루와 소금, 물을 잘 섞는다. 이후 
찹쌀가루를 중불에 은은히 끓이고 식힌 후 찹쌀풀을 김에 골고루 발라준
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김부각이 완성된다.

《활동10》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쉽다’ 대신 밑줄 친 ‘어렵지 않다’를 선택한 
이유를 글에 드러난 ‘김부각 만들기’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자.

※ ‘소년법 연령 하향’과 관련한 다음 주장들을 참고하여 짧은 글을 써보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
장과, 소년법 연령 하향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대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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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 연령 하향 찬성
- 소년법 연령은 1953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보다 높아

진 소년들의 정신적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
- 소년들이 자신들의 처벌 정도가 낮은 점을 악용하여, 소년 범죄 재범

률이 높다.

2. 소년법 연령 하향 반대
- 1953년에 비해 소년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일본에서는 소년의 형사처분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지만 범죄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활동11》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 중 한 
가지로 정해보자.

《활동12》 3개 이상의 부정표현을 사용하여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해 자신
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써 보자.

<그림 Ⅳ-8>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의 실제2: 

활동10-활동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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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활동은 주어진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의 선택 

여부를 고려하고, 이를 토대로 부정표현을 사용하여 실제 텍스트를 생산해 보는 

활동이다. 《활동10》을 위해 제시한 텍스트는, 김부각 만들기가 어렵다는 사람

들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만들기 어렵지 않다는 내용의 텍스트이다. 부정표현

은 예상 독자가 이미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내용을 부정하기 위해 사용되

기도 하는데, 위의 텍스트에서는 “김부각은 만들기 어렵다는 (예상 독자의) 인

식”을 부정하기 위해 ‘쉽다’ 대신 ‘어렵지 않다’가 선택되었다. 학습자들

은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활동10》을 통해 

부정표현은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필자의 표현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이어 학습자들은《활동11》과 《활동12》를 통해 부정표현을 활용하여 설득

하는 글을 써 보는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11》과 《활동12》를 위해 제시된 

주제는 ‘소년법 연령 하향’이며 학습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주장의 근거를 두 가지씩 제시하였다.121)122) 학

습자들은 이를 고려하여 논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stance)를 정하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 설정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설득하는 글쓰기를 수행

한다. 설득 텍스트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에서의 텍스트 수용자의 태

도를 변화(박재현, 2011:329)’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된 텍스트이며, 설득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은 ‘수학과 같은 일방적 증명의 과정이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한 독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민병곤, 2008:113)’이다. 즉 설득 텍스

트의 목적은 독자의 태도 변용123)에 있으며, 이를 위해 필자는 상대방을 고려한 

121)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의 근거는 2017년 11월 8일 서
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법무부 주최)’에서 진행된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기술하였다.

122)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 측의 근거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여건에 따라 학습자
가 스스로 조사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교
수·학습 현장을 전제로, 미리 논제와 관련한 찬성과 반대 측의 근거를 학습자에게 제시
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123)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측정 가능한 의사소통의 효과를 ‘태도 변용(attitude 
change)’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기존 태도의 변화, 기존 태도의 강화, 새로운 태도의 
형성’으로 세분화한 바 있다. 대부분의 설득 의사소통 행위에서는 자신과 동일한 태도
를 견지하는 ‘기존 태도의 강화’보다도 태도를 달리하는 상대측에 대한 ‘기존 태도의 변
화’나 ‘새로운 태도의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진다(장성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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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언어 표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활동11》과 《활동12》의 목적은 학

습자에게 수사적 전략을 위한 언어자원으로서의 부정표현을 통해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124)  학습자들

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경험은 부정표현에 대한 학습자들의 앎을 실제 텍스트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적 지식으로 전이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의 실행 및 효과

4.1. 효과 검증을 위한 교수·학습의 실행 개요

본 항에서는 앞서 ‘Ⅳ.3.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실제’에

서 제시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을 활용하여 실제 교수·학습

을 실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과정에 대해 요약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앞서 

‘Ⅲ.3. 중·고등학교 학습자의 학년 간 부정표현 선택 양상 비교를 통한 교육 

대상 학년 선정’에서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대상 학년으로 중

학교 3학년 이상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에 수업은 서울 소재 S 중학교 3학년 

두 학급을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두 학급 중 한 학급은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집단이었고 한 학급은 비교 집단이었다. 두 학급의 사전 동질

성 검증을 위해 앞서 3장에서 제작한 문항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두 집

단의 부정표현 선택 능력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125) 이에 군집 표집(cluster 

sampling) 방법을 적용하여 두 학급에 속한 학습자들을 모두 표본에 포함하였

다.126) 수업은 2018년 11월 6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실행되었으며127), 수업 중 

124) ‘경험’의 개념은 ‘활동’의 개념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김명순(2003:154)에서는 “활
동을 한다는 것은, ‘경험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하며, ‘경험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
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활동이 제공하는 ‘경험하는 과정 자체’를 교육적으로 유의
미하다고 보고 있다. 김은성(2006:185)에서는 문법교육에서 학습자가 마주해야 하는 
경험은 무목적적이고 무계획적인 경험이 아니라 문법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 경
험이며, 이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마주하는 것은 구성된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에게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적으로 의미를 지닌다.

125) 사전 동질성 검증의 구체적인 통계 분석 결과는 ‘4.2.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
수·학습의 효과’에서 제시하였다.

126) 군집 표집(cluster sampling)은 확률적 표집방법의 하나로서 최종의 표집단위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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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활동의 결과물은 교수·학습의 효과를 질적, 양적으로 검증하는 데 활용

하였다. 자료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자료 수집 대상 자료 수집 시기

S 중학교 3학년 학생 57명

(각 29명, 28명으로 구성된 2개의 학급)
2018년 11월 6일, 8일

구분 자료의 성격 및 수집 목적 자료 수집 과정

수업 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한 

부정표현 선택 과제

수업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학습자에게 부정표현 선택 

과제를 수행하게 함

수업 중
수업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행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지

실험 집단의 학습자에게 본고에서 

구안한 수업을 진행하고, 활동 수행 

내용을 활동지에 기록하게 함

수업 후
교수·학습의 효과 검증을 위한

부정표현 선택 과제

수업을 실시한 후 모든 학습자에게 

부정표현 선택 과제를 수행하게 함

<표 Ⅳ-4> 교수·학습의 효과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 개요

실험 집단에게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제공하였고, 비교 집단에

게는 기존 중학교 3학년 교과서의 부정표현 교육을 제공하였다. 효과 검증의 신

뢰성 제고를 위해 수업은 연구자가 아닌 현직 중학교 교사가 진행하였으며, 연

구자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 뒤편에서 수업을 관찰하였다.128) 집단별 

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위를 포함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구성의 상위집단을 
표집하는 방법이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

127) 본고에서 구안한 수업은 1차시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수업 실행의 과정에서는 사
전 동질성 검증과 사후 질문지 조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수업을 반으로 
나누어, 두 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128)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경력 3년의 현직 중학교 교사이며 S대 대학원에서 문법교육
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생이다. 본 수업을 실행하기에 앞서 해당 교사에게 본 연구
의 목표와 내용, 수업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가능한 한 연구자가 설계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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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험 집단

실험 집단에게는 ‘3.1.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실제’에서 제시

한 교수 학습 활동을 토대로 2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시 중반까지

는 학습자들에게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게 한 뒤, 남은 시간 

동안 수업의 절반 분량을 진행하였다. 남은 수업의 절반은 2차시 중반까지 진행

하였으며, 이후 남은 시간 동안 교수·학습의 효과 검증을 위한 부정표현 선택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수업은 교과서 대신 연구자가 ‘3.1. 표현 효과 중심

의 부정표현 교육의 실제’에서 제시한 교수 학습 활동을 토대로 만든 PPT와 

활동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2) 비교 집단

비교 집단 또한 2차시에 걸쳐 부정표현 수업을 제공받았다. 수업에 앞서 1차

시 중반까지는 학습자들에게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으

며, 1차시의 남은 시간과 2차시의 중반까지는 교사의 설명 중심으로 ‘우리말의 

문법 요소’수업을 진행하였다.129) 교수·학습 이후에는 실험 집단과 마찬가지

로 교수·학습의 효과 검증을 위한 부정표현 선택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구분 실험 집단 비교 집단

1차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한 부정표현 선택 과제 수행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

‘우리말의 문법 요소’ 

단원 교수·학습

2차시
교수·학습의 효과 검증을 위한 부정표현 선택 과제 수행

<표 Ⅳ-5>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교수·학습 진행 개요

내용대로 수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29) S 중학교는 국어 교과서로 노미숙 외(2009)를 채택하고 있었다. 비교 집단에게 제

공한 부정표현 교육은 현행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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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 집단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기존의 

부정표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는 평소와 같이 수업을 

할 것을 부탁하였다. 반면 실험 집단에 대해서는 앞서 ‘Ⅳ.3.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교수·학습의 실제’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활동지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이 수업 중 작성

한 활동지는 수업 종료 후 연구자에게 제출하게 하였으며, 이를 교수·학습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4.2.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의 실행

앞서 ‘Ⅳ.3.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실제’에서는 Ⅱ장에서

의 이론적 검토와 Ⅲ장에서의 학습자 관찰을 바탕으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

표현 교육 내용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을 실행하였는데, 본 항에서는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이 작성한 활동지 자료

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들의 수행 양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 

내용은 향후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발전시키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1) ‘맥락 요인 인식하고 표현 효과 탐구하기’의 학습자 수행 양상

‘맥락 요인 인식하고 표현 효과 탐구하기’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짧은 

대화를 제시하고, 부정표현이 다양한 맥락 요인에 따라 실제 의사소통의 장면에

서는 다양한 표현 효과를 의도하여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탐구하게 하

였다. 다음은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수행한 활동지의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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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1-2) 다음 대화를 보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인범: 내일 한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을까?
희찬: 한국이 이길 가능성도 있지.
민재: 한국이 이길 가능성도 없지 않지.

《활동1》 희찬이가 말하는 ‘있다’와 민재가 말하는 ‘없지 않다’는 같은 뜻일까?

《활동2》 왜 희찬이는 ‘있지’라고 하고 민재는 ‘없지 않지’라고 했을까?

‘맥락 요인 인식하고 표현 효과 탐구하기’단계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

현 교수·학습의 첫 단계로,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 표현의 선택 과정에는 다

양한 맥락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활동

1-2》의 단계에서는 PPT를 통해 “인범”과 “희찬”, “민재”가 대화하는 상

황을 묘사한 그림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구성

하고 있는 문자가 아니라 ‘대화의 상황’에 주목하게 하였다. 또한 교사는 학

습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여, 학습자들 간 탐

구의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이 ‘맥락 요인 인식하고 표현 효과 탐구하기’ 단계의 활동을 수행

하기 전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있다’와 ‘없지 않다’가 중간항을 두지 않

는 상보적 반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탐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있다’와 ‘없지 않다’가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활동1》에 대해 ‘다르다(G-4)’, ‘다른 

뜻이다(G-13)’, ‘조금은 다르다(G-32)’ 등으로 답함으로써, ‘있다’와 ‘없

지 않다’가 실제 의사소통의 장면에서는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논리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 표현이 실제 의사소통의 장면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은 《활동2》를 통해 부정표현이 표현 

효과를 위해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간다. 다음은 《활동

2》의 문항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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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 희찬이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민재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말하고 있다.

G-19: 인범이가 한국과 독일 중 어디를 응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인범이가 한국을 응원한다면 희찬이처럼 말할 것이고 인범이

가 독일을 응원한다면 민재처럼 말할 것이다.

일부 학습자들의 경우 ‘그냥(G-2)’, ‘모르겠습니다(G-41)’와 같이 《활동

2》의 문항에 대한 답을 탐구하는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

으나, 학습자 G-5나 G-19와 같이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희찬”과 “민재”의 

표현 의도를 탐구하여 응답한 학습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G-5의 경우 “희찬”은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있지’를 

선택하였으며, “민재”는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없지 않지’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G-5는 부정표현의 선택이 효과성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명제에 대한 확신성의 정도에 따라 표현의 선택

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G-19의 경우 

청자인 “인범”이 한국과 독일 중 어디를 응원하는가에 따라 답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G-19는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선택이 수신자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활동1-2》를 마친 후, 교사는 학습자들이 《활동1-2》를 통해 탐

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3》을 수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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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3) 다음 연설문을 보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IMF 위기 이후 정부는 투명한 경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습성화된 잘
못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는 미진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를 불법 경제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투명한 경제 활동을 위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활동3》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왜 ‘있었습니다’ 대신 ‘없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을까?

《활동3》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 텍스트에 사용된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에 개입하였을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해 보게 하는 활

동이다. 《활동3》의 문항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 예시는 다음과 같다.

G-27 :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듣는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아

서

G-51 : 미진한 면이 있다고 확신하기에는 책임지기 힘드므로.

학습자 G-27은 텍스트 생산자가 수신자를 고려하여 ‘있었습니다’ 대신 

‘없지 않았습니다’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G-27은 필자

가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예상 반응을 고려하여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음

을 추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G-51의 경우에는 텍스트 생산자가 자신

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없지 않았습니다’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G-51은 학습자 G-27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과정에 

수신자에 대한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추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텍스트 생

산자가 발화의 강도를 조절하고 완화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음을 추론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1-3》의 탐구 활동을 통해, 부정표현의 선택 과정에는 다양한 맥락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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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개입하며 텍스트 생산자는 다양한 표현 효과를 의도하여 부정표현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학습자들은 ‘맥락 요인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 구

성하기’의 단계로 나아간다.

(2) ‘맥락 요인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 구성하기’의 학습자 수행 양상

‘맥락 요인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 구성하기’ 단계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

제 텍스트에 선택된 표현에 주목하여, 해당 표현의 선택 단계에서 잠재적으로 

고려되었으나 최종 선택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 탐구하게 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설계되었다. 앞서 ‘Ⅱ.2.1. 표현의 구성 요소와 표현의 선택 과정’

에서는 표현의 선택 단계에서 언어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표현 형식의 후보는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모든 표현은 한정된 선택항의 체계 내에

서 선택된 결과물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본 단계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 텍스트에 사용된 표현은 잠재적 표현 형식 후보들과의 비교를 통해 선택

된 표현임을 인식하게 하고, 필자가 체계 내 선택항 중 해당 표현을 선택한 이

유에 대해 탐구하게 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자리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하반기에 고용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활동4》 밑줄 친 ‘쉽지 않다’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보자.

《활동5》 밑줄 친 ‘쉽지 않다’ 대신 ‘어렵다’를 쓰면 표현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해보자.

《활동6》 밑줄 친 부분에 ‘어렵다’ 대신 ‘쉽지 않다’를 쓴 필자의 의도가 무엇인
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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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4-6》을 위해 제시한 텍스트는 실제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필자가 가

상적으로 생성한 텍스트로서, 원문의 단어를 비교적 쉬운 단어로 교체하였고, 

내용의 수정을 통해 맥락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였다. 이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부정표현을 효과성 차원에서 주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활동4》의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발화의 내용을 크게 수정하

지 않는 선에서 대체 표현에 대해 탐구하도록 학습자들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일부 학습자들은 ‘쉽다’를 응답하기도 하여(학습자 G-28 등), 성공적으로 탐

구를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어렵다

(G-14)’, ‘곤란하다(G-37)’ 등을 답하며 어렵지 않게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

을 보였다.

《활동5》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에 드러난 표현과, 해당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고려되었을 표현 후보 간의 표현 효과의 차이에 대해 탐

구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활동5》에 대한 학습

자들의 구체적인 수행 양상은 다음과 같다.

G-9 : ‘쉽지 않다’는 ‘어렵다’는 것을 숨기기 때문에

G-16 : ‘쉽지 않다’에 비해 ‘어렵다’는 단호해 보인다.

학습자 G-9와 학습자 G-16은 모두 《활동4》의 문항에 대해 ‘어렵다’라고 

응답한 학습자들이다. 《활동5》를 위해 제시된 문항에 대해, 학습자 G-9는 

‘쉽지 않다’는 ‘어렵다’는 메시지를 은폐하기 위해 선택될 수 있다고 응답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 G-9는 ‘쉽지 않다’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으로 경쟁하였을 표현 형식인 ‘어렵다’를 추론해 내고, 각 표현 간 표현의 효

과에 차이가 있음을 탐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G-16은 ‘쉽지 

않다’를 선택했을 때보다 ‘어렵다’를 선택했을 때 발화의 강도가 높아진다

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G-16 역시 ‘쉽지 않다’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필자가 구성하였을 선택항 체계를 추론하고, 각 표현을 선택하였을 때 

발현될 수 있었을 잠재적 표현 효과에 대해 탐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G-9와 학습자 G-16이《활동5》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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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 대한 이들의 응답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활동

6》에 대한 학습자 G-9와 학습자 G-16의 구체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G-9 : 표현 내용을 약하게 하고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는 ‘쉽지 않

다’가 적절하다.

G-16 :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렵다’는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를 쓴다.

‘쉽지 않다’의 선택 과정에 개입한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도

록 요구하는 《활동6》의 문항에 대해, 학습자 G-9는 표현 내용을 완화하여 전

달하기 위해 ‘쉽지 않다’가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습자 

G-16은 ‘어렵다’에 비해 ‘쉽지 않다’를 선택했을 때 발화의 강도가 완화된

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습자 G-9와 학습자 G-16은 텍스트 생산자가 

해당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구성하였을 선택항의 체계를 추론하고 이들 표현 

간의 표현 효과를 비교하여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는 탐구 활동

을 적절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텍스트 이해하기 및 텍스트 생산하기’의 학습자 수행 양상

《활동1-6》을 통해,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필자는 다양한 맥락 요인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항의 체계를 구성하고, 표현 형식 후보들 간 표현 효과의 

비교를 통해 최종 표현을 선택한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한 학습자들은 ‘텍스트 

이해하기 및 생산하기’의 단계로 나아간다. 우선 학습자들이 ‘텍스트 이해하

기’단계의 탐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활동7-9》는 다음과 같다.

※ 다음 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청나라 외교관, 세계 바다 지배한 대영제국 ‘실상’ 조국에 소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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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Ⅱ.3.3. 부정표현의 선택 고려 요인’에서는 필자가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선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동등한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으며, 글의 객관성

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주장과 대립되는 의견도 글에 같이 실을 수 있는데, 

이때 부분부정을 통해 해당 명제의 정보성을 격하시킬 수 있음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활동7》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필자가 강조하

고자 하는 정보와 은폐하고자 하는 정보를 구분해보도록 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에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문장 ㉠과 문장 ㉡ 중, 

문장 ㉠이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활동8》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필자가 표현의 선택 과정에서 ‘있다’ 대신 

‘없지 않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요구한다. 《활동8》에 제

시된 문항에 대해 일부 학습자의 경우 ‘있어 보이려고(G-23)’, ‘그냥

(G-46)’이라고 답하는 등 탐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다음 학습자들의 경우 성공적으로 탐구를 수행한 사례를 보여준다.

G-8 :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 내용을 약화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싶었

기 때문이다.

 … 물론 ㉠장더이의 여행기에 묘사된 영국은 편견 탓에 과장되거나 잘
못 소개된 내용도 없지 않다. 하지만 ㉡빅토리아 시대 영국 모습을 중국
인에게 소개한 것만으로 가치가 있다. …

《활동7》 문장㉠ ‘장더이의 ~ 않다’와 문장㉡ ‘빅토리아 ~ 있다.’ 중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

《활동8》 이 글을 쓴 필자가 문장㉠에서 ‘있다’ 대신 ‘없지 않다’를 선택한 표
현 의도를 생각해보자.

《활동9》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글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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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 : 장더이의 잘못을 숨기고 ㉡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학습자 G-8은 “필자가 문장㉠에서 ‘있다’ 대신 ‘없지 않다’를 선택한 

표현 의도”에 대해 문장 ㉠의 발화를 완화하고, 뒤에 제시되는 문장 ㉡을 강조

하기 위함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 G-8은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해당 

텍스트 내에서 문장 ㉠은 필자가 정보성을 격하하고자 하는 명제를 담고 있다

는 것을 탐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G-11 역시 “장더이의 잘

못을 숨기고 ㉡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에서 부정표현을 사용했다고 

답함으로써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은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구분

하였음을 보였다.

《활동9》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텍스트에 담긴 필자의 태도를 텍스트에 실현

된 표현을 통해 역추적하게 하는 활동이며, 대체로 《활동8》을 잘 수행한 학습

자들이 《활동9》 역시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습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활동7-9》를 통해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이해하는 탐구 활동을 수행

한 학습자들은 다음의 《활동11-12》를 통해 직접 수사적 전략을 위한 언어적 

자원으로서의 부정표현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산해 보는 활동을 수행하였

다.130)

130) 《활동10》은 학습자들이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부정표현은 필자가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
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내용
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만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적절하게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 ‘소년법 연령 하향’과 관련한 다음 주장들을 참고하여 짧은 글을 써보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법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
과, 소년법 연령 하향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대치되고 있다. …

《활동11》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 중 한 가
지로 정해보자.

《활동12》 3개 이상의 부정표현을 사용하여 ‘소년법 연령 하향’에 대해 자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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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1-12》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논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써 보도록 하였

다. 《활동11-12》의 핵심은 내용 생성이 아니라 수사적 전략을 위한 언어자원

으로서의 부정표현을 통해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볼 수 있는 

경험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논제에 대한 양측의 근거에 대해서

는 연구자가 정리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내용 

생성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활동12》에서 학습자

들이 쓴 글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G-17 학습자의 글]

나는 소년법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 현재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성인

까지 4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어른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데 소년법에 대해서는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것은 책임을 피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처럼 청소년이 미숙한 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미숙하

다고 봐주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

럼 청소년이 미숙한 점이 있지만 청소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에, 서로 확실히 증명할 근

거도 없고 소년법 하향 후 범죄율이 일본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향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소년법 하향에 

찬성하는 바이다.

G-17 학습자의 경우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효

과적으로 드러내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하여, ‘되지 않

는다’, ‘물론~없지 않다’ 등의 부정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외에도 많은 학습자들이 수사적 전략을 위한 언어자원으로서의 부정표현

을 활용하여 자신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 보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을 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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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의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확장된 부정표현 교육 내용을 통해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앎을 

토대로 실제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개별 사례에 

대한 기술의 목적은 향후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실행하는 데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이 자체가 곧 본고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효과를 담

보하지는 않는다. 이에 다음 항에서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3.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의 효과

본 항에서는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을 제공받은 실험 집단과, 이를 제공받지 않고 현행 

부정표현 교육을 제공받은 비교 집단의 부정표현 선택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응답 자료는 SPSS 23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수·학습 효과 검증에 앞서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해 두 집

단의 실험 전 부정표현 선택 과제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하였다. 동질성 검증

의 대상 항목은 Ⅲ장에서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능

력’의 세부 구성 요소로 선정한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능력’,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 ‘표현 의

도를 고려하는 능력’이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131)

131)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표본 크기는 각각 29와 28이며, 두 집단 모두 표본의 크
기가 30 미만이므로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
모수검정(non-parametric test)인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동
질성을 검증하였다. 2개 이상의 범주를 갖고 있는 범주형 자료에 관해서는 관찰치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허순
영 외, 20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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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제곱

파이 

계수

유의

확률

맥락 고려 .019 -.018 .889

선택항 체계 구성 .153 .052 .696

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 .006 -.010 .940

표현 의도 고려 .205 -.060 .706132)

<표 Ⅳ-6>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카이제곱 검정을 통한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맥락 고려’ 

항목의 카이제곱 값은 .019이고 유의확률은 .889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능력의 차이는 같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

지 않는다. 따라서 두 집단 간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선택항 체계 구성’ 항목의 카이제곱 값은 .153이고 

유의확률은 .696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 항목

의 카이제곱 값은 .006이고 유의확률은 .940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현 

의도 고려’ 항목의 카이제곱 값은 .205이고 유의확률은 940이므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는 효과성 차원에서 부정표

현을 선택하는 능력 수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132) ‘표현 의도를 고려하는 능력’ 항목에 대한 카이제곱 동질성 검증 과정에서 교차분석
을 실시한 결과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2개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사 
유의확률 값을 취하지 않고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정확 유의확률 값 .706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교차분석 결과 5
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갖는 셀이 없어 정확 검정을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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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표현 선택 과정 유형 변화

<그림 Ⅳ-9> 집단별 부정표현 선택 과정 유형 변화

집단별 부정표현 선택 과정의 사전·사후 유형 변화는 위의 누적형 막대 그

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다. 비교 집단의 사전·사후 유형 변화를 

보면 유형2의 비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수·학습 이전에는 

25%의 학습자들이 속해 있던 유형2는 교수·학습 이후 50%까지 증가하며 25%p

나 되는 비율 상승을 보인다. 유형5와 유형4에 속하는 학습자의 비율 변동은 없

었다(각각, 14%→14%, 11%→11%). 반면 유형1과 유형3에 속하는 학습자의 비율

은 각각 21%에서 11%로, 29%에서 14%로 현저하게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사전 검사에서 유형1과 유형3에 해당하던 학습자의 상당수는 교

수·학습 이후 유형2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부정표현에 

대한 교수·학습을 통해 부정표현에 대해 주목하는 학습자의 비율이 증가한 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형4의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유형5의 비율 변동

은 없는 것을 통해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주목하는 학습자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문장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주목하는 학습자의 수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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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험 집단의 경우 교수·학습 이후 유형1~유형4의 비율은 모두 감소하

였고, 유형5의 비율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유형2에 속하는 학습자

의 비율은 교수·학습 이후 현저하게 감소하였는데(31%→7%),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기존에는 문장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주목하던 학습자들이 교수·학습 이

후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표현을 주목하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수·학습을 통한 학습자의 변화 양상

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맥락의 적절한 고려’, ‘선택항 체계 구성’, 

‘표현 의도 고려’의 세 항목별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맥락의 적절한 고려 여부의 변화

집단별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부정표현을 선택한 학습자의 사전·사후 

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이 누적형 막대 그래프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Ⅳ-10> 집단별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한 학습자 비율 변화

위의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비교 집단은 교수·학습 이후 맥락을 적절

하게 고려한 학습자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실험 집단은 교수·학습 이

후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한 학습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교

수·학습 이후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한 학습자의 비율은 비교 집단이 38%,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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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집단이 83%로, 두 집단 간의 45%p라는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

수·학습 이후의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표현 

선택을 수행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표현 선택을 수행

카이 

제곱

파이 

계수

유의 

확률

실험 집단
24명

(83%)

5명

(17%)

12.176 .458 .000

비교 집단
11명

(39%)

17명

(61%)

<표 Ⅳ-7>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한 학습자 비율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값이 12.176일 때 유의확률은 .000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능력의 차이는 없다’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여 교수·학습 이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선택항 체계 구성 여부의 변화

교수·학습 이후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수와 비율을 집단별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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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여 표현 선택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고

표현 선택을 수행

카이 

제곱

파이 

계수

유의 

확률

실험 집단
21명

(72%)

8명

(28%)

.090 -.039 .764

비교 집단
21명

(75%)

7명

(25%)

<표 Ⅳ-8>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 비율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수와 비율은 실

험 집단(21명, 72%)과 비교 집단(21명, 75%)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봐도, 카이제곱 값이 .090일 때 유의확률은 .764로, 유의수준 .05에

서 ‘두 집단 간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의 차이는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여 교수·학습 이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선택항 체계를 구

성하는 능력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서 Ⅲ장에서는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경우의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구

성한 선택항 체계의 질에 따라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와 불완전

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로 구분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집단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여 부정표현을 선택한 학습자의 

사전·사후 비율 변화는 누적형 막대 그래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

다.



- 188 -

<그림 Ⅳ-11> 집단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 비율 변화 

위의 그래프를 보면 비교 집단의 경우 교수·학습 이후에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실험 집단의 경우에는 교수·학

습 이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교수·학습 이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

자의 비율은 비교 집단이 25%, 실험 집단이 66%로, 두 집단 간의 41%p라는 현

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학습 이후의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

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완전한 선택항 

체계 구성

완전한 선택항 

체계 미구성

카이 

제곱

파이 

계수

유의 

확률

실험 집단
19명

(72%)

10명

(28%)

10.038 .416 .002

비교 집단
7명

(25%)

21명

(75%)

<표 Ⅳ-9>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 비율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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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제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값이 10.038일 때 유의확률은 .002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의 차이는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교수·학습 이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 완전한 선택

항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표현 의도 고려 여부의 변화

집단별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부정표현을 선택한 학습자의 

사전·사후 비율 변화는 다음과 같이 누적형 막대 그래프를 통해 제시할 수 있

다.

<그림 Ⅳ-12> 집단별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한 학습자 비율 변화

위의 그래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비교 집단의 경우에는 교수·학습 이후 텍

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한 학습자의 비율에 변동이 없으나, 실험 집단

의 경우에는 교수·학습 이후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한 학습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교수·학습 이후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한 학습자의 비율은 비교 집단이 14%, 실험 집단이 59%로, 두 집단 

간의 45%p라는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수·학습 이후의 실험 집단

과 비교 집단 간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카이제

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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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 고려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 

고려 못함

카이 

제곱

파이 

계수

유의 

확률

실험 집단
17명

(59%)

12명

(41%)

10.545 .426
.003

133)

비교 집단
4명

(14%)

24명

(86%)

<표 Ⅳ-10> 표현 의도를 고려한 학습자 비율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 카이제곱 값이 10.545일 때 유의확률은 .001로, 유의수준 

.05에서 ‘두 집단 간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표현을 선택하는 

능력의 차이는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교수·학습 이후 실험 집단과 비

교 집단 간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능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의 교수·학습 실행 및 효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하여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주목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의 경우 교수·학습 실행 후, 

비교 집단의 학습자들에 비하여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사실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은 텍스트 차원에서 부정표현에 

주목하여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고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었다. 반면 

비교 집단의 경우 부정표현 자체에 주목하는 학습자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문

장 차원의 주목을 벗어나지 못해 최종 부정표현 선택의 단계에서 효과성 차원

의 선택까지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둘째, 실험 집단은 비교 집단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

였다.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

133) ‘표현 의도 고려’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기대 빈도가 5 이하인 셀이 존재하여 
근사 유의확률을 취하지 않고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거쳐 구한 정
확 유의확률 값을 취하였다. 표에 제시한 유의확률은 정확 유의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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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은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먼저 비교 집단의 경우에는 교수·학습 실행 

후,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수와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하였지만, 완전

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수와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실험 집

단의 학습자들의 경우 완전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학습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실험 집단의 학습자들이 부정표현의 선택 고

려 요인들을 탐구해 보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부정표현 선택의 기준을 정확성

과 적절성에서 효과성까지 확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표현을 선택한 학습자의 수와 

비율에 있어서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 집단의 경우 교수·학습 실행 후에도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

한 학습자의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비교 집단의 학습자 중 단 14%의 학습

자만이 표현 의도를 고려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실험 집단

의 경우에는 교수·학습 실행 후에도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한 학

습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부정표현이 단

순히 사태를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해 쓰일 뿐만 아니라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유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부정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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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정표현이 효과성 차원에서 선택되는 양상을 밝히고, 부정표

현에 대한 학습자들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조사하여, 이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들이 텍스트의 생산과 이해의 국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도

록 견인할 수 있는 부정표현 교육 내용을 구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기존의 부정표현과 관련된 교육 내용에서는 통사적인 차원에서 부정표현의 

형식적 특성과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부정표현은 문장 내에서 

단순히 사태나 명제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기 위해 선택되지 않으며, 필자는 의사

소통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부정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법성, 용인성, 적절

성 차원을 넘어선 효과성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며, 부정표현을 둘러싼 맥락과 

필자의 표현 의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들을 포괄하는, 확

장된 차원의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존에는 주로 통사론적 관점에서 

정의되어온 부정표현의 개념을 부정표현의 개념을 의미론적 관점을 포괄하는 

확장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하였다. 또한 텍스트의 생성과 이해의 국면에서 수행

적 지식으로 전이될 수 있는 문법 지식의 교육을 목표로 하는 표현 효과 중심

의 문법교육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적 관점에서 부정표현의 교육

적 의의를 확보하였다. 이어 기존 논의를 토대로 부정표현 발현의 배경과 기제

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텍스트에서 어떠한 표현 효과를 위해 

선택될 수 있는지 고찰하였다. 

이와 더불어 교사 인식 조사를 통해 현행 부정표현 교육의 실태를 조사하였

는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정표현 교육 내용의 개선이 보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학습자 조사를 통해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Ⅱ장의 고찰을 토대로 만든 질문지를 통해 학습자들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을 관찰하였고, ‘맥락 고려 여부’, ‘선택항 체계 구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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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현 의도 고려 여부’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이들을 다섯 유형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총 다섯 유형의 학습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유형 맥락
선택항

체계 

표현 

의도
설명

➊ 고려

못함
미구성 -

부정표현 선택의 과정에서 맥락을 고려하지 못

하고 선택항 체계도 구성하지 못한 경우

➋ 고려

못함
구성 -

맥락에 대한 고려에 기반하지 않은 선택항 간 

비교를 수행한 경우

➌ 고려 미구성 -
맥락을 고려하였으나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➍ 고려 구성
고려

못함

맥락을 고려하여 선택항 간 비교를 수행하였으

나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하지 못한 경우

➎ 고려 구성 고려

맥락을 고려하고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비교

를 수행하였으며 필자의 표현 의도를 고려한 

경우

이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습자 자료를 학년별로 비교

하여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대상 학년으로 중학교 3학년 이상을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부정표현 선택 과정 관찰 결과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인식 및 탐구의 필요’, ‘맥락 고려에 기초한 선택항 체계 구성의 필요’, 

‘수행적 지식으로의 확장적 전이 필요’라는 세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

다.

Ⅳ장에서는 Ⅲ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 구성의 체계와 방향, 실제를 제시한 후, 이를 실행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교육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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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부정표현 선택하기

세부

교육

내용

구분 맥락 요인 중심의 구성

인식의 

차원
부정표현 선택에 관여하는 맥락 요인 인식

탐구의

차원
맥락 요인에 따른 부정표현의 표현 효과 탐구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

인식의 

차원

선택항 체계 구성과 효과성 차원의

표현 선택 관계에 대한 인식

탐구의

차원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차이 탐구

ê ê ê ê ê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

인식의

차원
표현 의도와 표현의 선택 관계 인식

탐구의

차원
언어적 정보를 통해 필자의 표현 의도 탐구

사용의

차원

부정표현을 유표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생성해보는 활동 수행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의 목표는 인식, 탐구, 

사용의 단계로 나아가며, ‘부정표현이 필자의 표현 의도를 효과적이고 전략적

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언어적 자원임을 인식한다.’, ‘텍스트를 둘러싼 여러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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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정표현의 의미기능이 달라지는 양상을 탐구한다.’, 

‘텍스트의 이해와 생산의 국면에서,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고려하여 부정표현

에 담긴 필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

한 수사적 전략의 자원으로서 부정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로, 세 차원에서 교

육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은 부정표현의 선택에 관여하는 맥락 요인을 중심으로, 

부정표현이 선택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부정표현을 탐구하는 ‘맥락 요인 중심

의 구성’, 다양한 맥락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 선택항들을 추론

하고, 선택항 간 표현 효과의 차이를 탐구하는‘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 학

습자가 필자의 표현 의도를 추론하여 텍스트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부

정표현을 유표적으로 활용하여 텍스트를 직접 생산해보는 ‘텍스트 이해 및 생

산을 위한 통합적 구성’의 세 방향으로 구분하여 그 실제를 제시하였다. ‘맥

락 요인 중심의 구성’과 ‘선택항 체계 중심의 구성’은 인식 및 탐구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이며,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통합 구

성’의 실제에서는 앞선 구성 방향들의 인식과 탐구 활동을 토대로, 부정표현에 

관한 문법 지식이 읽기와 쓰기를 위한 수행적 지식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실제 

텍스트를 이해 및 생산해보는 활동으로 이어진다. 이어 이상의 연구에 기초하여 

마련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을 토대로 1차시의 수업을 구성하

였으며, 수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문법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상정하고, 이에 따라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표현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안한 표현 효과 중심의 부정

표현 교육은 수사적 전략을 위한 언어적 자원을 증대시키고, 언어 표현의 주목

을 통한 언어적 민감성을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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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교사용 설문지]

다음 설문은 글의 이해와 글쓰기를 위한 언어자원으로서의 ‘부정표현’과 관련
된 개인 연구를 위한 것으로, 설문 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김범진
 illinit@snu.ac.kr

[기본 정보]

∙ 재직 학교급: 중학교(            )   고등학교(            )
∙ 총 교직 경력: 중학교(      )년 고등학교(       )년

1. 수업 시간에 부정표현을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가르쳐 본 적이 있다.                            ② 가르쳐 본 적이 없다.

1-1. (①을 선택한 경우에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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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②를 선택한 경우에만) 부정표현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시다면 자유
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2. 부정표현이 단순히 명제에 대한 부정이나 부인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필자의 의
도와 전략에 따라 선택되기도 한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고 생각하십니까?

예) 

1) 하지만 1차전의 결과가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은 수비의 불안을 노출했고, 일본은 2차전에서 이 부분을 집요하게 노릴 
가능성이 있다.

☞ 단순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제3의 판단을 드러냄. 
   

2)　그의 결정에 가족 문제가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

만 그의 일기장을 보면 금전 문제가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혔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발화의 강도를 조절(약화)함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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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번 문항에 해당 선지를 고른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3. 현재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부정표현 교육 내용이 2번의 교육 내용을 실행
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합하다          ② 대체로 적합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적합하지 않다.     √⑤ 전혀 적합하지 않다.

4.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부정표현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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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학습자 1차 인식 측정지]

다음 설문은 글의 이해와 글쓰기를 위한 언어자원으로서의 ‘부정표현’과 관련된 개인 
연구를 위한 것으로, 설문 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김범진
illinit@snu.ac.kr

1. 아래는 학생이 교지에 실은 글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해 주세요.

 나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첫째, 인간의 결정이 ①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인 인간이라
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 번 사형을 하고 나면 오판의 희생자에게 보상을 해 
줄 방법이 없다. 둘째,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
숨을 빼앗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②옳지 못하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③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존중 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
권이 있다. 셋째, 사형 제도는 악용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형 제도는 통치자의 권력
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들어서서 사형 제도
를 악용하지 ④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나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밑줄 친 부정표현 중 고치고 싶은 표현이 있나요? 있다면 왜 고치고 싶나
요?

답

1-2. 밑줄 친 표현이 모두 적절하다면(고치고 싶은 표현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
엇인가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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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문장을 ㄱ에서 ㄴ으로 바꾸었을 때, 어느 정도로 의미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나요?

ㄱ. 다음에도 반드시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ㄴ. 다음에도 반드시 한국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1. 위의 문장을 ㄱ에서 ㄴ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생기나요?

답

3. 다음 문장을 ㄱ에서 ㄴ으로 바꾸었을 때, 어느 정도로 의미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나요?

ㄱ.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ㄴ.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① 큰 차이가 생긴다. ② 조금 차이가 생긴다. 
③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④ 거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3-1. 위의 문장을 ㄱ에서 ㄴ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생기나요?

답

① 큰 차이가 생긴다. ② 조금 차이가 생긴다. 
③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④ 거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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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문장을 ㄱ에서 ㄴ으로 바꾸었을 때, 어느 정도로 의미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나요?

ㄱ.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ㄴ. 참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① 큰 차이가 생긴다. ② 조금 차이가 생긴다. 
③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④ 거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4-1. 위의 문장을 ㄱ에서 ㄴ으로 바꾸었을 때, 어떤 의미 차이가 생기나요?

답

5. 글을 읽을 때, 부정표현에 대하여 인식을 하면서 읽습니까?

① 항상 인식한다 ② 대체로 인식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인식하지 않는다
⑤ 인식해 본 적이 없다

6. 본인은 글을 쓸 때 부정표현들을 사용하나요? 사용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사
용하나요? 자유롭게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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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학습자 2차 인식 측정지]

다음 설문은 글의 이해와 글쓰기를 위한 언어자원으로서의 ‘부정표현’과 관련된 

개인 연구를 위한 것으로, 설문 결과는 연구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설문지는 총 8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김범진

illinit@snu.ac.kr

[1~8] 다음 예시를 보고 1번부터 8번까지 문항에 답해 주세요.

[예시] ①이나 ②의 표현이 밑줄 친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경우, 의미가 얼마나 달

라지는지 문맥을 고려해서 생각해보고 ‘㉠ 매우 다르다’부터 ‘㉤ 완전히 같다’까

지의 다섯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넣고 싶은 표현을 선택하

고, 왜 그 표현을 선택하고 싶은지 써 주세요. 

예시  

조금만 더 참자. 다음 코너만 돌면 거기서부터 결승선까지는 (않다)        )

① 가깝다 ② 멀지 않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여기에는 왜 해당 표현을 선택했는지, 여러분이 생각한 이유를 

자유롭게 써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자세히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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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글은 모두 신문기사입니다. ①이나 ②의 표현이 밑줄 친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경우,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문맥을 고려해서 생각해보고 ‘㉠ 매우 다르

다’부터 ‘㉤ 완전히 같다’까지의 다섯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넣고 싶은 표현을 선택하고, 왜 그 표현을 선택하고 싶은지 써 주세요. 

1

우리나라는 각종 건강지표로 볼 때 최고 수준의 건강 상태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누리고 있는데도 환자와 의사 관계는 최악을 달리고 있다. 물론 환자들이 진료를 받다 
보면 의사의 태도나 말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한정
된 자원으로 분초를 다투며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응급실 등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결국 전체적인 환자의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된
다.

① 있다 ② 없지 않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2

그러나 공은 둥글다는 격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잉글랜드 선수들은 젊다. 젊다는 
것은 체력적인 우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경험의 부족을 나타내기도 한다. 잉글랜드 선
수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갈 경우, 팀을 집중시킬 베테랑 선수가 없
다는 점도 잉글랜드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네덜란드가 잉글랜드에 깜짝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              )고 말할 수 있다.

① 크다 ② 작지 않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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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글은 모두 연설문입니다. ①이나 ②의 표현이 밑줄 친 문장의 괄호 안에 들

어갈 경우,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문맥을 고려해서 생각해보고 ‘㉠ 매우 다르

다’부터 ‘㉤ 완전히 같다’까지의 다섯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넣고 싶은 표현을 선택하고, 왜 그 표현을 선택하고 싶은지 써 주세요. 

3

이에 따라 IMF위기 이후 정부는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
여 왔고 많은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오랜 기간 동안 습성화된 크고 작은 관
행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는 미진한 면도 (               ).

① 있었습니다 ② 없지 않았습니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4

이공계가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취업도 불안하고 대우도 썩 좋지 않은 이공대보다 의대 
가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그것은 양적인 문제라기보다 질적인 문제였
습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발길을 돌린다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문제(               ).

① 입니다 ② 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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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글은 모두 사설입니다. ①이나 ②의 표현이 밑줄 친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

갈 경우,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문맥을 고려해서 생각해보고 ‘㉠ 매우 다르다’

부터 ‘㉤ 완전히 같다’까지의 다섯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넣고 싶은 표현을 선택하고, 왜 그 표현을 선택하고 싶은지 써 주세요. 

5

지난 지진의 상처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미처 다 아물지 않았다. 그동안 ‘지진안전국’
으로 불려왔던 우리나라였기에 지진에 대한 충격은 더욱 크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
닐 수 있다. 지진 전문가로서 이번 인터뷰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까울 시일 내에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없지 
않다)). 

① 어렵다 ② 쉽지 않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6

물론 이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나는 실제로 흐르바츠카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            )고 생각한다. 당장 저번 달만 해도 흐르바츠카
의 대통령인 데얀 로브렌은 크로아티아와의 우정을 다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물
론 최근 한 달 사이에 정세가 급변하기는 했지만 흐르바츠카나 크로아티아로의 여행을 
망설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① 작다 ② 크지 않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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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 글은 모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①이나 ②의 표현이 밑줄 친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경우,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문맥을 고려해서 생각해보고 ‘㉠ 매우 

다르다’부터 ‘㉤ 완전히 같다’까지의 다섯 단계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괄호 안에 넣고 싶은 표현을 선택하고, 왜 그 표현을 선택하고 싶은지 써 주세요. 

7

린넨 셔츠 세탁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빨래망에 린넨 셔
츠를 넣고, 울 샴푸와 같은 민감 옷감용 세제를 이용해 ‘울’모드로 작동시키면 된다. 만
약 울모드가 없다면 ‘손빨래’모드를 이용해도 좋다. 건조가 걱정되는 당신이라면 걱정마
시라. 린넨 셔츠는 건조도 (어렵지 않다.). 일반 셔츠처럼 잘 털어서 주름지지 않게 말
리되, 그늘진 곳에서 말리기만 하면 된다. 이제 잘 빨린 린넨 셔츠를 쾌적하게 입는 일
만 남았다.

① 쉽다 ② 어렵지 않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8

아 맞다. 오늘 저녁 7시에 집에서 근사한 홈파티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금은 오후 4
시다. 3시간 만에 홈파티를 준비할 수 있을까? 좌절하지 말자. 사실 홈파티를 준비하기
에 3시간이라는 시간은 (           ). 여기 당신을 위해 7가지 간편한 홈파티 푸드 레
시피를 준비했다. 이번 특집의 레시피는 그냥 레시피가 아니라 마치 홈파티 오답노트와
도 같다.

① 길다 ② 짧지 않다

㉠ 매우 다르다 ㉡ 조금 다르다 ㉢ 보통이다 ㉣ 거의 같다 ㉤ 완전히 같다

↳ 표현을 선택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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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다음 글은 모두 소설의 일부분입니다. 괄호 안에 ①과 ②가 들어갔을 때, 소설

의 뒷부분이 어떻게 이어질지, 소설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지 각각 자유롭게 상상해

서 써 주세요.

9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딱 반반입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없               지 않다))’.       
 

① 수술 성공률이 50%는 되는구나...

↳ 뒷부분 :

② 수술 성공률이 50%밖에 안 되는구나...

↳ 뒷부분 :

10

이제 경기 종료까지는 3분이 남았다. 우리팀이 준비해 온 전술은 제대로 통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 도중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전술로 바꾸는 것은 (                 )일이
다.

① 어려운

↳ 뒷부분 :

② 쉽지 않은

↳ 뒷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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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아래는 중학생이 교지에 실은 글의 일부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해 주세요.

 나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형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첫째, 인간의 결정이 항상 ①옳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성적인 인간이라
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단 사형을 하고 나면 오판의 희생자에게 보상을 해 
줄 ②방법이 없다. 둘째,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③옳지 못하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인권
을 존중하지 않은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④없는 것
은 아니다. 하지만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셋째, 사형 제도는 악용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사형 제도는 통치자의 권
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들어서서 사형 제
도를 악용하지 ⑤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나는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밑줄 친 부정표현 중 고치고 싶은 표현이 있나요? 있다면 왜 고치고 싶나요?

답

12. 밑줄 친 표현이 모두 적절하다면(고치고 싶은 표현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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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글을 읽을 때, 부정표현에 대하여 인식을 하면서 읽습니까?

                  

14. 본인은 글을 쓸 때 부정표현들을 사용하나요? 사용한다면,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나

요? 자유롭게 써 주세요.

① 항상 인식한다 ② 대체로 인식한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인식하지 않는다 ⑤ 인식해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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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egative Expression Education 
Centered on Expressive Effect

Kim, Beomjin

Negative expressions are used not only to deny a situation but also to 
express various expressive intentions of a pers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not only to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negative expressions but also to the choice of negative expressions in 
which various contextual factors are considered. This study revealed how 
negative expressions are used for expressive effects and analyzed learner’s 
selecting process of negative ex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is study constructed contents of negative expression education 
that enable learners to utilize knowledge of negative expression actively and 
strategically in the phase of text understanding and production. Then,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of education mentioned above.

This study focuses not on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negative 
sentences but on the effect of negative expressions. Thus, the concept of 
negative expression, which has been defined mainly from a syntactic point 
of view, has been redefined as an extended concept covering a semantic 
perspective.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concept of grammar education 
centered on expression effect which aims at the teaching of grammatical 
knowledge that can be used to understand a text and produce established 
text. Through this, this study secured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negative expressions which can increase the linguistic resources that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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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as a rhetorical strategy and increase the linguistic sensitivity by 
paying attention to language expression. Then, the background of the 
expression effect of negative expression, the mechanism of context, and the 
context factors involved in the choice of negative expressions were 
examin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the contents of education of negative 
expression. In addition, the problems of the negative expression education 
were examined by surveying teachers' recognition of current negative 
education.

In chapter Ⅲ, as preliminary work to of prepare the contents of negative 
expression, this study analyzed the aspect of students’ selecting negative 
expression through on a survey of 476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d the learners from the first grade of a middle school to the second 
grade of high school and selected the grade educ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the learner's process of selecting negative expression was 
analyzed based on whether the context was considered, whether it 
constituted the optional system and whether the expression intention was 
considered. According to these analyses, the learner 's process of selecting 
negative expressions was typified into five. And the students who were in 
the 3rd grade of high school or higher grade were selected for education by 
comparing the selection patterns of negative expressions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the second year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apter Ⅳ, this study establishes the aims of a negative expression 
education centered on expressive effect and systematizes the relevant 
educational content based on the discussion up to chapter Ⅲ.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and the actual structure of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then conducted the suggested education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In this paper, it was suggested that the direction 
of the composition of education contents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understanding and production of actual text based on the experi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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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about the effect of negative expression according to context.
For this purpose, the goal of education of negative expression is set in 

three stages: ‘recognition’, ‘inquiry’, ‘use’. Three directions for the 
educational content organization for embodying educational objectives are 
suggested: ‘the contextual factor centered’, ‘the optional system centered’, 
and ‘the integration for reading and writing’. According to these directions, 
this study constructed actual class and practiced the class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In this study, concrete contents of negative expressions were designed as 
contents of grammar education which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communication abil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analyzed actual 
texts to reveal the realization patterns of negative expressions, pointed out 
the learner’s perception of negative expressions through empirical research. 
Organizing contents of negative expression education centered on expressive 
effect and practiced the class constructed based on this discussion and 
analyzed it is also significant.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Context, 

Stance, Negative Expression, Expressing Intent. Expression 

Effect.

Student Number : 2017-2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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