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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인 직장인과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을 대상

으로 하여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으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

육적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언어 습득론 분야의 연구 관점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화행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세부 화행 중에서 요청 화행은 화자

가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해 주도록 요구하는 발화 행위로서 일상생

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다. 학습자의 요구 측면에서도 화용적 실패를 피

하기 위하여 화용 측면에서의 적절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요청 화행 연구는 구어 담화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쓰기 담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학문적 맥락 또는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 특히 학생 교수 간,

선후배 간, 친구 간의 요청 화행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구어에서 벗어나 문어 측면에서, 사적

인 상황에서 사용된 요청 화행에서 벗어나 공적인 업무 상황에서 활용되

는 비즈니스 이메일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담화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적인 담화 사용 맥락에 가

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이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에도 나머지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집단 비교 시에는

집단 간 연령, 성별, 비즈니스 업무 내용 등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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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

고 외국어교육 분야 및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요청 화행과 관련된 선

행 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본 연구의 연구 문제

를 설정하였다.

Ⅱ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먼저 화행에

관한 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화행의 개념과 원리, 화행과 관

련된 사회적 변인 그리고 요청 화행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요청 화행 실현 시 연관되는 공손성 원리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체면의

개념과 분류, 공손성 원리와 완화 전략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연구 대상은 비즈니스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메일 담화 분석에 관한

이론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메일 텍스트의 구조 분석과 언어 표현 분

석 관련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연구 절차 및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분석 방법을 기술하였다. 실제로 직장에서 요청 이메일의 내용에

끼치는 변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요청 이메

일의 내용에 끼치는 주요 변인을 확정한 후 설정 상황을 사전검토를 하

기 위해 상황별 실제성 및 부담감 평가를 진행하고, 사후 인터뷰를 통해

설문지의 문제점을 발견 및 보완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본 실험에서 이루어진 연구 절차와 언어 표본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Ⅳ장에서는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분석 결과를 기

술하였다. 연구 결과, 상황 맥락에 따른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의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두 집단 모두 주화행 전략

중 명시적 요청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선호도가 높은 보조

화행에 있어서 이유 설명하기, 존칭 사용하기, 감사하기, 부담 가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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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많이 나타나 두 집단 간 유사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비관례적 간

접요청 전략으로서의 암시하기 전략을 두 집단 모두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두 집단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직장인 집

단은 요청 화행 사용에 있어 한국인 직장인 잡단보다 보조화행을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세부 화행별로 살펴보면 주화행의

경우, 고부담 상황에서는 명시적 요청, 허용하기를 한국인 집단이 많이

사용하였고, 소망 표현하기를 중국인 집단이 많이 사용하였다. 저부담 상

황에서는 허용하기를 한국인 집단이 많이 사용하였고, 조건 감사하기, 기

대 표현 전략을 중국인 집단이 많이 사용하였다. 보조화행의 경우, 고부

담 상황에서는 사과하기를 한국인 집단이 많이 사용하였고, 존칭 사용하

기, 맥락 공유하기, 이유 설명하기, 감사하기, 부담 가중하기, 호소하기

전략을 중국인 집단이 많이 사용하였다. 저부담 상황에서는 존칭 사용하

기, 감사하기 두 가지 전략이 중국인 집단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두 집단에서 선호하는 요청 화행 전략의 결합 유형이 다른 양상으로 나

타났다. 6개 실험 상황의 화행 전략 양상을 종합해 보면 한국인 직장인

집단과 달리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하위 권력 관계의 경우에서 직접적으

로 요청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상대방이 상위 권력자의 경우,

보조화행을 많이 활용하고 간접적으로 요청 발화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요청 화행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

고, 비즈니스 이메일 요청 화행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비

즈니스 이메일에서 한국인 직장인은 이메일 담화의 명확성을 담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중국인 직장인은 권력 관계에 따라 하위 권력

에 대해서는 직접요청을, 상위 권력에 대해서는 간접요청을 많이 사용하

는 편향성을 나타냈다. 이는 중국인 집단이 문화 차이를 과잉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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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성에 대한 교육도 과도하게 계획, 실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청 화행 교육에서는

요청 화행의 상세화 및 이메일 담화의 특징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기반한 효과적인 요청 화행 교육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결론을 통해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집중하여 직장인의 실제적인 요

청 화행 전략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공적 문어 담화에서의 요청 화행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에 초점을 두어 그 외 다른 변인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지 못했다

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향후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

략에 관해서 보다 다양한 맥락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한국어 교육, 요청 화행, 권력 관계, 부담 변인, 비즈니스 이메

일, 화행 전략

학번: 2017-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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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언어 학습에서는 형태·통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화용 측면에서의 적절

성 또한 중요하다. 이는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데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구체적인 사회문화 맥락에서의 언어생활은 정적인 것이 아닌 역동적인

상황으로, 발화 시에 문화적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화용적 실패1)(pragmatic failure)를 피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언어 원어

민들은 보통 화용적인 오류를 문법이나 어휘 사용 오류와 실수보다 덜

관대하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어 화용적 오류가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제2언어 습득론 분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화행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었고(Austin, 1962, 1975; Searle, 1969 등), 현재까지도 ‘거절, 요청,

불평, 감사, 사과, 부탁, 위로, 설득' 과 같은 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세부 화행 중에서 요청 화

행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수행해 주기를 요구하는 발화 행위로

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사용 빈도가 높다. 이때 요청 화행의 목

적 때문에 화자는 많은 상황에서 청자의 체면2)을 위협하는 행위(face

threatening acts：FTA)를 수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 화자는 청자가 자

1) ‘화용적 능력을 대화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때, 화용적 실패는 이러한 화용적 능력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발

휘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이경숙, 2012:19).

2) 브라운과 레빈슨(Brown&Levinson,1987:13)의 공손 이론에 따르면 체면 욕구

를 반하는 행동은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s：FTA)라고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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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완화

장치를 이용하고 공손성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체면 위협의 정도를 최대

한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손성(politeness)은 각국의 문화에서 보편적인 개념이지만, 해당 국가

의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언어 수행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

문화에서는 대인관계를 중요시하여 직위나 나이에 따른 서열과 예의를

현재까지 지키고 있다. 요청 화행을 수행할 때 학습자는 상대방과의 권

력관계(사회적 지위), 연령, 친소관계(친밀도), 성별 등 사회문화적 변인

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에서도 요청 화행 수

행 시에 발화 전략을 사용하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KNS)보다 더 직설

적이고 명시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특히 상대방의 체면, 감정 등 중요시하여 명시적으로 요청을

하기보다는 암시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간접 요청 화행을 자

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모국 문화에 기반

한 사고방라서 학습자의 모국 문화에 기반한 사고방식 및 지식의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는 의사소통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요구 측면에서도 학습자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문형

들을 알게 되며 여러 가지 문형 간의 차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강현화(2018:2)에서 지적했듯이 숙달도가 비교적 높은 학습자에게는 문

법적인 설명만으로는 두 가지 문형의 표현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데 한계

점이 있고 때로는 화용적 적절성이 두 가지 문형 표현의 차이점을 설명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화행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중에서도 일상생활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요청 화행 연구는 각별한 주목을 받아 왔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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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비격식적 상황의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요청 화행에 집중되어 있고 구어 중심으로 편중되어 요청 화행 연구는

주로 구어담화 중심의 연구가 대다수로 쓰기 담화를 간과해 왔으며, 문

어적 소통 상황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비즈니스 환경이 아닌, 학문적 맥락 또는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

구, 특히 학생이 교수에게 하는 요청 화행, 선후배 간, 친구 간의 요청

화행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을 넘어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특히 취업이나 직장 활용

목적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학습자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도 한국어 학습자의 수요만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한다. 비즈니스 이메일은 특수 목적 한국어의 응용 영역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물론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을 받은

다음 직장에 들어가서 배운 내용을 응용할 수 있지만 언어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인 변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화용적 실패가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

현대 사회에서 업무 중에 사용되는 이메일은 과거의 종이 서류와 비교

했을 때, 상대방이 즉시 받아볼 수 있으며 디지털화된 문서를 추후 찾아

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는 이메일을 매개체

로 하여 문어적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어적 상황과는 다르게 표정,

자세, 몸짓(제스처) 등 비언어적으로 공손성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 사용

이 불가능하여 언어적인 표현만으로 공손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Pilegaard 1997:240), 그리고 FTA 요청 발화 행위를 완성시키는 점에서

부담이 크기에, 학습자들은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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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실제 언어생활에서 구체적인 언어 사용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

는 점에서 업무 처리 의사소통의 필수적 수단인 비즈니스 이메일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컴퓨터를 매개체로 한 의사소통(computer-mediate

communication, CMC)은 편재성과 높은 사용 빈도로 인해 언어 교육 연

구 자료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메일은 CMC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사용 빈도 역시 높은 장르이다(이승연・김은호,
2014:11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메일 특히 비즈니스 환경에서 문어적으로

요청 화행을 진행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화행 연구들이 구어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

여 문어의 측면에서, 특히 그중에서도 사적 상황의 요청 화행이 아닌 공

적인 업무 상황에서 활용되는 비즈니스 이메일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쓰기 장르의 하나인 이메일은 사회문화적 변인에 민감한 장르이고 고

려해야 할 요인이 많아 발신자의 높은 화용능력을 요구한다. 이메일 요

청 화행을 사용할 때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인이 존재하므로 발신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요청할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

은 보통 요청 내용의 부담도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 그렇기에 비즈니스

이메일 요청 화행에서는, 상대방과의 권력 관계 및 요청 내용의 부담 변

인이 중요하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1987:76)은 체면위협정도(Wx)가

사회적 거리 또는 친소관계(distance:D(S,H)와 권력 관계3)(power:P(H,S),

그리고 행위의 부담도(부담감)(rate of imposition:Rx)의 합으로 공식화하

3) 친소관계(distance:D(S,H)는 시회적 거리 또는 친소도라고 하기도 하다. 권력

관계(power:P(H,S)는 사회 및 문화적 힘이라고 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양

측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로 지칭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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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도출된다고 하였다. 즉, ‘Wx=D(S,H)+P(H,S)+Rx’이다. 체면 위협 행

위(FTA)를 할 때 화행 전략에 가장 먼저 영향을 끼치는 것은 권력 관계

P(power)이다. 비즈니스 요청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요청하는 측과 요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측이 나누어져 있고, 이들 간에는 회사에서의 직

위에 따른 권력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전제된다. 업무를 요청하거나 받을

때에 상대방이 결정권자가 될 수도 있고, 단순 업무를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체면 위협 행동을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모든 국가 문화에 서열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발화 시에는 권력 관계 맥

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울러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인식한 이후에는 요청 내용이 무엇인지도

빠질 수가 없는 사회문화적 변인이 된다. 동일한 상대방이더라도 요청

내용이 다르면 부담도가 다르게 느껴져 사용되는 화행이 상이하다. 요청

내용의 부담도가 높아지면 화행 전략이 더 다양하게 구사하고 이메일의

구조 및 그리고 완화 장치도 복잡해지는 경향이 보인다.

거리감(친소관계)은 공적인 문서를 주고받을 때는 서로 간 존칭을 사

용하므로 일반 담화의 상황이 아닌 공적 맥락 담화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된다. 특히나, 회사에서의 이메일은 항상 기록을 남기는 것에 집

중하며 추후 업무상의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메일 발송 시 참

조를 추가하여 일대일이 아닌 일대다의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상황에서는 요청 내용이 실현되도록 일부러 거리감을 두기도 한다.

비즈니스 이메일은 직장인들이 공식적인 내용을 주고받는 것으로 사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제거하고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을 간결한 문장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의문사항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본실험을 위한 1차 예비실험 변인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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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급&지위 와 부담감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문화적 변인 중 나이 변인에 관련된 논쟁도 있었다. 한국에는 다

른 나라와 달리 나이에 의한 서열문화가 존재한다. 실제 업무나 생활 속

에서 낮은 직급이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다. 폴리 롱(2017)에서도 사회문화적 변인인 나이에 따른 집단 간의 요

청 화행 전략을 미처 고찰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였

다. 하지만 비즈니스 이메일의 경우 나이는 권력 관계와 요청 내용에 대

한 부담감만큼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업무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특히

회사 외부의 사람에게 메일을 발신할 때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는 경

우도 적지 않다. 상대의 나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있으므로 나이 변인

을 잘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회사문화는 일반 문

화와 다르게 나이보다 직급과 경력, 실력을 우선시 하는 문화이며, 개인

에게 소비하는 내용이 아닌 비즈니스 이메일을 토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공문의 성향을 나타내므로 요청화행의 영향이 낮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

부의 논문에서 나이에 대해 언급을 하되 화행 양상에 영향을 끼쳐 연구

된 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연구가 압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권력관계와 부담감으로 변인을 제한하고자 한다.

권력 관계와 부담도 변인이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따른 요청 화행에 영

향을 가장 많이 끼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변인이 지나치게 많

을 경우 변인을 달리한 실험 상황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피

험자들이 피로해져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와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권력관계와 부담 변인에 집중하여 연구문제를 예각

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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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에 출발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1. 한국인 직장인(KW)과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

인(CW)들의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이 집단별로 어떻게 나

타나는가? 전체적인 양상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2. 권력 관계(power:P)와 부담감(rate of imposition:R) 요소

를 사회적 변인으로 하는 상황별로, KW와 CW의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

의 구체적인 전략 차이는 무엇인가? 요청 화행의 실현 양상과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어떠한가?

연구 문제3. 비즈니스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따른 요청 화행 실현 양

상 및 변인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가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 관련 요청 화

행 교육에 제시하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2.1 요청 화행 연구

2.1.1 외국어교육에서의 요청 화행 연구

화행(speech act) 이론은 오스틴(Austin, 1962)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썰(Searle, 1969)에서 체계화된 개념으로 발전되어 본격적인 학문 분야가

되었다. 그리고 화행 이론의 맥락에서 규정되기 시작됨에 따라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물이 많아졌으며 화행 연구가 활발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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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1989)4)는 요청 화행 전략의 기본적인 분

석 기준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이 대규모 연구는 다양한 국가

에서 여러 언어권의 요청 및 사과 화행의 실현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

여 많은 인정을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언어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

였으며 요청 화행의 전략을 총 9 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후 외

국어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는 대부분이 블룸 쿠카 외(Blum-Kulka

외, 1989)의 전략 분석의 기본적인 틀을 활용하여 대조·비교분석을 진행

하였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요청 화행에 관하여 연구한 고인수(1995)는 교차문

화비교(cross-cultural comparison)의 관점에서 미국 학습자(남 18명, 여

55명)를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요청 화행을 비교하였다. 후속 연구

인 홍혜성(1997)은 한·영 요청 화행 비교를 구체화하고 요청 화행 과정

에 쓰이는 예절전략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요청 화행에 관한 연구에서 채춘옥(2015)은 의문형

에서의 관습적 요청 화행 표현과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예비조건 언급

과 제안성 표현으로 구분하는 것과 달리, 중국어에서는 직설적으로 발화

하고 [형용사+不(부정어)+형용사] 형과 [동사+不(부정어)+동사] 형으로

청자에게 요청 내용의 실현 가능성, 호오(好惡), 허락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 반어문에 의한 표현이 많이 쓰인다고 지적하였다.

외국어교육에서의 이메일 관련 요청 화행 연구로서 박상희(2014)에서

4) 이 연구에서는 12명의 연구자가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총 1996명이다. 언어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

프랑스어, 덴마크어, 독일어, 히브리어 모어 화자 총 1,138명이다. 영어 학습

자, 독일어 학습자, 히브리어 학습자 경우는 각각 434명, 200명, 224명을 모집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Blum-Kulka 외, 19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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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직장인 30명과 미국 직장인 30명을 대상으로 약 4주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영어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의 텍스트 구성상의 차이,

내용적인 차이를 주로 살펴보았다. 구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직장인은

요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미국 직장인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보

조어구와 상황설명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즉, 효과적인 요청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미국 직장인은 상대방에게 상황설명과 설득을 하는 반면,

한국 직장인은 상대방에게 반복적인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 미국

직장인이 이메일 제목을 제외한 내용, 특히 인사와 맺음말을 더 길게 서

술하였다는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요청 전략

과 관련해서는 한국 직장인이 간접적 전략, 미국 직장인이 직접적 전략

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내적 수식어와 관련해서 한국 직장인은 상대방

의 부정적 체면을 위협하는 “please”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 미국 직

장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외적 수식어와 관련해서 한국 직장인

은 상대방의 부정적 체면을 위협하는 해제(disarmer)를 가장 많이 사용

한 반면, 미국 직장인은 상대방의 긍정적 체면을 높여주는 칭찬

(sweetener)과 부정적 체면을 보호해주는 부담 완화(cost minimizer)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요청관점을 분석한 결과, 한국 직장인이 미국 직

장인보다 “You”를 사용하는 요청 화행을 통해 청자 관점을 많이 사용한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연구의 분석 내용을 확인하면 한국인의 경우 모국어 전

이로 인한 요청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과 같은 차이가 있으며, 국가 간의

문화 영향으로 인한 이중 언어 화자의 화행 사용 양상이 다른 경향을 띄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국어교육에서의 요청 화행 연구의 경우 대규모

의 인원과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며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며 블룸 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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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Blum-Kulka 외, 1989)가 정립한 전략 분석의 기준을 토대로 하여 언

어의 수식어를 분류 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언어 및 상황을 분석하

며 요청 화행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1.2 한국어교육에서의 요청 화행 연구

한국어교육에서의 요청 화행에 관한 기존연구는 크게 범언어권 연구와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구의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특정 언

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요청 화행 수행과정 중 학

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에서도 한국어 숙달도 중·고급의 학습자에 치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요청 화행에 주목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이성순, 2002) 처음 나타났다. 이전 까지는 ‘요청’을 서법 범위에서

의미자질로 파악하는 것이었다면, 이때부터는 화행론 관점에서의 고찰이

시작되었다. 범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비교적 초기의 연구인 정민

주(2003)에서는 서법의 범주에서 벗어나 요청 화행의 표현들을 ‘정도성

(degree)’이라는 기준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접 요청

화행과 간접 요청 화행의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정도성’은 범문화

화행 실현 연구(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

CCSARP)에서 사용된 요청화행의 간접 표현의 정도를 지칭한다. 요청화

행은 이 정도성에 따라 세 단계(관례적 간접 요청 표현 단계, 비관례적

간접요청 표현, 명시적 요청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요청 화행 사용 빈도가 관례적 ~, 비관례적 ~, 명시적 ~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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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확인하였다. 더욱 면밀하게 연구를 시도한 임마누엘(2005)은 KNS

105명과 외국인 학습자 65명을 대상으로 담화 완성형 설문지(DCT)를 통

해 ‘부탁하기’와 ‘요청적 제안하기’의 상황이 절반씩 포함된 12가지 요청

상황을 설정하고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들의 요청 화행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KNS가 예비적 조건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달

리, 외국인 학습자는 직접적인 요청 전략에 치중하고 시작말과 덧붙임말

이 비교적 적으며, 의사 전달에 있어 꾸며주는 말을 적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지위, 친밀도 유무에 따라 사용

하는 전략이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교재에서 부족하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구대상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본어권의 경우는 한국인 화자와 일본

인 한국어 학습자 간의 대조를 통한 요청 화행 연구(조경아, 2003), 요청

화행의 상호 작용 구조 분석 연구(김은영, 2003), 전략과 표현에 집중한

연구(이강순, 2007), 전략 비교 연구(김혜연, 2008) 등이 있다. 다른 언어

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 전략

과 사회문화적 변인에 따른 요청 화행 차이를 비교한 연구(수파펀분룽,

2007)가 있다. 영어권의 경우 이지혜(2009)는 1차 요청뿐 아니라 ‘2차 요

청’이 포함된 ‘요청-재요청’에 주목하여 KNS,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 영

어권 원어민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다만 ‘친밀도’ 와 ‘나이’두 가

지 변인만을 살펴보았고 설정한 상황 역시 네 개뿐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점이 보인다. 이전까지 언어적 전략에 집중해 온 연구들과 달리, 황

진주(2015)는 영어권 학습자가 나타내는 비언어적(신체언어) 전략까지

살펴보았으며, 친소 관계와 권력 관계를 변인으로 하여 총 6 가지의 요

청 상황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상황의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비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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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 유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동신상(2011)은 상하관계, 친밀도,

요청 내용에 대한 권리 여부5) 3 가지 변인에 따라 20대 KNS, CNS, 중

국인 고급학습자 집단 각 50명을 대상으로 12개의 상황을 설정하고

DCT 조사를 하였다. 기존의 한·중 요청화행 연구에서 핵심행위(주행위)

전략만 다루었던 것과 달리, 핵심행위 전략과 더불어 보조행위 전략과

대우법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경숙(2012)은 화용적 실패에 주목하

여 화용언어적 측면과 사회화용적 측면으로 나눈 총 18 가지 역할 수행

상황을 설정하고 양상 및 화용적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특

별행정구인 홍콩의 학습자를 위한 연구(폴리 롱, 2017)는 홍콩 한국어 학

습자(203명), 홍콩 광동어 화자(315명), KNS(366명)의 요청-거절 화행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비교하였다. 9개의 요청 상황을 설정하고 친밀도와

사회적 힘을 사회 변인으로 제한하였으며, 실험 참여자가 많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을 다룬 한국어 교육 분야

의 연구는 많지 않는데 주준윤(2016), 홍진영(2013)이 있다. 주준윤(2016)

은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화용적 전이에 주목한 연구로, 수집된 자

료(이메일 240통)는 모두 실험을 통해서 모집한 것이다. 실험 참여자는

네 집단(각 집단 20명씩)으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모르며 중국 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국어 화자(CNS), 한국어 능력 중급 수준의 중국어 모국

어 화자, 한국어 능력이 고급 수준이며 한국 내 직장에 다니는 중국어

화자,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한국 내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5) ‘권리여부: 일반적인 사회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화자가 요청 행위의 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를 제시한 변인이다’(동신상,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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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이다. 요청 상황은 상사에게 문서 결재 요청, 동료에게 문서 전달

요청, 거래처에 입금 요청으로 총 3가지만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

국어 화자는 대만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중국어권 학습자 선정이

제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홍진영(2013)은 CNS과 KNS 두 집단 각 25명이 실제 구매 업무상 작

성한 이메일을 수집하여 요청 전략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CNS 이메

일 200통은 한국 국내 대기업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중국인 직장인이 한

국어로 작성한 것이고, KNS 이메일 200통은 국내 소재 대기업 여섯 회

사에서 입수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연구대상이 실제 업무 이메일로 자

료의 실제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수집한

이메일 중 요청 화행이 포함된 이메일의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업무 중 사용된 이메일 이

기에 중요 부분이 가려져 있어 내용 전・후의 상황 및 시급성을 알 수

없다. 또한 해당 내용은 최대 7년 전 자료에 사후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므로 전후 상황 진술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실제 업무

이메일이기 때문에 사회적 변인을 미리 설정하지 못해 당시의 정확한 상

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상황 맥락에 대한 고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2 요청 화행 관련 이메일 연구

이메일의 관한 연구는 주로 이메일 텍스트 담화 특성 연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메일 쓰기 교육을 위주로 진행해 왔다. 이메일은 요청

화행과 관련된 이메일 연구는 이승연・김은호(2014), 김가람(2011), 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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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2017), 김아늠(2012), 국남(2018) 등이 있다. 이승연・김은호(2014)는
요청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식적 한국어 이메일 총 44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메일에 나타난 공손성에 초점을 두어 공손 전략을 유형화하

였다. 또한 이메일의 구조적 특성과 공손 전력 분석을 진행하였고 공적

요청 이메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공적인 요청 이메일의 특

성을 고찰하고 공손 전략, 구조 특성, 언어 표현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가람(2011)은 쓰기 교수·학습에 주목하여 한국어 요청 이메일을 분

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이메일 텍스트과 요청 화행의 특징을 비교하며,

학습자가 화용적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봤다. 그리고 학습자들

의 이메일 내용을 테스트, 단락, 문장의 세 층위에서 각각 격식성, 기능

성, 공손성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요청 이메일 쓰기 교육 목표 및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습자 이메일에 대하여 원어

민 화자 즉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응도 조사하여 독자 중심으로 한 쓰기

를 고려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남(2018)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인 직

장인과 중국인 직장인 두 집단이 작성한 회의록과 이메일을 분석하여 이

메일은 호소형 이메일과 제보형 이메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분석 결

과 호소형 이메일에서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상세화 관계’가 활용되며 중

국인은 ‘원인-결과 관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류진웬(2017)은 한국인과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적 맥락에서의 이

메일 쓰기를 대상에 따른 요청 화행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김아늠

(2012)은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업 환경 중 무역업의 이메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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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분석하여 요청, 알림, 답변, 거절 메일에서 나타난 특성을 구조적,

언어적, 전략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비즈니스 이메일에 집중하

여 요청 화행 전략을 연구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활발히 진행하지 않았

다. 또한 사회적 변인으로 인하여 요청 이메일에 나타나는 요청 전략 양

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렇기

에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이메일 환경에서 요청 화행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변인으로 이루어진 상황 맥락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의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제한점

3.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비즈니스 이메일로 삼고 있으며 상황 맥

락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고찰을 연구 목적으로 두고 있다. 비즈니스

이메일 담화 분석을 통해, 한국인 직장인(KW)과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

국인 직장인(CW)의 요청 화행을 분석하고자 한다. 권력 관계P(power)와

부담 변인R(rate of imposition)을 사회적 변인으로 하는 공적 상황 맥락

에서 한국인 직장인(KW)과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CW)의

비즈니스 이메일 요청 화행 양상 간 차이를 살펴보고 화행 양상과 변인

사이의 상관성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 관련 요청 화행 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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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존 화행 연구에서의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담화 완성형 테스트

(DCT), 역할극(role play)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최근에 들어 발화의 실

제성을 고려하여 실제 화행에 더 가까운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대본을

가지고 진행한 연구(왕옥영, 2018, 이소정, 2013)도 나왔다. 담화 완성형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DCT)는 ‘연구자가 특정 화행의 양상을

밝히기 위하여 피험자로 하여금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배경, 나이, 성별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따라 짧은 담화 형식으로 서술형 문항을 완

성하도록 하는 테스트이다’6). 진행 방식에 따라 DCT는 쓰기 담화 완성

형 테스트와 구두 담화 완성형 테스트로 구분할 수 있고, 쓰기 담화 완

성형 테스트는 다시 상황만 제시하는 개방형 DCT와 구체적인 대화의

일부분의 내용까지 포함된 폐쇄형 DCT로 나뉜다. 이 연구 방법은 불룸

쿠카(Blum-Kulka)의 연구에서 최초로 사용되고 1989년 이후부터 광범위

하게 화행 연구에서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비즈니스 이메일로 삼고 있기 때문

에 DCT연구 방법은 본 연구에서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문어를 전제로 한 연구에서는 대부분은 설문지 방식으로 언어 표본을 수

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은정(2016)은 비즈니스 이메일의 공손성 연

구를 목적으로 두고 총 12 가지 상황을 설정하였고, 주준윤(2016)은 비즈

니스 이메일에 반영된 화용적 전이에 주목하며 요청 상황을 상사에게 문

서 결재 요청, 동료에게 문서 전달 요청, 거래처에 입금 요청으로 총 3가

지 상황을 설정하였고 설문지 방식으로 언어 표본을 수집 분석하였다.

직장에서 실제 받아주는 이메일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화행 양상을

6) 한국어 교육학 사전(2014:27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 도서출판 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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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것이 발화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상황

중에 알아보고자 하는 화행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

의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로 언어 표본을 수집하는

것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설문지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해석·분석할

때 실제 사용된 화행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하지만, 설문

지를 설계할 때 화·청자 간의 권력관계, 부담 변인 즉 해당 화행 실현

시 느끼는 부담의 정도 이 두 가지 고찰할 사회문화적 변인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본다.

3.2 연구 제한점

  본 연구 실험자의 경우 2018년 기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10차 고용

직업 분류 기준으로 1103개의 직업으로 나누어져 있어 모든 비즈니스 분

야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주로 내부 타

부서 및 외부 업체와의 업무를 주로 진행하는 인원을 선정하였으며, 실

험자의 세대와 연령에 따른 표현 방식 및 경력에 따른 업무 진행 방법에

차이점이 발생하여 실험결과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단

비교 시에는 집단 간 연령, 성별, 비즈니스 업무 내용 등의 차이를 최소화하

도록 하고 나이 및 근무경력을 제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실

험자는 실험의 주제인 비즈니스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외적인 업

무를 주로 하는 영업부서에 근무 중인 인원과 회사 내부 및 외부 업체와

직접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부서인 기술부서 인원을 선정하게 되었다.

담화 내용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적인 담화 맥락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요인으로는 권력 관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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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변인이 기존 연구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이메일의 상황 맥

락에 집중하여 중국 직장인과 한국인 직장인의 실제적인 요청 화행 전략

양상과 권력 변인, 부담 변인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실험은 피험자의 언어 표본 데이터의 신뢰도와 일

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청 상황을 설정하여 요청 이메일 내용에 가장

영향을 끼친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 두 가지 요인만 선정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변인을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그렇기에 요청상황의 경

우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선정하고, 근무경력 및 직급이 높

거나 영업 또는 외부 협업을 주로 하는 기술직 인원에게 설정된 요청 상

황에 대하여 실제 발생 가능한지 타당성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 상황을 수정 하는 방법을 통해 타당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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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 화행에 관한 이론

1.1 화행의 개념과 원리

1.1.1 화행 일반 이론

인간이 언어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what people do with

language)를 연구하는 분야가 화행(speech act) 이론이다. 화행이라는 개

념은 오스틴(Austin, J.L, 1962)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오스틴

(Austin)은 1955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How to Do Things With

Words7)?"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화행 관련 이론을 정식적으로 제안하였

다. 이전까지 정적인 상태의 단어, 어절, 구, 문장에 관련해서 의미 분석

을 했다면 오스틴 이후로는 언어생활 사용 상황과 관련된 화행 연구가

시작되었다.

썰(Searle, 1969)은 오스틴의 이론을 발전시켜 화행을 체계화하였다.

이때부터 화행이론은 본격적으로 학문 분야가 되었다. 이전까지 언어 연

구는 의미 또는 통사론의 관점에서 언어를 취급해서 ‘언어가 무슨 뜻을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용적인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면 ‘왜 이러한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화자의 의도 파악 그

리고 발화의 함축적 의미에 대한 해석까지 가능하다. 화행 이론에서 인

7) 이는 오스틴이 1955년에 하버드대학교에서 화행에 대한 핵심 내용을 표현한 총 12 회

Willam James Lectures라는 강의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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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는 문장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실현하는 ‘사

과’ ‘감사’ 등 다양한 행위이다. 즉,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

을 하는 것이다8).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In saying x I was doing

y’ or ‘I did y’, ‘By saying x I did y’ or ‘I was doing y’ (Austin,

1962:121)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행을 행하는 모든 발화문은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것

은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

과 행위(perlocutionary act)이다. Austin이 제시한 발화의 분류9)는 발화

행위 (locutionary act), 발화수반 행위 (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 행위

(perlocutionary act) 세 가지이다. 발화 행위는 어떤 의미(meaning)를 말

하는 것을 수행하는 행위이고, 발화수반 행위는 발화 행위를 수행할 때

함께 수행되는 진술, 명령, 질문, 약속 등의 의사소통적인 힘(power)을

갖고 있는 행위이고, 발화효과 행위는 발화 행위로 인하여 실제적인 효

과(achieving of certain effects)를 초래하는 행위이다(Austin, J.L,

1962:120-122). 이 가운데 두 번째인 발화수반 행위가 바로 오스틴의 주

연구 분야이며 곧 화행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8) 원문:‘To say something is to do something’(Austin, 1962:120)

9) Searle(1969)은 Austin의 분류를 더 발달시켜 발화 행위를 명제와 언표내적

효력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의하였다.

a. 발화 행위(utterance act)

b. 명제 행위(propositional act)

c. 발화수반 행위 /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d. 발화효과 행위 / 언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

발화 행위는 단어, 형태소,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이고, 명제 행위는 지시하고 예

측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화수반 행위는 질문, 명령, 약속 등을 행하는 것을 말

하며, 규칙 지배적이며 의도적인 것이다. 발화효과 행위는 발화수반 행위의 결

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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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직접화행과 간접화행

이외에 화행은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눌 수도 있다. 화행은 문장

유형(sentence type)의 개념적 영역(문법 범주)과 일치하는데(구본관 외,

2016:94), 문장 유형은 화자의 발화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는가 하는 화자

의 의사소통 목적(communicative goal)을 표현한다. 이것은 화행의 종류

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화행의 개념은 각 국가 및 언어의 차이에

따라 고려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문장 유형이 '평서형, 의문형, 명

령형, 청유형, 감탄형'으로 구분되며 연관된 화행의 영역 또한 '진술, 질

문, 명령, 청유, 감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썰(Searle, 1969)

은 다른 구분으로써 다섯 가지 유형을 나누었고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Ⅱ-1> 썰(Searle)의 발화 수반행위의 분류10)

 행위 분류 세부 내용

단언 행위(assertives)
describe, predict, state, conclude, complain, 
boast

지시 행위(directives) requst, advise, beg, command, order, plead

언약 행위(commissives)
promise, swear, intend, bet, consent, 
guarantee

정표 행위(expressives)
apologize, thank, welcome, congratulate, 
deplore,  condole

선언 행위(declarations)
declare, appoint, fire, name, excommunicate, 
pronounce, resign

10) 썰(Searle)의 화행 분류는 번역 방식에 따라 다른데 '단언형, 지시형, 언약

형, 표현형, 선언형'으로 번역도 있고 구본관 외(2016)에서 '진술, 지시, 약속,

표현, 선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언 행위, 지시 행위, 언

약 행위, 정표 행위, 선언행위'를 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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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 행위(assertives)는 화자가 표현된 명제가 사실이거나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언급하는 발화수반 행위이며 1979년 이전에는 ‘대표형

(representatives)'이라 불렀다. 지시 행위(directives)는 화자가 다른 사람

으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도록 지시하는 발화수반 행위이다. 언약 행위

(commissives)는 화자가 향후 어떤 행동에 자신을 구속하여 책임을 부

과하는 발화수반 행위이다. 정표 행위expressives)는 화자의 심리적 상

태, 즉 본인이 느끼는 기쁨, 고통, 즐거움 등 정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는 발화수반 행위이다.

개즈다(Gazdar, 1981:64-83)에서는 화행의 세 가지 유형 간의 구조적

구별은 문장의 세 가지 유형에 의해 제공된다고 간주하였으며, 이것을

‘직접 화행 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LFH)'이라고 하였다. 직접 화행

가설은 문장의 유형과 문장의 기능은 일대일 대응하는 관계이고 간접 화

행보다 직접 화행이 더 단순하며 복잡한 의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접 화행 가설 이론의 문장유형과 그에 수반되는 행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Ⅱ-2> 직접 화행 가설(literal force hypothesis:LFH)

문장 유형(sentence type)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평서문(declarative) 단언(assert)
의문문(interrogative)  질문(question)

명령문(imperative) 요청(request)

언어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언어 형식을 문장 유형의 기능과 연관시키

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크리퍼와 위더슨(Criper & Widdowson, 197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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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했듯이 학습자는 질문을 할 때 무조건 의문문, 지시를 할 때 반드시

명령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간

접 화행11)은 위의 내용을 지지하는 직접 화행과 다르게 구조와 기능 간

에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동일한 형태적 구조를 갖고 있는 발화가

여러 가지 의사소통적 기능의 화행에 사용될 수있고, 문장의 유형과 실

현 화행이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표Ⅱ-3> 간접 화행에 관한 이론

화행 유형
문장유형과 

문장기능의 관계
예문 유형 → 기능

직접 화행 대응 창문 닫아 줘요. 청유 → 요청
간접 화행 비대응 창문 닫아 주겠니? 의문 → 요청
간접 화행 비대응 창문 닫을 수 있니? 의문 → 요청
간접 화행 비대응 창문 닫았으면 좋겠다. 진술 → 요청
간접 화행 비대응 날씨가 쌀쌀하네. 감탄 → 요청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간접화행은 완곡어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위의 지시행위는 대표적인 체면 위협 행위로서, 체면을 손상

하지 않도록 명령문보다 다른 문장 유형으로 많이 나타난다. 위의 예문

가운데서도 ‘창문 닫아 줘요’만이 직접 화행이고 나머지는 간접 화행인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요청의 뜻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하지만

다른 예문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닫아 달라' 라는 지시행위를 수반한 문

장으로써 간접 화행으로 볼 수 있다. ‘창문 닫을 수 있니?’라는 문장은

11) "직접 화행(direct speech act; DSA)과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 ISA)

에 대한 용어는 아직 통일되지 않아 연구자들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대체로 '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몇몇 사람

들은 '간접 화행'에 대응하는 것을 '비직접 화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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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능력에 따른 행동의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넘어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만일 청자가 ‘예, 닫을 수 있어요’라고 대답하였으나

해당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 문장의 기능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고

이는 질문에 대한 완성된 언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창문 닫아 주

겠니?’와 ‘창문 닫을 수 있니?’ ‘창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은 화자가 청

자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기 때문에 훨씬 공손성을 갖는다. ‘날씨가 쌀쌀

하네.’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암시적으로 화자가 춥다는 것을 청자

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감탄문을 통해 요청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간접 화행은 일반적으로 함축(implication)과 연관된다. 그라이

스(Grice, H.P., 1975)에서는 의사소통 과정 중 발화 메시지(what is

said) 자체에 담겨진 내용과 발화 메시지 이외에 전달되는 내용(what is

implicated) 즉 함축으로 구분하였다. 함축은 대화 맥락에 의해 발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완곡하게 하는 형태이며 대표적인 간접 화행의

표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함축은 발화 내용이 내표된 것으로

관례적 함축과 대화적 함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Ⅱ-4> 함축(implication)의 구분(Grice, 1975; 김태자, 2009)

발화 자체의 내용 
(what is said) 발화 내용이 내표된 것 (what is implicated)

-
관례적 함축12)

(conventional 
implicated) 

대화적 함축
(conversationally 

implicated)

12) 상례적 함축이라고 칭하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례적 함축으로 통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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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적 함축은 발화의 관례적 관습 또는 자질에 의해 발생된 것이고

어휘나 문화와 관련된 특정 표현을 통해 추론 가능한 것이다. 대화적 함

축은 문화 의존보다 대화 맥락에 의존하는 것이며 대화로 추론을 해야

한다. 그렇기에 간접 화행에서의 함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문화 간 차이에 대한 파악도 중요하며 발화 상황 자체의

앞뒤 발화 맥락, 발화내용을 전달하는 주체 즉 발화자의 관한 필수적 정

보 등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1.3 화행의 기능

화행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누어 비교하여

화행의 기능을 다룬다. 직접화행과 간접 화행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 왔는데, 주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구분된다. 직

접화행보다 간접화행에 대한 연구가 더 많고 간접화행의 경우는 긍정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더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장재은(1994)과 이준

희(2000)에서 제시한 간접 화행의 긍정적인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표 Ⅱ-5> 장재은(1994)과 이준희(2000)에서 제시한 간접 화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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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은
(1994)

1) 대화의 창조적 분위기 조성
2) 사교성 증진
3) 원활한 의사소통
4) 말하기 곤란한 인간적 갈등의 해소
5) 사회적 거리(지위, 성별, 친밀도, 나이 따위)와 부담의 
크기 완화
6)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하고 추상적 개념 및 격렬
한 감정의 표현

이준희
(2000)

1) 일과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부담 완화
2) 정신적 대립이나 의견의 대립 완화의 기능

이준희(2000)에서는 위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기능이 상황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단순화하여 나눌 수 있다

고 하였다. 첫 번째는 일이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부담 완화로 부담을

줄이는 기능은 행동 요구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을 결정하게 할 때 의사소통

은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 된다. 또한, 청자가 요구받은 행위에 대

해 느끼는 부담 또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감정

적 갈등 또는 대립을 일으키지 않게 된다. 두 번째는 정신적 대립이나

의견의 대립 완화의 기능인데, 간접 화행은 일이나 화행 수행의 관점에

서 부담을 완화할 뿐 아니라 정서적 인지적 관점에서 대립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간접 화행의 부정적 기능도 존재한다. 첫 번째

는 심리적 거리감 형성으로 직접 화행을 해도 되는 대상에게 간접화행을

사용했을 때 거리감이 생겨나는 경우이다. 사회생활에서 예의를 잘 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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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와 같이 상대방을 대할 경우 존중감을 느끼는 만큼 동시에 어쩔 수 없

이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정적 정서의 야기이다. 화

자가 간접 화행을 사용할 시의 언어 표현이 너무 과장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연상시킬 때는 화자의 본의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쾌하거나

짜증나는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불명확

한 의사소통으로 대화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상대방이 간접 화행

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 화행으로 잘못 이해할 경우, 함축으로 야

기된 추론(inference)으로 인해 화자의 의도를 곡해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에 실제 적용할 상황 또는 언어 표현의 방법에

유의할 시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적절하게 줄면서 친밀감이 증가하게 되

어 의사소통하기에 유리할 때도 있다. 따라서 간접 화행을 활용할 때 긍

정적인 기능을 고려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기능도 충분히 인식하여, 위와

같은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 화행과 간접 화행을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간접 화행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한 설

명이 부족하다. 이로 인한 의사소통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학

습자들의 화용적 능력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메일의 경우 몸

짓, 표정 등 비언어적 보조 장치는 전혀 없고 텍스트로만 교류하는 데

더욱 화행의 직접성, 간접성으로 일어나는 발화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

1.2 화행 관련 사회적 변인

화행이 실현될 때 여러 가지의 사회적 변인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화

행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변인은 크게 권력관계, 부담감, 거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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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도), 나이, 성별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요청, 제안, 거절, 지시, 불평

화행 등 다양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변인이다.

권력 관계(power:P)는 청자와 화자의 상대적인 힘의 차이로서, 화자와

청자의 지위 또는 사회적인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권력 관계는 어느

문화에서든 빠질 수 없는 사회적 변인이며, 상하 관계로 보이기도 한다.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나 힘이 높을 경우 ‘H>S’ 상위 권력, 화자

와 청자의 권력이 동일한 경우 ‘H=S’ 동등 권력, 그리고 청자가 화자보

다 사회적 지위나 힘이 낮을 경우 ‘H<S’ 하위 권력으로 구분한다. 구체

적으로는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선생님과 학생, 직

장의 경우 상사와 부하, 그리고 선배와 후배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가족 간, 친구 지인 간, 낯선 사람 간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지

만 본질적인 관계는 앞에 서술한 세 가지이다.

거리감(distance)은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도 또는 친숙함(familiarity)의

정도를 지칭한다. 사회적 변인으로써의 거리감은 공간적이나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를 말한다. 낯설수록 거리감D의 지수가 크고 친

할수록 지수가 작다. 일반적으로 ‘친(親)’ 또는 ‘친밀’, ‘소(疏)’ 는 ‘소원’으

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구분할 때 친’, ‘소’ ‘극소’로 나누기도 한다.

부담감은 특정 문화 맥락 중 어떤 행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의 강요정

도를 지칭한다. 부담감을 통하여 화자나 청자가 해당 언어 행위에 대하

여 느끼는 심리적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부담감이 클수

록 언어 완화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며 상대방의 체면 위협 정도를 최

소화시키려고 한다. 즉, 부담감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화행 전략을 사

용할 것인지 간접적인 화행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폴

리롱(2017)에서는 심리적 부담감을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었다.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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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화자만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거절을

할 때는 청자도 부담감을 갖게 된다. 거절 또는 요청은 체면 위협 행위

이기 때문에 특히 화행에 대한 전략 선택이 중요하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1987)의 체면 위협 이론에 따르면

체면 위협 정도는 화자와 청자 간의 권력 관계,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그리고 특정 문화권에서 존재하는 부담감의 정도와 밀접한 관

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체면 위협정도 Wx는 거리감D(S,H), 권력 관계

P(H,S) 그리고 부담감 정도 Rx의 합으로 공식화된다. 이러한 체면 위협

정도에 따라 화자와 청자는 발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대부분의 연구

(유청문, 2016; 이은정, 2015; 권지영, 2011; 조경아, 2003; 정민주, 2003;

김아늠, 2012, 소남, 2018 등)에서는 주로 이 세 가지를 변인으로 설정하

여 요청 화행 양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 이민정(2010)과 최연숙(2012) 그리고 최수진(2005)에서는 사적

인 (private, personal) 장면과 공적인(public, official) 장면13)의 구분도

일종의 사회적 변인으로 적용하였다. 즉 화행이 실현되는 상황이 공적

상황인지가 사적 상황인지 화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사

적 상황이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간섭받지 않고 개인적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이며, 공적 상황이란 여러 사람이 존재하여 개인적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변인은 의견 불일치 상황에서 특히나 중요한 역할

을 하고 화자의 발화 방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크게 준다.

나이(age) 변인은 문화권마다 언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데 한

국의 경우 서열문화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한국어

13) 이민정(2010)에서는 사적인 (private, personal) 장면과 공적인(public,

official) 장면으로 분류했고, 최연숙(2012)에서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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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는 나이 변인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변인은 배열

관계로 볼 수 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 보다 높임법이 발달되어 있고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높임법 사용도 다르다. 그렇기에 실제 언어생활에

서 상대방의 나이를 물어보는 일이 종종 있으며, 이것이 실례가 아닌 것

으로 받아들여진다. 나이 변인은 한국인의 언어생활 중 예의를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성별은 사회적 변인 중 하나로써 한국어 체계에서는 주로 성별에 따라

호칭이 다르게 사용된다. ‘누나’, ‘언니’, ‘오빠’, ‘형’은 화자의 성별에 따라

호칭을 달리 사용하는 예시이다. 그리고 화자나 청자의 성별에 따라 화

행의 사용에도 다소 차이가 보인다. 단, 이러한 현상은 공적인 문어 텍스

트보다는 구어 텍스트에서 훨씬 많이 목격된다. 여성은 남자보다 부드러

운 표현을 많이 쓰고 물결선의 사용빈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별 변인이 요청 화행 중에서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다.

화행의 실현은 항상 해당 국가의 문화와 관련을 지닌다. 한 중 양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수천 년 동안 받아왔고 예의, 질서, 체면을 중요시하

며 권력 관계를 강조하는 ‘상하유서’, 연령 차이를 표현하는 ‘장유유서’

그리고 남녀 차이를 나타나는 ‘남녀유별’과 같은 문화 개념을 유지해왔

다. 문화 차이와 관련해서는 심리학자 호프스테드(Hofstede, G. &

Hofstede, G. J., Minkov, M., 2005, 차재호·나은영 2014 옮김)가 IBM회

사에 근무했을 당시 70여개국가의 약 10만 명에 달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통하여 대규모로 진행된 연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해

당 연구에서는 각 국가 및 지역별로 일반화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차

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권력의 격차(권력 거리) 문화, 개인주의

와 집단주의 문화, 불확실성의 회피 문화, 실용주의 문화, 쾌락 추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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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자적문화와 자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문화적인 차이를 상세히 비

교하였다. 그 연구 결과 가운데 본고의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

며 참고할 만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다. 첫째로 권력의 격차 문

화는 중국>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개인주의 문화 역시 중국>

한국의 순이였다. 한국은 집단주의가 중국보다 강하며 ‘우리의식’, ‘공동

체의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직설적으로 언어 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주의 문화와 연관이 있다.

이외에 문화 요소와 관련하여 홀(Hall, E. T.,1989:91)은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개념을 제기하였다. 고맥락 문화(high context culture)는

상황 맥락에의 의존도(依存度)가 높은 문화이고, 해당 문화에 속한 사람

은 명시적으로 소통하는 것보다 완화된 표현과 암시하는 발화 방식을 많

이 사용한다. 그렇기에 짧고 간결한 발화라도 깊고 다양한 뜻을 전달하

는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청자는 발화의 내용을 발화자의 동기와 연

결하여 화자의 언외지의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 반면에, 저맥락 문화

는 발화의 상황 맥락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고 발화의 내용과 의도

가 일치하며 표현된 내용 그대로 수용과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긴

다. 일반적으로 발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명시적 언어로 표현된다. 직접적

인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라 고맥락 문화에 비해 암

시적 의미 표현이 별로 없고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도 상대적으

로 낮다. 홀(Hall, E. T.,1989:91)에서 제시한 상황 맥락의 의존도의 순서

는 ‘일본>중국>한국>영국’ 순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맥락 의존도가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 차이로 인하여 문화권마다 선호

하는 화행 전략과 언어 표현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문화와 언

어는 상생 관계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문화가 언어를 탄생시키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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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존재이다. 중국어에는 한국어 체계처럼 존대

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어휘나 표현을 통해 인간관계를 드러낸

다.

이처럼 사회적 변인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간의

언어 행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요청 화행을 진행할 시 이 변인들이

구성한 상황에서 발화자가 요청을 한다. 현재 요청 화행 변인 중에서 가

장 많이 제기된 변인은 주로 권력관계, 부담감, 사회적 거리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요청 화행을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인을 통제의 편의성과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

룬 변인(Ⅰ장 1절 참조)인 권력 관계와 부담감에 집중한다.

1.3 요청 화행에 관한 이론

1.3.1 요청 화행의 개념

일반적으로 ‘요청(要請)’은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는 것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요청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썰(Searle,

1969)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이다. 썰(Searle, 1969)에 따르면 요청은 명제

적 내용 조건, 예비조건, 성실성 조건, 그리고 필수적 조건 총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완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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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요청(request)

명제적 내용 조건 청자(H)가 앞으로 어떤 행위(A)를 한다.

예비 조건

1. 화자는 청자가 A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
는다. 
2. 청자가 A 행위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분
명하지 않다.

성실성 조건 화자는 청자가 A 행위 하기를 원한다.

필수적 조건 청자가 A 행위를 하게 하는 시도라고 여긴다.

비교

명령(order)과 요구(command)는 요청에 비하여 
명제적 조건을 하나 더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화자
가 청자에게 어떠한 권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의 권위 때문에 이는 청자에게 A 행위
를 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

<표 Ⅱ-6> 요청에 대한 설명14)(썰, Searle, 1969:66)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요청은 청자의 미래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화자는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고 예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으로서 화자는 청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며

14) -Request(Searle, 1969:66)

1)Propositional content condition: Future act A of H.

2)Preparatory condition:

1. S believes H is able to do A.

2.It is not obvious to both S and H that H will do A in the normal

course of events of his own accord.

3)Sincerity: S wants H to do A.

4)Essential: Counts as an attempt to get H to do A.

Comment: Order and command have the additional preparatory rule that

S must be in a position of authority over H. Command probably does not

have the 'pragmatic' condition requiring non-obviousness. Furthermore in

both, the authority relationship infects the essential condition because the

utterance counts as an attempt to get H to do A in virtue of the

authority of S over H.



- 34 -

청자가 자발적으로 화자가 원하는 행동을 할지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화자가 청자가 해당 행위를 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요청을

한다면 예비조건을 위반하기 때문에 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예비 조건의 만족에 기초하여 화자는 자기의 기대와 소망을 표현함으로

써 요청 행동이 실현되도록 한다. 화자가 청자의 어떤 미래 행위를 청하

더라도 해당 요청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자이다. 청자

는 수락 권한과 거절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청자가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화자가 청한 행위는 수행되지 않는다. 만일 청자에게 거절할 권

한이 없다면 강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청이 아닌 명령(order)과 요구

(command)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시 화행의 세부 분류가 있기 때

문에 강현화(2007:10)에서 화행 가능이 담화 상황에서의 변별성을 살려

분류하였고,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7> 요청 화행의 변별성 (강현화,2007:10)

(화자)청
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

화자에
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

청자에의 
행동 요구 

정도

화자의 
권리 
여부

화자와 
청자의 
관계

행동 
주체

명령 - 도움 됨 강제성 있음 - 위계 있음 청자

권고 도움 됨 - 강제성 있음 - 위계 있음 청자

요구 - 도움 됨 강제성 있음
권리 
있음

- 청자

부탁 - 도움 됨 강제성 없음 - - 청자

제안 도움 됨 도움 됨 강제성 없음 - -
화자 
청자

제의 도움 됨 도움 됨 강제성 없음 - -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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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강현화(2007:10)에서 화자나 청자에게 도

움이 된다는 믿음, 화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 강제성 존재 여부, 화

자의 권리 여부, 화자 청자 간의 관계 그리고 행동 주체는 화자인지 청

자인지 여섯 가지 척도로 각 지시 화행 기능의 담화 맥락에서의 변별성

을 고찰하였다. 강현화(2007)에 의하면 지시 화행은 명령, 권고, 요구, 부

탁, 제안, 제의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의 ‘명령’ 및 ‘권고’ ‘요구’ 화행은

강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썰(Searle, 1969)에서 ‘요청’에 대한 정의에 맞

지 않는다. 하지만 ‘요구’는 ‘명령’보다 강제성이 덜 표현되는 것으로 본

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이메일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담화

상황 맥락은 공적인 업무 처리 환경이다. 화자는 때때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청자가 강제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요청 화행’의 개념을 ‘부탁’에 가깝지만 업무 환경에서 부여되는 강

제성이 일부 존재할 수가 있는 화행으로 보고자 한다.

1.3.2 요청 화행의 전략

요청 행위는 항상 청자에게 부담을 부여하고 체면 위협 행위를 수반하

기 때문에 화자는 체면 위협 정도를 최소화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

하여 발화 시 공손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요청 화행 전략을 사용하게 된

다.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는 요청 화행 전략의 기본적인 분

석 틀을 확립하는 데에 비교적 큰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문화 간 화행 연구 프로젝트(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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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Culture Study of Speech Act: CCSARP)로서, 12명의 연구자가

총 1996명을 대상으로 문화·언어 간 요청 화행 및 사과 화행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밝히었으며 요청 화행 전략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

다. 다양한 언어권이 포괄되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영어, 프랑스어,

덴마크어, 독일어, 히브리어 모어 화자 총 1,138명, 영어 학습자 434명,

독일어 학습자 200명, 히브리어 학습자 224명을 모집하여 조사를 진행하

였다(Blum-Kulka 외, 1989:16). 이 대규모 연구는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언어권의 요청 화행과 사과 화행의 실현 양상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세밀

하게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 왔다. 이후에 언어 교육

특히나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요청 화행 및 사과 화행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대부분이 Blum-Kulka 외(1989)가 제시한 전략 분석의 기본

적인 틀을 활용함으로써 하위분류를 세분화 하여 사회 문화 대조와 화행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왔다.

요청 화행을 할 때 상대방의 체면 위험을 감소시키고 요청하는 행위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청 화행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요청

화행 전략은 크게 주화행(head act)과 보조화행(adjunct to head act)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주화행은 요청 화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핵

(nucleus)의 역할을 수행하며 화행 분석 시 빠질 수가 없는 분석 내용이

다. 주화행 전략 관련 이론 및 연구를 살펴보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2.1 주화행 전략

요청 발화의 ‘직접성’에 따라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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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Kulka 
외(1989:18)

폴리 롱(2017:156) 홍진영(2013:41)

직접
전략

1 .서법 에 
의한 도출

직접 
요청

1.명령형 요청하기  

직접
적 

단계

1. 명 령 형 
사용하기2 .명백 한 

수행문
2.명시적 직접 요청하기 

3 .약화 된 
수행문

3.완화된 직접요청
4.당위적 요청하기

2. 수행 표
현 사용
하기

5 . 소 망 
표 현 하
기

화자 중심...

청자 중심...

관례
적 

간접
전략 

4 .의미 에 
의한 도출

관례
적 

간접
요청 

6 . 제 안
하기

화자 중심...
간접
적 

단계

3. 의무 진
술하기

5.의도 언
급

청자 중심...

공동 수행...
4. 의도, 희
망 표출하기

크게 직접전략(direct strategies), 관례적 간접전략 (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ies) 그리고 비관례적 간접전략 (un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ies)의 세 가지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하위분류로는 총 9

가지요청 화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후의 연구들도 대부분 이 세 가지

범주로 상위 전략을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전략을 추가하여 주

화행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에 요청 주화행 전략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

연구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Ⅱ-8> 요청 주화행 전략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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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안
7 . 요 청
조 건 
확 인 하
기

화자 중심...

7 .예비 적 
조건 언급

청자 중심... 5. 청자의 
의지 및 실
현 가능성 
묻기

공동 수행...

비관
례적 
간접
전략

8.강한 암
시

비관
례적
간접
요청

강한 암시하기
6. 주변적 
언급하기

9.약한 암
시

약한 암시하기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는 주화행 전략을 직접 전략, 관례

적 간접 전략 그리고 비관례적 간접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블룸 쿨

카 외(Blum-Kulka 외, 1989)에서 제시된 전략을 살펴보면 직접 전략은

가장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전략이고 서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명백한 수행문(explicit performative) 그리고 약화된 수행문(hedged

performative) 전략이 여기에 속한다. 서법에 의한 도출은 직접적인 명령

형을 사용하는 발화 방식으로 가장 명시적으로 요청을 표현하는 전략이

다. ‘-아/어라, -아(어/여)요, -하세요, -아(어/여) 주세요.’를 사용하는 발

화는 이 전략에 속한다. 명시적 수행문은 하다 등 수행동사를 명시적으

로 활용하여 요청을 드러내는 전략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은 ‘-해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등이다. 약화된 수

행문은 수행동사에 보조 동사를 첨가하여 화자의 요청을 약하게 명시하

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관례적 간접전략은 그 명칭과 같이 관례적이고

간접적인 전략이며 하위분류로는 의미에 의한 도출, 의도 언급, 제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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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예비적 조건 언급 등이 있다. 의미에 의한 도출(locution derivable)

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발화 내용을 통하여 화자의 의

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이다. ‘-아(어/여)야 되겠다.’는 의미에

의한 도출 전략에 속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의도 언급 전략은 화자의

의도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고 싶어요. -려고

해요.’ 등의 표현이 쓰인다. 제안 전략은 화자가 제안의 발화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ㅂ시다. -는 게 어때요? -(으)ㄹ까요?’라는 표현이

종종 쓰인다. 관례적 간접전략의 마지막 하위 분류는 예비적 조건 언급

이다. 이는 화자가 청자의 의지, 어떤 행위를 하는 능력, 행위가 실현될

가능성 등을 언급 및 확인하는 식으로 요청을 진행하는 전략이다. 마지

막으로 비관례적 간접전략은 다시 강한 암시(strong hints)와 약한 암시

(mild hints)로 분류된다. 강한 암시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요청 표현

없이 해당 요청 주제를 일반적으로 피하지 않고 암시하는 전략이다. 이

와 달리, 약한 암시 전략은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것은 강한 암시

전략과 같지만 요청 주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요청 주제의 주변

적 얘기를 하는 것이다.

폴리롱(2017)에서는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의 분류 체계

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 요청 전략에 당위적 요청하기 전략, 소망 표현하

기 전략을 추가했고 관례적 간접요청 전략의 하위분류를 청자 중심, 화

자 중심, 공동수행 제안 및 요청 조건 확인하기로 세분화하였다. 당위적

요청하기 전략은 ‘발화의 의미에서 언표내적인 힘, 즉 요청 행위가 수행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요청을 하는 전략이다. 이에 해당하

는 언어 표현은 ‘-아/어야 한다.’ ‘(준비) 슬슬 해야 되지?’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등이 있다. 요청 이메일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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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은 요청 전략을 간략화 하였다. 주화행 전략을 크게 두 가지 단계,

직접적 단계와 간접적 단계로 구분하였고 하위분류도 강한 암시와 약한

암시 전략을 합쳐 주변적 언급하기 전략으로 통일시켰다.

이외에 서지혜(2012:126-127)에서도 요청 화행의 주화행 전략을 세 가

지 단계 즉 직접 요청, 관례적 간접적 요청 단계, 비관례적 간접적 단계

로 분류하였다. 직접 요청 단계의 경우는 명령문에 의한 요청하기(직접

명령하기), 간접 명령하기, 수행동사로 요청하기, 바람(소원) 나타나기 등

의 전략이 있으며 간접 요청 단계는 청자를 중심으로 청자의 의무 진술

하기, 청자의 의지나 의향 묻기, 청자의 허락 구하기, 화자를 중심으로

(화자의) 소망표현하기, 제안하기 그리고 암시 등의 하위 전략이 포함되

어 있다.

김지혜(2013:51)에서는 주화행을 크게 화자 관점의 요청 화행 수행 전

략, 청자 관점의 요청 수행 전략 그리고 관점 중립의 요청 수행 전략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화자 관점의 요청 전략의 하위분류는 화자의 지시

의도 표명(명령형이나 명시형 표현), 화자의 소망 및 욕구 표명 그리고

화자의 태도 진술(조건적 감사하기, 화자의 태도 또는 생각 표현)로 나타

났다. 청자 관점의 요청 수행 전략의 하위분류는 청자의 수행의도 확인,

수행 여건 확인, 목표 행동의 적부 판단 확인15), 청자의 견해 확인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관점 중립의 요청 수행 전략 중에서 많이 활용되

는 문형은 ‘-을/를 하시면 됩니다.’ ‘-을/를 해야 돼요.’ 등처럼 중립적인

형태로 쓰는 문형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비적 조건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교육 분야

보다 전략 양상이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폴리 롱(2017)에서는 요청 조

15) 김지혜(2013:51)에서 목표 행동의 적부 판단 확인 전략 중 주로 사용되는 문

형은 ‘-면 안 되니?’ ‘-면 안 될까?’라는 문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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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확인하기, 홍진영(2013)에서는 청자의 의지 및 실현 가능성 묻기로 표

현하였다. 전략 명칭은 차이가 있으나 전략의 본질은 크게 차별성이 없

다. 유청문(2016:24)에서는 예비적 조건에 대한 하위 전략을 세분화 하고

해당하는 문형16)을 제시하였는데, 청자의 능력, 요청의 실현 가능성, 청

자의 의지 확인, 청자 행위에 대한 예측 그리고 요청 내용에 대한 청자

의 허락을 받기 위한 전략의 총 다섯 가지 하위전략을 제시하였다. 문형

은 주로 ‘-(으)ㄹ 수 있어요? -(으)ㄹ 수 있을까요? -아/어도 괜찮아요?

-(것)이 가능해요? -아/어 주시겠습니까? -아/어도 돼요?’ 등이 고빈도

로 사용된다.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우호적인 인간관

계를 유지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공손성을 갖추는 각종 화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메일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전략이 달라진다.

박지원(2005)에서 44통의 요청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주화행 전략은 ‘-

예비적 조건의 하위 전략 문형

1)청자의 능력

-(으)ㄹ 수 있어요?

-(으)ㄹ 수 있을까요?

-(으)ㄹ 수 없나요?

-(으)ㄹ 수 없을까요?

2) 요청의 실현 가능성
-아/어도 괜찮아요?

-(것)이 가능해요?

3) 청자의 의지
-(으)ㄹ래요?

-아/어 줄래요?

4)청자 행위에 대한 예측

-아/어 주시겠습니까?

-(으)시겠어요?

-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5) 요청 내용에 대한 청자의

허락

-아/어도 돼요?

-(으)면 안 되나요?

-(으)면 안 될까요?

16) 예비적 조건의 하위 전략(유청문,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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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되도록 조치 부탁드

립니다.’ 등의 표현에 의한 명백한 수행문, ‘-하면 된다’ 등의 표현에 의

한 도출, 그리고 ‘-기 바랍니다.’ ‘-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표현에 의한

소망 표시의 세 가지 전략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보조

화행 전략의 경우 근거 제시하기, 사과 표현하기 그리고 도움 제공하기

전략이 다른 전략보다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이것과 유사하게 김아늠

(2012:53)에서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구분된 총 152개의 요청 화행 중에

서 사용 빈도가 서법에 의한 도출, 소망 표시, 수행문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수는 각각 52회, 39회, 36회로 드러났다. 종합해 보면 명확한 수행문,

그리고 전체로 의미에 의한 도출, 근거 제시하기 등의 전략이 주화행 중

에서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2.1 보조화행 전략

보조화행은 주화행의 지지 역할을 담당하고 주화행의 기능을 부가적으

로 돕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화행, 부가 화행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조화행은 일반적으로 주화행의 앞이나 뒷부분에 위치한다. 보조화행은

상대방이 요청하는 행위를 수락할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다.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에서는 보조화행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약화 전략과 강화 전략으로 나눴다. 요청 화행을 주제

로 한 이후의 연구들도 대부분 이러한 보조화행의 분류를 따른다. 요청

보조화행 전략의 분류 기준을 제시한 연구들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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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m-Kulka 
외(1989:18)

폴리 롱(2017:160) 홍진영(2013:43-44)

약
화 

1. 예비요청

A. 
요청
자 

부담 
경감 

1. 사과 표현하기 

완
화

1. 이유 제시하
기2. 허락 구하기

3. 요청 선언하기 2. 상황 설명하
기4. 청자 상황 파악

하기2. 사전 약속 
구하기

3. 거부 가능성 
제거5. 요청 행위 약화

시키기 4. 보답 약속

3. 이유 제시 5. 부담 줄이기6. 도움 제시하기 
7. 치레하기 

6. 사과 및 감사
8. 감사 표현하기 

4. 부담 
가능성 해제

7. 감정에 호소
하기

9. 공감 표현하기 8. 단서 달기

5. 보답 
약속하기

9. 상세화하기

10. 농담하기 

강
화

10. 반응행위 구
하기

6.요청 부담 
최소화

강
화

7. 책망하기

11. 정보 요청하기

B. 
피요
청자 
부담 
가중 

1. 비난하기

2. 경고하기

11. 책망하기
3. 사회적 통념강조 

4. 애원하기
C . 요 1. 이유 설명하기

<표 Ⅱ-9>요청 보조화행 전략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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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행
위 정
당화 

2. 상황 진술하기

8. 위협하기

3. 대안 제시하기

- 보조화행 미시용

4. 결과 제시하기

기타

1. 관계 인식시키기 

2. 주의 끌기 전략

9. 훈계하기

3. 어미 생략하기 
4. 내용 강조하기 
5. 뜸들이기

6. 곤란함 표시하기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에서는 예비 요청, 사전 약속 구하

기, 이유 제시, 부담 가능성 해제, 보답 약속하기 그리고 요청 부담 최소

화로 약화 전략을 하위분류 하였다. 강화 전략의 경우는 책망하기, 위협

하기 그리고 훈계하기 전략으로 나눈다.

구어 담화로 나타내고 있는 폴리 롱(2017)에서는 보조화행 전략을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총 25개 하위 전략을 크게 요청자의 부담 경감, 피

요청자의 부담 가중, 요청행위 정당화 그리고 기타 전략으로 나눴다. 요

청자 부담 경감 전략에는 사과 표현(죄송하다, 미안하다 형), 청자가 요

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미리 확보해보려는 허락 구하기 전략, 청자

의 상황 파악하기 전략(청자의 시간이나 스케줄 확인 등), 요청 선언하

기, 요청 약화시키기 전략, 화자가 청자에게 도움 제시하기 전략, 정보



- 45 -

요청 전략, 감사, 공감 표현, 농담하기 하위전략이 있다. 요청 선언하기

전략에서는 보통 ‘부탁이 있는데요.’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다. 요청 화

행을 약화시키기 전략은 ‘혹시’ ‘가능하다면’ ‘시간이 되시면’ ‘괜찮으시면’

등의 부사나 어절이 나타난다. ‘좀’ ‘한 번’ ‘잠깐’도 이에 해당한다. 두 번

째 대 분류인 피험자의 부담 가중 전략으로는 비난하기, 경고, 사회적 통

념 강조하기, 애원하기 전략이 있다. 치레하기 전략은 상대방을 칭찬 해

주거나 상대방에게 ‘수고 많았어요.’와 같은 호의적 표현을 하는 것을 지

칭한다. 정보 요청 전략은 청자의 선호나 취향 확인과 같이 청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물어보는 식으로 청자가 요청을 수용하는 가능성을 높이

는 전략이다. 세 번째 대 분류인 요청 행위 정당화 전략은 요청의 이유

또는 상황 설명, 제안 제시, 그리고 결과 제시하기 전략으로서, 요청 행

위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타 보조 전략은 관계 인식시키기,

주의 끌기 전략 등이 있고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요청 이메일에 집중하여 요청 화행 전략을 살펴본 연구인 홍진영

(2013)에서는 대부분의 연구와 유사하게 요청 보조화행을 크게 완화 전

략과 강화 전략으로 구분하였고 이메일의 특성에 맞게 약화 전략의 하위

분류로 거부 가능성 제거, 사과 및 감사, 감정에 호소하기 등 전략을 추

가하여 이를 전략 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이외에 이강순(2007:39-40)에서는 보조화행 전략으로 부담 줄이기(부

담 최소화), 보상하기, 강화 전략으로써의 부담 주기, 책망하기, 그리고

대안 제시하기, 이유 제시하기, 상황 기술하기, 감정에 호소하기 등을 제

시하였다. 김지혜(2013:51)에서도 유사하게 부담 관련 전략인 부담 줄이

기, 부담주기, 그리고 완화 전략으로는 예비 요청하기, 보상하기, 대안 제

시하기, 사과하기, 감사하기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요청을 구체화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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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으로는 상황 점검하기, 이유 제시하기 전략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는

요청 화행 전략 분석의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틀을 설립하는 데에 큰 역

할을 함으로써 향후의 연구를 위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왔다.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이는 구어 담화를 전제로

한 연구이다. 폴리 롱(2017)에서는 DCT(discourse-completion test)를 이

용하여 피험자의 언어 표본 분석의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 역시 문

어보다 구어 텍스트의 성질이 강하다. 이외에 요청 화행을 주제로 한 연

구가 많이 있지만,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에 관란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 하나인 홍진영(2013)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수집하여 실험을 진행한 뒤 위와 같은 요청 화행 전략 분석 기

준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요청 화행에 관한 각 연구에서 설정한 전략 분

류 기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보조화행을 9개에서 17개까지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화행보다 보조화행의 양상이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조 화행 전략 중 예비 요청

전략, 이유 제시 전략, 상황 설명하기 전략, 부담 최소화 전략, 부담 가중

전략, 사과 및 감사 전략이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홍진영(2013)의 경우 회사에서의 이메일을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이 어려우며, 회사 업

무에 대한 이메일로 인하여 전체적인 맥락에 및 상황을 유추할 수 없어

분류한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

1.4 공손성에 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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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는 요청 화행은 상대방이 화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

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핵심 목적인 요청과 함께 체면 손

상행위(FTA)가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때 화자는 일반적으로 공

손성을 최대한 자기의 목적에 맞춰 활용하며 유의식적으로 조심스럽게

발화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주로 한 중 양국 문화에

서 체면에 대한 인식 및 공손성 원리와 완화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1.4.1 체면의 개념과 분류

공손성과 관련된 이론 중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체면(face)이다.

체면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연구문제는 바로 체면이 보편적인 문화 개념

인지, 아니면 아시아 문화권에서만 존재하는 특유한 문화 개념인지에 대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차문화비교연구가 많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체면은 아시아 집단문화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각종 문화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화 개념이며 체면을 중요시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에 체면은 각종

문화에 뿌리를 심은 사회적 심리로 구축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인

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표현된다.

체면이 어떻게 인간의 행위에 작용을 하는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인지심리학과 인지이론의 발달에 따라 언어 또는 행위의 체면

위협은 상황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정한 언어 표현 형식은

체면 위협과 필연적인 연관이 없고 행위 주체가 상황에 있는 체면 위협

정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佐斌(1997)에서는 심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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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S-C-R모델17) 이론(stimulus-Organism-Response, 자극-인지-반응

모델)을 적용하여 체면 위협을 판단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

면 체면 위협은 어떤 공간과 시간에 있는 개인 또는 사건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체면 위협외부 자극을 받은 사람은 해당 상황을 해석하여 자기의

기준을 설립한 다음 평가 및 판단을 거쳐 체면 손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

고 반응을 하게 된다.

사회 문화가 다를 경우 체면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 체계에서 체면의 정의는 상이하며, 체면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 또한 다르다. 체면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고

프먼(Goffman Erving. 1959)은 체면은 ‘화자의 자아 이미지’라고 하였다.

체면의 실질은 인간의 자존의 표현이다. 자존은 내면적인 것이자 동기이

며 체면은 외면적인 표현이다. ‘화자의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사

람은 이미지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하게 된다. ‘자아 이

미지’는 타인이 화자의 자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화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행동은 객관적이

지만, 이 태도와 행동에 대한 체험과 평가는 주관적이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Levinson, 1987:13)의 공손 이론에 따르면 체

면(face)은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과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으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체면은 자신의 자율성을 보장을 확보하고 자신의

욕구가 타인에게 타당한 이유 없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 체면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브라운과 레빈슨은 체면 욕구(face wants)를 반하는 행동

을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s：FTA)라고 칭했다.

17) S-C-R모델 (stimulus-Organism-Response, 자극-인지-반응 모델) 이론은

인지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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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통문화는 유석도(儒释道) 즉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가 융합

된 문화이지만 그중에서도 주류가 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

다. 유석도(儒释道)문화에서는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 ‘성인(聖人)’ ‘군자

(君子)’ ‘현인(賢人)18)’를 추구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체면 욕구가 강하

며 체면 문화가 종종 목격된다. ‘체면’의 개념과 대응하는 중국어의 유사

한 개념은 ‘面子’와 ‘脸面’이라고 볼 수 있다. ‘面子’는 다른 사람에게 인

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적극적 체면과 비슷하다. ‘脸面’이 사용되는 언어

맥락은 보통 소극적 의미를 가지며 손상이나 침해당하는 상황과 많이 이

어서 쓰기 때문에 소극적 체면과 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

국어 ‘面子’와 ‘脸面’의 개념은 체면 위협 행위에만 제한되지 않고 사회생

활과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체계의 체면 개념이나 서양 문화의 체면 이론과 다소 차이

가 존재한다.

1.4.2 공손성 원리와 완화 전략

공손성은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에서 주로 논해져 왔다. 공손성은

인간이 후천으로 사회에서 습득하는 것이고 공손성을 표현하기 위한 언

어적 장치를 프레이저(Fraser, 18980)에 의하면 완환 장치(mitigation

devices)라고 한다. 와츠(Watts, R, 2003)에서는 공손성에 정의를 정리하

였고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성인(聖人)’ ‘군자(君子) ’ 현인(賢人)이 되는 것은 중국 전통 문화에서 추구

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아 이미지이다. ‘성인(聖人)’ ‘군자(君子) ’ 현인(賢人)이

라는 말은 학식(學識)과 덕행(德行)이 높은 사람이나 성품이 좋고 재능과 식

견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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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0> 공손성의 정의(Watts, R, 2003:50-52)

학자 내용

Lakoff(1975:64)
사회적 관계에서의 마찰을 감소하기 위해 개발된 
언어 장치

Leech(1980:19)
상대방과의 대립적인 입장을 회피하고 사회적 예
의를 지키는 정도성(degree)에 따라 측정이 가능
한 전략적인 대립 회피

Brown & 
Levinson(1978)

체면 위협 행위(FTA)를 완화시키는 복잡한 언어 
장치

Kasper(1990:194)
대화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언어 
행위자가 체면 위협 정도를 최소화하고 적대감을 
감소하는 것

Arndt & 
Janney(1985:282)

대인 관계적인 지원 장치

Hill, Ide, Ikuta, 
Kawasaki & Ogino  

(1986:349)

사회적 관계를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 및 입장을 고려하고 언어 표현적으로 노력
하는 것

Ide(1989:225)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화
자가 의도적으로 전략 및 공손적인 표현 사용 

Fraser & 
Nolen(1981:96)

체면 위협 행위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 화자
의 자발적인 행위 관련 언어 특성

화용론 중의 중요한 개념으로써 공손성의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

지만, 공통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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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두고 화자가 의도적으로 의사소통 전략과 공손적인 표현을 사용

함으로써 체면 위협 행위(FTA)를 완화시키는 언어 장치 및 언어 특성이

라고 본다. 외츠(Watts, R, 2003)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언어 행위가 공손

성을 판단하는 것이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어 교육에 있어 공손성

지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라이스(Grice, H.P., 1975)의 협력 원칙(cooperative principle:CP) 언

어로 구성된 모든 대화 교류 활동에 있어서 화자와 청자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호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적으로 회화의 기본의

원칙을 준수하여 대화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라이스

(Grice, H.P., 1975)에서 제시한 대화 협력 원칙19)은 네 가지 범주로 나

눌 수 있는데 그것은 양, 질, 관련성 그리고 태도의 원칙이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1> 그라이스(Grice, H.P., 1975)의 협력 원칙

19) Grice(1975)의 협력 원칙에서 (1).The Maxim of Quantity

a)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 of the exchange)；

b)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

(2)The Maxim of Quality) (Try to make your contribution one that is true)

a)Do not say what you believe to be false； b)Do not say that for which

you lack adequate evidence；

(3).The Maxim of Relation-> Be relevant

(4)The Maxim of Manner->Be perspicuous

Avoid obscurity；Avoid ambiguity；Be brief (avoid unnecessary prolixity)；

Be orderly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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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세부 내용

양의 격률
(the maxim of quality)

1)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양을 만
족시켜라. 
2) 대화 목적을 위한 정보의 양을 초과하지 
마라.

질의 격률
(the maxim of 

quantity)

1)거짓이라고 믿는 말을 하지 마라
2) 증거가 부족한 말을 하지 마라.

관련성의 격률
(the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이 있는 말을 하라

태도의 격률
(the maxim of 

manner)

태도가 명료해라.
a)모호성을 피하라;
b)중의성을 피하라; 
c)간결해라;
d)논리성이 있게 말하라

위의 표에서 보듯이 협력 원칙 이론은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련성의

격률 그리고 태도의 격률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대화 시 화자가 명

료한 담화 방식으로 모호성과 중의성을 피하고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그리고 논리성이 있게 제공해야 하며 거짓이나 증거가 부족한 말을 회피

하면서 관련성이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기하였다. 이는 대화

를 참여하는 화자와 청자 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대화 그리고 화자와

청자 사이의 양호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격률을 충족시

켜야 한다.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이러한 협력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화자는 필요에 따라 일부러 협력 원칙을 지키지 않기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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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럴 때 청자는 화자의 말의 표면적의 뜻을 넘어서 말 밖에 숨어 있

는 언외지의(言外之意)를 이해해야 한다. 유머(humor) 언어 행위는 바로

화자가 의식적으로 협력 원칙을 위반할 때 발생된다. 때때로 화자는 공

손성을 발휘하기 위해 협력 원칙을 위반하기도 한다. 협력 원칙만으로는

실제 언어생활 중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때가 많다.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A: We’ll all miss Bill and Agatha, won’t we?

B: Well, we’ll all miss Bill.

- C: Someone’s eaten the icing of the cake.

D: It wasn’t me. (Leech, 1983:80)

여기에서 B는 A의 질문의 절반만 대답하여 협력 원칙의 양에 대한

규범을 위반했다. B의 말에 숨어 있는 뜻은 Bill을 그리워하지만 Agatha

는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but not Agatha’를 붙이고 협력 원

칙을 준수하여 말할 수도 있지만 공손하지 않다. 그래서 B는 협력 원칙

보다 공손성 원칙을 더 우선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C와 D의 대화에서는

C는 누군가가 케이크 표면에 바르는 당의를 먹은 것을 보고 D를 의심하

였지만 그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협력 원칙의 질에

대한 규범을 준수하였지만 양와 태도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암시적으

로 말함으로써 공손성 원리(the politeness principle)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리치(Leech, 1983)에서는 바로 이러한 언어 행위의 관찰을 바탕

으로 협력 원칙과 상호보완될 수 있는 여섯 가지 대화의 공손 격률

(politeness maxim)을 정교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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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2> 리치(Leech,1983)의 공손 격률

구분 세부 내용

재치 격률
(Tact maxim)

1)상대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라.
2)상대의 이익을 최대화하라.

관용 격률
(Generosity maxim)

1)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라.
2)자신의 손해를 최대화하라.

칭찬 격률
(Approbation 

maxim)

1)상대에게 비난을 최소화하라.
2)상대에게 칭찬을 최대화하라.

겸양 격률
(Modest maxim)

1)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라.
2)자신에 대한 비난을 최대화하라.

동의 격률
(Agreement maxim)

1)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라.
2)상대와의 의견 일치를 최대화하라.

공감 격률
(Sympathy maxim)

1)상대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라.
2)상대와의 공감을 최대화하라.

이러한 여섯 가지 격률은 상대에 대한 원칙과 자신에 대한 원칙으로

구분된다. 공손성 원리의 적용으로 인해 문장의 유형과 기능이 대응되지

않고 화행의 복잡성이 나타나기도 한다.(Ⅱ장1절 참고). 리치(Leech,

1983)의 공손 격률 이론은 보편적인 언어 공손 현상의 특징을 포괄하는

대표적 이론이며, 화용론의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한편

레이코프(Lakoff, 1973)에서도 화용적 능력에 관하여 ‘명료하게 말하라’와

‘공손하게 말하라’의 두 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 사실 이 두 가지 규칙

은 체면 위협 행위에 모순이 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동시에 만족

시키기에 어렵다. 레이코프(Lakoff, 1973)에서는 공손과 관련하여 공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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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rule of politeness) 이론을 제기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0> 레이코프(Lakoff, 1973)의 공손 규칙(rule of politeness)

규칙 세부 내용
1)격식성(formality) 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 마라

2)주저함(hesitancy) 청자에게 선택권을 줘라.

3) 동등감/친절감
(equality or 
camaraderie)

청자에게 우호적인 느낌을 줘라.

이 외에 브라운과 레빈슨(Brown&Levinson, 1987)도 레이코프

(Lakoff, 1973)와 리치(Leech, 1983)와 유사하게 공손성을 띠는 언어 행

위와 관련 이론을 제시하였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Levinson, 1987)

은 레이코프(Lakoff, 1973)와 리치(Leech, 1983)보다 더 본격적으로 체면

위협 행위를 할 때 체면 손상의 위험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

는 공손성 발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체면 위협을 받고 결국

체면 손상을 당하게 되면 당사자의 긴장, 속상, 분노 등 소극적인 정서가

유발되기 때문에 청자의 체면이 위협될 때 화자는 다양한 화행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Levinson, 1987)의 공손 이론에

서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시한 의사소통 전략 다섯 가지

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Ⅱ-1> FTA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전략20)(Brown& Levinson,

20) FTA 상황에서의 완화 전략 원문(Brown& Levinson,19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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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60)

위의 그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브라운과 레빈슨(Brown&Levinson,

1987)에세 전략 1은 보상행위 없이, 노골적으로 체면 위협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때 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위급한 상황이나

충고 또는 경고를 하는 경우 등 화자가 공손성보다 발화의 명료성을 비

롯한 다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에서 적용하게 되는 전략

이다. 전략 2와 전략 3은 보상행위와 함께 사용하는 전략이다. 전략 2는

적극적 공손법으로써 상대의 적극적 체면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전략 3은

개인행동의 자유를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소극적 체면을 충족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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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략 4는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완화 정도가 높다. 전략 5

는 ‘체면 위협행동을 하지 마라’의 전략이고 체면 보호 행위로써 공손성

을 가장 최대화하는 전략이다. 브라운과 레빈슨의 FTA 상황에서의 의사

소통 전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방의 체면 손상의 위험도가 적을

수록 완화전략을 직접적으로 하는 반면에, 상대방의 체면 손상의 위험도

가 높을수록 완화 전략을 간접적이나 암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이메일 담화 분석에 관한 이론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을 연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메일의 담화 특징을 살려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주

로 이메일의 개념과 특징, 이메일의 장르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메일의 장르적 특성은 주로 장르의 형식과 관련된 구조 분석 그리고 장

르의 내용과 관련된 언어 표현 분석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2.1 이메일의 개념 및 특징

이메일(e-mail)21)은 컴퓨터를 매개체로 이용하여 주고받는 우편 방식

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사소통(computer-mediate communication, CMC)

21) 이메일은 외래어로 ‘전자 우편’의 영어 표현 ‘electronic mail’의 줄임말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통신망에 기반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단으로 인식된

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메일, 이메일, 전자 우편, 전자메일 등 동일한 사물을

지칭하기에 이 용어들을 묶어서 ‘컴퓨터의 단발기 이용자끼리 통신 회선을

이용하여 주고받는 글’로 정의하였다. 용어가 다르지만 뜻이 일치하며 현재

이메일이나 메일의 사용이 가장 광범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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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현되도록 한다. 인터넷이라는 중개 미디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언어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 이로 인하여 글쓰기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정경옥(2004)에서

컴튜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 또는 문장을 통신언어로 정의하였

고 일상 언어와 비교를 통하여 통신언어의 특징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제

시하였다.

<표 Ⅱ-14>일상 언어와 통신 언어의 특징(정경옥, 2004:15)

음성언어(입말) 문자언어(글말) 통신언어

시간적 제약 제약 有 제약 無 제약 無

공간적 제약 제약 有 제약 無 제약 無

전달 방법 직접 전달(대화) 간접 전달(문자)
간접 전달

(문자)

비언어적 표

현

사용(손짓, 억양,

몸짓, 표정 등)
사용하지 못함

사용 가능

(이모티콘22))

정보 전달량 많지 않다 많다 매우 많다

수정 가능성 불가능 가능 가능

정보 전달

방법

쉬운 내용을 간단

하게 전달

논리적으로

내용 전달

논리적으로

내용 전달

위의 표에서 보일 수 있듯이 통신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공

22) 이모티콘(emoticon)은 개인의 감정을 뜻하는 영어 ‘emotion’과 ‘유사기호’를

의미하는 icon의 합성어로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 기

호, 숫자 등을 조합해서 느낌과 감정, 즉 정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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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았다. 통신 언어는 언제 어디서든 통신망의 이용

이 가능하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 편리성으로 인해 널리 보편화 되었

다. 전송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반적 편지와 달리, 통신언어

에 해당하는 이메일은 이러한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벗어난다. 확실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전송이 빠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이메일은 그 사

용 범위가 넓으며 사용 빈도도 높아 학업 환경, 업무 환경 그리고 개인

생활 가운데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메일은 일반적으로 구어와 문어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메일은 문자로 작성된 텍스트지만 구어적 표현도 활용되기도

하다. 소만섭(2002:47)에서 이를 ‘구어적 문자성’ 혹은 ‘문자화된 구어성’

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개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이메일 상황에서만 이루어지고 주로 사회관계가 비교적 친한

사람 간에서만 위주로 발생된다. 하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구어성’와 차

이성이 있다. 이메일에서 이모티콘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비언어적 표

현을 사용할 수 없다. 구어 소통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화자의 메시지

를 담고 있는 몸짓, 목소리, 얼굴의 미묘한 표정, 자세 등 이러한 의사

소통 보조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더불어, 이메일은 즉각적인 상호 교류가 발생하지 않고 의사소통에 시

간차가 존재하는 비동기적23)(asynchronous) 속성을 지니고 있다. 발신자

23) 비동기적(asynchronous) 의사소통은 비동시적 의사소통이라고 하기도 하다.

비동기기적 의사소통이란 상대방과의 교류 과정 중에 즉시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차를 두어 발화자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보유하여 소통을 실현시키는 유형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이

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 비동기적 의사소통을 취할 수 있다. 음성 전화, 현장

회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원격 화상 회의 등과 같은 소통 방식은 동기적

(synchronous)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동기적 의사소통 방식에 비

해 비동기적 의사소통은 발화자에게 결정, 선택을 고려하는 시간을 두고 편

의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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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수신자는 이러한 특징으로 양자가 모두 이메일 내용을 작성하고 수정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이메일 텍스트에 정중성이 갖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전화 같은 즉시 수신 수단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

며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시간 상의 배려가 주어진다. 이외에

‘첨부’를 통해 다양한 자료(텍스트, 영상, 음성, 이미지 등)를 함께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메일이 다른 의사소통 수단들과 구별되게 갖는 큰 장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메일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이정복(2002:20)에

서는 발신자의 목적에 따라 이를 안부 묻기, 마음 나타내기, 정보 전하

기, 자료 또는 행위 구하기, 즐거움 나누기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요청 이메일에 주목하기 때문에 자료 또는 행위 구하

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나 행위의 실현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이메일의 수신자가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수신자가 최소 한 명

이 있어야 즉 받을 자가 존재해야 발신이 가능하다24). 이메일의 수신 대

상자는 불특정 대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전재로 하며 이메일 내용을 작성

할 때 발신자는 이메일의 수신 대상자는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정해진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가 어떤지가 이메일 내용에 영향을 끼친

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메일 작성을 위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메일은 CMC의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며 대중 간 관습화

된 글쓰기 방식인 장르25)(genre)이다. 바티아(Bhatia, 1993:14)에서 지적

24) 이메일의 수신자가 많이 있는 경우 참고에 넣을 수 있고 내용 발송이 가능

하다.

25) 장르(genre)는 묘사, 설명, 설득과 같은 의사소통 목적을 위하여 사회 구성

원들이 공동적으로 용인하는 예측 가능한 텍스트를 말한다. 학파에 따라서

정의가 다르지만 사회적 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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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와 같이 장르는 구조화 그리고 관습화되어 사회 공동체에서 구성원

들 간에 상호 간 이해되고 서로 주고받는 글쓰기 형식이다. 이에 사회적

경험이나 지도 훈련을 통해서 습득하기 가능하다. 생활 중에 많이 활용

되는 장르에 낯설지 않지만 친숙하지 않은 담화 상황에서 특히 외국어로

작성된 담화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목표어

학습 교육 과정 중 목표어 담화 유형에 따른 장르적 특성이 중요하다.

이메일은 중요한 CMC 수단 중 하나이며 특정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메

일의 장르적 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메일 담화 분

석에 집중하여 이메일 장르적 특성을 구조 분석, 언어 표현적 분석 측면

에서 이메일 텍스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2.2 이메일 텍스트의 구조 분석

2.2.1 일반 이메일의 구조

이메일은 격식성을 가지는 장르로 문자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

본적인 구조로서 ‘제목, 발신자, 수신자, 첫인사, 본문, 끝인사’ 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을 지니는데, 이는 일반 편지와 비교했을 때 구조의 차

이가 있다. 일반 편지는 수신자, 본문(인사 또는 안부 묻기, 주요 내용),

마무리(끝인사), 날짜, 발신자로 구성된다. 이메일의 구조는 연구들마다

다르게 파악하고 있지만, 주요 구조 부분은 대체로 유사하다.

이메일을 발신할 때 제목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다. 제목

은 이메일의 전체 형식 구조 중 수신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중요

한 부분이다. 이메일을 확인할 때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는데 시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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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걸리고, 시급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이메일의 제목은 핵심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보낸 사람이 어

떠한 요지로 작성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메일의

제목 유형 분류와 관련해서 김아늠(2012:19)은 총 149통의 이메일을 분

석하여 제목의 유형을 주제어, 품명26), 안내/공지, 주제문, 기타로 구분하

였다. 그 중 실현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주제 핵심어가 포함되는 주제

문 ‘견적 문의’ ‘-확인 요청’ 등의 표현이었다. 추가로 사내 이메일의 경

우는 안내 알림 이메일의 빈도가 높고 제목으로는 ‘-관련하여 공지사항

드립니다.’ ‘-에 대한 공지’ 와 같은 제목이 빈번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긴급한 사항의 경우 제목과 함께 마감 시간을 추가하거나 긴급이

라는 글을 적어서 업무 처리를 우선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거나, 제목의

앞부분에 ‘(초)긴급’,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등 제

목이 명사형 활용하거나 핵심 내용을 한 마디로 표현하여 사용된다고 제

시하였다. 이는 수신자가 제목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해당 내용을 우선

순위로 조절하고 긴급하게 빠른 시일 내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정복(2002:106-107)에서는 1) 발신자를

적는 경우, 2) 수신자를 적는 경우, 3) 내용을 요약하거나 내용 일부를

적는 경우, 4) 기호나 의성어 표현을 적는 경우, 추가로 앞의 방식들을

섞어 쓰는 경우인 (복합형)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고 유청문(2016:13)에

서는 이정복(2002)을 바탕으로 인사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 유형

의 혼합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이전에 받은 특정 이메일에 대하여 회신

을 하는 경우, 이미 받은 이메일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대신 최초

의 이메일 제목의 맨 앞부분에 ‘RE:’를 붙이는 형식으로 활용하는 경우

26) 품명은 일반적으로 발주서에 있는 번호를 듯하고 이메일의 제목을 작성할

때 P.O number( 'purchase order'의 약자)를 기입한다(김아늠,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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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이는 이메일의 주제가 동일하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배

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메일의 똑같은 핵심 내용에 대하여 정보 교

환이나 답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근무할 때 모

든 사람들은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는데, 수많은 이메일 중 제목을 통하

여 빠른 시간에 핵심 내용을 파악하여 열람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용 요약 핵심으로 간결한 제목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도입’은 이메일 제목 이후에 작성하는 구조로 이메일의 시작을 결정하

는 부분이다. 이메일의 제목 뒤에 나타나는 ‘도입’은 대부분 인사말, 수신

자에 관한 호칭어, 그리고 추가로 발신자의 소속 기관 또는 신분을 밝히

는 자기소개가 이어서 나타난다. 도입 부분에서 ‘인사+호칭+발신자 자기

소개’ 또는 ‘호칭+인사+발신자 자기소개’가 많이 목격된다. 이외에 ‘인사+

발신자 소개’ ‘호칭+발신자 소개’ ‘인사’ ‘발신자 소개’ 등의 각종 순서로

나타날 수 있다. ‘도입’과 ‘마무리‘ 부분은 대부분의 이메일에 나타타며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마무리 부분은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으로써

글을 끝내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인사말 또는 호의적 표현 그

리고 발신자의 서명(해당 소속 기관+이름+드림/올림/배상)으로 나타난다.

2.2.2 비즈니스 이메일의 구조

공적인 담화 맥락을 전제 조건으로 한 비즈니스 이메일은 일반 목적

이메일과 비교하면 몇 가지 다른 구조 특징이 존재한다. 일반 이메일보

다 비즈니스 이메일은 격식성을 더 엄격히 지키는 경향을 보이며 생략하

지 않고 구조가 더 완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아늠(2012:84)에서 요청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은 주로 핵심 요청 사항이 먼저 나온 다음에 뒷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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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요청 내용 상세화가 이어졌다고 제시하였다. 요청의 경우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요청의 구조를 크게 요청만 하기, 요청의 내용 상세화, 요청

의 근거 제시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요청과 거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

청 또는 거절의 근거나 이유를 제기하고 앞의 내용을 상세화 및 보충하

는 내용이 발화자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 붙는다고 하였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형식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 이메일의 구조와 큰 차

이가 없고 ‘도입-본문-마무리’라는 기본 구조가 거의 유사하지만 차별성

은 주로 본문 내용에서 나타난다. LIXIN(2016:47)에서 이메일의 구조적

측면에서 완결성과 가독성을 평가 척도로 제시하였다. 이메일의 기존 형

식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문단 구분을 통해 독자가 이메일 텍스

트의 내용을 읽을 때 비교적 용이하게 구조화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김가람(2011:149)에서는 요청 이메일의 구조를 ‘제목-수신자-첫

인사-자기소개-언급하기-상황 설명-요청 진술-끝인사-발신자’로 제시하

였다. 그리고 요청 이메일의 구조를 크게 ‘제목-도입-요청지지 행위1-요

청 주 행위- 요청지지 행위2-마무리’로 정리한 연구(이승연·김은호,

2014:124)도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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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구조> <이메일 내용 예시>

요청 주행위
Head act

요청 지지 행위Ⅱ
Supportive move Ⅱ

마무리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ㅇㅇㅇ입니다. 

20ㅇㅇ년 ㅇ월 ㅇㅇ일(ㅇ)까지 보내주시기로 한 
보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이렇게 연락드립
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보고서를 조금 서둘러 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를 맡아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
며 선생님의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ㅇㅇㅇ ㅇㅇ팀 올림 

도입

요청 지지 행위Ⅰ
 Supportive move Ⅰ

<그림 Ⅱ-2> 요청 이메일의 담화 구조와 예시(이승연·김은호, 2014:124)

이승연·김은호(2014)에서는 본문 부분을 요청 행위, 요청 행위를 지지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요청지지 행위로 구분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보일 수 있듯이, 요청지지 행위는 요청 주행위의 앞과 뒤에 모두 그러났

다. 하지만 실제 이메일에서 둘 중 한 군데에서만 나타나는 패턴도 존재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지원(2005:45)에서 요청 이메일 본문의 구조를 개별 요청 이메일의

경우 요청-요청내용 상세화, 요청 이유-요청, 요청-신정보, 요청으로 나

눴고 단체 요청 이메일의 경우 요청-요청 내용 상세화, 요청 이유(통



- 66 -

보)-요청, 요청으로 구분하였다. 김정윤(2018)에서는 요청 이메일 텍스트

의 구조를 ‘도입-목적 밝히기-요청 내용, 이유제시-요청-요청 지지행위-

마무리’로 구분하였고 이 여섯 가지 부분의 각종 순서의 조합으로 요청

이메일을 분류하였다.

이상 종합해보면 비즈니스 이메일이 포한된 이메일 텍스트는 대부분이

격식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구조가 비슷하고 도입

-본문-마무리 부분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가능 또는 수반 행위 요청

이메일의 세부적 구조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이메일 텍스트의 언어 표현적 분석

2.3.1 일반 이메일의 언어 표현

이메일 텍스트의 언어 표현적 분석은 주로 어휘, 문장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의사소통 관례에서 ‘탈언어규범화’ 언어 현상이

종종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구어나 공적이 아닌 사적인 텍스트에서 발견

된다. 예컨대 약어의 사용, 인사말, 이모티콘 사용 등이 있다. 공적인 이

메일의 경우에서는 구어적 특성보다는 주로 문어적 특성이 강하며, 언어

선택의 면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이메일은 면대면 의사소통 과정과 달리, 눈빛, 손짓, 얼굴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메일은 일반 텍스트와 달리 문

어적 특색이 강하며 어휘 선택 시 한자어 또는 외래어 사용이 빈번하다.

‘발송, 발주서, 귀사, 납기일, 출고, 재고, 수입, 수출, 견적, 관세, 단가’ 등

과 같은 한자어는 고유어와 비교했을 때 더 신중한 느낌을 주어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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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사용하게 된다. ‘~시(時)’, ‘~상(上)’, ‘~측 (側)’, ‘~건(件)’ 등 역시 고

빈도로 사용되는 단어들로서 문어체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아늠,

2012:33). 그 반면에 고유어를 사용할 시 공식적 문서라는 느낌이 줄어들

고 격식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문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메일은 일반 쓰기보다 관습적으로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고 의례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따라 자

연스럽게 활용하는 표현도 있고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윤(2018:51-52)에 따르면 도입 부분에서의 인사말 중에서 ‘안

녕하세요.’라는 말을 사용한 이메일은 총 107통, 그 사용 빈도는 절반을

초과한 무려 62.5%로 나타나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인사 표현으로 드러

났다. 인사를 생략한 이메일 텍스트는 총 43통으로 사용 빈도가 25%였

고, 그 다음 순으로는 ‘안녕하십니까?’(라는 표현을 활용한 이메일이 20

통(11.7%)이었다. 이 외에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지난주’, 등의 추

가적인 안부 인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경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로 도입을 시작하는 이메일도 목격된다.

이메일의 첫인사 부분은 고정 표현이 있으며 끝인사 부분에도 ‘감사합

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등 표현이 종종 보인다. 그 중 ‘감사합니

다.’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이메일 텍스트 본문의 핵심 부분과 큰 관련성

이 없지만 자주 사용된다. 특히 답변 이메일 중 회신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상황 맥락에서 이메일의 내용이나 목적과 연관이 없어도 사용되고

있으며 관용적인 끝인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고빈도로

쓰고 있는 인사 표현이다. 또한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

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

다’ 등의 표현도 마무리 내용으로 사용된다. 요청 목적으로 발송한 이메

일의 경우는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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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시겠지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호소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

된다. 이외에 빈번한 조사 생략도 문장 측면에서의 특징이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특성상 간결한 표현을 선호하고 문장이 짧으면서도 핵심 내용

이 들어가야 하기에 ‘에’, ‘와/과’ ‘이/가’ 등 조사와 접속사 등의 생략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금일(에) 납품(한) 제품(의) 수량, 수요일(에)

입고(하기를) 바람, 00제품(과) 관련(하여) 등 표현처럼 의미 전달에 방

해가 되지 않은 조사나 접속어를 생략하고 핵심어만 적어 넣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2.3.1 비즈니스 이메일의 언어 표현

비즈니스 이메일의 경우 한자어 이외에 외래어도 빈번한 사용이 나타

난다27). 이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 용어나 전문 어

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오더(order), 컴플레인(complain), 바이어

(buyer), FOB, CIF’ 등 같은 외래어는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어휘이다. 업무 분야와 관련된 이러한 언어 코드

(linguistic code)를 업무 처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한 언어코드(common linguistic code)를 사용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유대 강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는 동일코드를 통

하여 동일한 지식(common knowledge)을 갖추고 상호 간 공유하며 이해

할 수 있는 정도로 사이가 가까움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언어코드가 유대

감을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정연권, 2004). 그리고 가장 큰

27) 이연정(2015:549-550)에서는 비즈니스 이메일의 어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휘는 한자어라고 제시하였다. 지칭어도 고유어보다 한

자어를 많이 사용된다.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가 다음으로는 외래어이다. 셋

째로는 외래어와 한자어의 합성어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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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외래어의 ‘전문성’과 ‘경제성’이다. 무엇보다 특정 분야에서 관습

적으로 활용되는 용어가 존재하고 해당 언어 코드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없는 상황이 많다. 만약 한국식 번역 용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낯선

어휘로 표현될 수 있고 의사소통 과정 중의 불필요한 오해 또는 원래 피

할 수 있었던 의미 이해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메

일에 반영된 요청 화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휘 사용에 주목하지 않

되 이러한 특성이 배경 지식으로 언급하는 것이 권장하다.

비즈니스 이메일은 일반 이메일보다 공적인 성격이 강하며 정보 전

달, 안내, 알림, 업무 요청, 요청에 대한 거절, 자료 교환 등 명확한 목적

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의 텍스트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특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내용의 간결성이다. 표현하려는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이 수신자에 대한 배려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원의 경우 일정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며 빨

리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도 업무 순서를 미리

정한 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메일이 간결하다면 업무 처리를 위

한 판단이을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표현의 정확성 이다. 표현하거나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게 서

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표현의 모호성과 중의성을 피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요청을 할 때 원하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

지 않으면 업무 진행 중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회사의 시간

적,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다.

셋째, 목적의 명료성이다. 이는 보통 이메일의 제목 부분에 이메일의

목적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알림, 안내, 공지, 요청, 답변 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메일의 발송 목적을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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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다. 출근 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 회사원들은 보통 가장 먼저 컴퓨

터를 작동시키고 이 전에 온 이메일이나 사전에 짜 두었던 스케줄을 보

며 그날의 업무순서를 준비한다. 이때 이메일의 제목이 명료하지 않다면

이메일 내용을 파악하고 중요도 및 긴급성을 판단하는 데까지 시간을 낭

비하기 때문에 이메일의 제목은 명료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작성한다. 요

청 이메일은 일반적으로 목적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다름이 아니라) -

관련/관련하여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견적서 전달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한다.

넷째, 상대방 즉 수신자에 대한 공손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도입

부분과 호칭어, 인사말, 맺음말에서 많이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요청

이나 거절을 이메일 텍스트의 목적으로 할 때 발화자는 공손성을 발휘하

여 체면 손상을 최소화시켜 호의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원활한 인간관계

가 유지되게 한다. 상대방과의 친밀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요청이나 거절 등의 이메일을 작성할 때 공손성을 표현한다면 친밀도가

높아져 업무의 진행을 좀 더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표현의 응집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메일의 전

체 흐름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언어 표현의 자연스러운 논리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차원이다. 요청이나 거절 등의 내용을 작성하여 전달할 때

현재 상황이나 사유 등을 같이 전달하면 상대방은 상황을 파악한 후 업

무 처리의 중요도나 시급성에 따라 도움을 주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전달할 것이다.

현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비즈니스 이메일 담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는 주로 업무 수행 목적으로 하여 업무용 이메일 구조와 표현을 고

찰을 위주로 진행해 왔다. 김상아(2010)에서는 편지 텍스트와 이메일 텍

스트의 차별점을 밝힌 다음에 이메일 텍스트를 기능별로 정보 전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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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수행 촉구 기능, 수행 알림 기능, 확인 알림 기능 4가지로 구분하여

기능에 따라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김아늠(2012)에서도 비

슷하게 무역업의 이메일 담화에 집중하여 요청, 거절, 질문, 답변, 알림으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처럼 비즈니스 이메일은 일반 이메일보다 목

적 지향적 속성을 훨씬 강력하다. 우리는 항상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도

록 사회적으로 용된 언어를 활용하여 상대방와 소통을 원활히 진행하려

고 노력을 한다. 비즈니스 이메일 쓰기를 할 때 반드시 위와 같은 구조

그리고 언어 표현 특성을 알아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요청 화행에

집중하되 이메일 환경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메일의 특징과 요청

화행을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요청 화행을 위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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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분석

방법

1. 연구 설계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인 직장인(KW)과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

(CW)의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나는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경우 업무 목적에 따라 거절, 요청, 알림(안내)

등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요청을 집중하여 이메

일 담화에서 나타나는 요청 화행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Ⅰ장에서 연구 목적 및 연구 필요성과 요청 화행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

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즈니스 이메일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권력 관

계 및 부담감을 사회적 변인으로 선정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화행 및 요청 화행에 관한 이론, 공손성에 관한 이론

그리고 이메일 담화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구체적인 연

구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예비 실험과 본실험 그리고 이메일 자료 분

석 범위, 요청 화행 전략 분석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Ⅳ장은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분석 결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집단 간, 실험 집단별, 실험 상황별, 실험 변인별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절차 및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연구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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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내용
연구

방법

Ⅱ

장

화행 및 공손성에 관

한 이론 이해

- 화행의 개념 및 원리

- 화행 관련 사회적 변인

- 요청 화행의 개념 및 전략

- 체면의 개념과 분류

- 공손성 원리와 완화 전략

문헌

연구

이메일 담화 분석 이

론 이해

-이메일 텍스트의 구조 분석

-이메일 텍스트의 언어 표현 분

석

문헌

연구

Ⅲ

장

요청 화행 변인 고찰
14명 한국 직장인으로 1차 예비

실험

통계

분석

연구 설계 및 설문지

상황 사전 검토

2차 예비실험으로 상황 실제성

과 부담감 평가

연구 대상자 선정 및

피험자 언어 표본 수

집

한국 직장인, 한국어 고급 수준

의 중국 직장인 각 28명

Ⅳ

장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

략 분석

-실험집단 간, 실험 집단별 요

청 전략 양상 및 차이

-실험 상황별 요청 화행 전략

양상

-실험 변인별 요청 화행 전략

양상

변인과 요청 화행 전략 간의

상관관계

통계

분석

각각 다른 비즈니스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실현된 요청 화행 양상이

다르다는 가정 하에, 구체적인 요청 화행 전략 양상 차이와 화행 전략

양상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1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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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실험, 2차 예비 실험, 실험 상황 확정, 본 실험 진행 그리고 연구 분

석으로 총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고의 구체적인 연구 실험 절

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실험 절차

[연구 분석]

데이터 분석 및 실험 결과 도출

집단별, 상황별, 변인별 요청 화행 실현 양상 비교 분석

[본실험 진행]

온라인 설문지 진행

(한국인 직장인 28명,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 28명)

[실험 상황 확정]

설문지 수정

최종 설문지의 6개 상황 확정

[2차 예비실험]

설정 상황 사전 검토:

1)상황별 실제성 평가

2)상황별 부담감 평가

사후 인터뷰:

설문지 문제점 발견 및 수정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차 예비 실험은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며 조사 목적은 요청 이메일을 작

성할 때 이메일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다. 앞에서 본고에서 고찰할 변인을 선정하는 이유를 서술하였고 (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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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참조) 이외에 실제로 직장에서 요청 이메일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차 예비 실험을 통하여 화행에 관

한 사회적 변인을 확인하고 주요한 변인을 확정한 후, 주요 변인으로 이

루어진 상황을 만들고 피험자들이 해당 상황의 실제성과 요청 내용에 대

하여 느껴지는 심리적 부담감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설정된 상황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본실험 상황에 관한 사전 검토 연구를 완성하고 최종 설문지

의 6개의 상황을 확정하였다. 그 다음 본실험을 진행하고 한국인 직장인

28명과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 28명, 총 56명의 피험자를 대

상으로 상황 맥락에 따른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언어 표본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데이터 분석 및 실험 결과를 도출하여 요청 화행의 전략

양상 그리고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예비 연구

2.1 1차 예비 실험

1차 예비 실험의 목적은 비즈니스 이메일의 요청 화행 실현 시 발신자

의 언어 행위에 실제로 주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 총 14명을 대상으

로 피험자들에게 변인을 제시하고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이용하여

피험자들이 변인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1~5점 점수를 부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메일 내용에 주는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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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선정 이유에 서술한 직급 및 지위(즉 권력 관계), 부담감, 성별,

나이, 거리감 이 다섯 가지 변인은 화행 연구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분석

된 사회문화적 변인이다(Ⅱ장 1절 참조). 그리고 보충 부분으로 피험자

본인이 보기에 또 다른 중요한 변인이 있으면 서술하도록 하였다. 본 연

구의 1차 예비 실험은 2019년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실

험 참여 대상의 정보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 1차 예비 실험 피험자 정보

성별 나이 근무기간 직급 업무분야
남 26 1년 미만 사원 기술
남 27 1년 사원 마케팅
여 22 3년 사원 기술
남 26 7년 사원 기술
여 26 4년 대리 인사
남 27 5년 대리 기술
여 28 7년 대리 회계
남 34 10년 대리 기술
여 28 4년 과장 영상
여 37 11년 과장 영업
남 39 17년 과장 홍보
남 47 20년 팀장 디자인
남 44 16년 부장 기술
남 48 20년 부장 기술

1차 예비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모두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

국 거주 한국인 직장인들로, 그 중 남성은 9명이고 여성은 5명이다. 기존

연구인 강연화(2015:36)에서는 조사 시 피험자의 직급을 사원 및 대리만

을 대상으로 하였고, 근무 기간도 최대 6년까지 밖에 없었으며 평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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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3년 이하로 업무 경력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1차 예비 실험 진행 시 대상자를 사원부터 부장까지 여

러 직급과 넓은 폭의 나이대를 가진 직장인들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들의

직급은 사원 4명, 대리 4명, 과장 3명, 팀장 1명, 부장 2명으로 구성하였

다. 연령대는 만 22세부터 만 48세까지였고 20대 초반, 20대 중후반, 30

대 초중반, 30대 후반, 40대 중후반의 넓은 세대가 포괄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근무 기간으로 보면 1년 미만부터 만 20년까지 분포되어 있고

구체적 기간은 1~5년 6명, 6~10년 3명, 11~15년 1명, 16~20년 3명이었다.

<표 Ⅲ-3> 1차 예비 실험 변인 조사 결과

변인 직급&지위 부담감 성별 나이 거리감
평균 
점수 3.86  4.21 1.43 2.00 2.64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여 조사한 변인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관력

관계(직급 및 지위)와 부담감이 요청 이메일 작성할 때 이메일의 내용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담감과 직급&지위는

각각 4.21과 3.86로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 확인되었다. 직급 및 지위의

경우 71.4%, 부담감의 경우 85.7% 로 대다수의 피험자가 중요한 변인으

로 판단했다.

그리고 거리감 또한 2.64 로 절반을 넘는 수치로 확인된다. 하지만 데

이터를 자세히 확인했을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명도 확인

되지 않았으며 35.7%의 사람들이 약간 중요하다고 선택하였다. 이에 대

하여 피험자와 인터뷰한 결과, 거리감의 경우 비즈니스 이메일에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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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되지는 않지만 언어순화 수준의 양상을 보이는 부수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거리감은 배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1

대 1의 상황에서는 거리감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메일이나 수신인에 여

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크게 이메일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 상황 맥락에서 서로 주고받는 업무 이메일

이 ‘사적’상황보다는 ‘공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이외에 나이는 평균 평가 점수 2.00점이고 성별은 평균 1.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배열 관계로서의 나이, 그

리고 성별 변인은 이메일의 요청 화행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끼치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1차 예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양

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회적 변인을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하

여 고찰하였다. 그 평가 결과 권력관계와 부담 변인이 요청 이메일의 내

용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성별, 나이, 거리감은 이메일의

내용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이메일 작성

시 주요 변인을 직급 및 지위와 부담감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2 2차 예비실험

앞의 1차 예비 실험을 통하여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인인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 변인과 관력 관계 변인을 확

인하였고 이어진 2차 예비 실험의 목적은 부담 변인과 권력 관계 변인으

로 설정된 상황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2차 예비 실험은

2019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피험자들은 현재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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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 5명이다. 나이는 만 26세부터 48세까지이

며 근무기간은 만 4년부터 만 16년까지였다. 그리고 피험자의 업무 분야

는 기술, 인사, 마케팅으로 구성되었다. 2차 예비 실험의 피험자 정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Ⅲ-4> 2차 예비 실험 피험자 정보

성별 나이 근무기간 직급 업무분야

남 26 7년 사원 기술

여 26 4년 대리 인사

남 34 10년 대리 기술

남 31 5년 팀장 마케팅

남 44 16년 부장 기술

2차 예비 실험에서는 실험 피험자에게 부담감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

고 이와 동시에 해당 상황 설정의 실제성을 함께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상황 설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본 실험을 위한 최종 상황을

확정하도록 한다. 상황에 대하여 피험자들이 실제성과 부담감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5> 상황별 실제성 및 부담감 평가 결과

상황1 상황2 상황3 상황4 상황5 상황6

실제성 3.8 3.6 4.0 3.8 4.0 3.6

부담감 4.0 2.6 3.8 2.0 3.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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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설정된 상황1에서 상황6의 실제성 평가 점

수는 총 5점 만점에서 각각 3.8점, 3.6점, 4.0점, 3.8점, 4.0점, 3.6점이고

모두 3.6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섯 개의 상황의 실제성 평균 점수

는 3.8점이다. 이는 비즈니스 상황 맥락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인 것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로부터 확인되었다. 각 상황의 부담감과

관련해서 상황 1, 상황 3, 상황5는 고부담의 경우로 예상하고 설정한 것

이며 상황 2, 4, 6은 저부담의 경우로 가상하고 설정한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부담감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상황 1이 가장 높으며 상황

6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1, 상황 3, 상황 5는 각각 4.0점,

3.8점, 3.6점이고 상황 2, 상황 4, 상황 6은 각각 2.6점, 2.0점, 1.8점이다.

이에 설정된 상황에 대하여 실제 부담감이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설정 시에 의도한 바와 같이 상황 1, 상황 3, 상황 5는 고부담의 경우로,

상황 2, 상황 4, 상황 6은 저부담의 경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부담감을 ‘업무 경중(輕重)’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는데

쉬운 업무일 경우 R-(경輕),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R-

(중重)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경중’과 관련하여 제시된 확실한 기

준이 없었고 이 부분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보인다. 이에 부담감의 평

가 기준을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척도를 제시하고자 하고 2차 예비 실험

에서 부담감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담감을 평가하는 척도로 업

무의 난이도(difficulty), 업무의 시급성(urgency)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

(impotance)으로 구분하였고 피험자에게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리고 보충 부분으로 이 외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다면

서술하도록 진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척도에 대한 평가 결과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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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 평가 척도 평가 결과

척도 업무의 난이도 업무의 중요성 업무의 시급성

평균 점수 4.0 4.4 4.8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 평가 척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척도의 평가 점수가 모두 4.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업무의 시급성

평가 점수가 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무의 중요성은 4.4점, 업무

의 난이도도 비슷하게 4.0점으로 나타났다. 피험자에게 설문지에 부담감

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직접 서술하도록 요청 했을 때 상

대방과의 소통에 관련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람이 3명 이었다.

그중 한명은 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소통불가를 부담감의 요인으로 선정

하였다. 다른 사람은 담당자에 따라 난이도, 업무의 성격, 업무의 성향,

업무태도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고 하였다. 다음 피험자는 상대방과의 신

속한 소통의 가능여부를 선택하여 3명이 소통에 관련한 부담감이 있다고

선택하였다. 이외에 업무의 부담감, 시급성, 중요성 순으로 부담감이 결

정된다고 서술한 피험자도 있었다. 다음으로 부담감이 많은 상황을 서술

한 것을 보면 일정이 시급할수록 부담감이 높아진다고 서술한 사람이 두

명 있었다. 이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과 갑을 관계로 인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피험자도 있었고, 업무 상황의 부담감인 한정된 예산

안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과 같은 업무 진행 방법에 대하여 부담

감이 크다고 서술한 피험자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담감이 별로 없

는 상황에 대해서 피험자들 중 두 명은 긴급하지 않은 일, 여유 있는 일

정을 서술하여 시급성이 낮으면 부담감이 적다고 서술하였다. 다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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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는 상대의 직급은 부담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친한 후배

및 선임 또는 같은 팀원에게 부탁하는 것은 부담감이 없다고 하여 상대

의 권력은 비교적 부담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서술하였다. 마지막

피험자는 단순 사내행사와 같은 중요성이 낮은 업무를 할 때 부담감이

낮다고 서술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5명의 피험자 중 부담감을 결

정하는 요소가 상대방이라는 결과가 높게 나왔으며, 부담감이 많은 상황

은 업무의 시급성이 높은 것과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동일하게 나왔

다. 부담감이 낮은 상황은 시급성이 낮을 때와 상대방과의 권력관계에서

차이가 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의 정도를 평가할 때 이 세 가지 척

도는 참고할 수 있는 척도이다. 업무의 난이도는 요청 사항의 실현 가능

성과 관련이 있으며, 업무의 중요성은 요청 내용이 만약 실현되지 않았

을 때 해당 결과의 심각성과 연관이 된다. 이외에도 부담감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업무가 시급한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고부담 상황의 경우 업무가 중요성을 띠고

시급하여 여유 없는데 요청 내용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험 실행 후 피험자와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설문지 설계에 다한 피

드백을 수집하여 실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험 내용을 수정하였다. 먼

저, 요청 내용의 중의성(모호성)으로 인하여 부담감이 비교적 낮은 상황

에 대하여 혼란이 있다고 하였다. 부담감이 낮은 것을 표현하고 실험 결

과의 제약을 없애기 위하여 상황설명의 내용 자체를 단순하게 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험자가 상황을 오해하여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

이 아닌 본인이 전달을 하는 상황의 이메일을 작성하는 피험자가 발생하

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해당 저부담 상황에서의 상황서술 부분을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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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 하여 피험자들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문을 수정하였다.

둘째, 수신자 및 발신자의 부분을 쉽게 놓치는 점이었다. 피험자 중 한

명이 사전 제시된 상황을 볼 때 서두 부분의 상황에 집중하여 후미 부분

의 본인의 직급 및 상대방의 직급을 도외시하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이

에 대하여 피험자와 면담한 결과 서두에 나온 이메일의 내용에 집중하여

인물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면담 시 확인할 수 있

었다. 추가적으로 내용의 서두 부분에 권력 관계의 변수를 먼저 넣어두

지 않아 일부 피험자를 제외한 다른 피험자들은 별 의심 없이 동일한 내

용을 반복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 설문지도 각 항목별

로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 1, 2번 상황을 작성한 이후 다음 3, 4번

상황을 확인할 때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전 내용을

재검토 하다 보니 피험자들의 피로도 또한 높아져 설문내용의 질이 떨어

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설문조사 내용의 시작 부분에 ‘[수신자와

발신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강조하였으며, 이후 본문 상황설

명 시작 부분에 대상을 강조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험자들의 이해도

를 높이도록 수정하였다.

3. 본 연구

3.1 실험 참여자

본 연구는 한국인 직장인(KW)과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

(CW)의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실험 참여자는 두 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현재 직장에 다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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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근무기간 직급 업무분야
여 22 1년 사원 기술
여 22 3년 사원 기술
여 23 2년 사원 영업
남 24 3년 사원 회계
여 24 2년 사원 기술
여 25 1년 사원 마케팅
여 25 1년 사원 영업
여 25 4년 대리 회계
남 26 7년 사원 기술
여 26 1년 사원 인사
남 26 7년 사원 기술
여 26 6년 대리 영업
남 27 5년 대리 기술
여 27 7년 대리 회계
남 27 3년 사원 마케팅

있는 한국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 두 집단 각

28명, 총 56명 피험자를 모집하였다. 모든 직장인의 나이는 35세 이하이

며, 총 근무 시간은 10년 이하로 제한하였다. 언어 표본 자료의 수집은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인 직장인 집단(KW)의 연구 참여자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1) 한국인 직장인 집단(KW)

<표 Ⅲ-7>연구 참여자 정보(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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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8 6년 대리 디자인
여 28 3년 대리 회계
남 29 3년 사원 마케팅
여 29 6년 대리 영업
여 29 4년 대리 홍보
여 30 6년 사원 영업
남 31 6년 과장 마케팅
남 31 7년 대리 기술
여 32 5년 대리 영업
남 32 7년 대리 기술
여 32 6년 과장 영업
남 34 7년 대리 기술
여 34 9년 과장 마케팅

한국인 직장인 집단(KW) 28명은 여성 18명, 남성 10명으로 구성되었

다. 이 피험자들의 평균 연령은 27.6세로 최소 22세부터 최고 34세 사이

의 인원을 선별하였으며, 평균 근속은 4.57년으로 최소 1년부터 최고 9년

사이 근무기간을 보인다. 입사 10년 이하 및 34세 미만의 인원으로 연령

과 근무 기간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여 참여자 집단 간의 동질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직급은 사원 및 대리가 각각 13명, 12명으로 가장 많

았고 과장은 3명으로 확인되었다. 업무분야의 경우 영업 분야가 7명, 마

케팅 5명, 기술 9명, 회계 4명, 인사, 홍보, 디자인은 각 1명으로 다양하

게 확인되었다.

(2)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 집단(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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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근무기간 직급 업무분야
여 22 2년 사원 기술
여 23 2년 대리 영업
여 23 2년 대리 마케팅
남 24 2년 사원 통역
여 25 1년 사원 기술
여 25 1년 사원 영업
여 26 1년 사원 영업
남 25 3년 사원 기술
여 25 2년 대리 마케팅
여 26 3년 대리 마케팅
여 26 1년 사원  영업
남 27 3년 대리 마케팅
여 27 4년 대리 영업

중국인 직장인 집단(CW)은 한국어 고급 수준의 피험자로 구성하였다.

한국어 고급 수준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이메일 쓰기가 초급, 중급 한국

어 학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인 직

장인의 화용 능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인 직장인의 요청 화행 전략 사용 양상 언어 표본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

고급 능력을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기준은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고급 통과 여부 및 취득 기간 최근 3년 이내로 설정하였다.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 집단(CW)의 연구 참여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8>연구 참여자 정보(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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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7 5년 대리 통역
남 27 5년 대리 기술
남 27 5년 대리 기술
여 28 1년 사원 회계
여 29 2년 사원 마케팅
여 29 5년 대리 교육
여 29 5년 기타 기술
여 31 5년 대리 홍보
남 31 5년 대리 기술
여 31 6년 사원 회계
여 32 4년 과장 기술
여 32 6년 과장 홍보
남 32 8년 과장 홍보
여 33 6년 대리 마케팅
여 34 8년 과장 기술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피험자 들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

는 중국인 들이며, 여성 21명, 남성 7명으로 총 28명을 조사하였다. 중국

인 직장인 피험자들은 27.7세로 최소 22세부터 최고 34세 사이의 인원을

선별하였으며, 평균 근속은 3.7년으로 최소 1년부터 최대 8년 사이 근무

기간으로 KW와 최대한 동일하게 10년 및 35세 미만의 인원으로 집단

간 동질성을 맞추었다. 직급은 사원 10명, 대리 13명, 과장 4명, 기타 1명

으로 나타났으며, 업무 분야의 경우 마케팅 6명, 영업 5명, 기술 9명, 홍

보 3명, 회계, 통역 각 2명, 교육 1명으로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실험 참여자의 나이를 35세 이하로 제한한 이유는 각 세대에 따라 당

시의 사회문화를 청년층일 때 흡수하게 되고 이 경험은 일반적인 생활부

터 문화, 교육, 행동 등에 평생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에 비슷한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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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대내외적인 업무를 많이 하는 20대~30대 중반 인원으로 실험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회사에서 외부 인력과 직접적으로 업무를 하며 비즈

니스 이메일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직업인 영업, 마케팅, 기술, 인사, 회

계 등의 직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술직의 경우 대기업에서 주로 설비를 제

작, 유지보수하며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주로 하는 부서 인력을 선택적으

로 선정하였다.

이 직업 분류의 경우 각자 사용하는 전문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비즈니

스 이메일을 통하여 사업 성공을 위해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공

통적으로 도달하는 목적이므로 내용을 표현하는 전략은 국가 간 문화의

차이만 있다. 무엇보다 요청 상황을 설계할 때 업종과 크게 상관없이 모

든 회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요청을 하는 내용 즉 자료 전달 요청으로

선별하였다.

3.2 실험 방법

KW와 CW의 요청 화행 실현 시 사용하는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수

집 및 분석한 자료는 각각 28명씩으로 구성된 KW와 CW 두 집단이 한

국어로 작성한 이메일 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상사·동기·부하 직원에게

제품 견적서 전달을 요청하거나, 홍보 기획서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등

의 총 6개의 설정된 상황을 전제하고 피험자들이 작성한 비즈니스 이메

일이다.

<표 Ⅲ-9> 실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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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비즈니스 이메일
수집방법 온라인 설문지

집단정보 2 집단: CW, KW 각 28명
상황설정 6개

이메일 수량 총 336통

본실험의 설문지는 주로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제1부는

개인정보 조사 부분으로 주로 피험자의 연령, 성별, 직급, 업무 분야 그

리고 근무 기간을 조사하였다. 제2부는 주관식 문항이며 여섯 가지의 상

황에 제시한 뒤 피험자들이 요청 이메일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렇게 구성한 설문지를 통해 두 집단의 언어 표본을 수집하고 분석하였

다.

<표 Ⅲ-10>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분 구성 내용
제1부 개인 정보 연령, 성별, 직급, 업무 분야, 근무기간

제2부 주관식 문항
요청 이메일 내용 작성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으로 이루어진 6개 
상황에 맞춰 이메일 작성

본연구의 설문지의 상황은 화자와 청자 간의 권력관계, 그리고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두 가지 변인에 초점에 맞춰 설정하였

다. 상황의 배경을 작성할 시 긴 문장으로 작성하면 설문자의 피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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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P(권력 
변인)

R(부담 
변인)

요청 내용

상 황
1 + +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상사 부장 김철수

- 배경: 다른 업체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구
매하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세부회의를 마무리 후,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영업부서에서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 요청 내용: 제품 견적서 전달 요청

상 황
2 + -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상사 부장 김철수
배경: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졌다.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서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전달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영

인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설문지의 내

용의 양이 길어질수록 피험자의 응답 데이터의 신뢰도와 일관성이 떨어

지는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세한 배경을 설정할 시 비슷한 내용으로 작

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 서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상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1> 권력관계와 부담 변인을 바탕으로 설정한 6가지 비즈니스

상황 목록



- 91 -

업부서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 요청 내용: 홍보 기획서 발송 요청

상 황
3 = +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동기 대리 김철수

- 배경: 다른 업체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구
매하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세부회의를 마무리 후,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영업부서에서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 요청 내용: 제품 견적서 전달 요청

상 황
4 = -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동기 대리 김철수

배경: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졌다.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서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전달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영
업부서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 요청 내용: 홍보 기획서 발송 요청

상 황
5 - +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후배 사원 김철수
- 배경: 다른 업체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구
매하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세부회의를 마무리 후,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영업부서에서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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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요청 내용: 제품 견적서 전달 요청

상 황
6 - -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후배 사원 김철수

배경: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졌다.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서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전달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영
업부서에게 이메일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 요청 내용: 홍보 기획서 발송 요청

<표Ⅲ-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P+’는 수신자가 발신자보다 지위가

높은 경우를 의미하며, ‘P=’는 수신자가 발신자와 등등한 권력 관계에 있

는 것이고, ‘P-’는 수신자가 발신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한

다. 직장에서의 직위에 적용하면, ‘P+’는 상사, ‘P=’는 직장 동기, ‘P-’는

부하와 연관된다. ‘R’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어떤 업무 요청을 할 때 느

껴지는 부담감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R과 관련하여 주로 세 가지 척도

로 부담 정도를 평가해 본다. 첫 번째, 업무의 난이도이다. 업무가 어려

우면 요청 실현의 가능성이 적을 것이고 업무가 쉬우면 실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일 수 있다. 두 번째, 요청 업무의 시급 여부, 즉 시급성

이다. 짧은 시간에 완성해야 하는 업무와 시간 상 여유가 있는 업무는

당연히 심리적 부담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시급성 또한

부담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선정할 수 있다. 셋 번째로는 업무 중요

성이다. 업무의 중요성은 요청 사항이 실현이 되지 않을 때 결과의 심각

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업무 요청 실패로 인하여 최종 결과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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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등을 초래하는 업무의 경우 그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보면 업무 사항이 중요하고 시급하며, 요청 업

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일 때 업무 요청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라고 판

단한다. 여기에서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요청 시 요청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클 경우를 ‘R+’로 표시하였고, ‘R-’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요청

시 요청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다는 경우를 R-로 표시하였다.

P와 R의 변인에 따라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나는 요청 화행의 차이

를 보다 명확하게 탐구하기 위하여 상황을 구성했을 시 몇 가지 요소를

아래와 같이 통일하였다. 첫째로, 발신자는 홍길동 대리로 고정하였다.

둘째로, 수신자는 상사일 시 김철수 부장, 동기일 시 대리 그리고 부하일

시 사원으로 고정하였다.

발신자의 직급을 대리 직급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리가 회사에서 실무

를 가장 많이 수행하며, 잡무부터 고부담 업무까지 넓은 범위의 업무에

참여하는 직급이기 때문이다. 이 직책은 일반적으로 입사 2~5년차를 지

칭하며 신입 사원을 벗어나 조금씩 난이도 있는 업무를 하기 시작하는

때이고, 과장 및 부장 등 핵심 업무의 실무자들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직급이다.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비즈니스 이메일의 요청 화행을 관찰하

기에는 적합한 직급이다. 이에 대리 직급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상사 수신자의 직급을 부장 직급으로 선정한 이유는 부장이 각

핵심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회사 업무의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는 직

책이기 때문이다. 이 직책은 일반적으로 입사 10년 이상 및 이 기간 동

안 해당 업무를 오래 진행한 사람을 지칭하며, 업무 중 발생하는 사항들

을 결정하는 직급이기 때문에 대리의 업무에 대한 결정 방법 요청 및 문

의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부장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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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먼저 본고에서의 언어 표본을 분석할 때 분석하는 범위를 제시한다.

이메일을 통하여 언어 표본 수집하고 분석하고, 발화수반 행위로 실현되

는 요청 화행을 초점을 두어 자료 분석 시 화자의 발화 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죄송합니다만/ 내일까지 견적서를 제품을 구매의향이 있는 업체한테 공
유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꼭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의 발화의 경우는 ‘죄송합니다만’로 시작하였고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는 뜻을 전달하며 이어서 제시한 부분은 ‘내일까지 견적서를 공유하야

되기 때문에’라는 부분은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요청 이유를 설명해주

는 내용이고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요청화행의 보조 전략에

속한다. ‘내일 중으로 꼭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은 요청

발화자의 목적을 담고있는 요청 핵심이다. 여기에서의 발화 행위는 아래

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a)주화행 전략(head act):

요청 화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써 핵(nucleus)의 역할을 수행한다.

(b)보조 화행 전략(adjuncts to head act):

주화행의 지지 역할을 담당하고 주화행의 기능을 부가적으로 돕는 것

이다. 부화행이나 부가 화행 전략이라고 하기도 한다. 보조화행 전략은

일반적으로 주화행의 앞이나 뒷부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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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요청 화행 전략 분석 기준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는 요청 화행 전략의 기본적인 분

석 기준을 세우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주로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의 이 아홉 가지 요청 전략을 한국어 특

징 및 해당 연구 영역 특성에 맞춰 조절하고 재구성하고 적용하는 방식

으로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어 교육 분야에서 요청 화행 연구는 주로 구어 담화 위주

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문어 담화인 비즈니스 이메일

로, 기존 연구의 요청 화행 분석 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요청 전략 분석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의 요청 전략 분석의 틀을 검토하여, 블룸 쿨카 외

(Blum-Kulka 외, 1989)의 요청 화행 전략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한국어

와 한국문화의 특성 그리고 공적 상황의 비즈니스 이메일의 특징을 고려

하여 분석 기준을 수립하였다.

3.3.1.1 주화행 전략 분석 기준

본 연구의 분석 기준도 주화행의 경우, 크게 직접 요청, 관례적 간접

요청, 비관례적 간접요청 세 가지 단계를 구분한다. 그리고 관례적 간접

요청을 세부화 하여 의무 진술하기, 허용하기, 소망 표현하기, 조건 감사

하기, 기대 표현 전략을 추가하였다. 이외에 블룸 쿨카 외(Blum-Kulka

외, 1989)는 구어 담화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비관례적 간접요청 단계

에서 강한 암시와 약한 암시로 나눴지만, 이메일의 담화 표현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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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화행 전략 설명 예문

직접 
요청

1. 명령형 요
청하기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적으로 명령하는 식으
로 요청 실현 전략

영업 자료를 전달해주세
요.
견적서를 보내줘요. 

2. 명시적 요
청하기

‘부탁’, ‘요청’ 등 수행
동사를 구사하는 식으
로 의도를 명확하게 표
현하고 요청 실현 전략

견적서 검토를 부탁 드
립니다.
기획안 전달 요청 드립
니다.

3. 완화된 직
접 요청

‘부탁’, ‘요청’  등 수
행 동사를 언급하였지
만 개인 의도로 표현하
여 완화적으로 요청 실
현 전략.

견적서 재확인 부탁하려
고 합니다./부탁하고 싶
습니다.

관례
적 

간접
요청

4. 의무 진술
하기

청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식으
로 요청 실현 전략.

내일까지 일정을 확정하
셔야 합니다.

5. 허용하기
허락 표현으로 완곡하
게 요청 실현 전략

다음 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괜찮습니다.

6. 소망 표현
하기

개인의 소망이나 의도
를 언급하는 식으로 요
청 실현 전략

금액을 조금 더 낮춰주
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

등의 특징때문에 암시 전략을 많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

관례적 간접요청 단계에서 암시 전략으로 강한 암시와 약한 암시를 통합

시켰다. 본 연구의 요청 화행 전략 분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

래와 같다.

<표 Ⅲ-12> 주화행 전략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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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7. 제안하기
제안성 어구를 사용하
여 제안 표현으로 요청 
실현 전략

내일 오전에 회의를 진
행하는 게 어떨까요?

8. 예비적
 조건 
확인하기

요청 실현 가능성을 언
급 및 확인하는 식으로 
요청 실현 전략

다음 주까지 영업자료 
전달이 가능하지요?

9. 조건 감사
하기

요청 조건을 만족시키
는 경우에 청자에게 감
사를 표현하는 전략.

회의록을 전달하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10. 기대 표현
청자가 요청 사항에 수
행할 것을 기대하는 표
현 전략

영업 자료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비관
례적 
간접
요청 

11. 암시하기

화자의 요청 의도를 직
접적으로 언급하지 않
고 주변적 얘기나 관련
된 내용을 언급함으로
써 청자가 추리하도록 
하는 요청 전략

좋은 소식을 기대합니
다. 

3.3.1.2 보조화행 전략 분석 기준

보조화행 전략의 경우, 블룸 쿠카 외(Blum-Kulka 외, 1989)에서 보조

화행 전략 분석 틀을 크게 두 가지 분류 즉 약화 전략과 강화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이후의 요청 화행을 주제로 한 연구도 대부분이 보조화행의

분류를 이에 따른다. 본 연구에서도 크게 보조화행을 약화와 강화전략으

로 구분한다. 홍진영(2013)을 참조하여 요청 약화 전략을 존칭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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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조화행 전략 설명 예문

요
청 
완
화 
전
략

1. 존칭 사용하기
청자의 이름이나 직책
을 불러서 공손함을 표
현하기 위한 전략

ㅇㅇㅇ과장님, ㅇㅇㅇ
대리님

2. 사과하기

사과 표현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하는 
것에 미안하다는 감정
을 표현하는 전략.

죄송하지만 부탁드리
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3. 예비 요청하기

요청 사항을 말하기 전
에, 부탁이나 요청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주고 상대방이 심리 준
비를 하게끔 하는 전
략.

드릴 말씀이 있습니
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
니다.

4. 상황 확인하기
해당 상황에 대하여 확
인하는   요청 전략.

설비 조립은 어느 정
도 진행되고 있어요?

맥락 공유하기, 도움 제시하기 전략을 추가하여 요청 약화를 세부화 하

였다. 요청 강화 전략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 블룸 쿠카 외(Blum-Kulka

외, 1989)의 책망하기, 위협하기, 훈계하기를 부담 가중하기 전략으로 통

합시켰다. 그리고 이메일 담화에서 이메일의 발송 목적을 강조하는 호소

하기 전략이 많이 목격되는데 이에 호소하기 전략을 추가하였다. 요청

보조화행 전략 분석 기준에 관한 연구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13> 보조화행 전략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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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맥락 공유하기

화자가 청자에게 기존
에 공동적으로 알고 있
거나 협의가 된 담화 
맥락이 있다는 점을 언
급하는 전략. 이를 통
해 화자의 요청 행위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저에게 지난주에 영
업 자료를 보내주시
기로 하셨는데요.

6. 이유 설명하기

요청 내용의 이유를 설
명하는 식으로 화자의 
요청 행위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전략.

이번 주까지 설비 조
립은 끝내야 하기 때
문입니다. 

7. 도움 제시하기

화자가 청자에게 도움 
제공 가능하다고 하는 
식으로 요청을 완화하
는 전략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
요.

8. 단서 달기
요청 내용을 수행하기 
조건을 언급하는 완화 
전략

괜찮으시면, 가능하
면, 
시간이 있으면, 시간
이 되실 때

9. 호의적 표현하
기

청자에게 호의를 담긴 
표현을 통해 청자의 기
분이 좋게 요청을 수용
하도록 하는 전략

귀사와의 좋은 인연
으로 일하게 되었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
다.

10. 감사하기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
현하는 전략.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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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강
화 
전
략

11.부담 가중하기

상대방에게 요청 내용
의 시급성이나 중요성
을 강조하는 식으로 부
담을 가중시키는 전략

지금 일정이 아주 급
합니다.
이번 주까지 설비 조
립이 끝나지 않으면 
큰 차질이 있을 것입
니다.

12. 호소하기

상대방에게 재부탁 또
는 재요청을 하는 전
략. 주화행 이후에 출
현한다.

부탁드려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요청 화행 전략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집된 이메일의 내

용을 확인·분류할 때 요청 화행 전략 분석 상호검증을 진행한다. 공동평

가원 1명(한국어 모어 화자, 입사 10년차)에게 분석의 틀을 공유하고 코

딩을 하여 동시에 각자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가 상이한 부분의

경우 다시 토론을 통해서 요청 화행 전략 분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다.

3.3.2 요청 화행 전략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분석을 위하여

크게 실험 집단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분석, 실험 상황에 따른 요청 화

행 전략 분석, 그리고 실험 변인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분석 세 가지로

구분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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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분석 방법

요청 화행 전략 분석 통계방법 목적

실험 
집단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분석

실험 집단 
간 

t-검정
요청 화행 전략 사용 차이 유무 
확인 

실험 
집단별

빈도분석
KW, CW 집단별 전략 양상 고
찰,
전체적인 전략 사용 양상 확인

실험 상황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분석

빈도분석

상위 권력, 고/저부담, 
동등 권력, 고/저부담, 
하위권력, 고/저부담 
총 6개 상황에서의 요청 화행 
전략 양상 확인 

실험 
변인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분석

권력 관계
Pearson 
상관분석

실험 변인과 요청 화행 전략 간
의 상관관계 확인 

부담 변인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 실험 집단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분석은 t 검

정을 통해 실험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사용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험 집단별로 빈도분석을 통해 KW, CW 집단별 전략 양상을 고찰하고

전체적인 전략 사용 양상을 확인한다. 이어서 실험 상황에 따른 요청 화

행 전략 분석은 빈도분석을 통해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으로 이루어진

여섯 개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을 확인한다. 마지막

으로 실험 변인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분석은 Pearson 상관분석을 통

해 권력 관계 및 부담 변인이 요청 화행 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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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분석 결과

이 장에서 기술될 비즈니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분석은

직장인의 요청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전략을 초점을 두어 KW와 CW간

의 요청화행 전략의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CW에서 나타나는 요청화행과 KW의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의 다양성

여부와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여부 및 문화, 사회 언어적 변인으로 인한

실제 집단 간 전략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다. 수집된 언어 표본 분석을 통하여 1절에서는 KW와 CW 집단 간의

전략 사용 차이 유무를 확인하며 전체의 전략 양상 차이에 집중한다. 2

절에서는 상황별 요청 전략의 양상을 확인하며, 3절에서는 변인에 중점

을 맞춰 변인의 요청 전략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집단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분석

1.1 집단 간 전략 양상 비교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으로 이루어진 여섯 가지의 상황을 제시한 뒤

진행한 것으로 CW 집단과 KW 집단에서 11개의 주화행 전략과 12개의

보조화행 전략의 사용 양상을 확인한다. 실험 데이터를 통하여 한국인

집단의 결과 값과 중국인 집단의 결과 값을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두 집단 간의 결과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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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황

1
0.14

5 0.705 1.386 53.25
1 0.172 0.429 0.309 -0.19

2 1.049
상황

3
0.31

7 0.576 1.007 49.65
6 0.319 0.286 0.284 -0.28

4 0.856
상황

5
0.04

4 0.835 0.979 53.00
4 0.332 0.250 0.255 -0.26

2 0.762
상황

2
0.00

2 0.966 -0.34
6

53.61
8 0.730 -0.07

1 0.206 -0.48
5 0.342

상황
4

0.00
3 0.959 -1.06

2
53.88

4 0.293 -0.21
4 0.202 -0.61

9 0.190
상황

6
0.03

9 0.845 -0.18
6

53.98
9 0.853 -0.03

6 0.192 -0.42
0 0.349

검증한다. 검정 시 상황을 크게 고부담 상황과 저부담 상황으로 구별하

여 통계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SPSS 25.00을 사용하였고 먼저 주화행

전략 사용 양상에 있어 CW 집단과 KW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주화행

주화행 전략 사용 양상에 있어 CW 집단과 KW 집단 간 유의미한 차

이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의 주화행에 관한 통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Ⅳ-1> 전체의 주화행 독립표본 t-검정(CW, KW)

위의 표에서 보일 수 있듯이 전체로 주화행에 대하여 신뢰수준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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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집단 독립 표본 t-검정을 진행한 결과, 모든 상황의 유의확률이

0.05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의 주화행에 있어 두 집단 간 유의

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어렵다. 이에 두 집단 간 세부화행에 있

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 주화행별 두 집단 간 독립 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 고부담 상황 세부 주화행 독립표본 t-검정(CW, KW)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차이의  
95% 

신뢰구간

F 유의
확률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
측)

평균
차이

표준
오차 
차이

하한 상한

주
화
행 
전
략

직
접
요
청

명령형
요청

2.57
1

0.18
4

-0.7
07 4 0.51

9
-0.6
67

0.94
3

-3.2
84

1.95
1

명시적 
요청

0.72
7

0.44
2

12.6
49 4 0.00

0**
13.3
33

1.05
4

10.4
07

16.2
60

완화된 
직접요

청
0.40

0
0.56

1
-2.5
00 4 0.06

7
-1.6
67

0.66
7

-3.5
18

0.18
4

관
례
적 
간
접
표
현

의무진
술하기

4.00
0

0.11
6

1.22
5 4 0.28

8
2.00

0
1.63

3
-2.5
34

6.53
4

허용하
기

3.20
0

0.14
8

5.36
7 4 0.00

6**
4.00

0
0.74

5
1.93

1
6.06

9
소망표
현하기

6.40
0

0.06
5

-5.0
60 4 0.00

7**
-5.3
33

1.05
4

-8.2
60

-2.4
07

제안하
기

2.57
1

0.18
4

-1.4
14 4 0.23

0
-1.3
33

0.94
3

-3.9
51

1.28
4

예비적 
조건확

인
0.40

0
0.56

1
1.00

0 4 0.37
4

0.66
7

0.66
7

-1.1
84

2.51
8

조건 
감사하

기
4.00

0
0.11

6
-1.7
32 4 0.15

8
-1.0
00

0.57
7

-2.6
03

0.60
3

기대표
현

0.00
0

1.00
0

-2.1
21 4 0.10

1
-1.0
00

0.47
1

-2.3
09

0.30
9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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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차이의  
95% 

신뢰구간

F 유의
확률 t

자
유
도

유의
확률 
(양측

)

평
균
차
이

표
준
오
차 
차
이

하한 상한

주
화
행 
전
략

직
접
요
청

명령형
요청

5.00
0

0.08
9

-1.60
4 4 0.18

4
-2.
000

1.2
47

-5.4
63

1.46
3

명시적
요청

0.30
8

0.60
9 1.323 4 0.25

6
2.3
33

1.7
64

-2.5
64

7.23
1

완화된
직접요

청
4.78

0
0.09

4 1.690 4 0.16
6

3.3
33

1.9
72

-2.1
42

8.80
9

관
례
적 

의무진
술하기

1.23
1

0.32
9

-0.27
7 4 0.79

5
-0.
333

1.2
02

-3.6
70

3.00
4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 고부담 상황(상황 1, 3, 5)에 대하여 두 집단 간

T 검정을 진행하여 신뢰수준 95%에서 세부 주화행 양상을 살펴본 결

과, 명령형요청, 완화된 직접요청, 의무진술하기, 제안하기, 예비적 조건

확인, 조건감사하기, 기대표현 전략에 있어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

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에 어

려우나, 명시적 요청, 허용하기, 소망표현하기 전략의 t 값은 각각

12.649, 5.367, -5.060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이 0.000, 0.006, 0.007의 수

치로 나왔으며, 이는 기준인 0.05 이하의 값으로써 이 값을 통하여 대립

가설이 채택됨이 확인되기 때문에 CW, KW 두 집단 간이 요청 화행

전략 중 명시적 요청, 허용하기, 소망표현하기 세 가지 전략 사용의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부담 상황 주화행 독립표본 t-

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 저부담 상황 세부 주화행 독립표본 t-검정(CW,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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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표
현

허용하
기

6.40
0

0.06
5 3.162 4 0.03

4*
3.3
33

1.0
54

0.40
7

6.26
0

소망표
현하기

1.14
3

0.34
5

-1.65
8 4 0.17

3
-3.
667

2.2
11

-9.8
06

2.47
2

제안하
기

16.0
00

0.01
6 2.000 2 0.18

4
0.6
67

0.3
33

-0.7
68

2.10
1

예비적 
조건확

인
16.0
00

0.01
6 1.000 2 0.42

3
0.6
67

0.6
67

-2.2
02

3.53
5

조건 
감사하

기
2.00

0
0.23

0
-3.46

4 4 0.02
6*

-4.
000

1.1
55

-7.2
06

-0.7
94

기대표
현

0.00
0

1.00
0

-7.07
1 4 0.00

2**
-3.
333

0.4
71

-4.6
42

-2.0
25

*p<.05 **p<.01

위의 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저부담 상황(상황 2, 4, 6)에 대하여 두

집단 간 T 검정을 진행하여 신뢰수준 95%에서 세부 주화행 양상을 살

펴본 결과, 명령형요청, 명시적 요청, 완화된 직접요청, 의무진술하기, 소

망표현하기, 제안하기, 예비적 조건 확인 전략에 있어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판

단하기에 어렵다. 하지만 허용하기, 조건감사하기, 기대표현 전략의 t 값

은 각각 3.162, -3.464, -7.071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을 살펴보면 각각

0.034, 0.026, 0.002의 수치로 나왔다. 이는 기준인 0.05 이하의 값으로써

이 값을 통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됨이 확인된다. 그리하여 CW, KW 두

집단 간이 요청 주화행 전략 중 허용하기, 조건감사하기, 기대표현 세 가

지 전략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보조화행

보조화행 전략 사용 양상에 있어 CW 집단과 KW 집단 간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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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오
차 

차이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상황

1
0.68

3 0.412 -3.36
6 54 0.001

**
-1.60

7 0.478 -2.56
5

-0.65
0

상황
3

1.13
1 0.292 -3.53

2 54 0.001
**

-1.64
3 0.465 -2.57

5
-0.71

0
상황

5
0.00

5 0.945 -2.69
8

53.97
1

0.009
**

-1.25
0 0.463 -2.17

9
-0.32

1
상황

2
1.22

1 0.274 -1.04
9

52.70
9 0.299 -0.35

7 0.340 -1.04
0 0.326

상황
4

8.55
2 0.005 -1.53

2
47.67

8 0.132 -0.57
1 0.373 -1.32

1 0.179

상황
6

2.75
6 0.103 -1.36

6
50.17

1 0.178 -0.50
0 0.366 -1.23

5 0.235

차이 여부를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의 보조화행에 관한

통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Ⅳ-4> 전체의 보조화행 독립표본 t-검정(CW, KW)

*p<.05 **p<.01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 전체의 보조화행에 대하여 신뢰수준 95%에서

두 집단 독립 표본 t-검정을 진행한 결과, 저부담 상황(상황2, 4, 6)의 유

의확률이 0.05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의 보조화행에 있어 두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고부담의 경우

(상황 1, 3, 5), 유의확률이 도두 0.05보다 낮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 보

조화행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두 집단 간 세부 보조화행

의 세부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 보조화행별 두 집간 독립 표

본 t-검정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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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차이의  95% 

신뢰구간

F 유의
확률 t

자
유
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
차이

표준
오차 
차이

하한 상한

보
조
화
행
전
략

요
청
완
화
전
략

존칭
사용
하기

1.24
1

0.32
8

-7.0
89 4 0.002

**
-11.
333

1.59
9

-15.7
72

-6.8
95

사과
하기

0.00
0

1.00
0

2.82
8 4 0.047

*
1.33

3
0.47

1 0.025 2.64
2

예비
요청
하기

3.20
0

0.14
8

0.44
7 4 0.678 0.33

3
0.74

5
-1.73

6
2.40

3
상황
확인
하기

4.83
0

0.09
3

2.60
0 4 0.060 4.66

7
1.79

5
-0.31

7
9.65

1
맥락
공유
하기

0.07
3

0.80
1

-4.4
00 4 0.012

*
-7.3
33

1.66
7

-11.9
61

-2.7
06

이유
설명
하기

4.00
0

0.11
6

-3.6
71 4 0.021

*
-5.3
33

1.45
3

-9.36
7

-1.2
99

도움
제시
하기

0.00
0

1.00
0

0.00
0 4 1.000 0.00

0
0.47

1
-1.30

9
1.30

9

단서
달기

16.0
00

0.01
6

1.00
0 4 0.374 0.33

3
0.33

3
-0.59

2
1.25

9
호의
적표
현

7.69
2

0.05
0

-1.8
90 4 0.132 -1.6

67
0.88

2
-4.11

5
0.78

2

감사
하기

0.72
7

0.44
2

-6.9
57 4 0.002

**
-7.3
33

1.05
4

-10.2
60

-4.4
07

요
청
강
화
전
략

부담
가중
하기

0.00
0

1.00
0

-3.2
53 4 0.031

*
-7.6
67

2.35
7

-14.2
11

-1.1
23

호소
하기

1.00
0

0.37
4

-4.3
82 4 0.012

*
-8.0
00

1.82
6

-13.0
69

-2.9
31

<표 Ⅳ-5> 고부담 상황 보조화행 독립표본 t-검정(CW, KW)

*p<.05 **p<.01

위의 표에서 보일 수 있듯이, 고부담 상황(상황 1, 3, 5)에 대하여 두

집단 간 T 검정을 실시하여 신뢰수준 95%에서 세부 보조화행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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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차이의  95% 

신뢰구간

F 유의
확률 t

자
유
도

유의
확률 
(양측

)

평균
차이

표
준
오
차 
차
이

하한 상한

보
조
화
행
전
략

요
청
완
화
전
략

존칭사
용하기

1.53
8

0.28
3

-4.3
95 4 0.01

2*
-8.6
67

1.9
72

-14.1
42

-3.1
91

사과하
기

16.0
00

0.01
6

1.00
0 2 0.42

3
0.33

3
0.3
33

-1.10
1

1.76
8

예비요
청하기

16.0
00

0.01
6

4.00
0 2 0.05

7
1.33

3
0.3
33

-0.10
1

2.76
8

상황확
인하기

16.0
00

0.01
6

-2.0
00 2 0.18

4
-0.6
67

0.3
33

-2.10
1

0.76
8

맥락공
유하기

0.00
0

1.00
0

-2.4
05 4 0.07

4
-3.0
00

1.2
47

-6.46
3

0.46
3

살펴본 결과, 예비요청하기, 상황 확인하기, 도움 제시하기, 단서달기, 호

의적 표현 다섯 가지 전략에 있어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에 어렵다. 하지만 존

칭 사용하기, 사과하기, 맥락공유하기, 이유 설명하기, 감사하기, 부담 가

중하기, 호소하기 전략의 t 값은 –7.089에서 2.828까지 값으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각각 0.002, 0.047, 0.012, 0.021, 0.002, 0.031, 0.012의 수치로

나왔다. 이는 기준인 0.05 이하의 값으로써 이 값을 통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됨이 확인되며, CW, KW 두 집단 간에 요청 보조화행 전략 중 존

칭 사용하기, 사과하기, 맥락공유하기, 이유 설명하기, 감사하기, 부담 가

중하기, 호소하기 전략 총 7개 전략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부담 상황 보조화행 독립표본 t-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6> 저부담 상황 보조화행 독립표본 t-검정(CW,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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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설명하

기
2.57

1
0.18

4
-1.0
61 4 0.34

9
-1.0
00

0.9
43

-3.61
8

1.61
8

도움제
시하기

4.00
0

0.11
6

1.73
2 4 0.15

8
1.00

0
0.5
77

-0.60
3

2.60
3

단서달
기

2.57
1

0.18
4

1.41
4 4 0.23

0
1.33

3
0.9
43

-1.28
4

3.95
1

호의적 
표현

16.0
00

0.01
6

2.00
0 2 0.18

4
0.66

7
0.3
33

-0.76
8

2.10
1

감사하
기

0.00
0

1.00
0

-7.4
25 4 0.00

2**
-7.0
00

0.9
43

-9.61
8

-4.3
82

요
청
강
화
전
략

호소하
기

0.30
8

0.60
9

2.64
6 4 0.05

7
2.33

3
0.8
82

-0.11
5

4.78
2

*p<.05 **p<.01

위의 표에서 나오는 결과와 같이, 저부담 상황(상황 2, 4, 6)에 대하여

CW, KW 두 집단 간 T 검정을 실행하여 신뢰수준 95%에서 세부 보조

화행 양상을 살펴본 결과, 사과하기, 예비요청하기, 상황 확인하기, 맥락

공유하기, 이유 설명하기, 도움 제시하기, 단서달기, 호의적 표현, 호소하

기 아홉 가지 전략에 있어 유의확률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에 어렵다. 하지만 존

칭 사용하기, 감사하기 전략의 t 값은 각각 –4.395, –7.425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각각 0.012, 0.002의 수치로 나왔다, 이는 기준인 0.05 이하의

값으로써 이 값을 통하여 대립가설이 채택됨이 확인된다. 그리하여

CW, KW 두 집단 간이 요청 보조화행 전략 중 존칭 사용하기, 감사하

기 두 가지 전략 사용 양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1.2 집단별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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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사용자의 경우 모국어 전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한 화행 사용

양상이 달라지는 것과 더불어 공문의 성격의 내용으로 인하여 구어 담화

위주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은 집단별 전략 비교를 진

행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 직장인(KW) 28명,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

국인 직장인(CW)28명, 총 56명으로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으로 이루어

진 6개 상황에 맞춰 작성한 이메일 담화 텍스트 336 통을 수집하여, 요

청 화행 전략 분석 기준으로 총 1658 개의 요청 화행 전략을 분류 및 분

석 진행하였다. 그 중 요청 주화행은 630 개, 사용된 요청 화행 전략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화행은 1028 개, 사용된 요청 화행 전략중

의 비율은 62%로 확인되었다. 이에 전체 화행 전략 양상을 살펴보면 보

조화행은 주화행 사용 횟수의 1.6배를 초과하였고, 주화행보다 398회 더

많이 쓰이고 사용 빈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실

험 집단별 요청 화행 전략 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각 집단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1 한국인 직장인 집단(KW)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이 요청 이메일에 나

타난 요청 화행 전략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화행 사용 횟수는 755회이다.

그 중 주화행 전략 횟수는 324회이며, 사용된 요청 화행 전략의 42.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반면에, 보조화행 전략은 431회로 나타났고 사용된 요

청 화행 전략중의 비율은 57.1%로 확인되었다.

한국인 직장인 집단(KW)이 각 세부 화행별로 사용된 횟수를 표로 구

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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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행 
분류 단계 세부 화행 횟수 비율

주화행 
전략

직접요청
명령형 요청 24 3.2%
명시적 요청 127 16.8%

완화된 직접 요청 44 5.8%

관례적  
간접요청

의무진술하기 45 6.0%
허용하기 44 5.8%

소망 표현하기 14 1.9%
제안하기 7 0.9%

예비적 조건 확인하기 5 0.7%

조건 감사하기 12 1.6%
기대 표현 2 0.3%

비관례적 
간접요청 암시하기 0 0.0%

합계 324 42.9%

보조화
행 

전략
요청완화 

전략

존칭 사용하기 75 9.9%
사과하기 6 0.8%

예비 요청하기 6 0.8%
상황 확인하기 17 2.3%
맥락 공유하기 28 3.7%
이유 설명하기 128 17.0%
도움 제시하기 11 1.5%

단서 달기 6 0.8%

호의적 표현하기 3 0.4%

감사하기 74 9.8%

<표 Ⅳ-7> 한국인 직장인 집단(KW) 화행별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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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강화  
전략

부담 가중하기 38 5.0%
호소하기 39 5.2%

합계 431 57.1%
합계 755 100%

위의 표에서 보일 수 있듯이 한국인 직장인 집단이 주화행 전략 중 명

시적 요청 전략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그 사용 횟수는 무려 127회이며

비율은 16.8%이다. 그 다음 으로는 의무진술하기 전략이 45회가 나타났

으며 전체 화행 사용 빈도 중에 6.0%를 차지한다. 세 번째, 네 번째로

(높은 빈도로)나타난 주화행전략은 완화된 직접 요청 전략, 허용하기 전

략이다. 이 두 전략에 해당하는 횟수는 모두 44회이며 화행 비울의 5.8%

를 차지한다. 그 다음 순으로는 명령형 요청 전략이고 사용 횟수는 24회

로 나타났다. 나머지 주화행 전략은 모두 비율이 3%이하이다.

보조화행을 살펴보면 이유 설명하기 전략이 무려 128회나 드러났다.

이는 전체 화행 사용 빈도 중 17.0%로 가장 높으며 한국인 직장인 집단

이 가장 선호하는 화행 전략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존칭 사용하기 전략과 감사하기 전략이다. 이 두 가지 전략

의 사용 빈도는 각각 75회, 74회로 나타났고 전체 화행 중 비슷한 사용

빈도가 9.9%, 9.8%로 확인되었다. 호소하기, 부담 가중하기 전략은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용 빈도는 각각 39회, 38회로 나타났

고 사용 비율 5.2%, 5.1%를 차지한다.

전체로 살펴보면 한국인 집단이 작성한 요청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

행 전략에 관하여 주화행 사용 빈도와 보조화행 사용 빈도는 다소 차이

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화행 전략 중에서 직접 요청 단계의 전략의

총 횟수는 195회이며 25.8%의 전체 요청 화행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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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적 간접 요청 단계의 전략의 총 횟수는 129회이며 전체 요청 화행 비

율 17.1%를 차지한다. 비관례적 간접 요청의 전략으로서의 암시하기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KW집단 내에서 나타난 주화행 및 보조화행

사용 전략을 비교해보면, 주화행 전략 전체를 보면 한국인 직장인 집단

은 간접 요청보다 66회가 더 많이 드러났고 직접 요청 전략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화행의 경우, 한국인 직

장인 집단은 요청 완화 전략의 총 사용 횟수는 354회이며 화행 비율의

46.9%로 나타났다. 요청 강화 전략은 77회로 드러났으며 전체 화행 중

10.2%로 확인된다. 요청 완화 전략은 요청 완화 전략의 4.6배 정도였고

이에 한국인 직장인 집단은 요청 강화 전략보다 요청 완화 전략을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2.2 중국인 직장인 집단(CW)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집단이 요청 이메

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화행 사용 횟수는 903

회이다. 이는 한국인 직장인 집단보다 148회 더 많게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중 주화행 전략 횟수는 306회이며, 사용된 요청 화행 전

략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반면에, 보조화행 전략은 597회로 나타

났고 사용된 요청 화행 전략중의 비율은 66.1%로 확인되었다. 주화행보

다 보조화행이 291회 더 많이 나타났고 비율상으로는 32.2%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서 중국인 직장인 집단(CW)은 주화행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주화행보다 보조화행의 사용빈도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인 직장인 집단(CW)이 각 세부 화행별로 사용된 횟수를 표로 정



- 115 -

화행 분류 단계 세부 화행 횟수 비율

주화행 
전략

직접요청

명령형 요청 32 3.5%

명시적 요청 80 8.9%

완화된 직접 요청 39 4.3%

관례적  
간접요청

의무진술하기 40 4.4%
허용하기 22 2.4%

소망 표현하기 41 4.5%
제안하기 9 1.0%

예비적 조건 
확인하기 1 0.1%

조건 감사하기 27 3.0%
기대 표현 15 1.7%

비관례적 
간접요청 암시하기 0 0.0%

합계 306 33.9%

보조화행 
전략

요청완화 전략

존칭 사용하기 135 15.0%
사과하기 1 0.1%

예비 요청하기 1 0.1%
상황 확인하기 5 0.6%
맥락 공유하기 59 6.5%
이유 설명하기 147 16.3%
도움 제시하기 8 0.9%

단서 달기 1 0.1%
호의적 표현하기 6 0.7%

감사하기 117 13.0%

요청강화  전략 부담 가중하기 61 6.8%

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8> 중국인 직장인 집단(CW) 화행별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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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하기 56 6.2%
합계 597 66.1%

합계 903 100%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주화행 전략 중

명시적 요청 전략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사용 횟수는 80회이며 화행 전

략 비율은 8.9%이다. 그 다음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전략은 소망

표현하기 전략과 의무진술하기 전략이다. 이 두 가지 전략은 각각 41회,

40회로 드러났으며 전체 화행 사용 빈도 중에 4.5%, 4.4%를 차지한다.

완화된 직접 요청 전략은 39회이며 화행 비율의 4.3%를 차지한다. 그 다

음으로 많이 나타난 전략은 명령형 요청 전략이고 사용 횟수는 32회로

나타났으며 비율은 3.5%이다. 나머지 주화행 전략의 출현 횟수는 모두

30회 이하이다.

보조화행을 살펴보면 출현 횟수가 100 번을 초과하는 전략이 세 가지

가 있다. 이 중 이유 설명하기 전략이 한국인 직장인 집단의 경우와 같

이 가장 많은 횟수로 나타났다. 중국인 집단의 경우 이유 설명 전략이

무려 147회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체 화행 사용 빈도 중 1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요청 이메일의 담화 맥락에서 한국인

직장인 집단과 중국인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보조 화행 전략이 이유 설

명하기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전

략은 존칭 사용하기 전략이다. 이 전략의 사용 빈도는 135회로 나타났고

전체 화행 중 사용 비율의 15%로 확인되었다. 그 뒤를 이어 감사하기

전략의 빈도는 117회 드러났고 전체 화행 전략 중 13%를 차지하였다.

출현 횟수 100번 이하의 전략 중 부담 가중하기 전략과 맥락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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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은 상대적으로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담 가중하기 전략과 맥락

공유하기 전략은 사용 빈도가 각각 61회, 59회로 나타났고 전체 화행 전

략 사용 비율의 6.8%, 6.5%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

난 전략은 호소하기 전략이다. 호소하기 전략은 출현 횟수가 56회이며

6.2%의 비율을 차지한다. 나머지 보조화행 전략은 모두 10 번 이하로 나

타났고 이는 1% 이하의 비율을 차지한다.

중국인 직장인 집단이 작성한 요청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전체 분석하면 주화행 전략 중에서 직접 요청 단계의 전략의 총 횟수는

151회이며 16.7%의 전체 요청 화행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관례적 간접

요청 단계의 전략의 총 횟수는 155회이며 전체 요청 화행 비율 17.2%를

차지한다. 비관례적 간접 요청의 전략으로서의 암시하기는 한 번도 나타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화행 전략 전체를 보면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간접 요청과 직접 요청 전략 사용 횟수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화행의 경우,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요청 완화 전략의 총 사용 횟수

는 480회이며 화행 비율의 53.2%로 나타났다. 요청 강화 전략은 117회로

드러났으며 전체 화행 중 13%로 확인된다. 요청 완화 전략은 요청 강화

전략의 4배를 초과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인 직장인 집단도 요청 강화 전

략보다 요청 완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상황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분석

본 절에서는 요청 화행 전략 양성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상황별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을 분석 진행한다. 실험 상황은 여섯

가지가 있다. 실험 상황별 변인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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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번호

상황 1 상황 2 상황 3 상황 4 상황 5 상황 6

변인
P+
R+

P=
R-

P-
R+

P+
R-

P=
R+

P-
R-

<표 Ⅳ-9> 실험 상황의 변인 구성

위의 표에서 보일 수 있듯이 권력 관계 변인과 부담 변인으로 구성된

상황을 살펴보면 상황 1의 경우는 수신자 대상은 상위 권력을 자기고 있

는 상사이며 요청 내용은 고부담 내용이다. 상황 2의 경우 수신자 대상

은 마찬가지 상위 권력 상사이며 요청 내용은 저부담 내용이다. 상황 3

의 경우 수신자 대상은 같은 직급의 동기이며 요청 내용은 고부담 내용

이다. 상황 4의 경우 수신자 대상은 마찬가지 같은 직급의 동기이며 요

청 내용은 저부담 내용이다. 상황 5의 경우 수신자 대상은 후배 사원이

며 요청 내용은 고부담 내용이다. 상황 6의 경우 수신자 대상도 후배 사

원이며 요청 내용은 고부담 내용이다. 본 절에서 상황별 요청 화행 전략

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2.1 [상위권력, 고부담] 상황

상황 1은 [권력 관계, P+]와 [부담 변인, R+]로 설정한 상황이며 상대

방의 권력은 상위이고 발신자의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도는 고부담에 속

한다. 상황 1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에 관한 통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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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KW CW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화
행 
전
략

직접요청

명령형 요청 5 3.3% 5 2.7% 10   (2.9%)

명시적 요청 26 17.0% 13 7.0%
39   

(11.5%)
완화된 직접 

요청
3 2.0% 6 3.2% 9   (2.7%)

관례적  
간접요청

의무진술하기 14 9.2% 10 5.4% 24   (7.1%)

허용하기 8 5.2% 5 2.7% 13   (3.8%)
소망 

표현하기
3 2.0% 7 3.8% 10   (2.9%)

제안하기 1 0.7% 2 1.1% 3   (0.9%)
예비적 조건 

확인하기
2 1.3% 0 0.0% 2   (0.6%)

조건 
감사하기

4 2.6% 4 2.2% 8   (2.4%)

기대 표현 0 0.0% 2 1.1% 2   (0.6%)
비관례적 
간접요청

암시하기 0 0.0% 0 0.0% 0   (0.0%)

합계 66 43.1% 54 29.0%
120  

(35.4%)

보
조
화
행  
전
략

요청완화 
전략

존칭 
사용하기

15 9.8% 25 13.4%
40   

(11.8%)
사과하기 2 1.3% 1 0.5% 3   (0.9%)

예비 
요청하기

2 1.3% 1 0.5% 3   (0.9%)

상황 
확인하기

2 1.3% 1 0.5% 3   (0.9%)

맥락 
공유하기

6 3.9% 13 7.0% 19   (5.6%)

이유 20 13.1% 28 15.1% 48   

<표 Ⅳ-10> 상황 1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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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14.2%)
도움 

제시하기
1 0.7% 2 1.1% 3   (0.9%)

단서 달기 1 0.7% 0 0.0% 1   (0.3%)

호의적 
표현하기

0 0.0% 3 1.6% 3   (0.9%)

감사하기 13 8.5% 19 10.2% 32   (9.4%)

요청강화  
전략

부담 
가중하기

16 10.5% 22 11.8%
38   

(11.2%)
호소하기 9 5.9% 17 9.1% 26   (7.7%)

합계 87 56.9% 132 71.0%
219  

(64.6%)

합계 153
100.0

%
186

100.0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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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상황 1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위의 표와 그림에서 보았듯이, 상위 권력, 고부담의 이메일 담화 상황

에서 KW 집단이 명시적 요청 전략을 26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연구의 KW 집단의 피험자는 28명이며, 그 중 26명이 명시적 요

청 전략을 사용했고 이는 전체 KW 피험자의 무려 92.9%의 피험자가 이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상황1에서 KW 사용한 전체 화행

전략(보조화행 포함)의 17.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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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로 나타난 전략은 보조화행에 속한 이유 설명하기 전략이다.

이유 설명하기 전략은 20회가 나타났고, 이는 KW 집단이 사용한 요청

화행 전략의 13.1%를 차지한다. 부담 가중하기 전략도 16회, 10.5%의 비

율로 드러났다. 존칭 사용하기와 의무 진술하기는 각각 15회, 14회로 출

현하였다.

CW 집단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화행 전략은 보조화행에 해당하는 이

유 설명하기 전략이었다. 출현 횟수는 28회이고 이는 평균적으로 거의

모든 CW 집단 피험자가 이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

으로는 존칭 사용하기 전략이며 25회 나타났다. 이어서 세 번째 선호 전

략으로써 부담 가중하기 전략이 22회로 드러났다. 감사하기와 호소하기

전략의 출현 횟수는 비슷하게 각각 19회, 17회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

체로 살펴보면, KW의 경우 주화행 전략 사용 횟수는 66회이며 비율은

43.1%, 보조화행 사용 횟수는 87회, 비율은 56.9%이다. 하지만 CW의 경

우, 주화행 전략의 출현 횟수는 54회, 비율이 29.0%로 낮은 비율을 보인

데 비해 보조화행 전략은 무려 132회 드러났고 71.0%의 비율을 차지한

다. 이는 KW 집단보다 보조화행이 45회 더 많이 활용된 것으로, CW

집단은 주화행보다 보조화행 전략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두 집단 선호하는 전략 양상도 다소 다르다. KW의 경우 상대방

의 권력이 상위더라도 고부담 요청 내용을 작성 시, 직접 요청 단계에

해당하는 명시적 요청 전략을 1위 선호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그 반면에,

CW 집단은 이유 설명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출현 횟수도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차이가 나는 전략은 존칭 사용하기 전략이다.

CW 집단이 이 전략을 KW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 이 외에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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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감사하기, 부담 가중하기, 호소하기 전략도 상대적으로 출현

횟수가 많고 CW 집단이 작성한 이메일 텍스트 담화에서 더 많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KW 집단의 상황1에서의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이다.

K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부담 가중하기+명시적 요청+감사하기

전략’ 결합

[KW-1-9] :

안녕하세요. 김철수 부장님.

이번 상대 업체와 미팅 후 제품 견적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업체에서 긴급하게 견적서를 요청 중이며, 금일 중 전달

받아 구매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 업체가 긴급으로 요청하고 있고 내일까지 안 되면 경쟁사 측을

알아본다 하니 빠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K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KW가 상위

권력, 고부담 상황에서 먼저 존칭을 사용하여 간단한 인사로 시작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동시에 요청을 하는 이유도 함께 언급하

는 식으로 진행한다. 그 다음으로 요청 사항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강조

하고 직접 요청 단계에 속하는 명시적 요청 전략을 사용한다.

CW 집단의 상황1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24 -

C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맥락 공유하기+이유 설명하기+부담 가

중하기+호의적 표현+명시적 요청하기+감사하기 전략’ 결합

[CW-1-11] :

김철수 부장님께,

안녕하세요. **부서 대리 홍길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체에서 저희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저

쪽 회사에서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

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영업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지 못했습니

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어 회사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을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견적서 *전달이(전달을)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홍길동 드림

위의 C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 사례를 보면, CW또한 상위 권력,

고부담 상황에서 먼저 KW와 비슷하게 존칭을 사용하여 간단한 인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여 요청

을 하는 이유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그 다음으로 맥락 공

유하며 다시 한 번 견적서를 못 받았던 것을 설명한 뒤 요청 사항의 긴

급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바쁘시겠지만’ 호의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명시

적 요청 전략을 사용하였다.

전체 KW의 언어표본은 위의 사례처럼 보통 보조화행을 네 개 정도

사용하며, 마지막 부분에 명확하게 요청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CW

집단은 보조화행 6개 정도 사용하며, 고부담의 요청 사항이지만 상위 권



- 125 -

　
상황 2

KW CW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화
행 
전
략

직접요
청

명령형 요청 2 1.6% 2 1.5% 4   (1.6%)

명시적 요청 15 12.2% 14 10.4%
29   

(11.2%)
완화된 직접 

요청
12 9.8% 11 8.1% 23   (8.9%)

관례적  
간접요

청

의무진술하기 2 1.6% 2 1.5% 4   (1.6%)
허용하기 6 4.9% 1 0.7% 7   (2.7%)

소망 표현하기 6 4.9% 11 8.1% 17   (6.6%)
제안하기 2 1.6% 1 0.7% 3   (1.2%)

예비적 조건 
확인하기

2 1.6% 0 0.0% 2   (0.8%)

조건 감사하기 3 2.4% 6 4.4% 9   (3.5%)
기대 표현 0 0.0% 4 3.0% 4   (1.6%)

력자에게 부드럽게 요청을 해보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

으로 시간상의 긴급성을 언급하지 않고 요청 시 ‘견적서를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의 표현을 써서 조건적 감사하기 전략을 통해 요청을 실

현 하는 CW 피험자도 있었다.

2.2 [상위권력, 저부담] 상황

상황 2는 [권력 관계, P+]와 [부담 변인, R-]로 설정하는 것이며 상대방

의 권력은 상위이고 발신자의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도는 저부담에 속한

다. 상황 2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에 관한 통계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11> 상황 2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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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례
적 

간접요
청

암시하기 0 0.0% 0 0.0% 0   (0.0%)

합계 50 40.7% 52 38.5%
102  

(39.5%)

보
조
화
행  
전
략

요청완
화 전략

존칭 사용하기 16 13.0% 21 15.6%
37   

(14.3%)
사과하기 0 0.0% 0 0.0% 0   (0.0%)

예비 요청하기 1 0.8% 0 0.0% 1   (0.4%)
상황 확인하기 1 0.8% 1 0.7% 2   (0.8%)
맥락 공유하기 7 5.7% 10 7.4% 17   (6.6%)

이유 설명하기 23 18.7% 25 18.5%
48   

(18.6%)
도움 제시하기 2 1.6% 2 1.5% 4   (1.6%)

단서 달기 2 1.6% 0 0.0% 2   (0.8%)
호의적 

표현하기
1 0.8% 1 0.7% 2   (0.8%)

감사하기 14 11.4% 19 14.1%
33   

(12.8%)
요청강

화  
전략

부담 가중하기 0 0.0% 0 0.0% 0   (0.0%)

호소하기 6 4.9% 4 3.0% 10   (3.9%)

합계 73 59.3% 83 61.5%
156  

(60.5%)

합계 123
100.0

%
135

100.0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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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상황 2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위의 표와 그림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상위 권력, 저부담의 이메일

담화 상황에서 KW 집단의 이유 설명하기 전략이 23회로 나타났고, 이

전략은 상황1에서 KW 집단이 사용한 전체 화행 전략(보조화행 포함)의

1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사용 횟수가 높은 전

략은 보조화행에 속한 존칭 사용하기 전략과 주화행에 해당하는 명시적

요청이다. 존칭 사용하기 전략과 명시적 요청 전략이 각각 16회, 15회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의 KW 집단이 이 두 가지 전략을 사용

했다고 볼 수 있다. 감사하기 전략과 완화된 직접 요청도 각각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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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출현하였다.

CW 집단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화행 전략은 KW집단과 마찬가지로

보조화행에 해당하는 이유 설명하기 전략이다. 출현 횟수는 25회이고 이

는 평균적으로 89.3%의 CW 집단 피험자는 이 전략을 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존칭 사용하기 전략과 감사하기 전략도 출현 횟수가 높게

나타났고 각각 21회, 19회로 나타났다. 이어서 명시적 요청 전략, 소망

표현하기, 완화된 직접 요청 그리고 맥락 공유하기 전략이 비슷한 빈도

로 드러났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상황1과 달리,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이 나타

났다. 먼저 전체로 살펴보면, KW의 경우 주화행 전략 사용 횟수는 52회

이며 비율은 40.7%, 보조화행 사용 횟수는 73회이며, 비율은 59.3%이다.

이와 유사하게 CW의 경우, 주화행 전략의 출현 횟수는 52회, 비율이

38.5% 였으며 보조화행 전략은 83회 드러났고 61.5%의 비율을 차지하였

다. 주화행과 보조화행 비율상으로는 두 집단은 유사하게 사용하였다.

세부화행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략도 비슷한 출현 횟수 그리고 선

호 순서로 드러났다. 단지, CW 집단은 소망 표현하기, 존칭 사용하기,

감사하기, 기대 표현 등의 보조화행 전략사용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외에, KW 집단은 CW 집단보다 허용하기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였다.

다음은 KW 집단의 상황1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이다.

K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명시적 요청하기+감사하기 전략’ 결합

[KW-2-10] :

김철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 129 -

홍보팀 홍길동입니다.

이번에 저희 팀에서 제품 홍보 기획단계에 있는데 영업부서에서 갖고

계신 홍보 기획서를 참고하고자 요청 드리오니 자료 공유 검토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K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상위

권력, 저부담 상황에서 먼저 존칭을 사용하여 간단한 인사 및 자기소개

로 시작한 뒤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는 동시에 요청을 하는 이유를

함께 언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그 다음으로 직접 요청 단계에 속한 명

시적 요청 전략을 사용한다. 이는 고부담 상황과 유사하지만 부담 가중

하기가 제외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으로 확인된다.

CW집단의 상황2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를 제시하면 아

래와 같다.

C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단서달기+명시적 요청하기+호의적 표현

+단서달기+호소하기+감사하기 전략+호의적 표현’ 결합

[CW-2-16] :

안녕하세요?

영업부서 홍길동 대리입니다.

현재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 달 후에 제품 홍보 기획서를 1차 확인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래서 부장님, 제품 홍보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관련 자료를 공

유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실 때 관련 자료를 발송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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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위의 C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CW가 상위 권

력, 고부담 상황에서 보조화행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KW와 비슷하게 존칭을 사용하여 간단한 인사로 시작한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하는 이유도 설명하였다. 이어

서 ‘제품 홍보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의 단서 달기 전략을 붙여

명시적 요청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바쁘시겠지만’의 호의적 표현과 ‘시

간이 되실 때’의 단서달기 전략이 결합해서 다시 한 번 ‘발송하시기 바

랍니다.’의 호소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 전략과 ‘좋

은 하루 되세요~’의 호의적 표현 전략을 사용하였다.

전체 KW의 언어표본은 위의 사례처럼 주화행 전략을 포함해서 총 네

개 정도의 화행 전략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CW 집단은 보조화행을 유

난히 많이 쓰고 상위 권력을 가진 자에게 부드럽게 요청을 시도해보는

경향을 보였다. 이유 설명하기 전략과 호의적 표현은 CW집단의 언어 표

본에서 많이 나타났다.

2.3 [동등권력, 고부담] 상황

상황 3는 [권력 관계, P=]와 [부담 변인, R+]로 설정하는 것이며 상대방

의 권력은 동등하고 발신자의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도는 고부담에 속한

다. 상황 3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에 관한 통계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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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KW CW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화
행 
전
략

직접요
청

명령형 요청 6 4.3% 6 3.4% 12   (3.8%)

명시적 요청 25 18.1% 12 6.8% 37   (11.8%)
완화된 직접 

요청
4 2.9% 6 3.4% 10   (3.2%)

관례적  
간접요

청

의무진술하기 13 9.4% 11 6.3% 24   (7.6%)

허용하기 8 5.8% 5 2.8% 13   (4.1%)

소망 표현하기 0 0.0% 6 3.4% 6   (1.9%)

제안하기 0 0.0% 0 0.0% 0   (0.0%)
예비적 조건 

확인하기
1 0.7% 1 0.6% 2   (0.6%)

조건 감사하기 3 2.2% 4 2.3% 7   (2.2%)

기대 표현 0 0.0% 1 0.6% 1   (0.3%)
비관례

적 
간접요

청

암시하기 0 0.0% 0 0.0% 0   (0.0%)

합계 60 43.5% 52 29.5% 112  (35.7%)

보
조
화
행  
전
략

요청완
화 

전략

존칭 사용하기 11 8.0% 24 13.6% 35   (11.1%)

사과하기 1 0.7% 0 0.0% 1   (0.3%)

예비 요청하기 0 0.0% 0 0.0% 0   (0.0%)

상황 확인하기 8 5.8% 0 0.0% 8   (2.5%)

맥락 공유하기 3 2.2% 11 6.3% 14   (4.5%)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12> 상황 3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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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설명하기 21 15.2% 24 13.6% 45   (14.3%)

도움 제시하기 2 1.4% 2 1.1% 4   (1.3%)

단서 달기 0 0.0% 0 0.0% 0   (0.0%)
호의적 

표현하기
0 0.0% 2 1.1% 2   (0.6%)

감사하기 12 8.7% 21 11.9% 33   (10.5%)
요청강

화  
전략

부담 가중하기 11 8.0% 22 12.5% 33   (10.5%)

호소하기 9 6.5% 18 10.2% 27   (8.6%)

합계 78 56.5% 124 70.5% 202  (64.3%)

합계 138
100.0

%
176 100.0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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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상황 3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위의 표와 그림에서 보았듯이, 동등 권력, 고부담의 이메일 담화 상황에

서 KW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명시적 요청 전략과 이유 설명하

기 전략이다. 명시적 요청 전략과 이유 설명하기 전략은 각각 25회, 21회

로 나타났고, 상황3에서 KW 사용한 전체 화행 전략(보조화행 포함)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용 횟수가 높은 전략은 주화

행에 해당하는 의무진술 하기 전략과 보조화행에 속하는 존칭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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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감사하기, 부담가중하기 전략으로 모두 10 회가 넘게 나타났다.

CW 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화행 전략이 보조화행에 치중

하고 있으며, 그 중 이유 설명하기 전략, 존칭 사용하기, 부담 가중하기

전략이 각각 24회, 24회, 22회로 출현하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78.6%의

CW 집단 피험자가 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

음으로는 감사하기 전략도 출현 횟수가 높게 나타났고 21회로 나타났다.

이어서 호소하기 전략도 비슷하게 18회로 드러났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KW의 경우 주화행 전략 사용 횟수는 60회이며

비율은 43.5%, 보조화행 사용 횟수는 78회, 비율은 56.5%이다. 이와 달

리 CW의 경우, 주화행 전략의 출현 횟수는 52회, 비율이 29.5% 밖에 없

으며 보조화행 전략은 무려 124회 드러났고 70.5%의 비율을 차지한다.

주화행과 보조화행 비율상으로 CW 집단은 KW보다 보조화행을 훨씬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KW 집단

은 CW 집단보다 명시적 요청을 더 많이 쓰고 상황 확인하기도 상대적

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CW 집단은 존칭 사용하기, 감사하기, 부담 가중

하기, 호소하기 전략 그리고 소망표현하기 전략을 KW보다 많이 활용하

였다.

다음은 KW 집단이 상황3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이다.

K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명시적 요청+부담 가중하기+이유 설명하기+조건 감사

하기 전략’ 결합

[KW-3-10] :

안녕하세요, 대리님.

홍길동 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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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업체에서 요청한 제품 견적서 관련해서 긴급 요청 드립니다.

내일까지 해당 업체에 견적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계약 성립이 번복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자사 견적서를 픽스하여 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기 내용 고려하시어 금일 중 늦어도 내일 오전 11시까지 견적서를 전

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K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KW집단은

동등 권력, 고부담 상황에서 먼저 존칭을 사용하여 간단한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로 시작한 뒤, 이메일의 요청 목적을 명시적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상황 설명을 통해 수신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유 설명하

기 전략을 적용하여 요청 사항의 긴급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고부담 내

용이기 때문에 상위 권력자에게 보내준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자료

전달의 소망 시간을 제기하고 조건적 감사하기 전략으로 마무리하였다.

KW 집단이 선호하는 이 전략들의 양상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단

지 선호 전략이 나타나는 순서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CW 집단이 상황3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를 제시하면 아

래와 같다.

C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맥락 공유하기+이유 설명하기+의무 진술하기+부담 가

중하기+소망하기+호소하기+감사하기 전략’ 결합

[CW-3-18] :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대리 홍길동입니다.

모업체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모업체 내부적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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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의를 마무리 하여 내일까지 제품 견적서를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회사 영업부에서 견적을 아직 발송하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올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하여 빠른 견적서 전달 받으려고 이메일 드립니다.

모쪼록 제때에 견적 제공 가능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길동 드림.

위의 C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CW집

단은 동등 권력, 고부담 상황에서 보조화행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존칭을 사용하여 인사로 시작한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맥락 공유한 뒤, 요청을 하는 이유를 이어서 제시한

다. 그 다음 영업부에서 견적을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하여

수신자 쪽의 의무 진술 전략을 사용하였다. 고부담 요청 내용이기 때문

에 해당 결과의 심각성을 강조하여 부담을 가증시켰다. 그 다음으로 소

망 표현 하는 식으로 요청을 실현하고 요청을 다시 호소하는 식으로 마

무리하였다. 다소 CW 피험자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합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KW의 언어표본은 위의 사례처럼 주화행의 명시적 요청 화행 전

략과 보조화행으로서의 이유 설명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 그 반면에, CW 집단은 보조화행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유 설명하기 전략, 존칭사용하기, 감사하기, 부담 가중하

기 등의 보조화행이 CW집단의 언어 표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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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동등권력, 저부담] 상황

상황 4는 [권력 관계, P=]와 [부담 변인, R-]로 설정하였으며 상대방의

권력은 동등한 관계이며 발신자의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도는 저부담에

해당한다. 상황 4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에 관한 통계 결

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38 -

　
상황 4

KW CW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화
행 
전
략

직접
요청

명령형 요청 3 2.8% 5 3.8% 8  (3.3%)
명시적 요청 17 15.6% 17 13.0% 34  (14.2%)

완화된 직접 요청 10 9.2% 6 4.6% 16   (6.7%)

관례
적  

간접
요청

의무진술하기 2 1.8% 4 3.1% 6   (2.5%)
허용하기 7 6.4% 4 3.1% 11   (4.6%)

소망 표현하기 3 2.8% 6 4.6% 9   (3.8%)
제안하기 2 1.8% 2 1.5% 4   (1.7%)

예비적 조건 
확인하기

0 0.0% 0 0.0% 0   (0.0%)

조건 감사하기 0 0.0% 4 3.1% 4   (1.7%)
기대 표현 1 0.9% 3 2.3% 4   (1.7%)

비관
례적 
간접
요청

암시하기 0 0.0% 0 0.0% 0   (0.0%)

합계 45 41.3% 51 38.9% 96   (40%)

보
조
화
행  
전
략

요청
완화 
전략

존칭 사용하기 12 11.0% 23 17.6% 35  (14.6%)
사과하기 0 0.0% 0 0.0% 0   (0.0%)

예비 요청하기 2 1.8% 0 0.0% 2   (0.8%)
상황 확인하기 0 0.0% 1 0.8% 1   (0.4%)
맥락 공유하기 4 3.7% 7 5.3% 11   (4.6%)
이유 설명하기 23 21.1% 24 18.3% 47  (19.6%)
도움 제시하기 2 1.8% 1 0.8% 3   (1.3%)

단서 달기 3 2.8% 1 0.8% 4   (1.7%)
호의적 표현하기 1 0.9% 0 0.0% 1   (0.4%)

감사하기 12 11.0% 21 16.0% 33  (13.8%)
요청 부담 가중하기 0 0.0% 0 0.0% 0   (0.0%)

<표 Ⅳ-13> 상황 4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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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략

호소하기 5 4.6% 2 1.5% 7   (2.9%)

합계 64 58.7% 80 61.1% 144  (60%)

합계 109
100.0

%
131 100.0% 240

<그림 Ⅳ-4> 상황 4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동등 권력, 저부담의 이메일 담화 상황에서 KW 집단이 가장 선호하

는 전략은 이유 설명하기 전략과 명시적 요청 전략이다. 상황1과 상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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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KW집단은 명시적 요청 전략보다 이유 설명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횟수는 23회로 나타났다. 명시적 요청 전략은 상

위 두 번째 전략으로써 17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용 횟수가 비교적

높은 전략은 주화행에 해당하는 완화된 직접 요청과 보조화행에 속하는

존칭 사용하기 전략, 감사하기 전략이었다.

CW 집단의 경우, 전체로 보면 선호하는 화행 전략은 보조화행에 편중

되어 있다. 그 중 역시 이유 설명하기 전략, 존칭 사용하기, 감사하기 전

략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각각 24회, 23회, 21회씩 사용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평균적으로 75%의 CW 집단 피험자가 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

다. 먼저 전체로 살펴보면, KW의 경우 주화행 전략 사용 횟수는 45회이

며 비율은 41.3%, 보조화행 사용 횟수는 64회, 비율은 58.7%이다. 이와

비슷하게 CW의 경우, 주화행 전략의 출현 횟수는 51회, 비율이 38.9%

이었으며 보조화행 전략은 80회, 비율이 61.1%로 나타난다. 주화행과 보

조화행 비율상으로는 두 집단은 유사한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부화행별로 나누어 볼 경우 주로 두 가지 전략 사용에 차이

가 발견되었다. 먼저 존칭 사용하기의 경우 KW 집단의 두 배에 달하는

사용이 CW 집단에서 확인되었으며, 감사하기의 경우 KW 집단보다

CW 집단에서 9건 높은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KW 집단이 상황4에서의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이다.

K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명시적 요청/완화된 요청+이유 설명하기+허용하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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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기 전략’ 결합

[KW-4-7] :

안녕하세요. 대리님.

지난번 회의된 홍보 기획서를 요청 드리고자 연락드립니다.

업무 중간 확인용으로 방향만 확인될 정도면 되니 내용 검토 후 전달 부

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W-4-21] :

안녕하세요. 홍길동 대리입니다.

다음 달 예정된 제품 홍보에 대하여 1차 기획서를 확인하고자 연락 드립

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논의된 결과만 나열해 주셔도 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K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KW 집단은

동등 권력, 저부담 상황에서 고부담의 경우와 달리, 전체적인 내용을 부

드럽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존칭 사용하기 또한 자기소개로 시

작하고, 이메일의 요청 목적을 명시적이나 완화된 직접 요청으로 진행한

다. 그 다음으로 요청 내용의 긴급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 중간

확인용으로 방향만 확인될 정도만 되니’ 혹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논의된 결과만 나열해 주셔도 되니’ 등 허용하기 전략의 표

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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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집단이 상황4에서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C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완화된 직접 요청/명령형 직접 요청+이유 설명하기+호

소하기+감사하기 전략’ 결합

[CW-4-15] :

안녕하세요 대리님. 다름이 아니라 제품 홍보 기획서를 확인하기 위하

여 자료 발송을 부탁드려도 되실런지요.

*화사측에(회사 측에서)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이미 정하였으며 한 달

후에 1차적으로 홍보 기획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바쁘신줄 아오나 빠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홍길동

올림.

[CW-4-20] :

김대리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별게 아니고 우리 회사 다음 달

홍보 계획이 있잖아요. 셋업 준비 미리 해야 돼서 혹시 지금 기획서를

갖고 있으면은 저한테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의 C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CW가

동등 권력, 저부담 상황에서 KW 집단처럼 부드럽게 발화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먼저 존칭을 사용하여 인사로 시작한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요청에 대해 이유 설명 진행하고 그 다음 완화된 직접

요청 전략 또는 명령형 직접 요청전략으로 요청을 하며 ‘감사합니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중 저부담의 내용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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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5

KW CW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화
행 
전
략

직접
요청

명령형 요청 6 4.8% 8 5.2% 14   (5.0%)

명시적 요청 24
19.0
%

10 6.5% 34   (12.1%)

완화된 직접 요청 5 4.0% 5 3.2% 10   (3.6%)
관례
적  

의무진술하기 9 7.1% 9 5.8% 18   (6.4%)
허용하기 9 7.1% 3 1.9% 12   (4.3%)

‘빠른 대응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보내주세요’ 라는 표현을 작성한

CW 피험자도 있었다.

전체 KW의 언어표본은 위의 사례처럼 주화행의 명시적 요청 화행 전

략과 보조화행으로서의 이유 설명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 CW 집단은 보조화행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중 이유

설명하기 전략, 존칭사용하기, 감사하기 등 보조화행이 CW집단의 언어

표본에서 많이 나타났지만 부담 가중을 하는 ‘빠른 대응 부탁’ 등 호소적

인 표현에 있어서는 KW 집단만큼 부드럽지 않아 보인다.

2.5 [하위권력, 고부담] 상황

상황 5는 [권력 관계, P-]와 [부담 변인, R+]로 설정하였으며 상대방의

권력은 하위이고 발신자의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도는 고부담에 속한다.

상황 5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에 관한 통계 결과를 제시

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14> 상황 5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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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요청

소망 표현하기 0 0.0% 6 3.9% 6   (2.1%)

제안하기 0 0.0% 3 1.9% 3   (1.1%)
예비적 조건 

확인하기
0 0.0% 0 0.0% 0   (0.0%)

조건 감사하기 2 1.6% 4 2.6% 6   (2.1%)

기대 표현 1 0.8% 1 0.6% 2   (0.7%)
비관
례적 
간접
요청

암시하기 0 0.0% 0 0.0% 0   (0.0%)

합계 56
44.4
%

49 31.8% 105  (37.5%)

보
조
화
행  
전
략

요청
완화 
전략

존칭 사용하기 11 8.7% 22 14.3% 33   (11.8%)

사과하기 2 1.6% 0 0.0% 2   (0.7%)

예비 요청하기 0 0.0% 0 0.0% 0   (0.0%)

상황 확인하기 6 4.8% 1 0.6% 7   (2.5%)

맥락 공유하기 2 1.6% 9 5.8% 11   (3.9%)

이유 설명하기 19
15.1
%

24 15.6% 43   (15.4%)

도움 제시하기 2 1.6% 1 0.6% 3   (1.1%)

단서 달기 0 0.0% 0 0.0% 0   (0.0%)

호의적 표현하기 0 0.0% 0 0.0% 0   (0.0%)

감사하기 11 8.7% 18 11.7% 29   (10.4%)
요청
강화  
전략

부담 가중하기 11 8.7% 17 11.0% 28   (10.0%)

호소하기 6 4.8% 13 8.4% 19   (6.8%)

합계 70
55.6
%

105 68.2% 175  (62.5%)

합계 126
100.
0%

154
100.0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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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상황 5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위의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하위 권력, 고부담의 이메일 담화

상황에서 KW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상황 3과 비슷하게 역시 명

시적 요청 전략과 이유 설명하기 전략이다. 명시적 요청 전략과 이유 설

명하기 전략은 각각 24회, 19회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용 횟수가

높은 전략은 보조화행에 속하는 존칭 사용하기 전략, 감사하기, 부담가중

하기 전략으로 모두 10 회가 넘게 나타났다.



- 146 -

CW 집단의 경우, 전체로 보면 선호하는 화행 전략은 보조화행에 치중

되어있다. 그 중에서 이유 설명하기 전략, 존칭 사용하기 전략이 24회,

22회로 출현하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78.6%의 CW 집단 피험자는 이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부담 가중하기 전략,

감사하기 전략이 출현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각각 18회, 17

회 출현하였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KW의 경우 주화행 전략 사용 횟수는 56회이며

비율은 44.4%, 보조화행 사용 횟수는 70회, 비율은 55.6%이다. 이와는

다르게 CW의 경우, 주화행 전략의 출현 횟수는 49회, 비율이 31.8%이었

으며 보조화행 전략은 105회 드러났고 68.2%의 비율을 차지한다. 주화행

과 보조화행 비율상으로 CW 집단은 KW보다 보조화행을 많이 사용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KW 집단은 CW 집

단보다 명시적 요청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CW 집단은 존칭 사용

하기, 감사하기, 부담 가중하기, 호소하기 전략을 많이 활용하였다. 두 집

단은 다 이유 설명하기 전략을 고빈도로 사용하였지만 CW 집단에서

KW 집단보다 더 강한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은 KW 집단이 상황5에서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이다.

K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부담 가중하기+명시적 요청+ 감사하기

전략’ 결합

[KW-5-16] :

철수 씨, 홍길동 대리입니다.

OO 제품 견적서를 내일까지 XX 업체에 꼭 전달해야 합니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으니, 영업부서에서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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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일까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길동 드림.

위의 K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KW가 하위

권력, 고부담 상황에서 상황 3과 비슷하게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합

형식이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인다. 먼저 존칭을 사용하여 간단한 인사 또

는 자기소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청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상황 설명을 통해 요청 사항의 시급성을 알려주고 수신자에게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어서 소망 시간을 제기하고 ‘내일까지’ 전달 요망

의 내용이 담긴 소망적인 표현으로 요청을 실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

용적인 감사하기 전략으로 마무리하였다.

CW 집단이 상황5에서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C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명령형 요청(+부담 가중하기/호소하

기)+감사하기 전략’ 결합

[CW-5-7] :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내일까지 XX업체에게 견적서 발송해야 하는데

아직 견적서 못 받아요. 오늘 퇴근 전까지 나에게 견적서 발송해줘요. 감

사합니다.

[CW-5-25] :

안녕하세요, 철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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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업체에서 00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제품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견적서를 꼭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니 오늘 퇴근하기 전에

해당 견적서를 빨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를 제때에 전달하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 될 수 있으니 잊지 마시

고 전달해 주세요！

위의 C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CW가

하위 권력, 고부담 상황에서 앞의 상황 1(P+), 상황3(P=)보다 직접성을

더 강하게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존칭을 사용하여 인사로 시작한

다음에, 현재 요청 사항 이유에 대해 언급을 하고, 그 다음 명령형 요청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부담 가중하기

전략을 사용한 뒤 한 번 더 시간에 대해 강조하고 요청 사항을 호소하는

식이 대부분이었다.

두 집단의 전략을 비교해보면 KW집단은 위의 사례처럼 동등 권력 경

우에서의 전략 사용 결합 방식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CW 집단은

전체상 명시적 요청보다 명령형 요청 전략을 많이 쓰고 ‘보내 주세요.’

‘내일까지 보내줘요.’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에 하위 권력 상대

방에 대하여 CW 집단은 KW 집단보다 더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 [하위권력, 저부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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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6

KW CW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
화
행 
전
략

직접
요청

명령형 요청 2 1.9% 6 5.0% 8   (3.5%)

명시적 요청 20 18.9% 14 11.6% 34   (15.0%)

완화된 직접 요청 10 9.4% 5 4.1% 15   (6.6%)

관례
적  

간접
요청

의무진술하기 5 4.7% 4 3.3% 9   (4.0%)

허용하기 6 5.7% 4 3.3% 10   (4.4%)

소망 표현하기 2 1.9% 5 4.1% 7   (3.1%)

제안하기 2 1.9% 1 0.8% 3   (1.3%)

예비적 조건 
확인하기

0 0.0% 0 0.0% 0   (0.0%)

조건 감사하기 0 0.0% 5 4.1% 5   (2.2%)

기대 표현 0 0.0% 4 3.3% 4   (1.8%)
비관
례적 
간접
요청

암시하기 0 0.0% 0 0.0% 0   (0.0%)

합계 47 44.3% 48 39.7% 95  (41.9%)

보
조

요청
완화 

존칭 사용하기 10 9.4% 20 16.5% 30   (13.2%)

사과하기 1 0.9% 0 0.0% 1   (0.4%)

상황 6은 [권력 관계, P-]와 [부담 변인, R-]로 설정하였으며 상대방의

권력은 하위이고 발신자의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도는 저부담에 해당한

다. 상황 6에서 나타나는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에 관한 통계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Ⅳ-15> 상황 6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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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행  
전
략

전략

예비 요청하기 1 0.9% 0 0.0% 1   (0.4%)

상황 확인하기 0 0.0% 1 0.8% 1   (0.4%)

맥락 공유하기 6 5.7% 9 7.4% 15   (6.6%)

이유 설명하기 22 20.8% 22 18.2% 44   (19.4%)

도움 제시하기 2 1.9% 0 0.0% 2   (0.9%)

단서 달기 0 0.0% 0 0.0% 0   (0.0%)

호의적 표현하기 1 0.9% 0 0.0% 1   (0.4%)

감사하기 12 11.3% 19 15.7% 31   (13.7%)
요청
강화  
전략

부담 가중하기 0 0.0% 0 0.0% 0   (0.0%)

호소하기 4 3.8% 2 1.7% 6   (2.6%)

합계 59 55.7% 73 60.3% 132  (58.1%)

합계 106
100.0

%
121

100.0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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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상황 6 KW, CW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비교(P-, R-)

동등 권력, 저부담의 이메일 담화 상황에서 KW 집단의 경우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이유 설명하기 전략과 명시적 요청 전략이다. KW 집

단에서 이유 설명하기 전략(22회)이 명시적 요청 전략(20회)보다 조금

더 많은 출현 횟수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의 전략으로는

감사하기 전략, 완화된 요청 전략, 존칭 사용하기 전략이 KW 집단의 언

어 표본 중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CW 집단의 경우, 앞의 고부담 상황과 달리 전체로 보면 선호하는 화

행 전략이 역시 보조화행 위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경향이 저부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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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설명하기 전략, 존칭 사용하기, 감사하기

전략이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각각 22회, 20회, 19회로 나타났다. 그 다

음으로 사용 횟수가 비교적 높은 전략은 명시적 요청이고 출현 횟수는

14번이었다.

두 집단을 비교하면 KW 집단 이든지, CW 집단 이든지 , 상황 6에서

는 비슷한 주화행, 보조화행 구성 비율로 드러났다. KW의 경우 주화행

전략 사용 횟수는 47회이며 비율은 44.3%, 보조화행 사용 횟수는 59회

이며 비율은 55.7%이다. 이와 비슷하게 CW의 경우, 주화행 전략의 출현

횟수는 48회로 비율이 39.7% 이었으며 보조화행 전략은 73회 드러났고

60.3%의 비율을 차지한다.

그러나 세부화행별로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존칭 사용하기 전

략의 경우 KW 집단의 두 배에 달하는 사용이 CW 집단에서 확인되었

다, 그리고 감사하기도 KW 집단보다 CW 집단에서 더 많게 나왔다.

KW는 CW보다 명시적 요청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KW 집단이 상황6에서의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이다.

K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명시적 요청/완화된 요청+감사하기 전

략’ 결합

[KW-6-17] :

안녕하세요. 김철수님.

한 달 후에 당사 제품 관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인지라 작성한 홍보 기획

서를 1차 검토하여 오타나 방안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우선 기 작성 된 홍보 기획서를 전달해 주시겠어요. 홍길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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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6-9] :

철수 씨, 홍길동 대리예요.

OO제품 홍보 일정이 확정되어 한 달 후까지 홍보 기획서를 완성해야 해

서요. 우선 홍보 기획서를 1차 확인해야 하니 영업부서에서 관련 자료

전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홍길동 드림.

위의 K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 사례를 살펴보면, KW는 하위

권력, 저부담 상황이 상황 4(동등권력, 저부담 상황)와 유사한 경향이 있

으며 고부담과는 유사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문장은 간결하게 많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존칭 사용하기 또한 자기

소개로 시작하고, 이메일의 요청 목적을 명시적이나 완화된 직접 요청으

로 진행한다. 그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

하는 것이 확인된다. 이후 이메일을 발송한 본 목적을 전달하며 직접 요

청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W 집단이 상황6에서 대표적인 언어 표본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CW가 선호하는 결합 유형: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명령형 요청+감사하기 전략’ 결합

[CW-6-18] :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나는 홍길동 대리이에요.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사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료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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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서 관련된 자료를 보내줘요. 감사해요.

홍길동 씀.

[CW-6-24] :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홍보 기획서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나에게 전달해줘요. 감사합니다.

위의 CW 집단이 선호하는 결합 유형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면, CW가

하위 권력, 저부담 상황에서 앞의 상황과 달리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상

대적으로 직설적이게 내용을 작성하였다. 먼저 존칭을 사용하여 인사로

시작한 다음에, 요청 이유 설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 바로 대부분을 명령

형 요청 ‘보내줘요’ ‘보내주세요’ 식으로 요청을 실현하여 ‘감사합니다.’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KW의 언어표본은 위의 사례처럼 주화행의 명시적 요청 화행 전

략과 보조화행으로서의 이유 설명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

인된다. CW 집단도 이유 설명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요

청 목적에 대하여 앞의 상위권력, 동등 권력자에게 전하는 내용 중에서

는 주로 명시적 요청을 위주로 사용하였지만, 하위 권력의 상대에게는

명령형 요청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3. 변인에 따른 집단 간의 요청 화행 전략 상관관계

분석

본 절에서는 각 변인과 집단별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의 상관관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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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권력 변인 상관관계

　 　 KW_상황1(P+) KW_상황3(P=) KW_상황5(P-
)

KW_상황1(P+)

Pearson  
상관 1 .825** .769**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KW_상황3(P=)

Pearson  
상관 .825** 1 .908**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KW_상황5(P-)

Pearson  
상관 .769** .908** 1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KW 권력 변인 상관관계

　 　 KW_상황2(P+) KW_상황4(P=) KW_상황6(P-
)

KW_상황2(P+)

Pearson  
상관 1 .799** .746**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KW_상황4(P=) Pearson  
상관 .799** 1 .779**

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권력 변인, 부담 변인에 따라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3.1 권력 관계에 따른 집단 간 상관관계

(1) 한국인 직장인 집단(KW)

<표 Ⅳ-16> 권력 변인과 요청 화행 전략의 상관관계 분석(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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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KW_상황6(P-)

Pearson  
상관 .746** .779** 1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해당 상관관계 분석은 고부담 상황인 상황1, 상황3, 상황5에 대한 상

관관계 분석과 저부담 상황인 상황2, 상황4, 상황6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을 나타낸다. 모든 상황의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정보를 토대로 고부담 상황의 경우 P+와 P=간 0.825의 수준이

고, P=과 P-간 0.908이며, P-와 P+는 0.769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P=

과 P-간의 경우 0.9 수준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인 0.4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각 변인별 상관 값이 P+와 다른 두 변인간의 상관성 보다 P=와

P-간의 상관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부담 상황의 경우 P+와 P=간 0.799의 수준이고, P=과 P-간 0.779이

며, P-와 P+간 0.746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고부

담 상황과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중국인 직장인 집단(CW)

<표 Ⅳ-17> 권력 변인과 요청 화행 전략의 상관관계 분석(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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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 권력 변인 상관관계

　 　 CW_상황1(P+) CW_상황3(P=) CW_상황5(P-)

CW_상황1(P+)

Pearson  
상관 1 .937** .762**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CW_상황3(P=)

Pearson  
상관 .937** 1 .837**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CW_상황5(P-)

Pearson  
상관 .762** .837** 1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CW 권력 변인 상관관계

　 　 CW_상황2(P+) CW_상황2(P=) CW_상황2(P-
)

CW_상황2(P+)

Pearson  
상관 1 .827** .713**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CW_상황4(P=)

Pearson  
상관 .827** 1 .808**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CW_상황6(P-)

Pearson  
상관 .713** .808** 1

유의확률 
(양측) 0.000 0.000 　

N 56 56 56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CW 집단의 경우도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데이터로 확인되

었다. 고부담 상황의 경우 P+와 P=간 0.937의 수준이고, P=과 P-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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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 주화행 상관관계
　 　 고부담_주화행 저부담_주화행

KW_고부담_주화행

Pearson  
상관 1 .522**

유의확률 
(양측) 　 0.004

N 28 28

KW_저부담_주화행
Pearson  

상관 .522** 1

유의확률 
(양측) 0.004 　

0.837이며, P-와 P+는 0.762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P+와 P=의 경우

0.9 수준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는

기준인 0.4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KW 집단과는 다르게 CW 집단의 경우 P+와 P=간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부담 상황의 경우 P+와 P=간 0.827의 수준이고, P=과 P-간 0.808이

며, P-와 P+간 0.713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서로

유사한 수준이나 P-와 P+간의 상관관계는 다른 두 가지 상관관계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KW 집단과 약간 다른 양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부담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상관관계

(1) 한국인 직장인 집단(KW)

<표 Ⅳ-18> 부담 변인과 요청 화행 전략의 상관관계 분석(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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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8 28
KW 보조화행 상관관계

　 　 고부담_보조화
행

저부담_보조화
행

KW_고부담_보조화
행

Pearson  
상관 1 .765**

유의확률 
(양측) 　 0.000

N 28 28

KW_저부담_보조화
행

Pearson  
상관 .765** 1

유의확률 
(양측) 0.000 　

N 28 28

CW 주화행 상관관계
　 　 CW_고부담_주화행 CW_저부담_주화행

CW_고부담 Pearson  1 .449*

해당 상관관계분석은 고부담 주화행 전략과 저부담 주화행 전략, 고부

담 보조화행 전략과 저부담 보조화행 전략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나타

낸다.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담과 저부

담 주화행의 상관관계는 0.522로 기준인 0.4보다 높아 다소 높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화행 전략의 경우 상관관계는 0.765로 0.4보다 높아 높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화행 전략보다 보조화행 전략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중국인 직장인 집단(CW)

<표 Ⅳ-19> 부담 변인과 요청 화행 전략의 상관관계 분석(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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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주화행

상관
유의확률 

(양측) 　 0.016

N 28 28

CW_저부담
_주화행

Pearson  
상관 .449* 1

유의확률 
(양측) 0.016 　

N 28 28
CW 보조화행 상관관계

　 　 CW_고부담_보조화
행 CW_저부담_보조화행

CW_고부담
_보조화행

Pearson  
상관 1 .578**

유의확률 
(양측) 　 0.001

N 28 28

CW_저부담
_보조화행

Pearson  
상관 .578** 1

유의확률 
(양측) 0.001 　

N 28 28

CW집단의 경우도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담과 저부담 주화행의 상관관계는 0.449로 기준인 0.4보다 높아 다소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KW 집단보다 낮은 상관관계가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화행 전략의 경우 상관관계는 0.578로 0.4보다 높아 높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주화행 전략보다 보조화행

전략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나, 이는 KW집단의 0.765보다 낮은 상관관

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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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W 집단과 한국어 고급 수준의 CW 집단을 대상으로 권

력 관계와 부담 변인으로 이루어진 비즈니스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따른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을 알아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

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채영주(2010:58)에서의 ‘공

적 담화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생각하는 부

담도와 공손도가 더 낮게 나타날 것’을 바탕으로 CW 집단이 전체적인

요청 화행 전략 사용에 있어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향을 예상하였으

나 실제로 상황 맥락과 변인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확인되었고 이러한

가설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황 맥

락에 따른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양상과 요청 화행 전략과 변인 간 상

관성 분석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1. 상황 맥락에 따른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양상

(1) 공통점

요청 이메일 담화 맥락에서 한국인 직장인 집단(KW)과 중국인 직장

인 집단(CW) 간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을 비교해 본 결과,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모두 발견되었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요청 화행

전략을 먼저 서술하면, 먼저 주화행 전략 중 똑같이 명시적 요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인 직장인 집단이 선호하는 주화

행 전략은 명시적 요청(127회), 의무 진술하기(45회), 완화된 직접 요청

(44회), 허용하기(44회), 명령형 요청(24회) 전략의 순이다. 중국인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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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단도 비슷한 빈도로 출현하였고 선호하는 전략의 순서로는 명시적

요청(80회), 의무 진술하기(40회), 완화된 직접 요청(39회), 명령형 요청

(32회), 허용하기 전략(22회)로 나타났고 선호하는 전략에 있어 비슷한

순으로 드러났다. 임마누엘(2005)에서는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예비적 조

건 요청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외국인 학습자는 직접적인 요청 전

략에 치중하고 의사 전달에 있어 완화하는 말을 적게 사용하는 것을 밝

혔고 본고의 결론과 상반된다. 이는 비즈니스 이메일의 담화 맥락에서

무엇보다 요청 목적을 명료하게 전달하며 요청 사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인 모어화자는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는 명시적인 요청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업무 소통

과정의 오해를 최대한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

이 드러난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화행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한국인 직장

인 집단의 경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조화행으로는 이유 설명하기(128

회), 존칭 사용하기(75회), 감사하기(74회), 호소하기 전략(39회), 부담 가

중하기(38회)로 나타났다. 중국인 직장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조화

행의 경우도 이와 거의 일치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인 직장인

집단과 달리 호소하기 전략은 중국인 직장인 집단이 선호하는 상위 5개

전략 범위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대신 맥락 공유하기 전략(59회)이 선호

하는 보조화행 전략 중 다섯 번째로 선호도가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두 집단이 보조화행 사용에 있어 공통적으로 이유 설명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점은 홍진영(2013)과 일치한다. 무엇보다 요청을 실

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요청을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요청

을 하는 언어 행위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공통점으로는 비관례적 간접요청 전략으로서의 암시하기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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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황 화행 분류 KW 집단 CW 집단

두 집단 모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암시하기 전략이

비즈니스 이메일의 언어 표현에 대한 명확성과 충돌되기 때문일 수 있

다. 비즈니스 이메일은 명료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 전달의

명확성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 차이점

두 집단의 요청 화행 전략 사용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한국인 직장인 집단이 사용한 주화행과 보조화행 전략이 전체적으로

755회이며, 주화행과 보조화행의 비율이 42.9% 대 57.1%로 나타났고 보

조화행 사용 빈도가 주화행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

만 중국인 직장인 집단이 사용한 주화행과 보조화행의 결과를 보면 전체

적으로 903회이며 주화행과 보조화행의 비율이 33.9% 대 66.1%로 나타

났고 보조화행 전략은 주화행 전략 보다 291회 더 많이 나타났고 사용

비율 상 주화행보다 32.2%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요청 화행 사용에

있어 한국인 직장인 잡단보다 보조화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담화에서 KW, CW 집단의 요청 화행 전략

비교한 결과 먼저 앞서 언급하였듯이 요청 주화행, 보조화행 사용 횟수

및 비율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상황별로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Ⅳ-20> 집단 주화행 보조화행 전체 종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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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비율 횟수 비율

고부담

상황 1
주화행 66 43.1 % 54 29.0 %

보조화행 87 56.9 % 132 71.0 %

상황 3
주화행 60 43.5 % 52 29.5 %

보조화행 78 56.5 % 124 70.5 %

상황 5
주화행 56 44.4 % 49 31.8 %

보조화행 70 55.6 % 105 68.2 %

저부담

상황 2
주화행 50 40.7 % 52 38.5 %

보조화행 73 59.3 % 83 61.5 %

상황 4
주화행 45 41.3 % 51 38.9 %

보조화행 64 58.7 % 80 61.1 %

상황 6
주화행 47 44.3 % 48 39.7 %

보조화행 59 55.7 % 73 60.3 %

위의 표에서 보았듯이 KW의 경우, 고부담 요청 내용이든지, 저부담

내용이든지, 사용한 주화행과 보조화행 비율이 크게 변화가 없었다. 평균

적으로는 주화행 횟수는 54번이고 비율도 40.7%에서 44.4%까지 유지하

였고 보조화행은 횟수가 59회에서 87회까지 나타났다. 하지만 CW집단은

저부담의 경우 주화행의 비율을 38.5%에서 39.7%까지 유지하였고 횟수

가 48회에서 52회까지 나타났으나 고부담의 경우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

났다. 고부담의 경우 주화행 횟수는 저부담 경우와 비슷하게 49회에서

54회까지 나타났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30%이었다. 이는 고

부담 상황에서 CW 집단이 보조화행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구체적

으로 보면 CW 집단의 보조화행 횟수는 132회, 124회, 105회로 나타났다.

수집한 데이터를 두 집단 간 독립 표본 t-검정을 진행한 결과에서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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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차이의  
95% 

신뢰구간

F
유
의
확
률

t
자
유
도

유의
확률  
(양
측)

평균차
이

표준
오차  
차이

하한 상한

고
부
담
주
화
행

직
접
요
청

명시
적요
청

0.7
27

0.4
42

12.
64
9

4 0.00
0 13.333 1.054 10.4

07
16.2
60

관 허용 3.2 0.1 5.3 4 0.00 4.000 0.745 1.93 6.06

담 상황(상황1, 3, 5)의 t 값은–3.366, -3.532, -2.698, 유의확률 p 값은

모두 0.05 이하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CW 집단

이 보조화행을 더 많이 사용하는 원인은 전략 과잉 일반화와 공손성 원

리에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CW 집단이 선호하는 ‘감사하기’를 비롯

한 요청 전략을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심

리적 부담이 많을 시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하

여 공손성 원리를 고빈도로 적용하게 된다. 리치(Leech, 1983)에서는 상

대에게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재치 격률과 상대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

하고 상대방와의 공감을 최대화하는 공감 격률을 제시하였다. 레이코프

(Lakoff, 1973)에서도 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 않는 격식성, 청

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주저함, 그리고 청자에게 우호적인 느낌을 주는

친절감 세 가지 공손규칙을 강조하였다. CW 집단은 전반적으로 격식성

과 친절감 공손 규칙을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세부 화행별로 살펴보았을 때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

견할 수 있었다.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청 화행 전략

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Ⅳ-21>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요청 화행 전략 종합 정리



- 166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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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먼저 주화행에서는 5개 화행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한국인 직장인의 선호하는

상위 주화행, 보조화행 5개 전략이 유사한 순으로 나타났지만, 횟수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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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한국인 직장인 집단은 주화행인 명시적 요청 횟수는 중국인 직장

인 집단보다 47회 더 많이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t 값 12.649. p 값 0.000<0.05). 이외에도 한국인 직장인 집단이 허

용하기 전략을 중국인 직장인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P<0.05).

보조화행의 경우, 중국인 직장인 집단에서 한국인 직장인 집단보다 존

칭 사용하기 전략 사용 횟수가 60회 더 많이 나타났고 고부담 상황에서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값 -7.089. p 값 0.002<0.05). 감사하기

전략 사용 횟수도 43회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외에 두 집단이 요청 강

화 전략보다 요청 완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일치하지만 사용

횟수에 있어 한국인 직장인 집단의 요청 완화 전략 총 사용 횟수는 354

회,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480회이다. 요청 강화 전략의 경우 한국인 직

장인 집단은 77회,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117회이다. 종합하자면,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한국인 직장인 집단보다 요청 완화 전략 사용 횟수의 경

우 126회, 요청 강화 전략 사용은 40회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특히 요청

강화 화행을 한국인 직장인 집단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부담 상황에 비해 고부담 상황에서 더 유

의미한 차이가 드러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저부담의 경우,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고부담의 상황보다 사용하는 전

략도 전체로 보면 줄어들었다. 고부담의 경우 예문이라도 상황의 중대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시 피험자들은 저부담 상황에 비해

직접 요청 및 관례적 간접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비즈니스 이메일의 작성

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보조화행 전략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높은 빈도로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현재

상황을 전달하고 회유하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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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셋째, KW, CW 집단이 선호하는 요청 화행 결합 유형도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상황별 KW가 선호는 결합 유형을 확인한 결과 KW 집단은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명시적 요청하기+감사하기’ 전략 결합이

다. 만약 요청 내용이 고부담 내용이라도 크게 바꾸지 않고 단지 ‘부담

가중하기’전략만 추가한다. 박지원(2005)에서는 비즈니스 담화의 간결성

을 비즈니스 담화의 전체적 특성으로 규명하였고 간결한 문체와 구조를

통해 이메일 담화의 전개 방식이 간결하게 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KW집단에서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략 결합 유형을 통해 확인된 결과와

일치하다. 그 반면에, CW의 경우 상위 권력자일수록 보조화행 많이 사

용하고 결합 유형도 복잡하다. ‘존칭 사용하기+ 이유 설명하기+맥락 공

유하기+이유 설명하기+부담 가중하기+호의적 표현+명시적 요청+감사하

기’ 전략 결합 유형과 같이 CW는 상위 권력자에게 고부잠, 저부담 경우

에 모두 보조화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위 권력 상대

자의 경우 CW가 선호하는 전략 결합 유형은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

하기+명령형 요청+감사하기’전략 결합 유형이다. 그렇기에 CW 집단이

KW 집단보다 상대방과의 권력 관계에 따라 더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전

략 선택의 경향이 보인다.

4.2. 요청 화행 전략과 변인 간 상관성

권력 변인의 경우 KW 집단 고부담의 상관관계 분석 시 상위 권력과

동등 권력은 0.825, 동등 권력과 하위 권력은 0.908, 상위 권력과 하위 권

력은 0.769로 동등 권력 화행과 상위 권력 화행의 상관성 보다 동등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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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하위 권력 화행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W 집단 저부담의 경우 상위 권력과 동등 권력은 0.799, 동등 권력과

하위 권력은 0.799, 상위 권력과 하위 권력은 0.746으로 전체적으로 유사

하나 수치상으로는 상위 권력과 하위 권력 이외의 두 가지 경우가 약간

상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W 집단 고부담의 경우 KW 집

단 고부담과는 다르게 상위 권력과 동등 권력은 0.937, 동등 권력과 하위

권력은 0.837, 상위 권력과 하위 권력은 0.762로 동등 권력과 하위 권력

화행의 상관성보다 상위 권력 화행과 동등 권력 화행의 상관성이 더 높

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W 집단 저부담의 경우도 KW 집단

저부담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띠는데 상위 권력과 동등 권력은 0.827, 동

등 권력과 하위 권력은 0.808, 상위 권력과 하위 권력은 0.713으로 상위

권력과 동등 권력, 동등 권력과 하위 권력의 상관성이 KW 집단보다 상

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관성의 양상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결과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권력 변인을 기준

으로 고부담일 때 KW 집단은 동등 권력과 하위 권력의 상관성이 높으

나 CW 집단은 상위 권력과 동등 권력의 상관성이 더 높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고, 저부담인 경우 권력간 상관성 양상이 유사하나 CW 집단의

상관계수가 약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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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권력 변인과 요청 화행 전략의 상관관계 비교 (KW, CW)

이를 통하여 고부담 상황에서 KW 집단은 P=과 P- 상황에서 유사한

요청 화행 전략을 사용하였고, CW 집단은 P+와 P=의 상황에서 유사한

요청 화행 전략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부담 상황의 경

우 KW 집단은 세 가지 상황의 상관계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CW

집단은 P+와 P-의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위 권력자와 하위 권력

자에게 상이한 화행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존에 KW 집단과는 다르게 화행 사용이 단순해지

며 요청보다는 지시하는 형식의 전략(명령형 요청 전략)을 사용하며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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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 사용하기 및 감사하기의 화행 전략 사용 비중도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6개 실험 상황의 화행 양상을 종합으로 보면 CW 집단은 하위

권력 관계의 경우에서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반면에, 상대방이 상위 권력자인 경우, 보조화행을 유난히 많

이 활용하고 지나치게 간접적으로 요청 발화를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선행 연구 이은정(2015)에서 비즈니스 이메일을 통해 공손도 실현

양상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은정(2015)에 의하면 중

국인 집단은 한국인 집단과 달리, p-상황에서 지나치게 낮은 공손도를

표현하였고 p+의 상황에서 과하게 높은 공손도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상

황 6을 보면, CW 집단 명령형 요청을 비교적 고빈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화행 전략 사용의 결과 하위 권력 대

상자, 즉 자신보다 권력 관계가 낮은 상대방을 하대하는 요청 방식이 지

나치게 되어 의사소통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그 반면에, 지나친 존대

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한 전략 사용으로 인한 다소의 불편함과 공손성

을 위하여 요청 사항의 중요성, 시급성을 느끼지 못해 줄 수 있어 결국

요청 실현도 실패될 수 있다. KW는 전체로 보면, P+의 상황에서도 직접

요청 단계에 속한 명시적 요청을 많이 활용하였다. P=과 P-의 경우에서

는 CW처럼 전략 양상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체상 전략 사용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KW집단의 경우 상대방이 하위 권력이더라

도 동등 권력 대상자보다 훨씬 더 직설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하위 권

력자를 하대하는 경향이 없었다. 소남(2019)에서도 청자보다 화자의 사

회적 지위가 높을 때 한국인 모어 화자에 비해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은 직접 화행을 많이 사용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부담 변인의 경우 KW 집단에서 주화행 전략 사용과 보조화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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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대한 상관계수는 각각 0.522와 0.765로 주화행보다는 보조화행을

사용할 때 고부담 상황과 저부담 상황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CW 집단의 경우 고부담 및 저부담 상황에서 주화행 사용의 상

관계수와 보조화행 사용의 상관계수는 각각 0.449와 0.578로 보조화행 사

용의 상관성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KW 집단과 CW 집단

이 화행 전략 사용 횟수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KW 집단은 주화행보다 보조화행 전략 사용의 상관성이 높으나, CW 집

단은 화행 전략 사용의 상관성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Ⅳ-8> 부담 변인과 요청 화행 전략의 상관관계 비교 (KW, CW)

KW 집단과 CW 집단의 주화행 사용에 대한 상관성을 보면 0.522와

0.449로 유사한 수준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보조화행의 경우

KW 집단의 상관성(0.765)이 CW 집단의 상관성(0.578) 보다 높게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간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면 보조화행의 경우

KW 집단은 부담감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전략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

나, CW 집단의 경우 고부담 상황에서 저부담 상황보다 많은 양의 전략

을 사용하여 상관성이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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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KW 집단은 이메일 담화에서 상황 맥락에

따라 선호하는 요청 전략이나 요청 전략 결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CW집단과 비교하면 명확성이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위 권력, 동등 권력, 하위권력 모두 명시적 요청 전략을 선호하고 보조화

행도 CW 집단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고 간결하게 요청 내용의 요점을

서술하여 상대에게 내용 이해에 대한 오해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을 줄이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반면에, CW 집단은 고부담 상황에서는 상대에

게 관례적 간접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보조화행 전략을 많이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비즈니스 이메일에서 KW 집단은 이메일 담화의 명확성을 담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CW 집단은 권력 관계에 따라 하위 권력에는

직접요청을, 상위 권력에는 간접요청 사용에 편중되었다. 이는 중국인 집

단이 문화 차이를 과잉 해석하고 공손성에 대한 교육도 과도하게 계획,

실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실험에 참여한 중국인 직장인 3명을 인터뷰한 결과, 요청 화행 양상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로 인지적 요인과 교육 과정 요인으로 나타났

다. 서양 문화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은 모두 아시아 문화권에 속하고

유교 문화에서 받은 영향이 크며 유사한 문화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고맥락 문화(high context culture)에 해당하지만 문

화 차이가 존재한다. 호프스테드(Hofstede, G. & Hofstede, G. J.,

Minkov, M., 2005, 차재호·나은영 2014 옮김)에서의 지적대로 개인 문화

는 중국이 한국보다 더 강하며 권력 격차도 역시 중국이 한국보다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중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직설적으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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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언어 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권력 격차에 대하여 문화

인식도 다르기 때문에 상위 권력자에게 간접적으로, 하위 권력자에게 직

접적으로 뚜렷하게 발화하게 된다.

더불어 주준윤(2016)28)에서 한국인 집단과 중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요

청 이메일을 분석한 결과,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모국어인 중국어로부

터 비롯되는 언어화용적 영향을 받아 중국어로 중국어 원어민의 요청 화

행 전략과 간접성이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이메일 요청 화행연구 중 하트퍼드와 할릭

(Hartford, B. S., & Bardovi-Harlig, K. 1996)에서도 영어 비원어민과 비

원어민의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화행을 분석한 결과 비원어민은 요청에

대한 개인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요청 완화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

다. 루카스(Bisenbach-Lucas, 2007)에서 영어 원어민인 미국 학생들과

영어 비원어민인 아시아계 학생의 요청 이메일을 분석하였다. 두 집단이

모두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도가 적다고 판다할 때 직접적 전략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국인 직장인과 한국인 직장인 잡단도 일치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부담감이 적을 때 요청으로 인한 체면 위협 정도

가 상대방에게 적고 FTA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발화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릭(Hartford, B. S., & Bardovi-Harlig, K.

1996)에서 부담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아시아계 학생 집단

은 직접적 전략을 사용한 반면에 미국 원어민 학생 집단은 히트를 주어

암시하는 비관례적 간접 전략을 사용하였다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박상

28) 주준윤(2016)에서는 화용적 전이에 주목하고 한중 요청 화행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언어화용적 영향을 받아 모국

어로 요청 화행 전략과 간접성이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특히 상사에게

자기의 이익이 달려 있는 휴가 신청 등 상화에서는 고빈도로 간접적 요청 전

략, 완화 전략이 사용되었음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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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2014)에서는 학문적 환경이 아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한국과 미국 직

장인을 대상으로 요청 화행 비교 분석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영어 원어

민인 미국 직장인은 이유 설명하기, 상황 설명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하

고 요청을 보조하는 반면에 비원어민인 한국 직장인은 상대방에게 반복

적인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비원어민 중국인 직

장인 집단에서 일치하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어 사용함으로 언어적 부담

으로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는 상위 권력자에게 마찬가지로 공손하게 표현해야 하지만 공

손성이 한국보다 낮다. 무엇보다 중국어 언어 체계에서 높임 표현이 한

국어에서의 높임법만큼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았다. 이에 높임법이라는

개념 및 높임 표현 활용법은 중국인에게는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서는 공손성을 집중적으로 교

육하게 되며 공손 표현을 강조해 왔다. 현재 중국에서 공손성 사용을 일

반화하여 단편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높임법이라는

개념 및 용법을 교수할 때 문법에 집중하게 되고 상대방이 본인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위상에 있는 경우 존대를 강조해 왔다. 이는 한국에서도 동

일하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공손성을 교육할 때 중국과 동일하게 존

칭어 개념의 이론을 학습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

적, 문화적인 요소로 인하여 공손성의 활용법을 조절하며 사용하게 되어

제 2 외국어로 한국어를 학습한 인원의 경우 한국인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거기에 높임법 뒤의 존대 문화와 존대 표현이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교육시의 공손성을 사용하는 대

상을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예시하기에 교사가 잘 언급하지 않았

다. 이러한 교수 방식은 공손성을 고립적으로 살펴보는 점과 이에 대응

하는 맥락 기반 학습 활동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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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고 중국인 집단은 상위 권력자

에게 이메일 내용을 작성 시, 권력 관계 인식으로 인하여 이메일 담화의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간접 화행으로 인한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발생하고 발화자의

원래 발화 목적에서 벗어나 목표로 하는 내용을 상대방이 왜곡 하게 되

어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발화 내용의 긴급성이나

중요성의 전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에 대한 간접 화행의 부정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화행 교육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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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즈니스 이메일 요청 화행 교육적 시사점

5.1 비즈니스 이메일 요청 화행 교육 방향

비즈니스 이메일은 글쓰기 중 하나의 장르로서 쓰기의 어려움이 존재

하며 장르적 특성에 대한 습득이 필요하다. 쓰기는 글을 단순히 생산하

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언어를 매체로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등을 표

현하는 것이다. 쓰기 과정에서 기초적인 맞춤법부터 정확한 어휘 이해와

사용, 관용어 구사, 문체 일치성 유지, 논술의 일관성, 논리성까지 포함되

어 있어 언어 지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볼 수 있기에 모국어

화자에게도 쉬운 활동이 아니고 L2 학습자에게 특히나 어렵고 힘든 과

제로 인식되어 있다. 일레인 쿨커 호비츠(Elaine Kolker Horwitz,

2010:198)에서 지적한 듯이 글쓰기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모으기(브레인

스토밍), 작문하기, 초벌 쓰기, 교정받기, 수정하기, 교정본 쓰기 등과 같

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사람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글

쓰기 과정을 한 가지로 단언하여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리 능한 필자라

도 원고지나 컴퓨터 화면 첫머리부터 일사천리로 글을 쓰거나 틀린 데

하나 없는 글을 단숨에 써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불어 한국어 외국인 학습자들은 비원어민으로서 자신의 모국어가 아

닌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 비즈니스 이메일 텍스트 내용을 작성하는 데

모어화자들이 겪는 기본적인 쓰기 부담 외에도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다. 허용 외(2014)에서도

한국어 쓰기 교육을 진행할 시 모국어 쓰기와 외국어 쓰기는 차이점이

있으며 목표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학습자에게 인지시키고 언어



- 178 -

를 구사하는 방법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나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은 체면 위협 행위(FTA)가 거의 필연적

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공손성을 발휘하여 발화 시 각별히 발화 방식에

주의가 요구되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비즈니스 이메일

의 상황 맥락에 맞춰 적절하게 요청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담화 맥락에서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략들 중 어느 것을 오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절하지 않은 요청 화행 전략을 사용할 경우 언어 사

용자에게 화용적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화용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밝힌 CW 집단이 하위 권력 대상자에게 명령형 요청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에게 무례를 끼칠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CW 집단의 경우 KW 집단보다

보조화행의 사용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상황 맥락에 따라 고

부담의 경우 저부담의 경우보다 보조화행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W 집단의 경우 상황 맥락에 따라 선호하는 전략이

나 결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CW 집단보다 명확성을 우선시하는

화행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어렸을 때부

터 권력이 차이가 나는 상대에 대하여 존칭어를 사용하며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것을 학습한다. 하지만 비즈니스 이메일과 같이 공적인 상황에

마주하였을 시 권력의 변인에 전체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며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인의 경우 본

토에서도 하위권력 및 저부담의 경우에 직접 화행을 많이 사용하는 전략

을 많이 사용하나, 상위권력 및 고부담의 경우 보조화행을 많이 사용하

며 공손하게 표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데 비즈니스 이메일에서도 동일

한 전략을 사용하며 요청화행 전략의 모국어 전이 영향이 있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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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화용적 실패의 경우 상황에 따른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 작성

시 화행 전략 사용의 훈련 또는 지도를 통하여 회피 하는 것이 가능하

다. 현재 요청 화행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청 화행 교육에서는 상황 맥락에 따른 요청 화행의 상

세화 및 이메일 담화의 특징을 이해시키고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기반한

효과적인 요청 화행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 교육 내용을 제

언하고자 한다.

5.2 비즈니스 이메일 요청 화행 교육 내용

외국어 교육 중에 숙달도(proficiency) 개념이 외국어 능력 평가의 기

준으로 중요하게 다룬다. 학습자의 숙달도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실제로 삶에서 활용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점검

한다29). 초·중·고급의 한국어 학습자는 이미 습득한 언어 지식과 한국어

활용 능력 즉 숙달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화행 전략을 교수하는 것

이 무리가 있다. 중, 고급으로 갈수록 요청 화행 전략을 더 다양하게 교

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이메일로 범위를 한정하여

적절한 요청 화행 전략을 모색한 연구로,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하는 비즈니스 이메일 요청 화행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요청 화행 교육 시 단순히 요청 화행 전략 소개만

29) 숙달도 평가(능력 점검, proficiency test)는 실제 생활에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는 외부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유럽 평의회 편, 20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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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는 것을 넘어서 먼저 사회적 변인에 대하여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담화 참여자는 담화 상대, 배경, 발화 의도 등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 특정한 맥락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언어 항목

을 선택함으로써 담화를 완성하기 때문이다(염정연, 2018:19). 고급 단계

의 학습자는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능숙해지며 단지

일부의 변인에 대해서만 한국어 모어 화자만큼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

리하여 요청 화행 담화 상황을 이루어진 주요 변인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주요 변인으로는 권력 관

계이다. 앞서 분석한 결과와 같이, 실제로 중국인은 상위 권력에 대하여

과한 공손도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 보조화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

인했다. 이는 비즈니스 이메일의 텍스트의 특성에 다소 맞지 않다. 비즈

니스 이메일의 경우, 전략의 다양성도 좋지만 맥락에 적절하게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이메일 발송의 목적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의 요인으로는 요청 내용의 부담감이다. 고

부담의 경우는 요청 완화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 내용의 시급성

과 중요성을 강조하여 요청 강화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요청 내용

에 대한 부담감 정도는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지도 요청 전략 양상

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KW의 경우는 고부담의 요청 내용을 작성할 때

권력 관계는 부담 변인에게 양보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KW 집단

이 상대방이 상위 권력이더라도 이메일 발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명시적 요청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의 변인

으로는 사회적 거리, 나이, 성별 변인도 있다. 본 연구에서 이메일 담화

맥락으로 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지만, 이 변인들도 인식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이메일의 담화 특성을 요청 화행 전략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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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교수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이메일은 일반 이메일보다 더 명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비즈니스 이메일 작

성 시 내용의 간결성, 표현의 정확성, 목적의 명료성, 상대방에 대한 공

손성, 그리고 언어의 응집성을 고려하여 요청 화행 전략을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요청 화행 전략을 적합하게 선택하면 이메일의 담화 특징

을 만족시켜 긍정적인 효과가 수반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메일 요청 담화 맥락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 시

구체적인 요청 상황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한국어 학습자를 작성하도록

진행한다. 요청화행을 교육 시 ‘정확한 요청 전략’이라고 할 수 없기 때

문에 ‘적합하게 상황에 맞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중 고급 단계에서는 역할극(role play) 등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

도 요청 화행 전략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활동을 통

하여 역할 전환을 하고 수신자와 발신자를 교환한다. 또한 소그룹 토론

활동을 통하여 서로 의견 및 개인 생각을 발표 교류한다.

이에 이상의 논의한 내용으로 구성한 비즈니스 이메일의 요청 화행

교육 방향에 관한 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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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대상자: 중, 고급 한국어 학습자, 학습 단계별 요청화행 교육

교육 목표: 비즈니스 이메일 상황에 맞춰 요청 화행 전략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과 독자를 고려하여 요청 화행 사용

단계 구성: 1) 상황 맥락 인식하기

2) 요청 화행의 개념 인식,

요청 주화행, 보조화행 전략 습득하기

3) 이메일 담화 특징 이해하기:

내용의 간결성, 표현의 정확성, 목적의 명료성,

상대방에 대한 공손성, 그리고 언어의 응집성

4) 구체적인 비즈니스 이메일 상황을 구성하여 요청

화행 전략 사용, 상황 맥락에 기반하여 요청 화행

전략 활성화하기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요청 화행 교육은 상황 및 변인에 따른

다양한 고빈도 요청 화행 전략들을 제시하고 학습시키도록 해야 한다.

단순하게 요청 주화행과 보조화행 전략을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

즈니스 상황에서의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 및 예시하며 해당 변인의 변

화가 있을 시 요청 화행 전략 사용의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함께 제시하

여 학습자에게 전략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르 중심 접근법30) 관점에서 출발하여 비즈니스 요청

30) 장르 중심 접근법(genre-based approach)은 1980년대 후기에 연구가 시작되

었으며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 또는 EAP(English for academic

purpose) 연구 영역에서 특수 목적인 학술적 쓰기나 비즈니스 이메일 쓰기를

위해 도입됐고 교육에 적용해 왔다. 장르 중심 접근법에서 맥락화, 모형화,

협력적 쓰기가 장르의 구조, 언어적 표현을 익히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중요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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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목표 내용 및 방법

상황 맥락을 구성한 사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상황 맥락

이메일 쓰기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장르 중심 접근법은 장르에

따라 형식과 내용이 특정화되기 때문에 특징적인 내용과 형식을 교육해

야 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언어 교수법이다. 학습자는 무엇을 학습해야

할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의식적인 학습, 습득 효과에 촉진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캘러헌와 로테리(Callaghan & Rothery,

198831))에서는 크게 모형화(modeling), 협력적 쓰기(joint negotiating),

독립적 쓰기(independent construction)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순환적

(recursive)으로 진행하는 장르 중심 교수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피즈32)

(Feez, 1998:28)에서는 이 모형을 발전시켜 초기 단계에서 맥락 이해하

기, 최종 단계에서 관련 글 연결하기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교수 모형을 바탕으로 상황 맥락의 중요성과 비즈니스 이메일 장르

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표 Ⅳ-22> 비즈니스 이메일 요청 화행을 위한 교육 내용

31) 캘러헌와 로테리(Callaghan & Rothery, 1988)에서 모형화, 협력적 쓰기, 독

립적 쓰기 총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순환적인 장르 중심 교수 모형을 제

시하였다. 모형화 단계에서는 주로 상황 맥락을 분석하고 해당 장르의 사회

적 기능이 무엇이지를 파악한다. 협력적 쓰기는 학습자가 독자적으로 글쓰기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단계이며 이 단계의 주요 활동은 관찰하기, 메

모하기, 토론하기, 역할극 등이 포함된다. 학습자의 독립적 쓰기 단계에서는

앞의 단계에서 습득한 장르 내용을 작성한다. 초고를 쓰고 스스로 고쳐 본

후에 교사와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 텍스트를 구성 및 수정한다.

32) 피즈(Feez, 1998)에서 제시한 모형은 맥락 이해하기, 모형화하기, 함께 쓰기,

독립적 쓰기, 관련 글 연결하기로 구분한다. 캘러헌와 로테리(Callaghan &

Rothery, 1988)의 모형 기초에서 추가된 맥락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배경 지

식을 쌓으면서 상황 맥락을 이해는 것을 강조하며, 관련 글 연결하기 단계는

목표로 학습할 장르 관현 글을 읽어보고 연결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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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화
회적 변인 파악

이메일 기능 이해

에 대한 인식 분석; 텍스트 목적

분석

장르에 대한 설명, 장르 간의 비교

모형화
요청 화행 전략 습득

이메일 특성 이해

요청 이메일 텍스트 자료 읽기 및

관찰하기

텍스트에 대한 명시적 분석

활성화

상호작용을 통하여 ‘독

자’를 고려한 의식 강

화

소그룹 토론, 질의응답, 역할 전화

요청 이메일 텍스트 산

출

이메일 내용을 계획하기, 초고 작

성하기, 이메일 내용 수정하기, 피

드백 주기

본 연구에서는 이 교수 모형에 기반하여 비즈니스 이메일 요청 화행 교

육 단계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

(1) 맥락화

비즈니스 이메일은 다른 장르보다 목적 지향성이 더 강하고 맥락화가

중요하다. 해당 상황에 대한 분석에 따라 글의 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브레인스토밍의 방식으로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을 작성할 때 해당 상황

에 대하여 토론하고 상황 맥락을 구성한 사회적 변인을 학습자에게 인식

시키고 파악하도록 한다. 또 발신자와 수신자의 사회관계 그리고 요청

상황을 세부화 한다. 더불어 이메일을 보내는 목적은 무엇인지 물어보고

강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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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러분은 누구에게 비즈니스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해 본 적이 있습

니까?

② 비즈니스 이메일로 요청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이메일 내용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③ (상황을 제시하고)이 상황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청 내용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감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글을 어떻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맥락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다.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유도하고 증진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교사가

장르의 특성을 설명하고 다른 장르 간의 비교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

법이다.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은 자료 또는 행위를 구하거나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33) 예컨대 정보적 글, 설득적 글 또는 주

장하는 글과 비교하면 직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2) 모형화

이 단계 활동의 목적은 모델이 되는 요청 이메일의 텍스트 자료를 학

33) 쓰기의 장르는 학자마다 구분이 다르다. 톰프킨즈(Tompkins, G., 2003:309)

에서는 쓰기 장르를 크게 묘사적 쓰기(descriptive writing), 정보적 쓰기

(informational writing), 저널과 편지(journals and letters, 이메일 포함), 서

술적 쓰기(narrative writing), 설득적 쓰기((persuasive writing) 그리고 시

쓰기(poetry writing)로 나눈다. 이메일은 저널과 편지 장르에 해당하다고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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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에게 제공하고 학습자가 읽어보고 분석하는 방식을 통하여 학습자들

이 글을 관찰하면서 장르에 대한 직관적 인식과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 둔다. 모형화 단계에서는 주로 명사적인 인식(explicit awareness of

language)이 형성되도록 진행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어떤 요청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야기해보고 맥락화 단계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 확인해보게 한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텍스트에 대한 명시적 분석

을 함으로 학습자에게 각 문구에서 나타나는 요청 전략을 해석해 준다.

구어적인 특징이 강한 사적인 이메일 텍스트도 추가로 보여줘서 비즈니

스 이메일의 특성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교사가 비즈니스 요청 이메일에

서 빈번히 나타나는 요청 전략을 설명해주고 해당 기능을 연결하여 해석

해준다.

중급 학습자에게는 복잡한 전략 결합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중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충분한다. 고급 학

습자의 경우는 요청 전략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되 요청 전략의 간접성

및 직접성 차이에 대하여 토론하고 이야기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존 한국어 교육 시 사용된 공손성과 비즈니스 이메일에 사용

되는 공손성은 차이가 있는 것을 주의하도록 교육하며 과도한 공손성의

표현으로 인한 내용의 직관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교육한다. 공손성을 발

휘한 간접 화행 전략의 부정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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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래의 이메일 내용을 읽어 보세요. 이러한 관계에서 어떻게 요청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 표현을 사용했어요? 요청 이메일에 등장한 표현을 표시

하고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예시:

이메일 제목: [긴급] 견적서 요청드립니다.

보낸 사람: 홍진영 <hong@naver.com>

받는 사람: 김철수 <kim@naver.com>

안녕하세요. 김철수 부장님.

이번 상대 업체와 미팅 후 제품 견적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업체에서 긴급하게 견적서를 요청 중이며, 금일 중 전달 받아

구매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 업체가 긴급으로 요청하고 있고 내일까지 안 되면 경쟁사 측을 알아

본다 하니 빠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② 아래의 전략은 이메일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

이외에 또 알고 있는 전략 표현이 있나요? 이 전략들을 이용하여 요청을 하는

어구를 써 보세요.

직접 요청: -부탁 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부탁하려고 합니다. /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어 주세요.

간접 요청: -어떨까요?

-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어주시면 됩니다.

완화 요청: -죄송하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가능하면, 시간이 되실 때

-수고하셨습니다. /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강화 요청: -지 않으면 큰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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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활성화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 저작 과제(co-authoring task）로서의 협력적

쓰기34)(collaborative writing)는 L2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이메일

쓰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협력적 쓰기는 수업에서 학습자가 동료들과

토론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필자가 혼자서 글쓰기를 작성하는

과정을 피하고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해 준다. 보통 교사들

은 특정 내용에 관련된 주제를 방학 후의 쓰기 과제로 주었고 쓰기 결과

물만 검토하며 쓰기 과정을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쓰기 과정

과 쓰기 절차 수정은 불가능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협력적

학습을 통하여 교사들은 수업 중에 그동안 가르치지 못했던 쓰기 과정

처리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협력적 쓰기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쓰

기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를 많이 줄여줌으로써 쓰기 학습에 대한 흥미도

와 참여도를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다양한 쓰기 전략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쓰기 교실에

서도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글쓰기 과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권혜경2015).

34) 협력적 쓰기(collaborative writing)는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

g）의 개념을 따른다. 협력적 쓰기란 학습자들이 쓰기 주제에 대하여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서로에게 아이디어를 자극하여 상호작용을 하

고 토의와 협상의 결과로 하나의 글을 완성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내용 지식의 수정, 보완, 확장하면서 글을 완

성하게 된다. 비고츠키(Vygotsky, 1978)는 언어 발달 과정에서 협력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준 차이가 있는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수업에서 더 유익한 시간이 되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밝혀냈

다.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를 주장한 브루너(Bruner, 1986)

에 따르면 주관과 객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이 계속적으로 재구성된다.

김호정(2007)도 학습자의 쓰기 과제가 유의미한 학습이 되고 쓰기 활동의 진

정성(authenticity)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무엇보다 요구

하며 교실 내의 동료 학습자가 독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쓰기 과정에서 교사 피드백뿐만 아니라 동료 패드백의 활용하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도 유도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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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구에서 협력적 쓰기가 학습자 쓰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

이 주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협력적 쓰기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몇 가지 문제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기원(2007)에 따르면, 언

어 능력 수준별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쓰

기 절차 학습과 동료들의 성과에 대한 자극을 받아서 쓰기 능력이 많이

향상된 하위권 학습자보다는 상위 학습자는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

고 동료 피드백을 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사에

게 가장 어려워는 점은 학습자의 수준 차이와 성격을 고려하여 모든 학

생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골고루 소그룹 인원 배치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동료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고

원어민이 아닌 제2언어 습득자가 지적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스

럽다. 이에 이 단계에서는 동료 피드백(peer-evaluation)뿐만 아니라 필

요할 시 교사의 피드백도 학습자에게 줘야 하고 학습자에게 자기반성

(self-evaluation)을 일어나게 하며, 학습자 각자의 언어 숙달도를 고려한

소그룹 토론, 질의응답, 역할 전화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도록

‘독자’를 고려한 의식을 양성하고 강화한다.

요청 이메일 텍스트 산출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요청 이메일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요청 전략과 이메일의 목적에 주의하며 학습자가 요

청 이메일 내용을 계획하고 작성한다. 그리고 각자 작성한 이메일을 친

구들과 함께 읽어보고 토론한다. 앞의 단계에서 교사의 명시적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독립적 단계에서는 교사의 지도를 받은 후에 도움

없이도 독립적 학습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독립적 쓰기를 통하여 학

습자가 독자적인 이메일 텍스트를 구성하고 교사의 명시적 교수로 야기

시킬 수 있는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앞 단계에서 요청 전략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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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수준에 맞춰 소개 설명하되 요청 이메일의 내용에 있어서는 학습자

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요청 이메일을 작성한 후 그룹 팀원에게 공유

하고 서로 읽어보고 수신자가 내용을 볼 때 인식할 것을 토론하도록 한

다.

① 여러분은 사원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사와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과정은 작년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김철수 과장이 당신에게 공유하기로 했지만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에

과장에게 업무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하는 내용을 이메일로 써 보세요.

받는 사람: 내게 쓰기

참조: +

제목: 중요!

파일 첨부 +

②친구에게 자기가 작성한 이메일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이메일 내용을 읽어볼

때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이 단계에서의 서로 이메일의 내용을 읽어주고 동료 피드백의 형식으로

발화 방식이 야기한 발화 효과를 본인이 직접 인식하도록 한다. 직접적

요청 전략을 사용할 시 수신자가 긴급감 또는 불만감 등 느껴질 수 있다

는 점을 느껴지도록 한다. 필요할 시 본인의 발화 목적에 맞춰 적당히

사용을 학습자에게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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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직장인(KW)과 한국어 고급 수준의 중국인 직장인

(CW) 총 56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따른 요청 화

행 전략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변인으로 담화를 구성한 요

소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 공적인 담화 내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에 집중하였다. 현재 요청 화행 연구는 주로 구어

담화 중심의 연구가 대다수이고 쓰기 담화를 간과해 왔다. 또한, 학문적

맥락 또는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 특히 학생 교수 간, 선후배

간, 친구 간의 요청 화행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기존연구에서 구어 중심 화행 연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구어에서 벗어나 문어 측면에서, 그리고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된

요청 화행에 벗어나 공적인 업무 상황에서 활용되는 비즈니스 이메일 범

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Levinson, 1987)은 체면

위협정도를 사회적 거리(distance)와 권력 관계(power:P),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부담감(rate of imposition:Rx)의 합으로 공식화하여 도출하였다.

즉, ‘Wx=D(S,H)+P(H,S)+Rx’이다. 거리감(친소관계)은 일반 담화의 상황

이 아닌 공적 맥락 담화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회사 업

무 상 항상 기록을 남기는 것에 집중하며 추후 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문서 발송 시 참조를 추가하는 일대다의 상황이 많다. 권력 관계와 부담

도 변인이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따른 요청 화행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

친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변인이 많으면 각종 변인이 이루어진 상황이

많아지고 실험 피험자들이 피로가 많이 쌓이며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권력관계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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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변인을 선정하였다.

이론적 배경의 검토를 통하여 크게 화행에 관한 이론, 공손성에 관한

이론 그리고 이메일 담화 분석에 관한 이론을 살펴봤다. 화행 이론 부분

에서는 화행의 개념, 원리, 화행 관련 사회적 변인 그리고 요청 화행의

개념 및 전략을 검토하였고 공손성 부분에서는 고프먼(Goffman Erving.

1959)의 체면 이론, 브라운과 레빈슨(Brown&Levinson,1987)의 공손 이

론, 그라이스(Grice,1975)의 협력원칙, 리치(Leech,1983)의 공손격률, 레이

코프(Lakoff, 1973)의 공손 규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메일 담화 이론

부분에서는 구조적, 언어 표현 분석에 대하여 살펴봤다.

연구 결과의 경우 먼저 상황 맥락에 따른 집단 간 요청 화행 전략 양

상의 공통점은 한국인 직장인 집단과 중국인 집단의 요청 이메일 담화

맥락 중 비슷한 요청 화행 전략 양상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주화행 전

략 중 똑같이 명시적 요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국인 직장인 집단이 선호하는 주화행 전략은 명시적 요청, 의무 진술하

기, 완화된 직접 요청, 허용하기, 명령형 요청 전략의 순이다. 중국인 직

장인 집단도 비슷한 빈도로 출현하였고, 선호하는 전략의 순서에 있어

유사하게 드러났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화행도 비슷하다는 점

이다. 두 집단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조화행으로 이유 설명하기, 존칭

사용하기, 감사하기, 호소하기 전략, 부담 가중하기로 나타났다. 단지, 호

소하기 전략이 중국인 직장인 집단이 선호하는 상위 5개 전략 범위에 들

어가지 못했으나 대신에 맥락 공유하기 전략이 선호도가 높은 보조 화행

전략 다섯 번째로 확인되었다. 셋째, 집단 간 공통점으로는 비관례적 간

접요청 전략으로서의 암시하기 전략을 두 집단이 모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암시하기 전략은 비즈니스 이메일의 언어 표현에

대한 명확성 담화 특징과 충돌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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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집단이 요청 화행 전략 사용에 있어 차이점을 살펴보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요청 화행 사용에 있어 한국인

직장인 잡단보다 보조화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

째, 세부 화행별로 살펴볼 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 먼저 주화행에서

5개 화행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한국

인 직장인이 선호하는 상위 주화행, 보조화행 5개 전략이 유사한 순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인 직장인 집단은 주화행인 명시적 요청 횟수가 중국인

직장인 집단보다 47회 더 많이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국인 직장인 집단은 허용하기 전략을 중국인 직장

인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보조화행의 경우, 중국인 직장인

집단은 한국인 직장인 집단보다 존칭 사용하기 전략이 고부담 상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감사하기 전략 사용도 고부담 상황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KW, CW 집단이 선호하는 요청 화행 결합

유형도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상황별 KW 집단이 선호하는 전략 결합

유형을 확인한 결과 KW집단은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명시적

요청하기+감사하기’ 전략 결합으로 확인되었다. 요청 내용이 고부담 내

용이라도 크게 바꾸지 않고 단지 ‘부담 가중하기’전략만 추가하였다. 그

반면에, CW 집단의 경우 상위 권력자일수록 보조화행을 많이 사용하고

결합 유형도 복잡하다. ‘존칭 사용하기+ 이유 설명하기 +맥락 공유하기+

이유 설명하기+부담 가중하기+호의적 표현+명시적 요청+감사하기’ 전략

결합 유형과 같이 CW는 상위 권력자에게 고부잠, 저부담 경우에 모두

보조화행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위 권력 상대자의 경우

CW가 선호하는 전략 결합 유형은 ‘존칭 사용하기+이유 설명하기+명령

형 요청+감사하기’전략 결합 유형이다. 또한, 6개 실험 상황의 화행 양상

을 종합해 보면 CW 집단은 하위 권력 관계의 경우에서 지나치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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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상대방이 상위 권력의

경우, 보조화행을 많이 활용하고 지나치게 간접적으로 요청 발화를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중국인 집단이 문화 차이에 대한 과도한 이해와

공손성에 대한 과잉 교육으로 인하여 중국인 직장인에서 과도하게 사용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비즈니스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맞춰 적절하게 요청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담화 맥락에서 사용하는 요청 화행 전략들 중 어느 것을

오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절하지 않은 요청 화행 전략을 사용할 경우 

언어 사용자에게 화용적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화용적 실패를 초

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이메일의 상황 맥락에 집중하여 직장

인의 실제적인 요청 화행 전략 양상과 권력 변인, 부담 변인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실험은 피험자의 언어

표본 데이터의 신뢰도와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청 이메일 내용에

가장 영향을 끼친 권력 관계와 부담 변인만 선정함으로 더 많은 변인을

살펴보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향후 본고의 제안을 반영하여 비즈니

스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 전략 양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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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일반 회사 직원들
이 이메일을 작성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것
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외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사에 대
하여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무임연 드림.

부록:

<1차 예비실험 설문지>

개인 정보

1.연령:

2.성별: □남 □여

3.국적: □한국 □중국

4.총 근무 기간: 입사 □년 차

5.현재 직급: □사원 □대리 □과장 □부장 □팀장 □사장 □기타

( )

6.업무 분야: □영업팀 □홍보팀 □마케팅팀 □기술팀□ □인사팀

□기타( )

변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업무 요청을 할 때 아래에 제시한 요인이 요청 이메일의

내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생각하는 중요 정도에 따라 요인을 체

크해 주세요.

상대방의 직급&지위:

□중요하지 않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요청 사항에 대한 부담감:

□중요하지 않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 206 -

상대방의 나이:

□중요하지 않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과의 거라감(친소도):

□중요하지 않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의 성별:

□중요하지 않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보통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요청 이메일 작성 시 이 외에 또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이 있으

면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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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이메일의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외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무임연 드림.

<2차 예비실험 설문지>

개인 정보

1.연령:

2.성별: □남 □여

3.국적: □한국 □중국

4.총 근무 기간: 입사 □년 차

5.현재 직급: □사원 □대리 □과장 □부장 □팀장 □사장 □기타

( )

6.업무 분야: □영업팀 □홍보팀 □마케팅팀 □기술팀□ □인사

팀 □기타( )

이메일 상황 검토

아래 6개 상황에 대해 실제성과 부담감을 평가해주세요.

실제성은 해당 상황이 타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실제 발생하는 가능

성을 말합니다.

부담감은 발신자가 이 상황에 대해 느껴지는 심리적 부담감 정도를 의미

합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해당 상황의 실제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느껴지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상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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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다른 업체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세부회의를 마무리 후,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영업부서에서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상사 부장 김철수
- 요청 내용: 제품 견적서 전달 요청

- 배경: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졌다.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서
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에 연락하려고 한다.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상사 부장 김철수

- 요청 내용: 홍보 기획서 요청

- 배경: 다른 업체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세부회의를 마무리 후,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영업부서에서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이 상황의 실제성: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상황 2:

이 상황의 실제성: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상황 3:



- 209 -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동기 대리 김철수
- 요청 내용: 제품 견적서 전달 요청

- 배경: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졌다.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서
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에 연락하려고 한다.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동기 대리 김철수

- 요청 내용: 홍보 기획서 요청

- 배경: 다른 업체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세부회의를 마무리 후,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영업부서에서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후배 사원 김철수
- 요청 내용: 제품 견적서 전달 요청

이 상황의 실제성: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상황 4:

이 상황의 실제성: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상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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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졌다.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서
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영업부서에 연락하려고 한다.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후배 사원 김철수
- 요청 내용: 홍보 기획서 요청

이 상황의 실제성: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상황 6:

이 상황의 실제성: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 낮다 ← 1 2 3 4 5 → 높다

○ ○ ○ ○ ○

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을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요도에 따라 체크하세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중요합니다.

요청 내용의 난이도: 1 2 3 4 5

○ ○ ○ ○ ○

요청 내용의 중요성: 1 2 3 4 5

○ ○ ○ ○ ○

요청 내용의 시급성: 1 2 3 4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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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에 대한 부담감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으면 중요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서술하세요.

부담감이 많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부담감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으면 작성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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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이메일에 나타난 
요청 화행을 연구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연구 외의 어떤 목적
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무임연 드림.

< 본실험 설문지 양식>

개인 정보

1.연령:

2.성별: □남 □여

3.국적: □한국 □중국

4.총 근무 기간: 입사 □년 차

5.현재 직급: □사원 □대리 □과장 □부장 □팀장 □사장 □기타

( )

6.업무 분야: □영업팀 □홍보팀 □마케팅팀 □기술팀□ □인사

팀 □회계팀 □기타( )

요청 이메일에 관한 조사

1. 회사에서 요청 이메일을 얼마나 자주 받습니까?

□전혀 없음 □거의 없음 □한 달에 한두번 □1주에 1번

□2-3일에 1번 □매일

2. 회사에서 요청 이메일을 얼마나 자주 발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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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상사 부장 김철수

- 배경: 다른 업체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세부회의를 마무리 후,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영업부서에서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 요청 내용: 제품 견적서 전달 요청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쓰세요.
이메일 제목:
이메일 본문:

상황 2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상사 부장 김철수

- 배경: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졌다.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서

□전혀 없음 □거의 없음 □한 달에 한두번 □1주에 1번

□2-3일에 1번 □매일

상황에 따른 요청 이메일 작성

아래의 6개 상황에 알맞게 각각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해당 상황에 수신자와 발신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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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전달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영업부서에 이메
일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 요청 내용: 홍보 기획서 발송 요청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쓰세요.
이메일 제목:
이메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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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동기 대리 김철수

- 배경: 다른 업체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세부회의를 마무리 후,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영업부서에서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 요청 내용: 제품 견적서 전달 요청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쓰세요.
이메일 제목:
이메일 본문:

상황 4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동기 대리 김철수

- 배경: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졌다.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서
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전달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영업부서에 이메
일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 요청 내용: 홍보 기획서 발송 요청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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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제목:
이메일 본문:

상황 5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후배 부하 김철수

- 배경: 다른 업체에서 본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 
이 업체에서 세부회의를 마무리 후, 내일까지 제품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 
받았다. 
하지만 같은 회사 영업부서에서 아직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
내일 중 견적서가 나오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 요청 내용: 제품 견적서 전달 요청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쓰세요.
이메일 제목:
이메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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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6
- 발신자: 대리 홍길동
- 수신자: 같은 회사, 후배 부하 김철수

- 배경: 회사의 제품을 홍보할 계획이 정해졌다. 한 달 후 예정된 홍보 기획서
를 1차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전달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영업부서에 이메
일로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 요청 내용: 홍보 기획서 발송 요청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쓰세요.
이메일 제목:
이메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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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quest Strategy Based on the Situation of Business

Email

- Focusing on the Power Relationship and Rate of Imposition

Variable-

MIAO, LINY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quest strategy

based on the context of the business e-mail situation, which consists

of social power relationship and rate of imposition variable, and

explore educational implications based on Chinese workers with

advanced Korean proficiency and Korean workers’ usage results.

In the field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peech act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since the late 90s. Among the various speech

act, request is an act that requiring the listener to perform certain

actions, which occurs frequently in daily life and is frequently used.

A lack of understanding of culture of target language would cause

pragmatic error of failure in communication. To avoid this, adequacy

of pragmatic use is important.



- 220 -

However, most of the current request research is focused more on

oral speech act than written discourse. In addition, most studies

conducted in academic context or in private contexts. Therefore,

considering that the focus of existing research is on oral speech, this

study aims to limit the scope of business e-mail used in public

working situations, not in private situations. Although many elements

formed the discourse as a social variable, the study focused on the

power relationships and rate of imposition variables that most affect

the content of the public written discourse.

The composition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In Chapter I, we clarify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and examined the previous

research related to request in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lso revealed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research.

In Chapter II, we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this study. First, we examined the theory of ‘speech act’,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concept and principle, also the social variable

associated with speech act and the theory of request. Next, we also

examined the principles of politeness related to the request speech

act,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concept and classification theory of

‘face’, the principle of politeness and the communication strategy of

face threatening acts. Finally, the theory of e-mail discourse analysis

is also important because the research target of this study is

business email. Therefore, we also examined the business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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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theory regarding structural analysis and language

expression analysis of e-mail text.

In Chapter III, the research methods to analyze the request

strategy and the research procedures was showed. The first

experiment was conducted on Korean workers who are currently

working becaus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variables in the

requested e-mails at work. Through the first experiment, we

confirmed the social power relationship and rate of imposition variable

as the major variables in the contents of the request e-mail. Through

post-interview, we found problems in the questionnaire and

supplemented them. In addition, study procedures and language

sample data analysis methods were presented.

In Chapter IV, the result of a request strategy analysis in the

business email was described. The study result in common of the

cross-group request strategy in context of the situation was firstly,

that the explicit request strategy was used the most among the head

act strategy. Second, the preference is similar in adjunct to head act.

Third, both of the two groups did not use the strategy of hint as

unconventionally indirect strateg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workers was found to use more

adjunct to head act than Korean workers.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specific strategies. Third, the

preferred type of request strategies combination of the two groups

also showed difference. Also, in a comprehensive view of the six

experimental situations, Chinese workers, unlike group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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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tend to make request too directly in the case of

lower-power listener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listener who owns a higher authority, there exists a tendency for the

Chinese workers which is using adjunct to head act to make request

indirectly. And discussion of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business e-mail request were also presented.

Finally, the conclusion is drawn on Chapter V.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focused on the context of the business e-mail

situation and the actual strategies pattern of workers’ soliciting

behaviors. However,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consistency of the

language sample data of the subjects, the social power relationships

and rate of imposition variables that most affected the request e-mail

content were selected. It is regrettable that this research experiment

failed to examine more variables. We look forward to follow-up

studies on the request strategies shown in the business e-mail in the

future.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quest Speech Act,

Power Relationship, Rate of Imposition, Business e-mail, Request

Strategy

Student Number: 2017-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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