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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구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한국어 의지 표현의 의미 중심

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기존의 한국어 문법 교육은 문

법의 고유 의미가 아닌 의사소통 기능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의사

소통 중심 교육은 문법의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

을 수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학습자는 의미에 집중하지 않고

문법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로 갈수록 문법의 정오를 넘

어서 가장 적절한 문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문법 선택 능력이 요구된다.

의미 중심 교육은 개별 문법 항목을 의미로 연결시켜 학습자의 문법 지

식을 풍부하게 하므로 학습자가 발화 의도에 따라서 적절한 문법을 선택

할 수 있게 한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본고는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고

려하여 교육 내용을 마련함으로써 본질적인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

고자 하였다.

의지 표현의 의미 중심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Ⅱ장에서 의지 범

주에 해당하는 8가지류의 문법 항목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의지 표현의

체계를 마련하였다. ‘문법 선택 기제’란 특정 문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가 선택의 기제로서 작동한다는 인지언어학적 개념이

다. 본고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를 중심으

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의지 표현이 내포하는 세부 의미들을 문법 선택

기제로 상정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확립한 의지 표현의 문법 선택 기제 체계를 기반

으로 고급 학습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탐구하기 위해 도구적 사례

연구를 실행하였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는 3가지 언어(중국어, 영어,

카자흐어)를 모어로 하고 학습 배경이 상이한 고급 학습자 6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고는 학습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하

여 학습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국어 의지 표현 체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도구적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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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이미 학습한 의지 표현의 구어체 활용형인 ‘V-기로 해요’,

‘V-(으)실게요’, ‘V-아/어야지’, ‘V-(으)려고’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사용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학습자들은

의지 범주 내의 다양한 문법 선택 기제를 일부만 인식하고 있어 의지 표

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셋째, 학습자는 추상적인 의지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법 선택 기제를 활용하는데, 이를 교

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학습자들은 자발성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인접한 의미 범주인 희망 및 의무 표현을 활용하거나, 의지의 근원

을 기준으로 자발성을 내부 자발성과 외부 자발성으로 세분화하였다.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의지 표현 교육은 학습자가 8가지류의 개별 문

법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의지 범주로 체계화하도록 돕는

다. 의지 표현의 체계화는 화자 의도에 따른 문법 선택 능력을 촉진시킨

다. 따라서 Ⅳ장에서는 이상의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문법 선택 기

제 중심의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Ⅱ장에서 다룬 의지 표현

의 세부 의미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 전환할 때, 학문적 지식의 파손이 발생하지 않

도록 교육 내용을 정교화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Ⅲ장

에서 도출한 학습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교육

학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의지 표현, 문법 선택 기제, 중간언어, 학습자 인식 양상, 교

수학적 내용 지식, 구어 문법, 행위 양태

학 번 : 2017-2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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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 문법 교육은 문법 항목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자

들은 다른 형태이지만 의미를 공유하는 문법들을 파편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동일한 의미 범주1) 내의 유사문법 교육

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가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한국어

의 ‘의지 표현’은 매우 다양한 형태2)로 의사소통 상황에서 실현되며 모

든 문법이 유사한 의미를 지니지만 각 담화 상황마다 특정한 문법이 고

정적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강현화·홍혜란 2010; 이해영 외 2018).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지 표현에 해당하는 문형을 대상으로 한 기

존의 연구는 모어 화자의 표현 인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학습자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처치하는 일방향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제2 언어 습득에서 주장하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interlanguage)의 체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Selinker,

1972).

한편, 국어학 분야와 한국어교육학 분야는 개별 의지 표현의 의미를

밝힌다는 연구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전자는 통시적으로 문법화 과정을

규명하거나 화자의 발화 의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언어 현상 자체의 원

인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교육학 연구의 목적은 공시적으로 이

문법이 선택된 원인의 규명을 통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다. 국어학의 결과물이 학문적 지식(Scholarly knowledge)이라고 한다

면 한국어교육학 분야에서는 가르칠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3)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박민신,

1) 형태 중심의 문법 의미·기능의 서술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미시적인 문법 단위에

접근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김서형, 2012; 강현화 외, 2017; 박민신, 2018).

2) 김진호 외(2010)에서는 의지(계획) 표현의 범주 내에 17개의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

다.

3) 슐만(Shulman, 1986)이 정의한 개념으로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은 학문적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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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2). 따라서 국어학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국어교육학 연구에서 제

2 언어 학습자의 ‘선택 문법(The Grammar of Choice)(Larsen-Freeman,

2009)4)’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의 학문적 지식의 결과물에서 의지 표현의 의미를 도출해 낼 때 연

구자의 직관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현상에 대해 각자 다른 기준으로

의미를 도출하거나 연구자가 선정한 메타언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달

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의지 표현을 다루는 연구의 양은 비대해졌으나

실제적인 교육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 있다.

특히 한국어 문법 교육은 간결성의 원리(구본관, 2012: 276)5)를 따라야

하므로 의지 표현에 대한 언어학적인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어떤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자신의 정확한 의도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교육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의의 시작점이다. 즉, 의지 표현의 교육 내용으로서 기존의 의지 표

현에 관한 연구들을 간결화 및 체계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

가 될 것이다. 다음은 의지 표현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의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쓰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약간의 불쾌감

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을 거야’ 같은 경우에는 저의 의지를 약

간 강하게 나타내는 편인데 만약에 학습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교수님한테

‘저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A-A-2차] 6)

학습자에게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transformation)된 지식 체계이다. 학문적 지식으로

간주되는 교사의 문법 지식은 여과 없이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교수학적 내

용 지식은 교수·학습의 상호작용이 전제되는 하나의 독립된 지식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지수, 2016: 11-14).

4) 라슨-프리만(Larsen-Freeman, 2009: 105)은 특정 맥락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가진 정확한 문법을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문법적 지식이라고 주장하였다

(“Grammatical knowledge consists of knowing when to use the forms to convey

meanings that match our intentions in particular contexts.”).

5) 교육문법의 원리(Swan, 1999) : 정확성(truth), 제한성(demarcation), 명확성(clarity), 간

결성(simplicity), 쉬운 용어의 사용(conceptual parsimony), 학습자의 의문과의 관련성

(relevance)(이윤진·노지니, 2003: 177 재인용)

6) [연구 참여자 명칭-인터뷰 질문 유형-인터뷰 회차-문항 번호]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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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학습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수많은 한국어의 의지 표현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는 일은 학습자 요구 분석의 관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의

지 표현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Ⅱ장에서는 한국어

의 의지 표현 8가지류를 선정하였다. 이어서 개별 문법 항목들이 의미

차이를 야기하는 세부적인 의미 기제를 ‘문법 선택 기제(박민신, 2018:

89-99)’로서 상정한 후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Ⅲ장에서는 문법 선택 기제를 기준으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의지

표현의 의미를 인식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7)을

살펴보는 과정은 모어 화자의 언어 체계와 다르게 나타나는 학습자의 중

간언어의 체계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문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Ⅳ장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

적 내용 지식 구안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어 의지 표현 8가지류의 의미 자질을

분석하여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를 체계화한다.

둘째, 능동적 지식 구조자로서의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의지 표현을

인식하는 양상을 도구적 사례 연구를 통해 탐구한다.

셋째, 고급 학습자들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 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의지 표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국어학에서 의지 표현 연구

국어학에서는 의지 표현에 대해서 통시적인 변화 양상과 원인을 분석

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다. 그러므로 의지 표현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국

7)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는 교실 내에서 구조화된 지식뿐만 아니라 스스로 외부

세계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지식 체계를 구조화해 나가는 주체자로서 인식된다

(김호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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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문법 참고 문헌

‘-겠-’류 임동훈(2001), 김광현(2004)

‘-(으)ㄹ 것이-’류 이현희(2017)

‘-(으)ㄹ게’류 박재연(2013)

‘-(으)ㄹ래’류 고창운(1996)

‘-(으)려고 하-’류
김제열(1993), 박석준(1999), 목지선(2013), 양지현(2013),

송창선(2016), 윤예진(2016), 윤보경(2017), 신현규(2019)

‘-아/어야지’류 임칠성(1996), 장경현(2006), 김수태(2008), 이소흔(2017)

‘-기로 하-’류 이관희(2012)

<표 1> 개별 의지 표현 문법을 다룬 국어학 선행 연구 목록

대상 문법 참고 문헌

‘-겠-’,

‘-(으)ㄹ 것이-’
서정수(1987), 고창운(1991), 염재일(2005), 박재연(2018)

‘-(으)ㄹ게’,

‘-(으)ㄹ래’
윤은경(2006), 허경행(2011)

‘-(으)려고 하-’,

‘-고자 하-’
손세모돌(1997), 안병일(2009), 김예슬(2016)

<표 2> 의지 표현 유사 문법을 다룬 국어학 선행 연구 목록

어의 양태를 다루거나(박재연, 2004, 2006), 개별 의지 표현을 분석하거

나, 문법적 의미를 공유하는 의지 표현인 ‘-겠-’, ‘-(으)ㄹ 것이-’ 등을 연

구 대상으로 하여 통시적·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구본관 외(2015)에서는 한국어의 의지 양태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문법 형태8)를 다루었다. 국어학 연구는 통시적인 의지 표현을 다루기 때

문에 ‘-(으)리-’와 같은 현대국어에서 사용 빈도수가 현저히 낮은 것을

다루기도 한다. 또한 현대국어의 의지 문법의 형태를 재구하여 의지의

양태 의미를 가지게 된 원인을 분석하기도 한다.

‘-겠-’과 ‘-(으)ㄹ 것이-’은 추측의 양태 의미를 가지는데 상대적으로

의지 용법으로서의 ‘-겠-’과 ‘-(으)ㄹ 것이-’보다 추측 용법으로서의 ‘-겠

8) 구체적으로 ‘-겠-’, ‘-(으)ㄹ 것이-’, ‘-(으)리-’, ‘-(으)ㄹ래’, ‘-(으)려고 하-’, ‘-(으)ㄹ 터

이-’, ‘-고자 하-’, ‘-(으)ㄹ까 보-’의 8가지 표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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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ㄹ 것이-’를 다룬 연구가 많다. 임동훈(2001)은 현대국어 선어

말어미 ‘-겠-’이 4가지 양태 의미(미래, 추측, 가능성, 의지)9)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가지 용법 중 ‘의지’ 용법은 ‘1인칭 주어’와 ‘동작주

의 자발성’을 기준으로 개념을 정의하였다.

(1) 내가 먼저 일을 끝내겠다. (임동훈, 2001: 124)

(1)의 경우 맥락에 따라 추측 용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를 구분

하기 위하여 ‘-겠-’의 작용역을 근거로 들었다. ‘-겠-’이 주어를 제외한

동사구에 작용할 경우에는 의지 용법으로 해석되지만, 주어를 포함한 문

장에 작용할 때에는 추측 용법으로 해석된다. 임동훈(2001)의 의지 용법

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문장에서 사용된 의지 표현의 의미적 모호성을

해결하기에 유용하다.

또한 박재연(2006)은 한국어의 어미에서 드러나는 양태적 의미를 의미

자질로 분석하였다. 개별 문법 형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의

지 표현에 속하는 어미 ‘-겠-’, ‘-(으)ㄹ래’, ‘-아/어야지’ 등을 다루었으며

지속적으로 ‘-(으)ㄹ 것이-’와 ‘-(으)ㄹ게’ 등의 양태적 의미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박재연, 2013, 2018, 2019 등)를 이어가고 있다. 국어학 분야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자질(예: [± 현장성])을 통한 의미 분석을 실

시하고 있어 한국어교육에서 적용하기에 유용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국어학 분야에서는 중세국어 및 근대국어에 대하여 현대국어의 형태와

사용의 변화가 뚜렷한 ‘-(으)려고 하-’와 ‘-고자 하-’를 다루기도 하였다.

두 문법의 의미는 매우 유사하지만 사용하는 환경이 다르고, 문법화하는

양상이 상이하여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손세모돌

(1997)과 양지현(2013)에 의하면 ‘-(으)려고 하-’는 현대국어에서 보조동

사 ‘하다’가 생략된 ‘-(으)려고’가 종결어미화 된데 반하여 ‘-고자 하-’는

보조동사 ‘하다’를 생략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고자 하-’는 근

대국어 이후로 ‘-고 싶-’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본래 ‘-고자’가

9) 임동훈(2001)에서 4가지 용법은 ‘예정’이라는 ‘-겠-’의 기본 의미에서 기원하였기 때문

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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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고 있던 ‘희망’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음을 유추하였다. 그 결과 ‘-고

자 하-’는 현대국어에서 의지 표현에 더 가깝게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국어학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은 형태·통사적으로 접근하는 경

향이 높으며 의미를 다루는 경우에는 연구자에 직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통시적 혹은 공시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이 주

장하는 의지 표현의 의미를 주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의지 표현의 범주

를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공통된 의견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

(2) 가. 당신이 노래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현, 2004: 56)

나. 베토벤 교향곡 5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본관 외, 2015: 329)

다. 처음 뵙겠습니다. (구본관 외 2015: 329; 임동훈 2001: 120)

(2가)의 ‘-겠-’을 ‘완곡에 의한 의지(김광현, 2004)’로 해석하여 ‘완곡’과

‘의지’의 의미를 혼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2나)의 ‘-겠-’은 1인칭 주어

가 아닌 3인칭 주어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지 용법에서 배제하여 다루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본관 외(2015)에서 (2나)의 심층 구조를 ‘(제

가) (청취자로 하여금) 베토벤 교향곡 5번을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 분석함으로써 (2나)와 같은 문장도 의지 용법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

음을 주장하였다10). 또한 (2다)의 ‘-겠-’은 ‘과정성(구본관 외, 2015)’ 혹

은 ‘예정(임동훈, 2001)’등의 의미가 도출되어 모어 화자의 직관에서도 다

양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논의를 전개하기 이전에 본고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의 개념적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학문적 지식을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국어학에서 다룬 의지

표현에 대한 논의를 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할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어학에서

논의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서 한국어교육학에서 다루지 않는다

10)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심층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문

법 형태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면 구조인 ‘(청취자는) 베토벤 교향곡 5

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를 대상으로 평서문에서도 2·3인칭 주어를 상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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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문법적 지식에 대한 요구가 있는 학습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

이다11).

2.2. 한국어교육학에서 의지 표현 연구

김종예(2015)는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를 위한 의도 표현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 현지 대학교의 한국

어 전공자 98명을 대상으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담화 완성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학습자가 생산한 오류의 원인을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화

용적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의지 표현의 의미는 ‘행위 실현의

가능성’과 ‘의도의 정도성’만을 다루었으며,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의지

표현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기능의

구분이 모호하다. 가령, 김종예(2015: 79-80)는 ‘30분 후에 가려고 해.’를

발화하는 이유로 ‘화·청자의 친밀성’ 또는 ‘미리 계획한 일’의 선택 기제

가 작동한다고 기술하였다. 화·청자 간의 친밀한 관계는 화용적 자질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화자의 계획된 의지는 의미적 자질로 분류할 수 있

다12). 이처럼 한 가지 의지 표현을 선택할 때 복합적인 선택 기제가 작

동하게 되므로 학습자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를 파

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어 화자조차도 선택한 문법의 의미를 다

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다면적인 선택 기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

이 선행되어야 교육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서형(2012)에서는 한국어 의도성 표현의 개념을 확립하고 이를 유형

화하였다. 이전까지 의도성 표현이라는 거시적 문법 단위보다는 개별 문

11) 연: 그럼 여기(‘모르겠다’, ‘좋겠다’ 등)서도 어쨌든 ‘겠’이 있으니까 왜 여기에 이게 있

는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D: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어학에서도 왜 여기에 ‘겠’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

(중략)
D: 그 학자들이 다 동의를 못 해도 간단하게 동의하는 정도까지만 알려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D-A-1차]
12) 본고에서 문법적 의미의 하위 범주로 규정한 ‘현장성’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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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문법 표현

의지

-겠다, -고 말겠다, -고자 하다, -도록 하겠다, -아/어야겠다, -아/어야지, -(으)려고 들

다, -(으)려고 하다, -(으)려던 참이다, -(으)리다, -(으)ㄹ 것이다, -(으)ㄹ게, -(으)ㄹ까

보다, -(으)ㄹ까 하다, -(으)ㄹ래, -(으)ㄹ 셈이다, -(으)ㄹ 참이다, -(으)ㄹ 테다

계획 -겠다, -기로 하다, -아/어야지, -(으)려고 하다, -(으)ㄹ 것이다, -(으)ㄹ까 하다, -(으)ㄹ 참이다

희망 -고 싶다, -(았/었)으면 싶다, -(았/었)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하다

약속 -기로 하다, -(으)ㄹ게, -(으)마, -(으)ㅁ세

<표 3> 기능에 따른 의도 표현의 분류 (김서형, 2012: 50)

법 표현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 논의는 예스퍼슨(Jespersen, 1924)에서 의도(volitive)의 자질을 기준으

로 인식 양태와 의지 양태를 구분한 것에 착안하여 1인칭 주어 화자의

의도성만을 다루었다. 화자가 담화 상황에서 본인의 발화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이에 적합한 표현 형태를 선택하는 기제가 작동한다고 보고,

의미 기능 중심으로 각 기능에 해당하는 표현을 정리한 후, 개별 표현들

의 화용상 차이를 세분화하였다. 김서형(2012)이 의미 및 기능 중에서

기능13)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고는 문법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

하였다. 기능 중심 교육은 특정 담화 상황과 특정 표현을 일대일 관계로

파악하여 사용을 위한 교사 중심의 암기 위주 학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의미 중심 교육은 해당 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기능으로 확장되는 학습자 중심의 문법 지식 구조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민신, 2018: 2-4).

김서형(2012)에서는 주어의 인칭이나 시제소와의 결합 유무에 따라 의

도성 표현이 발화 상황에서 기능을 수반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통사

적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의지 표현은 ‘1인칭 주어’와

‘비과거 상황’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박재연

(2004)에서 지적한 대로 의지 양태는 명제 참여자(화자 및 주어)의 의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으)ㄹ 것이-’와 ‘-(으)려고 하-’ 등에서

3인칭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13) 김서형(2012)의 의도성 표현의 의미 특성을 ‘의지, 계획, 희망, 약속’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의지 이외의 자질들은 의미·기능 중에서 기능 혹은 문체법에 가까운 해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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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으)려고 하다>

1) 집에 갈 거예요? — 아니요, 명동에서 친구 만나려고 해요.

2) 여보세요, 스티븐 씨. 지금 뭐 해요? — 밥을 먹으려고 해요.

3) 어제 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표가 없어서 못 봤어요.

<표 3>에 따르면 한 가지 문법 표현이 여러 가지 기능에 해당되는 것

을 볼 수 있다(진한 글씨 필자). 이처럼 ‘희망’ 기능을 제외하고는 한 개

의 문법 항목이 ‘의지’, ‘계획’, ‘약속’과 같이 복수의 기능에서 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각 기능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음은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서 ‘방학 계획 표현하기(Expressing

school vacation plan)’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 제시된 문법 ‘-(으)려고 하

-’에 대한 예문이다.

1과 3의 예문은 ‘계획’ 기능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2번의 예문은 ‘계획’

및 ‘의지’ 기능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러한 의미의 교차점이 발생하는 이

유는 순서상으로 화자의 의지가 선행된 후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서형(2012)의 분류에서 ‘계획’ 기능에 해당하는 문법

들이 모두 ‘의지’ 기능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

기능을 독립적으로 서술할 것이 아니라 ‘의지’ 기능의 확장으로 통합한다

면 기능 분류의 간결화14)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사한 의미를 가진 문법 항목들을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은 학습자가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김은숙, 2010:

218). 그러므로 의미 및 기능의 간결화는 여러 연구에서 이미 실행된 바

14) 연구 참여자 B의 응답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B: ‘-(으)ㄹ래?’는 완전 배려심. 그런 거 있어.

연: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이 ‘해줄래?’ 이거 자체를 요청으로 (기술하기도 해서).

B: 그러면 기능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냥 의견만 하면 다 끝이잖아 사실. 그치?

사람마다 의견에 집중하면 다 끝! 깔끔하게 끝!

연: 너무 설명 많이 하면 싫어하는구나.

B: 하나의 기본 의미 있고, 파생 의미 알려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만약 하나

씩 다 알려주면 다 다른 기능(으로 설명)하면은 좀 어렵잖아. [B-B-2차-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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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김종예(2015: 18-19)에서는 ‘계획’ 및 ‘약속’을 ‘의지15)’의 하위

영역으로 재정의하였고, 박재연(2004)에서는 ‘희망’을 ‘의도’표현과 독립적

인 의미 범주로 상정하였다.

‘의도’와 ‘의지’는 ‘희망’과 ‘약속’의 의미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두 용어

가 매우 혼동되어 사용된다. 연구자에 따라 ‘행위성’의 정도에 따라서 의

지가 약한 것은 ‘의도’로 의지가 강한 것은 ‘의지’로 해석하기도 한다(김

서형, 2012: 27, 48). 한편, 이효정(2003)에서는 의무 양태의 하위 양태로

‘의지’와 ‘의도’를 분류하였는데, ‘의지’는 [- 강제성], [- 외부 힘]의 자질

로 제한한 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의 개념을 통합하여 본고에서는 ‘비실

현 행위(비과거)’, ‘동작주(Agent)의 자발성’, ‘동사구(Verb Phrase)에 작

용’, ‘명제의 실현성(Actualisation)’이 담보되었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의

지 표현의 개념을 제한하였다16). 따라서 같은 형태이지만 위의 네 가지

문법적 의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의지 범주 외의 문법 표현으로 간주

한다.

또한 의지 범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문법 항목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

기 때문에 대상 문법 항목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정 기준은 한국

어 교재 및 문법서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과 의지 표현 관련 선행 연구에

서 다루는 문법 항목 중에서 학습자가 문법의 의미 차이를 이해하기 어

려운 유사 문법을 중심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으)ㄹ까 하-’의 경우는

‘-(으)ㄹ까’ 의문형에서 드러나는 비확정성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해당 문

법의 특수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

는 문법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의지 표현에 해당하는 문법 항목의 선별을 위해 먼저 한국어교육 분야

에서 다룬 의지 표현의 목록을 <표 4>와 <표 5>로 정리하였다.

15) ‘의지’ 의미·기능은 명제 내용이 화자의 자발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청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의지’ 기능에 해당되는 종결어미로는 1인칭 평서문의 ‘-(으)ㄹ

래’, ‘-(으)려고’, ‘-아/어야지’가 있다. 따라서 이종희(2004: 88-94)와 김서형(2012)에서

상정한 ‘의지’ 기능은 주어의 인칭에 있어서는 본고의 ‘의지(volitive)’ 범주보다 좁은

의미이다.

16) 본고에서 다루는 의지 범주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Ⅱ장 1.2절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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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
-(으)ㄹ

것이-

-(으)ㄹ

게

-(으)ㄹ

래

-(으)려

고 하-

- 어 야

지

- 기 로

하-

- 고 자

하-

-(으)ㄹ

까 하-

김금

(2012)
○ ○ ○ ○

김종예

(2015)
○ ○ ○ ○ ○ ○

리옌

(2013)
○ ○ ○

리정

(2017)
○ ○ ○ ○

선해

(2012)
○ ○

성채민

(2009)
○ ○ ○ ○

안병일

(2009)
○ ○ ○ ○

양수연

(2018)
○ ○ ○ ○

양정윤

(2014)
○ ○ ○ ○

양희

(2011)
○ ○ ○ ○ ○ ○ ○ ○

임채훈

(2014)
○ ○

진추검

(2013)
○ ○ ○ ○

탕이잉

(2018)
○ ○

허연경

(2009)
○ ○

<표 4> 한국어교육학 학위 논문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

-겠-
-(으)ㄹ

것이-

-(으)ㄹ

게

-(으)ㄹ

래

-(으)려

고 하-

- 어 야

지

- 기 로

하-

- 고 자

하-

-(으)ㄹ

까 하-
강현주

(2010)
○ ○

김상경·

장은경(2015)
○ ○

김석기(2014) ○ ○
김은숙(2010) ○ ○
박숙영(2006) ○ ○ ○ ○
엄녀(2017) ○ ○ ○ ○ ○
이윤진·

노지니(2003)
○ ○ ○ ○

장채린(2017) ○ ○ ○ ○

<표 5> 한국어교육학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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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유사 문법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가 있어 의지 표현 연구에서도 유사 문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미래 시제로서 초급에서 학습하는 ‘-겠-’과 ‘-

(으)ㄹ 것이-’를 다루거나 형태가 매우 비슷한 문법 항목인 ‘-(으)ㄹ래’와

‘-(으)ㄹ게’의 의미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있다. 주로 학술지 논문은

소수의 문법 항목을 선정하여 깊이 있는 고찰을 하였으며, 학위 논문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지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의지 표현을 다루는 경향

이 강하다. 연구자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의지 표현 양상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학습자 오류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인 접근법은 학습자

가 해당 문법을 선택한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또한 모어 화자의 직관적 지식을 중심으로 교육적 처치를 이룬

다는 결론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학습자의 중간언어의 체계성을 간과하였

다는 한계가 있다.

2.3. 한국어 문법서 및 교재 분석

한국어교육학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의 의미 범주는 연구자마다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한국어 문법서 및 교재는 학문적 지식에서 교수학적

내용 지식으로 이미 변환된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결하게 제시된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 문법서 및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의도’, ‘의지’의 의

미를 제시한 문법 항목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들을 이미 다

양한 관점에서 다룬 바가 있다. 한국어 교재는 대학 기관에서 출판하며

문법 항목을 기준으로 구성17)되어 있다는 특성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학

습자들은 다른 형태이지만 의미를 고유하는 문법들을 파편적으로 학습하

게 된다. 따라서 의지 표현 중 한 가지 문법을 제시할 때 유사 문법과의

17) 한국어 교재들은 표면적으로 ‘주제 중심 교수요목’으로 구성되지만 각 주제마다 2∼3

가지의 문법을 중심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내면적으로 ‘문법 항목 중심 교수요목’에 가

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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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한 복합적인 의미를 모두 다룰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

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의지 표현의 의미는 다음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우 분산되어 제시된다.

급

교재
1 2 3 4 5 6

서울

대

-(으)ㄹ 거예요

-(으)려고 하다

-(으)ㄹ게요

-겠-

-(으)ㄹ래요

-기로 하다

-(으)ㄹ까 하다

-아/어야겠다 -고자

이화

여대

-(으)ㄹ 거예요

-(으)려고 하다

-(으)ㄹ게요

-(으)시겠습니까?

-기로 하다

-(으)ㄹ래요

-겠-

-아/어야겠-

-(으)ㄹ까 하다

-고자 -(으)리라

서강

대

-(으)ㄹ 거예요

-(으)려고 해요

-기로 했어요¹

-아/어

주시겠어요?

-기로 했어요²

-(으)ㄹ래(요)

-(으)ㄹ래(요)?

-(으)ㄹ까 하다

-고자 하다

연세

대

-겠-

-(으)ㄹ게요

-(으)ㄹ 거예요

-(으)려고 하다

-(으)ㄹ 까 하다¹

-(으)ㄹ래?

-기로 하다

-아/어/여야지

-(으)ㄹ까

보다

-고자

-(으)ㄹ까

보다²

고려

대

-(으)ㄹ래요

-(으)ㄹ 것이다

-(으)려고 하다

-(으)ㄹ게요

-(으)ㄹ게

-기로 하다

-(으)ㄹ까 하다

<표 6> 대학 기관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

의미 중심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에만 그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의미 범주 기반의 문법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법 항목 기반의 한

국어 교재는 부차적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다음의 <표 7>은 한국어교육에서 특히 교사 혹은 한국어 전공 학습자

들이 한국어 학습에 활용하는 문법서에 등장하는 의지 표현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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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rammar

in Use

Beginner&

Intermediate

-(으)ㄹ 거예요, -(으)시겠어요?, -(으)ㄹ래요?, -겠어요,

-(으)ㄹ게요, -(으)ㄹ래요, -(으)려고 하다, -기로 하다

Intermediate -(으)ㄹ까 하다, -고자 하다, -아/어야지

Advanced

강현화

외(2017)
-겠-, -(으)ㄹ 것이-,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 -고자 하-, -(으)ㄹ까 보-

국립국어

원(2005)

-겠-, -(으)ㄹ 것이-,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 -아/어야지,

-기로 하-, -고자 하-, -(으)ㄹ까 하-

임호빈

외(2010)

-겠-, -(으)ㄹ 것이-,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 -기로 하-,

-고자 하-, -(으)ㄹ까 하-

양명희

외(2018,

2019)

초급
-겠-, -(으)ㄹ 것이-,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

-기로 하-, -(으)ㄹ까 보-

중급 -(으)려고 들-, -아/어야겠-

<표 7> 한국어 문법서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

한국어교육의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교재(teaching material)

는 본 절에서 다루는 한국어 문법서와 한국어 교재이다. 즉, 가르칠 지식

으로 변환된 형태로서 의지 표현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국어 문법서 및 교재에서 제시된 의지 표현의 기술 방법은 학습자가 가

질 인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 의미만을 제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문법 항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

성되는 한국어 교재와는 달리 한국어 문법서는 유사한 의미·기능을 기준

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학습자가 의미·기능

중심의 유사 문법의 차이를 이해하기에 효과적이다.

한국어 문법서 중에서 김진호 외(2010)는 의지 표현을 모두 ‘계획’의 범

주에 포함시켰으며, ‘계획’ 범주 안에 17개의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문법의 의미를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겠-’은 주어의 계획 또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문법이라고 기술하였다. 추가적으로 ‘-(으)ㄹ 것이-’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도 의지의 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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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진호 외(2010: 92)의 ‘-겠-’과

‘-(으)ㄹ 것이-’의 의미 차이 기술

[그림 1]을 해석하면 ‘강한 의지’란 화자가 마음을 먹은 느낌, 의지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 높은 느낌, 결심한 내용의 중요도가 높은 느낌 등으

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림을 통해서 학습자가 뉘앙스를 효

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의지의 정도’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교수하고, 학습자가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 그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추상적인 의미를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지의 정도’라는 용어의 개념적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지’의 범주는 의미적으로 매우 추상적이며, 담화 상황에서는 또 다

른 화용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한국어의 의지 표현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실제 사용 양상을 보았을 때 서로 의미를 공유

하기도 하고 반의적인 의미를 띠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의 관점에 따라

서 각 교재마다 문법의 의미를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지면의 한계

로 인하여 개별 의지 표현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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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의지 표현은 통사론적 관점에서 ‘화·청자 또는 주어’가 서술어를 실현

하는 주체자18)이면서 시제적 관점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사건을 말한다.

국어학에서는 형태소 혹은 통사적 구성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어교육학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기술되는 형태인 표

현 항목(expression entries, chunks)(이미혜, 2002, 2005)을 중심으로 기

술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인지 양상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두 학문의 문법 표기에 대한 관점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 다룰 의지 표현은 다음과 같다.

‘-겠-’류19), ‘-(으)ㄹ 것이-’류, ‘-(으)ㄹ게’류,

‘-(으)ㄹ래’류, ‘-(으)려고 하-’류, ‘-아/어야지’류,

‘-기로 하-’류, ‘-고자 하-’류

<본고에서 다룰 의지 표현의 목록 8가지류>

본고는 구어에서 사용되는 의지 표현 형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였다. 권재일(2004)과 지현숙(2007)에서는 문어 문법에 대해 독립적인 한

국어 구어 문법의 독자적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배진영 외(2013: 34-37)에 의하면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의 차이는 독자

적인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문법의 사용역(register)에 따른 사용 양상의

차이로 보아야 한다. 구어 자체가 가지는 상황 맥락이라는 전제가 있고,

가능한 상황 맥락의 다양성으로 인해 구어 문법의 독자적 체제를 상정하

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는 화용적 의미로

서 구어성과 문어성을 다룰 가능성을 시사한다.

18) 헤게만(Haegeman, 1994)의 의미역(thematic role, θ-role)은 문장에서 논항

(argument)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그 중 ‘행위주(agent/actor)’는 ‘서술어가 표현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존재’를 일컫는다(김용하 외, 2018: 51-52).

19) ‘류’는 각 문법 형태에서 파생되어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모든 형태들을 기술의 편의

상 통합시키는 용어로서 각 형태의 대표형으로 간주한다(김서형, 201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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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어 문법의 기술이 단순히 문어 문법을 기준으로 형태 변화를

재구20)하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구어 문법에서만 특징

적으로 나타나는 형태·통사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목정수, 2011).

한국어 교육이 ‘구어적 표현’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구어 문법의 체계를 상정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구어 형태를 중심

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한편,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구어 텍스트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본고에서 기준으로 삼은 민현식(1994)의 ‘최초

의 문자 생성 여부’와 ‘최종적 음성 실현 여부’에 따른 구어와 문어의 분

류는 다음 <표 8>과 같다.

언어 유형 종류

구어체 구어 일상 대화, 강의언어, 무원고 즉석 연설, 토크쇼 류의 대담 프로그램의 언어

문어체 구어
글이나 원고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읽는 형식을 취하는 연설어, 보도

어. 즉 글이 전제되는 구어.

구어체 문어 소설 대화문, 시나리오, 희곡, 광고문. 즉, 대화문의 구어체가 문자화된 문어

문어체 문어
전형적 문어체로 구어 상황이 전제되지 않음. 논설문, 설명문, 교과서 문장, 기

사문. 읽거나 쓰는 것을 전제로 한 문어.

<표 8> 민현식(1994: 38)의 구어와 문어의 세부 유형 (밑줄은 필자)

본고에서는 ‘구어체 구어’와 ‘문어체 구어’, ‘구어체 문어’를 대상으로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어체 구어’와 ‘문어체 구어’는 최종적 음성 실현

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어로서 간주하고, ‘구어체 문어21)’는 최초의 문자

생성 여부가 구어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어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규범적 성격이 강한 문어 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이지만 구어 상황

에서 용인되는 언어 형태도 다루었음을 밝힌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학습자의 문법 선택 기제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도

20) 예: ‘뭐? 영양실조라구?’─(재구)→ ‘뭐? 영양실조라고?’ (민현식, 2007: 60)

21) 구어에서 사용되던 반말체 종결어미가 인터넷 매체의 문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 결과 형태는 같지만 실제 구어 상황에서 쓰이던 고유의 의미가 사라지고 인

터넷 매체 상의 구어체 문어로서 새로운 독립적인 의미가 상정되기도 한다(장경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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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사례 연구 방법을 선정하였다. ‘도구적 사례 연구(Instrumental

case study)(Stake, 1995)’ 방법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례를 활용하는 연구 방법이다. 본고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문법 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조화 양상에서 개별적 혹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법 선택 기제를 포착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연

구 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제2 언어 문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생산하는 문장에 대해 문법성을

판단하고 오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 교육적 처치를 제안하는 것이 성

행하였다. 그러나 정량적인 방법으로의 의지 표현 교육 연구는 학습자를

문법 지식을 학습하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치부한다는 한계가 있다.

코더(Corder, 1971)에서부터 학습자의 중간언어의 체계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맥락 중심의 대화(dialogue)에서 선택하는 문법 형태

의 정오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탈맥락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김호정, 2015, 2018).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의 오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특정 상황에서 특

정 문법 요소를 선택한 이유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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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의 이론적 기반

1. 양태의 개념 및 범주

1.1. 양태의 개념 및 하위분류 

오스틴(Austin, 1962)에 의하면 발화된 문장은 수행문(performative)과

진술문(constative)으로 나뉜다. ‘He must come tomorrow.’와 ‘He has

to come tomorrow.’는 동일하게 ‘그는 내일 반드시 와야 한다.’로 해석되

지만 전자는 수행문으로서 수행성(performativity)을 띄며, 후자는 진술문

으로서 기술성(descriptivity)을 띤다. 수행문은 화자가 특정 대상(청자

포함)에 의해 어떤 행위가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화·청자 지향적 양태이

며, 진술문은 주어의 행위를 단순히 기술하는 역할을 하는 주어 지향적

양태이다. 즉, 화자가 의무 부과자가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행문과 진

술문을 구별할 수 있다(박재연, 2004: 66).

박재연(2004)에 의하면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청자 지향적 양태

가 어미로 실현되며, 주어 지향적 양태는 서술어(어휘적 성격) 혹은 우언

형식(문법적 성격)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어야 하-’와 ‘-

(으)려고 하-’의 경우는 엄밀하게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동작주)의 의도를 나타내므로 주어 지향적 양태, 더 나아가 준-양

태형식으로 일컫는다.

라이온스(Lyons, 1977)는 양태(modality)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

(opinion)이나 태도(attitude)를 나타내는 문법범주로 정의하면서 이를 인

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로 구분하였

다. 인식 양태는 명제에 대한 진리치를 나타내며, 필연성 혹은 가능성

(probability)22)과 관련이 있다. 반면 의무 양태는 행위자가 수행하는 행

22) 영어 조동사 'will'의 경우 문법적 의미는 '미래'가 아닌 '가능성'에 기초한 '현재'를

나타내는 양태 동사라고 한다. 즉, 영어에서 '미래' 시제의 존재는 불분명하며, 의미적

으로 미래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양상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허용 외, 201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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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나타내므로 허락 또는 의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기

준 내에서 의지 표현은 두 범주를 넘나들게 된다. 예를 들어 가능성과

관련된 예정상은 맥락에 따라 구분이 모호해지고, 의무와 필연성의 경계

도 모호하여 의지 표현을 기술하기에 부적합하다. 예스퍼슨(Jespersen,

1924)은 의지(will)를 중심으로 양태를 분류하였으나 의지를 포함하는 양

태는 ‘의무 양태’, 의지를 포함하지 않는 양태는 ‘인식 양태’로 구분하였

기 때문에 Lyons의 분류와 대동소이하다(Wymann, 1996: 13). 바이비 외

(Bybee, Perkins, & Pagliuca, 1994)는 양태를 3차원으로 해석하였는데,

동작주 중심의 양태(agent-oriented)와 화자 중심의 양태

(speaker-oriented), 인식 양태로 분류한 바가 있다(박재연, 2004 재인용).

한편, 양태를 화자의 주관적 태도나 의견의 문법화된 형태라고 주장한

팔머(Palmer, 1979, 1990)의 경우에도 의무 양태, 동적 양태, 인식 양태의

3차원으로 구분하였으나, 박재연(2004)에서 팔머의 의무 양태와 동적 양

태(dynamic modality)23)의 구분이 모호함을 지적하였다24). 그러므로 다

양한 문법적 형태소를 통해 양태를 표현한다는 한국어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를 포괄하는 ‘행위 양태(act modality)’와 ‘인

식 양태’의 이분법으로 한국어의 양태를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

장하였다.

와이만(Wymann, 1996)은 한국어의 양태를 구분하기 위해 ‘의지 양태

(volitive modality)25)’를 상정하여 기술한 바가 있다. 의지 양태는 일반

적으로 욕망(boulomaic)의 의미로 기술되며 비현실 범주에서 소망

(wishes), 현실 범주에서 희망(hopes)과 의도(intentions)의 표현을 다룬

다. 의지 양태의 범주 내에서 한국어 어휘 및 문법 표현인 ‘작정이다’,

23) 와이만(Wymann, 1996: 173-182)은 선천적·후천적 능력(ability and disposition)을 다

루는 동적 양태에 한국어 문법 표현 ‘-줄 알다’, ‘-길 있다’, ‘능력 있다’, ‘-수 있다’,

‘여지 있다’, ‘여유 있다’를 포함하였다.

24) 한국어 의지 표현 중 하나인 ‘-(으)ㄹ래’의 경우, 주어 지향적인 동적 양태와 화자 지

향적인 의무 양태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Palmer의 3분법을 한국어에 적용하기 어

렵다는 한계가 있다(윤은경, 2006: 49).

25) 의지 양태는 와이만(Wymann, 1996)에서 최초로 상정한 양태의 범주는 아니다. 한국

어의 문법 및 어휘 표현에 의지 양태의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므로 이와 같은 구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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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 느끼다’, ‘-겠-’, ‘-고자 하다’, ‘-려 하다’, ‘노리다’, ‘바라다’, ‘-고 싶

다’, ‘소원이다’, ‘탐내다’, ‘원하다’, ‘열망하다’를 포함하여 양태적 의미를

기술한 바가 있다.

박재연(2004)의 ‘행위 양태’ 상정은 한국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법

의 의미를 기술하기에 효과적인 양태의 범주이다. 한국어는 어휘뿐만 아

니라 문법 단위인 어미(ending)를 통해 문법적 의미를 도출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8가지류의 의지 표현은 국어학적으로 어미와 통

사적 구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의지 양태는 인식 양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 양태의 하위 범주로서 의미를 기술하기에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1.2. 행위 양태로서의 의지의 개념 및 특성 

의지 표현이라는 문법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마다 그 기준과 해

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적 정의는 비슷할지라도 의지 범주에

속하는 문법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

여 본고에서 다루는 행위 양태의 하위부류인 ‘의지’ 범주의 개념적 정의

를 시도하고자 한다.

구본관 외(2015: 323-325)에서 양태의 개념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

도’로 기술하면서 ‘인식 양태’, ‘행위 양태’,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로 분류하였다. 행위 내용으로서의 명제에 관련된 양태를 ‘행위 양태’로

상정한 것인데 행위 양태에 속하는 세부적인 의미는 ‘의도, 의무, 소망,

능력, 허가’ 등이 있다. 세부 의미 중 ‘의도’란 화자가 미래에 하고자 하

는 행위로 기술하였는데, 본고에서 다루는 ‘의지’의 의미와 가까운 개념

이다. 의도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한국어의 문법 표현으로서 ‘-겠-’,

‘-(으)ㄹ 것이-’, ‘-(으)리-’, ‘-(으)ㄹ래’, ‘-(으)려고 하-’, ‘-(으)ㄹ 터이-’,

‘-고자 하-’, ‘-(으)ㄹ까 보-’의 8가지 표현을 제시하였다.

고영근·구본관(2018)에서는 의미·화용적인 범주로 양태를 상정하고, 이

러한 심리적 태도가 문장에서 문법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을 서법(m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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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의하였다. 선어말어미에 의하여 표시되는 서법을 무의지적 서법,

어말어미에 의해 표시되는 서법을 의지적 서법으로 분류하였다. 의지적

서법(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경계법)26)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해당 어말어미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되는 문체법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므로 이전 양태 연구들에서 말하는 화·청자 지향적 양태

가 문체법으로 실현되며, 화자가 본인 혹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

하는 태도를 ‘의지적 서법(will mood)27)'의 범주로 상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스틴(Austin, 1962)의 화행론(speech act theory)에서는 ‘수행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고, 둘째, 1인칭 주

어를 가지며, 셋째, 현재시제 형식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오

스틴이 수행문을 화·청자 지향적 양태로 상정하였을 때 해당되는 문장의

통사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상정하는 행위 양태의 경

우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양태 담지자의 전환(switching)이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주어 지향성(agent-oriented)을 용인하므로 주어 제약(1·2인칭

주어)과 시제 제약(비과거)은 ‘-(으)려고 하-’와 같은 일부 문법 형태소

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행위 양태는 화·청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

는 수행문뿐만 아니라 주어(동작주)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진술문에서

나타나는 포괄적인 의지 표현의 범주에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으)려고 하-’의 경우, ‘나 이제 집에 가려고.’, ‘너 이제 집에 가려고?’

와 같이 주어가 화자 혹은 청자일 때는 화·청자 지향성을 가지지만, ‘선

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려고 하셔.’와 같이 주어가 3인칭일 경우에는 주

어 지향성을 가진다. 이처럼 ‘의도’의 의미 표현은 양태 의미의 담지자

(possessor)가 담화상의 개체(화·청자)인가 혹은 명제 내의 개체(명제 참

26) 의미적으로 양태를 나타내는 언어적 장치인 서법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자마다 상이

하다. 중세국어 서법은 직접법, 의도법, 명령법으로 분류되는데(이숭녕, 1961) 의도법

의 하위 범주에 의지법이 속한다(민현식, 1999). 중세국어의 ‘-오/우-’는 의도법의 선

어말어미로서 문장에서 동작주(문장 주체)의 의도를 나타낸다(안병희·이광호, 1990:

234). 동작주(주어)의 의지를 포괄하여 의도법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지

범주와 유사하다.

27) 의지적 서법은 행동과 연관이 있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반면 무의지적 서법(서

실법, 서상법)은 앎(인식 양태)과 연관된 기능을 한다(고영근 외, 2018: 404,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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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지시 대상)인가에 따라서 행위 담지자의 지향성이 달라진다. 그

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행위 양태의 서술어는 명제 참여자 지향성(화자,

청자, 주어 모두 가능)을 띤다고 할 수 있겠다(박재연, 2004). 그러므로

의지 표현이라는 범주를 1인칭 주어의 통사적 제약을 갖는 경우로 제한

하는 경우는 본고의 의지 표현의 범주와 맥이 다르다.

박재연(2006: 243)에서는 의도의 범주에 속하는 ‘-(으)ㄹ래’류의 의미로

서 ‘동작주의 사태 성립 의지’를 구체화하였다. 위와 같은 해석으로부터

‘의도’ 혹은 ‘희망’과 같은 포괄적인 범주에서 ‘의지’의 범주의 특성을 포

착할 수 있다. 즉, 화자 혹은 주어로 상정되는 동작주는 서술부에 기술하

는 자신의 행위를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 경우 ‘의지’의 범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의지’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 범주에

있는 ‘의도’ 혹은 ‘희망’ 표현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발화를 생산하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한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화자

를 중심으로 하는 ‘의도’와 ‘의지’에 대한 개념을 다음의 <표 9>와 같이

연속체로 나타낼 수 있다.

동작주(Agent)의 사태 성립 의지

강ß───────────────────────────────à약

‘의지(will)’ ‘의도(intention)’

<표 9> ‘의도’ 표현과 ‘의지’ 표현의 범주

따라서 본고에서 상정하는 의지 표현이란 ‘비실현 행위(비과거)28)’, ‘동

작주(Agent)의 자발성’, ‘동사구(Verb Phrase)에 작용’, ‘명제의 실현성

(actualisation)29)'이 담보되었을 때 사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논의를 전

28) ‘경영학과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언어학과에 지원했다.’ 문장에서 화자가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일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의지 표현의 시제를 ‘미래’로 규정

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일이라는 예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교육문법의 관점에서 혼란

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준으로는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과

거에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비실현’ 혹은 ‘비과거’로 규정한다면 혼란을 예

방할 수 있다.

29) 임동훈(2008: 232)에서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명제의 실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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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하고자 한다.

2. 의지 표현의 특성

문법 표현30)을 하나의 어휘 단위로 상정한다면 하나의 문법 표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는 망처럼 구조화되어 있을 것이다. 인지의미론에

따르면 어휘의 의미 구조는 원형(prototype)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타 의

미로 범주화를 이루고 있다(민현식 외, 2019: 87). 예를 들어 단어 ‘생각

하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다.’라는 원형

의미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주변 의미(예: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

다.’,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원형 의미와 그 주변 의미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개인

마다 각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문법의 의미 구조 또

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의미·기능을 통합

적으로 다루는 기능(function)31) 중심의 문법 교육이 발달하기 시작하였

다. 기능 중심의 문법 교육에서는 문법 항목의 주변 의미들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될 때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32). 이러한

접근법은 학습자가 귀납적으로 한 문법 표현의 의미의 구조화를 스스로

이루어 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 문법 표현이 수행하는 기능의 분

류가 과도하게 세분화되면서 원형 의미를 강조하기보다는 주변 의미의

설명에 치우쳐 효율적인 의미 구조화를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지’

의 기능 범주를 설정(김서형, 2012)한 것에서 ‘알림’, ‘계획’ 기능으로 세

분화할 수 있다(김종예, 2015). 그러나 ‘의지’와 ‘알림’, ‘계획’의 기능은 서

을 논하였다. 박재연(2019)의 ‘현실성(reality)’와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나, 본고에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동작주의 의지로 인한) 명제의 실현성’의 개념으로 임동

훈(2008)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30) 이미혜(2002)의 ‘표현 항목(chunks)’을 일컬음.

31) 방성원(2005)의 ‘의미·기능’을 일컬으며, ‘제안하기’, ‘요청하기’ 등의 용어로 구체화된

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장이 수행하는 화행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구본관,

2012 재인용).

32) 문법 항목의 기본 의미 자체를 기능으로 제시하기도 한다(예: ‘주문하기’, ‘계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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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각 기능들이 의미를 공유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능 중심으로 학

습한다면 과도하게 분류된 기능적 의미들을 모두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

을 야기한다. 오히려 ‘의지’의 원형적 의미 하나를 중심으로 학습할 때,

학습자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예문33)을 통하여 ‘알림’과 ‘계획’의 세부

적 기능을 스스로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능

의 상정과 해석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명료

화가 불가능하여 교육문법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홍혜란·강현화, 2013: 302).

의지 표현은 양태의 범주로 분류되지만, 화자가 실현하고자 하는 즉,

아직 실현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제의 3분법 관점에서 ‘미

래’, 2분법 관점에서 ‘비과거’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지 표현

을 ‘미래’의 시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시제 중심적인 분류이고, ‘의지’

의 양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 중심적인 분류이다. 외국어교육에서

접점(interface)이 존재하는 시제와 양태를 독립적으로 교육하기보다는

시제 체계 내에서 의미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

다34).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지 표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

지’ 의미 범주에 해당하는 문법 표현들은 시제적 관점에서 ‘미래’, 상적

관점에서 ‘예정상’, ‘미완료상’, ‘기동상35)’, 양태적 관점에서 ‘능력(혹은

33) 유사 문법 표현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강조하기보다는 예문을 제시하여 귀납적으

로 통사·의미적 제약을 학습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재에 제시되는

예문의 필수적인 기능이다(이윤진 외, 2003: 180).

34) 양태와 시제는 독립적인 문법 범주이므로 하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

하기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시제 체계인 3시제 체계를 인정하고, 양태 의미를 추가적

으로 설명하는 것이 교육문법의 관점에서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구본관 외, 2015:

309).

35) ‘기동상(inchoative)’을 드러내는 ‘-겠-’의 용법은 특정한 서술어와의 결합에서만 나타

난다(예: ‘죽겠다’, ‘알겠다’, ‘모르겠다’, ‘처음 뵙겠습니다.’ 등). 그 결과 이때의 ‘-겠-’

을 ‘공손’ 또는 ‘관용적 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임동훈(2001)은 ‘-겠-’의 기

본 의미인 ‘추측’ 용법으로 해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구본관

외(2015: 329)에 따르면 위의 예시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의미는 ‘과정성’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법의 관점에서는 ‘기동상’의 용법이 일부 서술어와의 결합에서

만 나타나므로 상황중심의 고정 문법 표현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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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36)’, ‘의지’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2.1. 개별 의지 표현의 특성

본 절에서는 개별 의지 표현의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기술문

법37)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문법38) 중심의 의지 표현은 공시

적 관점에서 형태 및 통사적인 제약을 중심으로 기술될 뿐만 아니라 학

습자의 인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결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미

에 관해서는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39). 그러나 학술적 관점으로

접근한 개별 문법은 모어 화자로서의 직관을 중심으로 기술되므로 인식

양상을 비롯하여 사용 양상까지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구어는 문법의 기본 의미뿐만 아니라 언어 사용자와 대화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문어와 비교하여 매우

복잡한 의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의지 표

제로 학습자 인터뷰에서 기동상의 ‘-겠-’의 의미를 매우 다양하게 해석한 바 있다.

36) ‘능력(ability)’의 의미가 드러나는 문맥은 제한적이다. 박재연(2006: 120-124)에서는

‘능력’ 용법을 독립적으로 상정하였으나 연구자마다 해석이 다르다. 예를 들어 박재연

(2006)은 ‘약을 먹으니 이제 좀 살겠다.’의 예문을 ‘능력’으로 분류하였으나 연구자에

따라 ‘추측’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서정수, 1987). 또한 박재연(2006: 123)은 ‘이것이 가

장 큰 문제라고 하겠다.’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로 교체가 가능한

것을 근거로 ‘능력’의 범주를 세웠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를 ‘추측’으로 간주하였고(임

동훈, 2001), 본고에서는 국어학적으로도 추측과 의지뿐만이 아닌 다른 용법으로도 명

확하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문법의 내용으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

단하여 해당 예문과 관련된 용법은 논외로 하였다.

37)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규범문법에 상응하는 용어로 언어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

이 목적이다(고영근 외, 2018: 3).

38) 규범문법에 해당하는 교육문법 중 한국어교육문법을 일컫는다.

기술문법

(≒학문문법, 설명문법) 표준문법

규범문법

(≒처방문법, 실용문법)

생활문법

교육문법(≒학교문법)
국어교육문법

한국어교육문법

<고영근 외(2018: 11)의 문법의 개념과 명칭>

39) 본 절은 기술문법 중심으로 다루었으나 한국어 교재 및 문법서에서 제시한 교육문법

의 내용 중에서 의지 표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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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해석하는 다양한 세부 의미들은 학습자의 문법 선택 기제 인식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기준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1.1. ‘-겠-’류

‘-겠-’은 일반적으로 ‘추측’과 ‘의지’의 의미 특성을 가진다. ‘-겠-’에 관

한 선행 연구는 추측의 기본 의미가 의도의 의미로 확장되는 종합적 견

해(임홍빈, 1980; 장경희, 1995)와 두 가지 의미적 특성을 구분하는 분리

적 견해로 나뉜다(구본관 외 2015; 박재연 2006; 김상경 외 2015; 임동훈

2001; 서정수 1987; 김은경 2015).

본고는 분리적 관점에서 ‘-겠-’의 의지 용법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연

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겠-’이 의도 표현을 나타낼 때

는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가 상정될 때로 한정

된다. 그러나 구본관 외(2015)에 의하면 ‘-겠-’의 일반적인 의도 용법이

확장되면 평서문에서 2·3인칭 주어가 상정될 때에도 주어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40). 반면, 박재연(2006: 124-125)

에서는 2·3인칭 주어가 상정된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는 ‘계획된

미래(expected future)’를 나타내어 발화 상황에서 청자에게 ‘알림’ 기능

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문장이 의문문으로 사용되면 계획

된 미래 용법은 사라지고 의도나 추측 용법으로 해석되므로 이 용법을

‘-겠-’의 특수 용법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평서문과 의문문이 각기

다른 용법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두 문장 모두 주어

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명제의 내용이 시제적으로 ‘미래’, 상

적으로 ‘예정상’, 양태적으로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 초점

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

지식이 요구되는 메타언어적 문법 기술을 최대한 지양하기 위하여 화·청

자 중심의 양태적 해석을 중심으로 의미를 기술하기로 한다.

‘-겠-’은 구어에서 일반적으로 하십시오체와 결합하여 ‘-겠습니다’ 형

40) ‘의도(의지)’의 의미 자체의 속성으로 인해 의지 표현의 인칭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박재연, 200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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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의지 ────────────→ 미래 ──→ 추측

└─→ 능력 ……⤏ 가능성 ───⤴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그림 2] ‘-겠-’의 문법화 경로 (임동훈, 2001)

태로 쓰인다. 이 때문에 ‘-겠-’에 공손성 자질이 있는 것으로 해석(김상

경 외, 2015) 하기도 하지만, 해체와 함께 쓰일 경우 공손성의 자질 없이

의지의 의미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겠-’이 화용적으로 공손성의 의미

자질을 가지게 되는 것은 ‘-겠-’ 자체에서 비롯된 자질이 아닌 상대경어

법의 최상위 등급인 하십시오체에서 생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박재연,

2018). 또한 구어체에서 다음 등급인 해요체, 주체경어법의 선어말어미인

‘-시-’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처럼 ‘-겠-’의 의지

용법은 다른 의지 표현들에 비해서 ‘하십시오체’ 및 ‘-시-’와 결합한 형

태가 자주 쓰인다. 또한 의도의 ‘-겠-’의 의미 자질은 강한 의지41)를 나

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일반론이 존재한다.

임동훈(2001)에서는 ‘-겠-’의 의미를 공시적·통시적42)으로 고찰하여 문

법화(Grammaticalization) 단계의 경로를 제안하였다. 공시적으로 ‘-겠-’

은 추측, 미래, 가능성, 의지 등의 의미가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

서 제안한 문법화 단계의 경로는 다음과 같다.

[그림 2]에 의하면 1단계인 ‘예정43)’의 의미에서 1인칭 주어와 동작주

의 자발성을 나타내는 서술어일 때 ‘의지’의 의미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

41) 선행 연구에서 ‘의도’와 ‘의지’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일반

적으로 ‘의도’를 행위성이 약할 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의지’를 행위성이 강할 때를 지

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김서형, 2012). 그러나 본고에서는 두 의미 자질을 분리하지

않고 ‘의지(volitive)’라는 상위 범주의 정도성으로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김

서형(2012)에서는 ‘volitive'를 ‘의도’로 해석하였고 희망 표현인 ‘-고 싶-(‘want to, I

wish to’)’까지 포괄하여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지’의 범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의도’ 범주를 상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2) 임동훈(2001)에서는 임홍빈(1980)과 달리 ‘-겠-’의 본래 형태가 ‘-게 ᄒᆞ엿-’에서 비롯

되었다고 주장한다.

43) 일반적으로 ‘예정’은 하나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예

정’을 ‘동작주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비과거 상황으로의 방향성).’라는 하나의

의미 자질로 정의하였다. 현대국어에서 ‘예정’의 문법적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문법화 단계가 가장 낮기 때문이다(임동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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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서정수(1987)에서 ‘-겠-’은 화자 자신이 행동주가 될 경우에 일차적으

로 의도(의지)의 의미를 나타낸다. 화자 이외의 주어가 상정되었을 때에

는 화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추측의 의미로 해석된다. 김광현(2004)은 ‘-

겠-’이 3인칭 주어를 취할 때 평서문에서는 추측 용법만 가능하고 간접

인용절의 안긴문장일 경우에만 의지 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서술어가 화자(1인칭 주어)의 사태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44)가 담

보되는 동사일 때 의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공기할 수 있는 동사는

서정수(1987)가 동사의 행동성 자질을 주장한 것과 달리 비행동성의 경

우에도 ‘나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겠다.’와 같이 화자의 사태에 대한 능

동적인 태도가 담보된다면 의지 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김은경(2015)에서는 ‘-겠-’이 3인칭 주어를 취했을 때 ‘추측 및

예정’의 의미를 띤다45). 그러나 2인칭 주어와 의문문의 문장 유형을 취했

을 때에는 ‘의향46)’의 의미를 갖는다.

‘-겠-’의 의지 용법에는 형용사의 결합이 제한된다. 그러나 일부 연구

에서 형용사와 ‘-겠-’의 결합을 추측 용법 외의 다른 용법으로 분류하였

다. 예를 들어 ‘이 물건 좀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를 ‘미래’ 용법(임

동훈, 2001: 117), ‘의도’ 용법(박재연, 2006: 125)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또한 ‘-겠-’의 의지 용법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의 결합이 제한된다. 이

에 대한 예외 문맥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는데, 임홍빈(1998: 242-243)에

서 ‘나는 여기 남아 끝까지 외로운 구도자이겠다.’의 문장에 ‘자기 지배적

[+ self-controllable]’의 자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맥에서는 서술

격 조사 ‘-이다’가 화자의 행위 내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의도’

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나는 여기 남아 끝까지 외로운 구도

44) 임동훈(2001)에서 언급된 화자의 ‘자발성’과 일맥상통한다.

45) 이 예문은 명제 내용의 발생 시간이 발화시와 가깝다는 [+ 즉각성]의 자질에 의해서

‘-겠-’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담화 상황에서 ‘예정’의 의미를 띤

다.

46)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표준국어대사전),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 또는 마음이 향하는 곳(고려대한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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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되겠다.’로 환원할 수 있으므로 의지 표현의 범주에서 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겠-’의 의지 용법은 현재 시제만을 취하며, 과거 시제를 취했을

경우에는 추측 용법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제약의 원인은

‘의지’가 시제적으로 ‘미래’를 내포하기 때문이며, ‘-겠-’의 화·청자 지향성

때문에 수행적 성격이 수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겠-’의 의지 용법의

수행문적 성격으로 인하여 의사소통 상황에서 ‘-겠-’을 사용하게 되면 다

양한 기능을 나타낸다. 특히 ‘하십시오체’와 ‘-겠-’의 결합은 전술했듯이

‘약속’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는 ‘해요체’와 ‘-겠-’이 결합한 의문문은 ‘말

씀 좀 전해주시겠어요?’와 같이 완곡한 요청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의 기능은 청자의 의도(의지)를 묻는 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박재연, 2006: 114-117).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 및 문법서를 추가적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대 한국어는 ‘A/V-겠-’의 추측 표현을 중심으

로 설명하면서, 1인칭 주어와 쓰인 ‘V-겠-’의 경우 화자의 의도 또는 의

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명희 외(2018)에 의하면 ‘-겠’은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겠-’의 관용적

표현을 확장 용법으로서 다루고 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

다.’, ‘모르겠습니다.’가 관용적 표현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제가 만든 김

밥 좀 드시겠어요?’에서 ‘-겠-’의 의문문은 요청문으로 해석되며 ‘-겠-은

공손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임호빈 외(2014: 137-138)는 한국어의 국어학적 문법 범주를 기준으로

문법 형태들을 기술하였다. 그 결과 ‘-겠-’은 ‘시제’ 범주, ‘-(으)ㄹ게’는

‘활용 어미’ 범주에 등에 속하여 의지 표현들을 분산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중 ‘-겠-’은 미래형으로서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2.1.2. ‘-(으)ㄹ 것이-’류

서정수(1987)에서 ‘-(으)ㄹ 것이-’는 화자 자신을 행동자로 상정, 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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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주어를 취할 경우에 1차적으로 추정(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

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 용례를 살펴보면 1인칭 주어를 취할 때 1차적으

로 의지 용법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2·3인칭 주어가 상정되었을 때 1차

적으로 추측 용법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의문문 혹은 간접 인용

절의 안긴문장으로 사용될 때 2차적으로 의지 용법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장채린(2017)에서 ‘-(으)ㄹ 것이-’는 평서문에서 주어로 2·3인칭을 취

하는 경우가 가끔 발견되기 때문에 화자 지향적 양태와 주어 지향적 양

태로 구분하기가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통사적으로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를 사용할 때 주체높임법의 선어말어미 ‘-시-’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의미적으로는 화자가 결심한 시점이 발화하는 시점보다 앞설 때 ‘-(으)

ㄹ 것이-’의 의지 용법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으)ㄹ 것이-’를

무엇을 하고자 미리 생각한 마음 혹은 계획으로 정의되는 ‘의도’로 해석

하였다.

박재연(2018)에서 ‘-(으)ㄹ 것이-’는 ‘예정상(prospective)’의 상적 의미

가 내포되었을 때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어 자리에

[- 유정성]의 사물이 상정된 ‘장롱이 오늘 배달될 거니?’와 같은 문장에

서도 ‘예정상’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으)ㄹ 것이-’가 의지 용법에서 ‘예정상’의 상적 특징47)이 드러난다는

특징은 ‘-더-, -네, -구나, -지, -길래’ 등의 인식 양태 어미와의 결합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따라서 2·3인칭 주어가 상정되었을

때 ‘예정 및 계획’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으)ㄹ 것이-’가 ‘-(으)려고

하-’와 유사하게 ‘주어 지향적 양태’임을 입증한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되는 한국어 문법서에 나타난 ‘-(으)ㄹ 것

이-’의 문법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명희 외(2018: 550)에서 ‘-(으)

ㄹ 것이-’는 화자가 발화하기 이전에 이미 결심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임호빈 외(2014: 137)의 ‘-(으)ㄹ 것이-’은 ‘시제’ 범주에서 다룬다. ‘-

47)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에 예정된 일의 표현이 가능하다(예: 어제 원래 집에 갈 거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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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것이-’는 ‘-겠-’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으)ㄹ 것이-’

는 단순한 미래형으로서 ‘-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화자의 약한 의지

를 나타낸다. 김진호 외(2010: 88-89)에서는 ‘-(으)ㄹ 것이-’는 주어의 계

획 또는 의지를 나타내는 문법으로 다루었다.

2.1.3. ‘-(으)ㄹ게’류

이은희(2015)에 따르면 ‘-(으)ㄹ게’는 문법화 과정을 통해 ‘-(으)ㄹ 것

이다’ → ‘-(으)ㄹ 거다’ → ‘-(으)ㄹ게’로 형태가 변화되었다. ‘-(으)ㄹ게’

가 사용되는 상황은 구어에서 화자의 의지를 완곡하게 표현할 때 사용된

다. 의미적 특징은 의지의 내용이 청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의지를 완

곡하게 표현하므로 청자의 허락을 간접적으로 구한다는 기능적 특징으로

확장된다.

허경행(2011)에서는 화자의 의사 결정 권한이 청자에게 있을 때, 즉 화

자가 청자의 의사를 수용할 때 ‘-(으)ㄹ게’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청

자의 의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령, 부탁, 청유, 제안 등의

선행 발화가 전제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반면, 특정 발화에 대한 대

답이 아닌 시작하는 발화로서 ‘-(으)ㄹ게’를 사용할 때는 화자 본인의 의

지의 실행 여부가 ‘청자의 권한’이라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였

다. ‘-(으)ㄹ게’는 다른 의지 표현과 달리 통사적으로 2인칭 주어 및 의

문문 제약48)이 있다. 의문문 형태가 부재하지만 평서문 자체로 청자의

허락을 구하는 요청 기능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윤진 외(2003)에 의하면 ‘-(으)ㄹ게’는 다음과 같은 통사적 제약을

가진다. 첫째, 1인칭 주어의 평서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둘째, 실현 가

능한 동작동사와만 결합한다. 또한 ‘-(으)ㄹ게’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

48) ‘고객님, 지금 들어 가실게요.’와 같은 발화는 현대 국어에서 구어체로 통용되고 있는

비문법적 문장이다. ‘-(으)ㄹ게’의 1인칭 주어 제약으로 인해 문법적 오류문으로 분류

된다. 언어생태학적으로는 명령문의 ‘-아/어 주세요.’, ‘-(으)세요.’보다 공손성이 높고,

‘-(으)십시오.’보다 거리감이 없는 ‘-실래요?’의 보충 표현으로 ‘-실게요’체가 출현했다

고 분석한다(서민정, 2017). 규범 문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미 실생활에

만연한 구어체이므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고에서도 ‘-(으)실게요’ 형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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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혹은 ‘약속’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화자의 발화는 직접적 혹은 간접

적으로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약속’ 기능의 특성이 강하

기 때문에 화자가 시작하는 발화에서 화자의 의지의 내용이 청자가 원하

지 않는 내용일 때에는 비문이 된다.

‘-(으)ㄹ게’에는 ‘완곡’의 의미 자질이 있어서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청

자에게 알려 청자로 하여금 직접적·간접적 준비를 하게 하는 기능’이 있

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알림’ 기능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종희(2009)

에 따르면 알림 기능은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알림 기능이란 의지 표현에서 상황 혹은 화자의 의도에 따른 수의

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상정하기가 어렵다(박

재연, 2013).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으)ㄹ게’는 초급에서 약속 표현으로 다

뤄지고 있다. ‘-(으)ㄹ래’를 비롯한 상대방의 요청 발화에 대한 수용의 대

답으로 쓰임을 함께 서술하기도 한다. 양명희 외(2018)에서 ‘-(으)ㄹ게’는

화자의 미래의 의지를 나타내며, 특별히 약속을 할 때 사용된다. ‘의지’와

‘약속’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서술한 이유는 ‘저는 비빔밥을 먹을게요.’와

같이 약속의 의미가 배제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으)ㄹ게’의 유사

문법으로 ‘-(으)ㄹ 거예요’를 제시하였는데, ‘-(으)ㄹ게’로 나타나는 화자

의 의지는 청자와 관계가 있지만 ‘-(으)ㄹ 것이-’가 사용된 화자의 의지

는 청자와 무관하다는 특징이 있다.

임호빈 외(2014: 164)에서 ‘-(으)ㄹ게’는 화자가 확인 및 다짐하는 경우

에 쓰이며, 김진호 외(2010: 97-98)는 화자의 의지나 결심을 청자에게 약

속하듯이 표현할 때 ‘-(으)ㄹ게’를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의미적인

특성으로 ‘-(으)ㄹ게’의 구어성과 비격식성을 언급하였다. 유사 문법으로

서 ‘-기로 하-’를 다루었는데 ‘-(으)ㄹ게’는 현재 약속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기로 했-’은 과거에 약속한 내용을 전달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49).

49) 그러나 화·청자가 약속을 하는 현장에서 1인칭 복수 주어 ‘우리’와 ‘-기로 하-’의 현

재형을 사용할 수 있다(예: 우리 반말하기로 해요.). 따라서 ‘-(으)ㄹ게’와 ‘-기로 하-’

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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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으)ㄹ래’류

박재연(2006: 243)은 ‘-(으)ㄹ래’가 ‘-(으)려고 하-’의 융합을 통해 새롭

게 형성된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으)ㄹ래’류를 상정하여 그 안에 ‘-(으)

려고 하-’를 포함시켜 다루었다. 실제로 ‘-(으)ㄹ래’는 ‘-(으)려고 하-’에

서 문법화된 종결어미라는 것이 정론(定論)이지만(이윤진 외, 2003) ‘-

(으)려고 하-’가 진술문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 ‘-(으)ㄹ래’는 수행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으)려고 해.’가 구어체에서 ‘-(으)

ㄹ라고 해.’로 쓰이면서 ‘-(으)ㄹ래’가 파생되었기 때문에 ‘-(으)ㄹ래’는

구어체에서만 쓰인다(박재연, 1998). 이와 같이 ‘-(으)ㄹ래’와 ‘-(으)려고

하-’는 형태·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으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두드

러진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통시적 관점보다는 공시적 관점에서 ‘-(으)

ㄹ래’류와 ‘-(으)려고 하-’류를 분리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박재연(2006)에서는 ‘-(으)ㄹ래’의 특징인 화·청자 지향적 양태(수행적

성격)를 강하게 나타내는 근거로서 ‘-(으)ㄹ래’가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

(화자),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청자)만을 상정할 수 있음을 들었다. ‘-

(으)ㄹ래’가 1인칭 복수 주어 ‘우리’를 상정하였을 때, 평서문에서는 청자

를 배제하고, 의문문에서는 청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뚜껑 좀 열어 줄래?’와 같이 의문문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완곡한

요청을 의미한다. ‘-(으)ㄹ래?’가 사용된 문장을 요청문으로 해석한 이유

는 문장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50)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홍혜란 외(2013)에서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의문형 종결 어미‘-(으)ㄹ

래?51)’의 형태·통사적인 고유 의미로부터 의사소통 기능으로 확장되는

유형을 연구하였다. 2인칭 주어가 상정되는 의문형 종결 어미 ‘-(으)래?’

는 ‘의도(의지)’의 양태 의미라는 기본 속성과 의문문의 고유 속성으로부

50) ‘-(으)ㄹ래’의 화·청자 지향적 성격 때문에 언표내적의미로 해석하면 수행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51) ‘-(으)ㄹ래’의 의문문만을 제한하여 분석한 연구들(홍혜란 외 2013; 허연경 2009; 조

향숙 2010; 박종갑 1986b; 장흔 2014; 김진영 2014 등)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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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출발하여 13가지52)의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

인다. 그러나 ‘-(으)ㄹ래?’에서 비롯한 상황 의미53)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만 공기하는 어휘적 의미를 하나의 기능으로 상정하기도

한다. 가령, ‘제의’ 기능의 경우 ‘의향 물음’ 혹은 ‘제안’ 기능과 미세한 상

황적 차이만을 야기할 뿐 청자의 의지를 묻는다는 동일한 기능으로 간주

할 가능성 및 편의성이 존재한다. ‘죽을래?’와 같은 ‘협박’과 ‘경고’ 기능

의 경우에도 선행 동사의 어휘적 의미54)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여 그 기

준이 모호하다. 이러한 세부 기준은 학습자에게 인지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황혜진(2011)에서 제시한 ‘-(으)ㄹ래’의 형태·통사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 ‘-(으)ㄹ래’는 동작동사와 존재사 ‘있다’와 결합이 가능하며, 능력

부정부사 ‘못’과 결합55)이 불가하며, 시제 선어말어미 ‘-았/었-’, ‘-겠-’과

결합이 불가하며, 1인칭 주어는 평서형, 2인칭 주어는 의문형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으)ㄹ래’의 의미적 특성은 1인칭 주어가 상정되었을 경우에

는 ‘의지’, ‘의도’를 나타내며, 2인칭 주어가 상정되면 ‘부탁’, ‘의도’, ‘제안’,

‘청자의 생각 물음’의 뜻을 가져 1인칭과 2인칭이 사용된 문장을 이분법

적으로 다루었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되는 한국어 문법서를 중심으로 ‘-(으)

ㄹ래’의 문법 기술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명희 외(2018)에서 ‘-(으)

ㄹ래’는 화자가 미래에 할 의지 및 계획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비격식체

구어임을 강조하였다. 유사 문법으로서 ‘-고 싶다’를 제시하여 ‘-(으)ㄹ

52) 의향 물음, 제안, 부탁, 제의, 요구, 명령, 수락, 비난, 책망, 협박, 경고, 시비, 걱정

53) 의문문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로 청자의 언어적 응

답을 요구하는 ‘순수의문문(기본 의미)’, 둘째로 청자의 행위를 통한 응답이 요구되는

‘요청의문문(확장 의미)’, 셋째로 청자의 응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사의문

문(상황 의미)’으로 나뉜다.

54) 홍혜란 외(2013: 307)에서도 특정 어휘 ‘죽다’와 결합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언급하

였다. 또한 김상경 외(2015: 15-16)에서 과장 용법으로 쓰인 ‘죽겠다’의 경우, ‘-겠-’

자체에서 과장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어휘 ‘죽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용법으로 상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55) 의지표현이 ‘못’ 부정소와 결합이 불가능한 이유는 화자 및 주어의 의지와는 무관한

능력과 상황에 의한 능력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면, ‘안’ 부정소는 의지부정부

사로서 화자 및 주어가 행위의 의지를 가지지 않는 의지 부정을 나타내므로 의지표현

과의 결합이 가능하다(구본관 외, 201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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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희망’의 의미를 내포함을 암시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두 문법의 차

이를 ‘개연성56)’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으)ㄹ게’와 달리 ‘-(으)래’는

의지 내용의 초점이 화자에게 있다. 즉, 청자와 관련이 없는 화자만의 의

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으)ㄹ래’에는 ‘-(으)ㄹ게’에서 나타나

는 ‘약속’의 화용적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임호빈 외(2014: 168)는 ‘-(으)ㄹ래’를 화자의 의지 및 생각을 나타내는 문

법으로 다루었고, 김진호 외(2010: 99-101)에서 ‘-(으)ㄹ래’는 화자의 의지

혹은 계획을 나타내는 문법으로 기술하였다. ‘-(으)ㄹ래’의 구어성과 비격

식성을 추가적으로 언급하였다. ‘-(으)ㄹ게요’를 유사 문법으로 상정하였

고 ‘대화의 초점’과 ‘청자의 요청에 대한 대답’을 두 문법의 차이가 유발

되는 지점으로 다루었다. 또한 ‘-(으)ㄹ래’의 의문문 형태인 ‘-(으)ㄹ래?’

를 ‘확인’의 범주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1.5. ‘-(으)려고 하-’류

김예슬(2016)57)에 의하면 ‘-(으)려고 하-’는 ‘의지’ 및 ‘예정’의 의미 자

질을 가지고 있다. ‘-(으)려고 하-’는 작가의 주관적 견해를 전략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적 특성이 있어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는 기사의

한 종류인 특집 기사(feature stories)라는 장르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나

타난다. 필자와 독자의 관계를 화자와 청자로 전환하면 ‘-(으)려고 하-’

는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청자에게 전략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계획58)’ 기능을 수행하는 ‘-(으)려고

하-’를 사용하게 되면 화자의 의지를 청자에게 알려주거나 자신의 의지

를 청자에게 주장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56) ‘-(으)ㄹ래’는 구체적으로 실행할 의지를 표현하는데 반해 ‘-고 싶다’는 실현 가능성

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희망을 나타낸다(양명희 외 2018: 565).

57) 김예슬(2016)은 문어에서 나타나는 의도 표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뉴스 담화와 같

은 공식적인 구어체도 다루고 있어 함께 살펴보았다.

58) 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 또는 그 내용(표준국

어대사전), 그렇게 하기로 미리 마음이나 입장을 정함. 또는 그 내용(고려대한국어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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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열(1993)에서는 연결 어미 ‘-(으)려고’가 의도성, 미래성, 예정성을

함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주어에 유정성이 담보되었을

때 실현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비가 오려고 한다.’와 같이

유정성이 없는 주어가 상정되면 ‘-(으)려고 하-’의 기본 의미인 ‘의도’는

사라지고 ‘추측’ 및 ‘예정’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손세

모돌, 1997)59). ‘-겠-’뿐만 아니라 ‘-(으)ㄹ 것이-’, ‘-(으)려고 하-’에서 주

어에 따라 ‘의지’와 ‘추측’의 의미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임동

훈(2001)에서 제안한 문법화 경로(예정 → 의지 → 추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른 문법 표지와 달리 ‘-(으)려고 하-’는 3인칭 주어가 상정될

때에도 ‘예정60)’ 및 ‘의지’의 문법적 의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

다.

박재연(2006: 93-97)에서는 연결어미 ‘-(으)려고’를 ‘의도’의 양태적 의

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인 ‘-(으)리-’에 어미 ‘-어’가 결합된 형태가 ‘-(으)려고’로 문법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으)려고 하-’는 현대 국어에서 ‘-(으)려고’의 형태 그

대로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으)려고’를 독립적인 종

결어미로 상정하기에는 후행 용언(‘그렇다’, ‘하다’등)을 복원 가능61)하기

59) 김진수(1987)는 이때의 ‘-(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 징후나 조짐으로 해석하였고

(목지선, 2013 재인용), 양수연(2017)에서 징후는 ‘-(으)려고 하-’의 부차적 의미로 보

았다. 반면, 손세모돌(1997: 104-105)은 [+ 변화성]의 의미 자질이 ‘-(으)려고 하-’의

기본 의미인 의도 및 목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무정성 주어를 취하는 ‘-

(으)려고 하-’의 의미에 대한 논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 용법으

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본고의 연구 참여자들은 ‘비가 오려고 해요.’에

서 사용된 ‘-(으)려고 하-’의 의미를 ‘의지’(의인화), ‘추측’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하였

다.

60) 박덕유(1998)는 한국어의 문법상 체계 안에서 ‘예정상’에 포함되는 보조용언으로 ‘-

(으)려고 하다’와 ‘-게 되다’를 상정하였다(허용 외, 2013: 306 재인용). 두 통사적 구

성의 의미 차이는 전자의 경우 주어의 자발적인 예정으로 해석되고, 후자의 경우 상

황적으로 예정되어 주어의 자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으)려고 하-’는 자발

성 자질로 인하여 ‘의지’ 표현으로 다루기에 적합하다.

61) 이종희(2004)에서 후행 용언이 생략된 의문문 ‘-(으)려고?’는 평서문 ‘-(으)려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종결어미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양지

현(2013)에서 현대국어에서 종결어미로 쓰이는 ‘-려고(요)’를 재구하면서, ‘-려 하다’

(중세) → ‘-려 ᄒᆞ고’(18C), ‘-려고’(19C), ‘-려고(요)’(현대)로 문법화 되었다고 주장한

다. 반면, 목지선(2013)에서는 종결어미화된 ‘-(으)려고’는 의심이나 반문의 의미(예:

‘설마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오려고.’)를 나타내기 위해 쓰일 경우만 해당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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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아직 문법화 단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리가 있다(이종

희, 2004). 본고에서는 후행 용언이 생략된 종결어미 ‘-(으)려고’가 구어

에서 빈번하게 쓰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양지현(2013)에서 의도 표현‘-(으)려 하-62)’, ‘-(으)려고(요)’, ‘-(으)려고

하-’의 문법화 과정을 재구하고 각 표현의 의미적·통사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종결어미로 상정한 17세기의 ‘-(으)려고’는 일반적으로 ‘-(으)려고

하-’가 줄어 나타난 형태로 복원하지만, 양지현(2013)은 이전에 연결어미

‘-(으)려 ᄒᆞ고’처럼 쓰이다가 ‘ᄒᆞ’가 줄어드는 문법화 과정63)을 거치면서

종결어미화가 된 것으로 보았다. 후행절이 생략된 종결어미 형태는 행위

정보(옷을 벗다)를 드러내기보다는 행위주의 ‘의도 및 의향’을 드러낸다

는 특징이 있다64). 따라서 ‘-(으)려 하-’는 주어 인칭 제약이 없는 반면,

‘-(으)려고(요)’는 담화 참가자(화·청자)만을 주어로 취할 수 있다. 또한

양지현(2013)에 따르면 ‘나는 커피를 마시려 해요.’는 단순한 행위주의 의

지를 나타내지만, ‘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해요.’의 경우,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으)려고 하-’

는 주어의 의지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우회적이기 때문에65) 행위주의 의

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 및 문법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양명희 외(2018:

436)에서 ‘-(으)려고’는 연결어미 범주 내의 표제어로 제시되었다. 확장

형태로서 구어에서 쓰이는 ‘-(으)ㄹ려고’, ‘-(으)ㄹ려구’, ‘-(으)ㄹ라고’, ‘-

하였다.

62) ‘-(으)려 하-’는 중세시대에 행위주의 ‘의도’나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리-’와 동

작상 동사인 ‘ᄒᆞ다’가 결합한 형태로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예: 저

는 커피를 마시려 합니다.)(양지현, 2013: 56-57). 그러나 ‘저는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

다.’와 의미 차이가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으)려 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63) 양지현(2013: 61-62)은 김태엽(1998)을 인용하여 비종결어미인 ‘-(으)려고 하-’가 후

행절 삭제, 된소리로 실현(‘-ㄹ라꼬’)의 과정을 거쳐 문장 종결 기능을 획득하였다고

설명한다.

64) A: ‘왜 옷을 벗었니?’ B: ‘더워서 씻으려고 옷을 벗었어요.’(행위 정보를 드러냄.)

A: ‘왜 옷을 벗었니?’ B: ‘더워서 씻으려고요.’(행위주의 의도를 드러냄.)

65) 박재연(2006: 95-96)에서 ‘-(으)려고’가 사용된 문장을 원발화자의 말을 인용한 인용

문으로 해석한 것과 관련이 있다(예: 철수는 ‘학교에 가려’고 했다. ⇠ 철수는 ‘(자기

가) 학교에 가리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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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라구’를 제시한 점에서 실제성을 고려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으)려고 하다’의 형태를 어떤 행위를 할 마음, 의향을 나타낼 때 사용

하는 문법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김진호 외(2010: 93-94)에서 ‘-(으)려고 하-’는 주어의 계획 및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며, ‘-(으)려고 했-’ 구성으로 쓰일 때에는 계획했으나

실현되지 않은 상황, 즉 비과거의 의미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일상 회화에서 ‘-(으)ㄹ려고’, ‘-(으)ㄹ려구’, ‘-(으)ㄹ라고’ 등의 비문법적

형태가 사용되고 있음을 언급하여 실제성을 높였다.

민진영·안진명(2011: 122)에서는 ‘-(으)려고 하-’를 ‘-(으)려던 참이-’의

유사 문법으로 제시하였다. 두 문법은 화자의 계획과 의도를 나타내며,

지금 바로의 일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의지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공유한다. 가까운 미래란 발화 후에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를 지나지 않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임을 의미한

다. ‘-(으)려던 참이-’와 달리 ‘-(으)려고 하-’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1.6. ‘-아/어야지’류

최근에는 SNS에 청자가 상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의지를 나타

내기 위한 문법 표현으로 ‘-아/어야지’를 사용하는 경우66)가 있다. 이는

화자가 주어인 1인칭 주어가 상정된 문장에서 의지의 의미를 가지며,

2·3인칭 주어가 상정될 경우에는 당위, 필연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 ‘-

아/어야-’의 의미만이 강조되어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아/어야지’를 ‘-아/어야 하지’의 축약형으로만 설명하기 어려

운 이유는 1인칭 주어가 상정된 문장에서도 의미의 분화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집에 가야 하지. (축약형: 집에 가야지.)’가

당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나는 이제 집에 가야지. (환원 불가능)’는

66) 예: ‘이런 추운 방에 혼자 와서 마지막 2017년을 보내다니.. 영어 공부나 해야지.’, ‘며

칠 전에 먹은 자장면. 이제 참아야지.’(연구자가 수집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SNS

말뭉치 예시)



- 40 -

문법 항목 용법 특징 예문

아/어야지

의지

1) 형태·통사적 특징

- 1인칭 주어 제약

- ‘-아/어야 하지’로 환원 불가능

- ‘요’ 결합 불가능

- 오름조 억양

2) 화용적 특징: 단독적 장면67)

나중에 공부하고

차 사야지.

의무

1) 형태·통사적 특징

- 인칭 제약 없음

- ‘-아/어야 하지’로 환원 가능

- ‘요’ 결합 가능

- 내림조 억양

2) 화용적 특징: 상관적 장면68)

(너는) 사회 경험이

있어야지.

아/어야겠

의지

1) 형태·통사적 특징

- 1인칭 주어 제약

- ‘-아/어야 하겠-’으로 환원 불가능

2) 화용적 특징: 단독적 장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의무

1) 형태·통사적 특징

- 인칭 제약 없음

-‘-아/어야 하겠-’으로 환원 가능

2) 화용적 특징: 상관적 장면

(저는) 말하기를 잘

못해서 남자친구와 같이

열심히 연습해야겠어요.

<표 10> ‘-아/어야지’와 ‘-아/어야겠-’의 특징

화자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므로 ‘-아/어야지’는 ‘-아/어야 하

지’의 축약형이 아닌 독립적인 종결어미로 상정하거나 형태적 제약(환원

가능 여부)에 따른 2가지 의미를 설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임칠성

1996; 김수태 2008). 정리하자면, ‘-아/어야지’는 환원 가능 여부에 따라

서 주어지향성 양태(환원 가능)와 화자지향성 양태(환원 불가능)가 구분

된다. ‘-아/어야지’류에는 의미 분화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아/어야겠-’

이 속하며, 두 문법 항목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67) 구체적 청자가 발화 맥락 내에 존재하지 않을 때를 ‘단독적(單獨的) 장면’이라 일컫

는다(예: 월드컵, 드디어 대단원의 막이 내리다.)(구본관 외, 2015: 286).

68) 구체적 청자가 발화 맥락 내에 존재할 때를 ‘상관적(相關的) 장면’이라 일컫는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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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야 하다’가 맥락에 따라서 ‘의도’의 의미69)를 가질 수 있으나, ‘-

아/어야 하다’의 의도의 의미는 1차적 의미인 당위성에서 파생된 주변

의미로 간주되기도 한다(김서형 2012: 44)70). 그러나 1인칭 주어와 환원

이 불가능한 ‘-아/어야 하- (‘-아/어야-’)’와 ‘-지’의 결합형인 ‘-아/어야

지’는 명백하게 독백체인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본고의 ‘-아

/어야지’는 통시적으로 접근하여 ‘-아/어야 하-’의 의미를 고찰하기 보다

는 환원이 불가능한 최종 결합 형태인 ‘-아/어야지71)’에 집중하여 그 의

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아/어야지’류에 해당하는 ‘-아/어야겠-’은 ‘-어야 하겠-’의

축약형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아/어야’는 선어말어미 ‘-겠-’과 결

합된다는 점에서 종속적 연결어미가 아닌 보조적 연결어미72)로 상정된

다. ‘-아/어야 한다’에 비해서 ‘-아/어야 하겠다’는 ‘-겠-’이 결합됨으로써

비확정적인 서술 태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의 의미

를 분석해 보면 당위성의 비확정성을 드러내면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

는 표현으로 굳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우회적으로 자신의 행동의 당

위나 필연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관습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반면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째, 이 일을 하고자 하는 독백체의 화자의 의지 표현(화자 지향적 해석),

둘째, 이 일을 화자가 해야 한다는 당위나 필연적인 객관적 사실을 서술

본관 외, 2015: 286).

69) 강현화 외(2017: 322)에서도 의무 표현인 ‘-아/어야 하다’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양

한 화행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해당 문법 표현은 청자의 체면 위협과 관련하여

화자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예: A: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갈래?’ B: ‘미안,

나 아르바이트 가야 해.’).

70) 의무·당위 표현은 구어 담화상에서 다양한 화용적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 중 하나가

‘의지’이다. 그 이유는 구어상에서 화자가 행동지시표현을 사용할 때, 담화 참가자의

체면을 손상시키거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완곡히 표현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에서 비롯된 확장의미라고 할 수 있다(안주호, 2009).

71) 김서형(2012: 44)에서도 결합형 ‘-아/어야 하지’가 아닌 독립형의 ‘-아/어야지’는 의도

표현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존 형태소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의도성’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72) ‘-아/어야 하다’는 보조적 연결어미 ‘-어/아야’와 보조동사 ‘하다’가 결합하여 당위의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고영근 외, 2018: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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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표현(주어 지향적 해석)하는 것이다73). 이는 통사적인 제약이 아

닌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임칠성, 1991: 78)74). ‘-아/어

야겠-’에 결합된 선어말어미 ‘-겠-’은 ‘완곡’을 나타내므로 추측 용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75). 그러므로 ‘-아/어야겠-’은 연결어미‘-아/어

야’에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원 가능 여부에 의한 의미 차이에 있

어서 ‘-아/어야지’와 동일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아 ‘-겠-’류가 아닌 ‘-

아/어야지-’류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76).

한편, 박재연(2006: 117-118)에서는 ‘-아/어야겠-’의 ‘-겠-’이 인칭에 따

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아/어야 하겠-’이 1인칭 주어를

취할 때, 화자의 ‘결심’을 나타내어 ‘-겠-’의 ‘의지’ 용법과 더 관련이 있

고, 2·3인칭 주어를 취할 때에는 중의성 없이 ‘추측’ 용법으로 해석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1인칭 주어와 결합할 때 연구자마다 ‘-아/어야겠-’의 ‘-겠-’을

‘의지(의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추측(추정)’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77). 박재연(2004)는 ‘-아/어야겠-’이 1인칭을 취했을 때 상황마다 다

르게 해석되는 이유로 행위 양태(의무)인 ‘-아/어야’와 ‘-겠-’이 결합하면

73) 우언적 형식으로 나타나며 주어 지향성을 띠던 것이 굴절 형식으로 나타나 화·청자

지향성을 띠게 되면 일반적으로 문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주어의 의무

를 나타내는 우언적 형식 ‘-아/어야 하다’가 ‘-아/어야지’, ‘-아/어야겠다’와 같은 복원

이 불가능한 축약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1인칭 주어인 화자의 의지의 의미를 띠면서

문법화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소흔, 2017: 131).

74) ‘-아/어야지’류는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미로서 어조에 따라 문법의 의미가 달

라지기 때문에 어조의 기능 부담량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아/어야지’의 의지 용법

은 일반적으로 오름조 억양을 가지는 것과 달리 ‘-아/어야겠-’의 의지 용법은 어조만

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75) 그러나 ‘-겠-’의 ‘완곡’의 의미는 명제 내용이 과거 및 현재인 경우에는 ‘-겠-’을 제

거한 문장과의 비교에서 간접성이 확인되므로(예: ‘우산도 있겠다. (비가 와도 무슨

걱정이야?)’, ‘우산도 있다.’) 독립적인 용법으로 상정할 수도 있으나,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 미정성]으로 인하여 ‘추측’ 용법과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김광현, 2004: 55-57).

76) 그러나 김서형(2012)에서는 ‘-아/어야겠다’류를 ‘-아/어야지’류와 구분하였다. 그 이유는

의무의 ‘-아/어야 하다’와 ‘-겠다’가 결합하여 의도성을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

어야지’가 아닌 ‘-겠다’와의 의미 차이 비교로 인하여 독립적인 항목으로 설정한 것이

다.

77) 김상경·장은경(2015: 14-15)에서는 ‘-겠-’의 용법을 ‘공손’, ‘의도’, ‘가능’, ‘추측’, ‘확인’,

‘능력’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다른 형태소와 결합한 형태인 ‘-아/어야겠다’는 제외하였

으므로 ‘-아/어야겠다’에 나타난 ‘-겠-’에 의미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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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미의 ‘합류(merger)78)’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아/어야

겠-’의 ‘-겠-’을 ‘추측’의 용법으로 해석하였고, ‘추측’ 용법에서 확장된

‘완곡79)’의 의미를 통해 ‘의무’의 의미가 희석되어 ‘강한 의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어야겠-’을 의지 표현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힌

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아/어야지’류는 <표 10>의 의지 용법에

한정된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재 및 문법서에 기술된 ‘-아/어야지’류의 특징을 살

펴보자. 이화여대 한국어 교재에서는 ‘-아/어야겠-’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80)으로 기술하였다. 문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으로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여 ‘추워서 목도리하고 장갑을 사야겠어요.’와 같이 화자가 직접

해결할 의지를 드러내는 문장을 스스로 생성하게끔 구성하였다.

민진영 외(2011: 127-129)에서는 결심과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의 일종

으로 ‘-아/어야지요’를 제시하고 있다. 화자가 자기 자신과의 약속 혹은

결심 및 의지를 나타낼 때81) ‘-아/어야지(요)’를 사용하며, 혼자만의 생각

이나 독백을 할 경우82)에는 반말체인 ‘-아/어야지’를 사용함을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 ‘-아/어야지(요)’의 당위 및 의무 용법은 부수적으로

78) 합류는 두 개 이상의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결합할 때, 더 강한 양태 의미의

간섭으로 인해 다른 문법 요소의 양태 의미가 인식 양태 혹은 행위 양태 중 하나로

확실시 되지 못한 채 미분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어야겠-’에

서 행위 양태인 ‘-아/어야’로 인해 ‘-겠-’은 추측과 의지의 의미가 미정된 채로 남아

있는 양상을 보인다(박재연, 2004: 117-119).

79) 국립국어원(2005)의 ‘-아/어야겠-’의 기술 내용에 의하면, ‘-겠-’은 ‘완곡’, 즉 ‘추측’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제어 ‘-겠-’에 대한 용법 중 ‘완곡’ 용법에

서 ‘-아/어야겠-’의 용례를 찾을 수 있는데(예: ‘이 일은 선생님이 하셔야 되겠네요(하

셔야겠네요.).’), 완곡 용법은 화자가 청자 혹은 3인칭 주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

심스럽게 말할 때 사용된다. 그러므로 ‘-아/어야겠-’은 ‘-겠-’의 완곡 용법에 의해서

주어(청자 및 3인칭 주어)의 의무에 대해 화자가 우회적으로 말할 때 사용됨을 확인

할 수 있다.

80) “-아/어야겠- is used to express a strong will for an action to take place(이화한

국어 2-2 영어판, 2015: 110).”

81) “-아/어야지(요) is used when the speaker is making a promise to oneself, making

a decision to do something, or simply expressing such an intention(민진영 외,

2011: 127).”

82) “informal form -아/어야지 is also used when thinking or speaking to oneself(민진

영 외, 2011: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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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립국어원(2005: 537-539)에서 ‘-아/어야지’는 용언에 붙어 화자의 의

지 혹은 청자에게 권유 및 동의를 구할 때 사용되는 종결어미로 다룬다.

첫 번째로 화자의 결심 및 의지 용법83)을 제시하였으며, 청자가 상정될

때뿐만 아니라 스스로 다짐하거나 혼잣말을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고

기술하였다.

김진호 외(2010: 103)에서는 ‘계획’의 범주에 ‘-아/어야지’와 ‘-아/어야

겠-’을 개별적으로 포함시켰으나 두 문법 모두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

낸다고 기술하였다. ‘-아/어야지’는 혼잣말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아/어야겠-’은 꼭 해야 하는 것, 즉 의지 내

용의 당위성을 함께 제시하여 의무 용법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2.1.7. ‘-기로 하-’류

김예슬(2016)에 의하면 ‘-기로 하-’는 뉴스 매체에서 정형화된 형태로

서 사용된다. ‘-기로 하-’는 ‘문어성’, ‘공식성’, ‘정보성’의 화용적 자질을

가지는데, 정보성으로 인하여 ‘-기로 했-’의 형태로 발화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기로 하-’가 결합되면 필자의 의견

이 배제되어 객관성을 유지한 채 명제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로 했-’은 객관성을 중시하는 뉴스 매체에서 전형성을 띠게 되었다.

‘-기로 하-’ 구성은 주체의 사역 의도를 나타내며(김인택, 1988), 미정

의 사태에 대한 행위주의 결정 내용을 포함하여 앞으로 실현할 행위의

방향을 드러내는 구문이다(이관희, 2012). 이관희(2012)는 기사문을 분석

하였기 때문에 3인칭 주어의 의지, 즉 주어 지향성을 나타내는 ‘-기로

하-’ 구문을 주로 다루었다. ‘결심하다’, ‘결정하다’, ‘약속하다’ 등의 서술

어와 공기하는 종속적 연결어미 ‘-기로’와는 달리 통사적 구성인 ‘-기로

83) 두 번째 용법에서 ‘-아/어야 하지’로 환원이 가능한 경우를 기술하고 있는데, 청자

혹은 타인이 해야 하는 의무(당위성)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부드럽게 나타내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있다. 완곡의 의미는 ‘-지’에 의해서 추가되는 것으로 ‘-아야 하다’와의

강도 차이를 논하고 있다(예: ‘몸이 안 좋으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지.’, ‘몸이 안 좋

으면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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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그 사이에 다른 문장성분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로 하

-’ 구성에서 ‘하다’는 전술한 구체적인 동사들의 대동사로 쓰인 것이 아

닌, 이미 하나의 단위로 문법화된 형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양수연(2017)에서는 ‘-기로 하-’와 ‘-기로 했-’을 각각 독립적으로 다루

었다. 전자의 경우 약속을 정한 시점과 발화하는 시점이 동일하고, 1인칭

복수 주어인 ‘우리’만을 사용하여 담화 상황에서 약속하기 및 제안하기

기능을 실현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약속을 정한 시점이 발화 시점

보다 앞서며 청자에게 주어가 다른 사람과 약속한 행위를 전달하기 때문

에 담화 상황에서 거절하기 기능이 실현된다. 또한 평서문에서는 장형부

정문의 성립이 부자연스러우며, ‘내년에 미국에 가기로 하지 않았어?’와

같이 청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확인의문문으로 쓰일 때 자연스럽게 들린

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문법서를 중심으로 ‘-기로

하-’의 문법적 기술을 살펴보겠다. 양명희 외(2018)에서 표제어인 ‘-기로

했다’는 어떤 행위를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반면, ‘-

기로 하다’는 청자에게 제안 및 약속을 할 때 사용하며, 제안 표현으로서

‘-아/어요’와 화행이 동일하다. 또한 ‘-기로 하-’의 약속의 의미로 인해

‘-(으)ㄹ게’를 유사 문법으로 다루었다. ‘-기로 했다’는 상대방과 이미 정

한 약속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지만, ‘-(으)ㄹ게’는 ‘-기로 하다’와

같이 약속을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양명희 외(2018)를 제외한 다른 문법서 및 교재에서는 표제어

로 ‘-기로 하다’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로 했어요’ 형태만을 제

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임호빈 외(2014: 224)에서 ‘-기로 했어요’는

결과적으로 선택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발화 이

전에 결심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김진호 외(2010: 95-96)에서 ‘-기로 하-’는 주어 혼자만의 결심이나 다

른 사람과 약속한 내용을 다시 말할 때 사용된다. ‘-기로 했-’의 예문만

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로 하-’ 형태로 약속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다루지 않았다. 보조동사 ‘하다’ 이외에 ‘약속하다’, ‘결정하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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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결심하다’, ‘작정하다’, ‘마음먹다’, ‘다짐하다’ 등의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동사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기로 하-’가 사용되는 화용

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8. ‘-고자 하-’류

손세모돌(1997: 94)에 의하면 ‘-고자’는 중세국어에서 ‘의지’와 ‘희망’의

의미로 모두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고자 하-’는 ‘-고 싶-’과

의 의미 경쟁에서 뒤진 결과 ‘희망’ 용법이 사어화되고 ‘의지’ 용법만이

남아있다. 따라서 ‘-고자 하-’를 의지 표현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으나,

통시적으로 여전히 ‘희망’의 의미가 남아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예슬(2016)에 의하면 ‘-고자 하-’에는 ‘의지’, ‘희망’의 의미적 자질,

‘구어성’과 ‘공식성’의 화용적 자질이 있다. 특히, 1인칭 주어와의 결합 경

향성이 높으며, 종결어미 ‘-ㄴ다’와 결합하여 ‘알림’ 기능을 수행한다. ‘-

고자 하-’는 다른 의지 표현에 비해서 필자의 주관성을 완화시켜 객관성

을 나타낸다. 또한 3인칭 주어와 결합하여 주어의 동작 및 상태를 진술

하는 데에 사용되어 주어 지향성도 나타난다. 반면, 종속적 연결어미 ‘-

고자’에는 ‘욕망, 희망’의 의미가 포함되므로 특정 상황에서는 더 주관적

인 의지 표현이 되기도 한다.

윤평현(1989)에 의하면 연결어미 ‘-고자84)’는 ‘-(으)려고’와 비교했을

때,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양태적 의미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1인칭 주

어, ‘-고자 하-’와 ‘-ㄴ다’가 결합한 문장에서 객관성이 드러나는 것은 ‘-

고자 하-’의 고유 의미라기보다는 직설법 ‘-ㄴ다’에서 발생하는 특성85)으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양수연(2017)에서는 ‘-고자 하-’와 ‘-고자 했-’을 각각 독립적으

로 다루었다. 전자는 주어의 의도가 현재에 있음을 나타내며, 후자는 과

84) 우언적 구성인 ‘-고자 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결어미 ‘-고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 중에서 ‘-고자 하-’의 예문을 다루는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85) 직설법은 현실적이거나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양태서법의 일종인 서실법(fact-mood)

에 해당하며 해라체의 평서문, 하십시오체의 평서문에서 나타난다(고영근 외, 2018: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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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있었음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선행 용언의 실현 여부

는 ‘비실현’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도 표현의 비과거성

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고자 하-’는 일반적으로 문어로 사용되

거나, 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공식적인 상황이라는 장르성이 수반되며

‘하십시오체’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되는 문법서를 중심으로 ‘-고자 하-’의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명희 외(2018)에서 ‘-(으)려고 하다’의 유사

문법으로서 ‘-고자 하다’를 제시하였다. ‘-(으)려고 하다’의 문법 기술에

서는 목적과 의도만을 제시했으나, ‘-고자 하다’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희

망’의 의미 차이를 포착하였다. 두 문법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공식

성86)과 문어성을 들 수 있다. 또한, ‘-고자 하다’는 ‘-(으)려고 하다’와 달

리 서술문 ‘-(느)ㄴ다’와 하십시오체인 ‘-(스)ㅂ니다’를 함께 취할 수 있

음을 제시하였다.

임호빈 외(2014: 180)는 ‘-고자 하-’를 행위에 대한 내적인 의도 및 희

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술하였으며, 김진호 외(2010: 108)는 계획의

범주에서 다루었다. ‘-고자 하-’를 주어의 계획 및 의지를 표현하는 문법

으로 기술하였다. ‘-고자 하-’의 화용적 특징으로서 문어성과 격식성을

언급하였다. 유사 문법으로 ‘-(으)려고 하-’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설

명을 생략하고 있어 두 문법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민진영 외(2011: 117)에서는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 및 의사소통 기능

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이다. 분류 기준에 의해 한 가지 범주로서

다루는 의지 표현은 ‘결심과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으로 정의

하였다. 의지 표현에 속하는 ‘-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며 주로

연설이나 보고문과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구어 및 문어로 사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86) ‘-고자’는 격식체, 연설 및 보고와 같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구어로 쓰이며, 글에서 많

이 사용된다(양명희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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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지 표현에 관여하는 선택 기제

강현화 외(2010: 406-409)는 담화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87)(화행)

를 한국어 학습자에게 교육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의 대두와 함께 기능 교육의 필요성을 표방했던 기존의 움직임과 달

리, 개별 담화 상황에서 선택되는 특정한 문법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기

능 교육을 문법 연구로부터 확장된 것으로 보는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

을 제기하였다.

이해영 외(2018)는 한국어교육에서 교육문법을 문법론적 차원에서만

다루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특정 담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

는 문법 형태가 가지고 있는 화용적 의미를 그라이스(Grice, 1975)의 ‘고

정함축88)’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즉, 언어 사용자가 관습적으로 사용

하는 문법 형태는 어휘적 의미(문법적 의미)뿐만 아니라 화용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관희(2012)는 학습 단계에서 텍스트에 내재한 문법의 의미 및 기능

을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 담화 상황에서 텍스트를 수용

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단

순히 문법의 형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자의 의도를 해

석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자는 것인데, 특정 담화 상황에서 특정 문

법을 사용하는 현상은 발화자가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문법 표현을 선택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한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양태 어미를 연구한 박재연(2004)은

연역적 방법으로 한국어의 양태를 체계화하였다. 연역적 방법이란 먼저

양태의 하위 의미 영역의 체계를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후에, 한국어

의 양태 어미들을 분석하여 하위 의미 영역의 체계내로 포함시키는 방법

이다. 예를 들어 ‘-(으)ㄹ래’의 경우 어미 자체의 고유 의미는 1인칭 화

87) 담화 차원에서 화행(Speech Act)은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 규칙(문법)’으로 나타

난다(강현화 외, 2010).

88) 언어 형태가 가지는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함축이 고정적으로 발현된다는 뜻. 상황

마다 유동적으로 해석되는 ‘대화함축’과는 다르게 언어 형태의 고유 속성이다(이해영

외, 201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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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지이지만 의문문으로 사용되면 담화 상황에서 청자에게 완곡한

요청89)이라는 하위 의미를 실현하기도 한다. 기능 중심의 문법 교육에서

는 ‘-(으)ㄹ래’의 하위 의미인 요청 기능을 중심으로 문법을 설명한다.

반면, 의미 중심의 문법 교육에서는 ‘-(으)ㄹ래’의 고유 의미인 의지를

중심으로 문법을 교육한다.

본고에서는 박재연(2004)이 다룬 문법 형태의 근본적인 고유 의미를

문법적 의미로 상정하고, 하위 의미인 의사소통 기능을 문법적 의미에서

확장된 화용적 의미로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서술 방법은 학습

자의 인지 구조를 활성화시켜 문법의 이해를 돕고, 기능 중심 교수요목

의 단점인 학습자의 인지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의지 표현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체계화를 시도하였다90). ‘의지’는 행위 양태를 근간으로 하는

의미로서 문장 내에서 명제 내용91)인 ‘주어의 행위’를 다룬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담화 상황에서는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행위 내용에 대한 화자 및 주어(동작주)의 판단이 함의된다. 이때 화자가

행위 내용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의미들을 분석하여 문법 선택

기제의 근거로 마련하였다. 화자가 의지 내용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

는 의미적 특성들은 ‘정도성’, ‘현장성’, ‘즉각성’, ‘자발성’, ‘개연성’으로 세

분화 된다.

다음으로 의지 표현은 주로 대화 상황에서 사용되므로 화·청자와의 관

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화자는 화·청자의

관계에 따라 ‘공손성’을 실현하기 위한 문법을 선택하게 된다. 화·청자와

의 관계 이외에도 담화 상황이 표상하는 장르의 전형성에 따라 대화 참

여자는 의지 표현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언어 사

89) 홍혜란 외(2013: 304)에 의하면 의문문 ‘-(으)ㄹ래?’의 의사소통 기능에는 화자가 청

자에게 ‘부탁’하는 기능이 있다(예: 이거 장욱한테 좀 전해줄래?).

90)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법 선택 규칙을 교육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은 개별 문형의 의미·기능 범주를 체계화하는 것이다(강현화 외, 2010: 406).

91)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의미하는 양태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한정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양태의 적용 대상은 명제 전체이며 명제 내용은 인식 양태가 작용하

는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와 행위 양태가 작용하는 ‘행위 내용으로서의 명제’로 구

분된다(박재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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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단위 세부 관여 의미(문법 선택 기제)

문법적 의미 정도성, 현장성, 즉각성, 자발성, 개연성

화용적 의미 공손성, 격식성, 문어성

<표 11>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의지 표현의 선택 기제 체계

담화 상황 ⇨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
⇨ 선택 ⇨ 발화

화자 의도:

[+ 즉각성]

[± 정도성]

[± 현장성]

[± 즉각성]

[± 자발성]

[± 개연성]

[± 공손성]

[± 공식성]

[±즉각성]

[+ 즉각성]

-겠-

-(으)ㄹ게

[− 즉각성]

-(으)ㄹ 것이-

-기로 하-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림 3] 문법 선택 기제의 실현 과정 예시

용역과 관련한 화용적 의미를 문법 선택 기제로서 다루었다. 의지 표현

의 선택에 있어서 관여하는 장르적인 의미는 ‘격식성’과 ‘문어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의지 표현에 관여하는 세부적 의미는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로 대범주화할 수 있으며,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

에 포함되는 세부 관여 의미는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분류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 8개류 전체가 <표 11>에서 상정한 모든

세부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별 문법 항목은 거시적으로

‘의지’의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며, 세부 의미는 각 문법 항목들이 복합적

으로 공유하는 양상을 띤다. 동일한 의미 범주 내에서 문법을 선택하는

요인이 되는 ‘문법 선택 기제92)’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92) ‘문법 선택 기제’는 박민신(2018: 62)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랭게커(Langacker, 2008)

에 의하면 언어의 ‘의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해석’하는 특정

한 방식으로 실현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인지적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데, ‘기제

(mechanism 또는 reaction)’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작용이나 원리를

일컫는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의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언어의 사용 방식은 개인

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해석, 즉 인지적 기제가 개인마다 다르게 작동하

기 때문이다(박민신, 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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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화자가 동일하게 ‘-(으)려고 하-’를 선택하였을지라도 한 화

자는 [- 현장성]으로 인해, 다른 화자는 [개연성 낮음]으로 인해 선택하

였을 수도 있으며, 두 의미를 모두 드러내기 위해 선택하였을 수도 있다.

이처럼 한 문법 항목이 선택되는 과정에는 다양한 의미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문법 선택’이라는 현상은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표상

하기 때문에 연구자들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개념적 정의

는 상이하다.

먼저 라슨-프리만(Larsen-Freeman, 2009)과 박동호(2007)는 문법교육

이라는 큰 틀에서 상황, 의미, 문법의 3차원을 전제로 하여 라슨-프리만

은 ‘의미’와 ‘문법’, 박동호는 ‘상황’과 ‘문법’을 일대일 관계로 다룬 바가

있다. 미시적으로 접근한 홍혜란 외(2013)는 문법 항목 ‘-(으)ㄹ래?’에 내

포된 13가지 의미·기능 중에서 화자가 한 가지 의미·기능을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의미 선택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문법’과 ‘의미’를 일대다 관

계로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법 선택을 다룬 연구로는 이해영 외(2018)

와 박민신(2018)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전자는 ‘공손성’의 화용적 의미

를 세분화하고, 각 세부 의미를 실현시키는 다양한 문법 항목을 기술하

였다. 후자는 ‘이유’ 표현이라는 범주 내에 관여하는 세부 의미(용법)들과

문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강조함으로써 문법과 의미를 다대

다의 관계로 해석한 바가 있다93).

본고는 거시적으로 문법과 의미의 복잡한 양상을 총체적으로 다루면

서, 문법을 선택하는 의미적 기제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해영 외(2018)

<의미 범주 기반 문법의 교육적 위상> (박민신, 2018: 62)93)

의지 범주에 속하는 개별 이

유 표현들의 세부 의미(용법)

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강조하

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

신의 발화 의도에 따라 문법

선택 기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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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박민신(2018)의 접근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

서 지금까지 의지 범주 내의 개별 문법의 형태·통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의지 범주 내의 세부 의미 기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2.1. 문법적 의미에 따른 분류

국어학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의 양태적 의미는 문법적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문법적 의미란 문장 층위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의미를 가리킨

다. 반면, 대화 상황에서 화·청자 중심적으로 선택되는 문법적 장치는 화

용적 의미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상대높임법 어미의 경우는 문법적 의

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겠-’의 경우, ‘제가 하겠습니다.’와 ‘제

가 하겠어요.’에서 ‘-겠-’으로 인해 실현되는 [+ 현장성]94)의 의미는 문법

적 의미로 분류되며, ‘-습니다’로 인해 실현되는 [공손성 높음]의 의미는

화용적 의미로 분류된다.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의지 표현의 세부 문법적 의미인

정도성, 현장성, 즉각성, 자발성, 개연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95).

2.2.1.1. 정도성(Degree of intention)

박숙영(2006)은 한국어 의지 표현 4가지(‘-겠-, -(으)ㄹ 것이-, -(으)ㄹ

게, -(으)ㄹ래’)의 의지의 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의지 정도성(Degree

of Int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요체로 화계를 일치시키고 동

일한 동작동사를 결합시키는 등 의지 표현 외의 다른 조건을 모두 동일

하게 하여 정도성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방식은 조작적 조건화

를 통해 의지 강도의 순서를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예문의 실제

94)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 기제인 [± 현장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Ⅱ장 2.2.1.2

절을 참고하라.

95) 본고의 의미 기술 방법은 성분 분석 이론에 기초한 변별적 자질의 기술 방법을 따른

다. 의미의 성분 분석은 단어의 의미를 더 세부적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는 접근법에

기초한다(구본관 외, 20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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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김은경(2015)에서는 ‘-겠-’과 ‘-(으)ㄹ 것이-’가 1인칭 주어 평서문에서

‘의지 및 확신’ 또는 ‘주관적 소신’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확신’, ‘소신’과

같은 용어 해석에서 강한 의지의 의미를 드러내었다.

이윤진 외(2003: 187-188)에서 의지 용법의 ‘-겠-’은 화자가 청자의 허

락 또는 판단을 고려하기 때문에 ‘약한 의지’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 반면 ‘-(으)ㄹ 것이-’는 청자의 선택 또는 판단을 배제하기 때문

에 ‘강한 의지’의 특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겠-’이 의지

표현 중에서 강도가 제일 높은 문법으로 해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박

숙영, 2006: 31-32). 이처럼 각 상황마다 또는 화자에 따라서 의지 정도

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의지의 정도성을 측정하는 요

소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정수(1987)에서 ‘-(으)ㄹ 것이-’는 ‘기필성’을 띤 특수한 상황에

서 의지 용법이 잘 드러난다고 하였다. ‘-(으)ㄹ 것이-’는 ‘꼭, 기어이, 반

드시’와 같은 기필성의 양태 부사가 결합할 때는 의지를 나타내고, ‘아마’

등의 불확실성의 양태 부사가 결합할 때는 추측을 나타낸다. 따라서 ‘-

(으)ㄹ 것이-’의 의지 용법이 기필성의 양태 부사와 공기하는 경향성을

근거로 하여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진호(2010)에서는 ‘-아/어야지’를 ‘화자의 강한 의지나 결심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서술하였으며, 독백체를 중심으로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화용적 의미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아/어야겠어(요)’는 화자의

강한 의지 및 결심을 나타내는 문법으로 기술하였다.

김종예(2015)는 기존의 연구에서 의도의 정도를 다룬 내용을 정리한

후, <표 12>와 같이 연속체를 상정하여 교육 시 명시적으로 설명할 것

을 제안한 바 있다.

강ß───────────────────────────────────à약

‘-겠-, -(으)ㄹ 것이-, -(으)ㄹ래, -(으)ㄹ게’ ⟩ ‘-(으)려고 하-’ ⟩ ‘-(으)ㄹ까 하-’

<표 12> 의도의 정도성 연속체 (김종예, 201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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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표현 정도성 예문

‘-겠-’ 높음 올해에는 열심히 공부하겠어.

‘-(으)ㄹ 것이-’ 높음 이번에는 꼭 열심히 공부할 거야.

‘-(으)ㄹ게’ 낮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으)ㄹ래’ 높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래요.

‘-(으)려고 하-’ 낮음 이번에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

‘-아/어야지’ 높음 올해에는 꼭 열심히 공부해야지.

<표 13> 정도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

의지 정도성 높음 낮음

의미 구조

[그림 4]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정도성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지의 정도성은 개인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상대적

인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의지 표현의 정도성을 일직선상에서 측

정하는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장채린, 2017: 15).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의지 표현 문법에서 ‘정도성’의 세

부 의미를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의지의 정도

성과 관련하여 다룬 문법 항목들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다음의 [그림 4]은 정도성을 기준으로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를 도식으

로 나타낸 것이다. 각 의지 표현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의지의

정도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의미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음을 나타낸다.

정도성에 따라서 ‘강한 의지’와 ‘약한 의지’로 구체화하고 있으나 의지

의 강도(intensity)(박숙영, 2006: 21)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개인마다 강도를 해석하는 개념적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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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이 떨어지는 지점이 존재한다. 문법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추상적

이고 복잡한 경우에는 더 세부적인 의미 자질로 분해할 수 있다(박재연,

2019: 135). 전술한 박숙영(2006)에서 의지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기제로서 ‘확신성’, ‘일방성’, ‘결정권’, ‘명령에 대한 대답’, ‘의지 부사어와

의 결합96)’을 독립적으로 설정하여 강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정도성’의

기제가 언어 사용자의 직관에서 원형 의미97)의 지위에 있지 않을 가능

성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복잡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와 한

국어 교재 및 문법서에서는 의지의 정도성의 기제를 공통적으로 언급하

고 있다. 따라서 정도성은 의지 범주 내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세부

의미 기제로서 간주되며, 언어 사용자의 직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미가

구조화되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2.1.2. 현장성(Resolution time)

의지 표현의 현장성은 특히 시제의 관점에서 ‘발화시’가 발생하는 담화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박재연(2018: 140-141)에서 의도 용법의

‘-겠-’은 발화 현장에서 가지게 된 화자의 의도, ‘-(으)ㄹ 것이-’는 발화

현장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따라서 두 문법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제로서 ‘현장성(Resolution

time)’을 상정한 바 있다98).

세부 기제 의미

확신성(단정성) 화자가 내부적인 단정이나 확신을 가지는 정도

일방성 화자가 청자의 판단을 배려하는 정도

결정권 의지의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 화자인지 청자인지의 여부

명령형에 대한 대답 청자의 명령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이 가능한 정도

의지 부사어와의 결합
‘반드시, 기필코, 기어이, 꼭, 틀림없이, 다시는, 절대’와 같은 양태

부사어와의 결합 가능성

<박숙영(2009)의 의지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기제>

96)

97) 언어 내에서 특정 의미 범주는 경계가 불분명(fuzzy boundary)하다. 언어마다 또는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때 범주화된 의미 내의 구성 요소는

더 중심적이거나 덜 중심적이다. 원형 의미(prototypicality)는 언어 사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의미이며, 주변 의미는 원형 의미와 비유적으로 연관된 의미이다

(Littlemore, 김주식 외 역, 2012: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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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가 먼저 한 발화에 대해서 화자의 결심이 현장성을 띨 때 [± 현장

성]의 기제가 작용한다는 논의는 장채린(2017: 17-18)과 강현화 외(2017)

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겠-(will V)’과 ‘-(으)ㄹ 것이-(be going to

V)’의 의미 자질은 발화시와 화자의 미래 인식(결심하는 때)의 거리 차

이로 인해 선택된다. ‘will V’은 결심시99)와 발화시가 일치할 때, ‘be

going to V’는 결심시가 발화시보다 빠를 때 사용한다는 점에서 결심시

와 발화시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일반적으로 ‘-겠-’과 ‘-(으)ㄹ게’가 대

치가 가능한 것은 [+ 현장성]의 의미 자질로 인한 현상이며, ‘-(으)ㄹ래’

도 결심시의 현장성을 함의한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 현장성]의 자질

은 청자의 요청 및 권고를 듣고 바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으

로 활용되기도 한다. 잘못을 하기 전에 이미 결심한 것을 그대로 드러낸

다면 결심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손성의 자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100).

김은숙(2010: 218)은 ‘-(으)ㄹ 것이-’와 ‘-(으)ㄹ게’의 의미를 결심시와

발화시의 간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으)ㄹ게’는 결심시와

발화시의 간격이 없는 반면, ‘-(으)ㄹ 것이-’는 결심시와 발화시의 간격

98) 그러나 ‘-겠습니다’, ‘-(으)ㄹ 것입니다’ 또는 ‘-겠니?’, ‘-(으)ㄹ 거니?’와 같이 다른 종

결어미가 결합하였을 때에 ‘현장성’의 의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겠습니다’에서 이전 형태인 ‘겠’과 ‘습니다’가 결합하면서 비합성적 해석이 발생

하여 ‘의지’의 의미에 ‘약속’의 의미 성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박재연, 2018:

141-142).

99)

예) 가: 선생님, 지금 50분인데요.

나: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10분 쉬겠습니다.

예) 가: 너는졸업후에무슨일을할지계획이있어?

나: 난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할 거야.

[그림 5] 결심시와 발화시의 개념 (장채린, 2017)

100) 장채린(2017: 18-20)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다른 관점(이윤진 외 2003; 김

상경 외 2015; 박재연 2018)의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생님, 다음부터 지각하

지 않을 것입니다.’를 사용하여 [- 현장성]을 띠게 되면 잘못이 발생한 현장에서 선생

님(청자)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내포되므로 [공손성 낮음]이 발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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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즉, ‘-(으)ㄹ 것이-’는 결심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는 의미

를 내포하기 때문에 ‘예정’의 의미를 띠기도 한다. 또한 ‘-(으)ㄹ 것이-’

는 ‘-(으)려고 하-’와 [- 현장성]의 의미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사 문법

으로 다룰 수 있다.

이윤진 외(2003: 200)에 의하면 결심시의 현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

우, 화자의 계획이 청자와 무관하다는 의미가 내포된다. 이 내포 의미로

인해 화자는 [- 현장성]의 의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언제 올 거예요?’에

대해 ‘내일 갈 거예요.’로 대답한다면 발화시 이전에 결심하였으므로 청

자와 무관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반면, ‘내일 갈게요.’라고 답한다면

‘-(으)ㄹ게’가 가지는 결심시의 현장성으로 인해 화자가 자신의 계획을

청자에게 알리는 기능, 청자의 허락 또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구하는 기

능, 청자에게 확신 또는 약속하는 기능이 모두 실현된다. 김상경 외

(2015)에서도 의도의 ‘-겠-’은 발화시점에서 결정되어 청자의 의사를 포

괄하며, ‘-(으)ㄹ 것이-’는 발화시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청자의 의사와

무관한 의도를 나타낸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한편, 박재연(2018)은 ‘-겠-’이 1인칭 주어 평서문에서 ‘하십시오체’와

결합하였을 때 또는 2인칭 주어 의문문에서 사용되었을 때에만 결심시의

[+ 현장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으)ㄹ 것이-’는 후행하는 어

말어미와 상관없이 화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의도, 즉 결심시의 [- 현장

성]이 고정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으)ㄹ 것이-’는 화자의 의지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화자 자신의 의지만을 드러낸다

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으)ㄹ 것이-’가 의문문에서 청자의 이미 결정

된 의지에 대해 물을 때는 정문이 되지만, 청자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의지에 대한 질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므로 ‘-(으)ㄹ 것이

-’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문문을 사용한 ‘요청’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지금까지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현장성’의 의미가 작용하는 의

지 표현은 <표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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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표현 현장성 예문

‘-겠-’ 있음
A: 내일 10시까지 만나자.

B: 그럼 제가 10시까지 회사 앞으로 가겠습니다.

‘-(으)ㄹ 것이-’ 없음
A: 내일 10시까지 만나자.

B: 미안해. 내일은 학교에 갈 거야.

‘-(으)ㄹ게’ 있음
A: 내일 10시까지 만나자.

B: 그럼 제가 10시까지 회사 앞으로 갈게요.

‘-(으)ㄹ래’ 있음
A: 내일 10시까지 만나자.

B: 그럼 내일 10시까지 학교 앞으로 갈래.

‘-기로 하-’ 있음
A: 내일 10시까지 만나자.

B: 그럼 내일 10시까지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하자.

‘-기로 했-’ 없음
A: 내일 10시까지 만나자.

B: 미안해. 내일은 도서관에 가기로 했어.

<표 14> 현장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

각 의지 표현들에 내포된 현장성의 의미 자질은 의사소통 전략으로 사

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장채린(2017)이 제안

한 결심시와 발화시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성의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

래에 제시한 [그림 6]은 각 의지 표현들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결심시의 현장성을 공유하는 의미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의지 현장성 [+ 현장성] [- 현장성]

의미 구조

[그림 6]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현장성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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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즉각성(Immediacy)

박재연(2006: 124-125)은 ‘-겠-’의 계획된 미래(expected future) 용법을

독립적으로 상정하여 이 용법이 사용되는 환경적 제약에 대해 분석하였다.

(1) 가.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박재연, 2006: 124)

나.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박재연, 2006: 124)

다. 대통령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재연, 2006: 124)

라. ⁇대통령께서 5년 후에 임기를 끝내시겠습니다.

(1)에서 제시한 예문들은 명제 내용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계획된 미래’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즉, 2·3인칭 주어가

‘-겠-’과 함께 의지 용법으로 쓰였을 때에는 해당 명제가 발생하는 시간

이 발화시와 매우 근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특성은 의지 표현의

‘즉각성(Immediacy)101)’과 관련이 있다. (1라)는 발화시와 의지가 발생하

는 시점의 거리가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김은숙(2010: 218)은 ‘-(으)ㄹ 것이-’와 ‘-(으)ㄹ게’의 차이점이 ‘행동시’

의 간격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으)ㄹ게’는 ‘-(으)ㄹ 것이-’에 비해서

결심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의 간격이 좁다.

(2) A: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B: 도와 드릴 거예요. (김은숙, 2010: 218)

(3) 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고) 제가 도와 드릴게요. (김은숙, 2010: 218)

나.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고) ⁇제가 도와 드릴 거예요.

(2)와 (3)을 비교해 보면 ‘-(으)ㄹ 것이-’의 경우 먼 미래에 행동할 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으)ㄹ게’는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일에 대해 서술

하고 있다. (3가)는 현장성으로 인해 선택되었을 수도 있으나 (3나)가 담

화 적절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아 즉각성이 문법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

101) 임동훈(2001: 118)이 ‘-겠-’의 미래 용법을 다루면서, ‘즉각적 미래’를 언급한 것에

착안하여 용어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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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가능성이 있다. ‘-(으)ㄹ 것이-’와 ‘-(으)ㄹ게’가 담화 상황에서 대치

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행동의 즉각성이 담화 적절성의 기준이 될 경

우에는 대치가 불가능하다. 김은숙(2010)에 의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으)ㄹ 것이-’와 ‘-(으)ㄹ게’가 가지는 즉각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학습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한편, 임동훈(2001)에서는 발화시 이후에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내용과

‘-겠-’이 결합하였을 때 ‘-겠-’의 미래 용법이 실현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102).

이상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행동시의 즉각성 자질은 결심시의 현장

성과 구분이 모호하거나 또 다른 독립적인 용법으로 상정해 버리는 경향

이 있다. 그러나 즉각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3나)와 같은 발화로

청자의 체면 손상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즉각성은 의지 표현

의 세부 의미 기제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표 15>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즉각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을 정리한 것이며, [그림 7]은 즉각성

을 공유하는 의지 표현들의 의미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의지 표현 즉각성 예문

‘-겠-’ 있음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고)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으)ㄹ 것이-’ 없음
A: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B: 도와 드릴 거예요.

‘-(으)ㄹ게’ 있음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고) 제가 도와 드릴게요.

‘-기로 하-’ 없음 제가 내일 선생님을 도와 드리기로 했어요.

<표 15> 즉각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

102) ‘잠시 후면 대통령 내외분이 입장하시겠습니다.’을 ‘⁇잠시 후면 대통령 내외분이 입

장하실 겁니다.’와 비교했을 때, ‘-겠-’의 사용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

[± 즉각성]을 변별 자질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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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즉각성 [+ 즉각성] [- 즉각성]

의미 구조

[그림 7]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즉각성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즉각성이 내포된 유사한 예문을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해석하였다는 것

은 즉각성이 다른 의미 기제와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발화된 문장만을 보았을 때, 동일한 문법이 선택되었으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의미 기제가 작동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즉, 화자의 의도란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 자질을 전면에 내세우는 과정일 것이

며103), 문법이 선택되는 현상은 그 이후의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

어 화자의 직관에서 포착할 수 있는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들을 학습자

에게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문법 선택 기제를 활용하여 성

공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2.2.1.4. 자발성(Volition)

‘자발성(Volition)104)’은 ‘의도’와 ‘의지’를 구분하는 ‘동작주에 의한 사태

의 실현성105)’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더불어 ‘의지’와 ‘의무’를 구분하는

‘동작주의 자발성’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다.

윤평현(1989)은 연결어미 ‘-고자’의 형태를 ‘-고’+‘지-’+‘-ㅁ’의 결합으

103) 박재연(2019: 131-132)에서는 화자의 일차적 의사소통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과 직접 연관되는 정보로서 게슈탈트 심리학의 ‘전경 정보(foreground

information)’를 정의한 바 있다. 즉, 화자는 복수의 의사소통 의도를 가지고 발화를

수행하며, 화자 의도에는 층위가 존재한다.

104) 쿼크 외(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 1985)에서 의무 서법조동사인

‘will/would’의 의미를 ‘의지(volition)'로 해석한 바 있다. 의무 서법조동사 체계 내의

다른 의미 자질인 ‘허락(permission)', ‘의무(obligation)'와 비교하였을 때 ‘의지’ 범주

는 화자의 자발적인 행위의 의미가 강조된다(정희정, 2009 재인용).

105) ‘동작주에 의한 사태의 실현성’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Ⅱ장 1.2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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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구하였다106). 형태소 ‘지-’에서 ‘욕망’의 자질을 발견할 수 있기 때

문에 현대국어의 ‘-고자’ 형태에서도 욕망의 의미가 드러난다. 따라서 ‘-

고자’는 ‘-(으)려고’에 비하여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양태적 의미를 가

진다. 또한 김예슬(2016), 김서형(2012: 44)에서도 ‘-고자 하-’의 ‘희망’의

의미를 기술한 바 있다. 또한 윤은경(2006: 53-55)은 ‘-(으)ㄹ래’가 청자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희망사항’이라는 의미를 범주화하였다.

한편, 양수연(2017: 5-7)은 ‘의도’ 표현을 ‘의지’와 ‘소망’ 표현의 중간에

있는 범주로 정의하였다. 의지107), 의도, 소망의 의미는 주어의 확신

성108)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고 싶-’을 동작주가 명제를 실행할

능력이 없어 개연성이 약할 때 사용하는 ‘소망’ 표현의 일종으로 분류하

였다. 소망 표현과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가지는 의도 표현 ‘-고자 하-’의

기본 의미를 ‘선언109)’으로 정의하였으며 ‘희망’은 부차적인 의미로서 기

술하였다. ‘-고자 하-’는 주어의 확신성이 낮기 때문에 공손성이 드러난

다고 해석하였으나, ‘주어의 확신성’이라는 용어에 근본적으로 ‘능력’과

‘개연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담화 상황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고자 하-’에 내재한 ‘희망’의 의미를 중심으로 다

루었다.

임동훈(2001: 124)에 의하면 의지 용법의 ‘-겠-’은 ‘동작주의 자발성’을

내포한다. 즉, 서술어에 나타나는 행위가 주어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하

므로 ‘자발성’은 ‘당위성 (및 의무)’과 대응되는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서형(2012)은 의지 표현 ‘-아/어야겠-’를 의무 표현 ‘-아/어야 하-’와

106) 서태룡(1982: 150)에서도 연결어미 ‘-고자’를 인용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고’와 의도

및 목적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지-’, 연결어미 ‘-아’로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소망’의

보조용언 구성 ‘-고 지-’를 재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화된 ‘-고자 하-’는 피인용문

의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철수는 의대에 가고

자’ 했다.’는 원발화자인 3인칭 주어 ‘철수’의 의도를 나타낸다(박재연, 2006: 94-96).

107) ‘의지’ 표현에 속하는 ‘-겠-’이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확

신성이 매우 강한 것과 연관이 있다(양수연, 2017: 12-15).

108) 이때 ‘확신성(Belief for thinking or planning to realize)’이란 명제 행위에 대한 주

어의 ‘능력’과 그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혼합된 개념이다.

109)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에서 ‘-고자 하-’는 화자(주어)는 자신의 희망을

단순히 선언함으로써 청자가 받을 부담을 낮춰주는 장치로서 기능한다(양수연, 201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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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표현 자발성 예문

‘-겠-’ 높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어.

‘-(으)ㄹ래’ 높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래.

‘-(으)려고 하-’ 높음 이제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해.

‘-아/어야겠-’ 낮음 이제 회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 봐야겠다!

‘-고자 하-’ 높음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표 16> 자발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

‘-겠-’의 결합형으로 보았으며, ‘-겠-’으로 인해 ‘-아/어야’의 당위성이 순

화되어 1인칭 주어일 때 의지 용법으로 쓰인다. 박재연(2006)에도 추측

의 ‘-겠-’으로 인해 ‘-아/어야겠-’의 의무의 완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

았다.

한편, 박재연(2006)은 ‘-(으)려고 하-’ 구문이 본질적으로 인용 구문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문장은 본질적으로 ‘철수는 (자기가) 학교에 가

리라고 생각했다.’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연결어미 ‘-(으)려고’

의 의도 및 목적의 의미가 서술 기능을 하는 보조동사 ‘하다’와 결합하면

서 의도의 객관화를 야기한다. 그러나 의도의 객관화는 ‘하다’의 서술성

으로 인한 현상이며, 의도 자체가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으)려고 하-’는 주어의 자발적인 의지를 나타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술한 선행 연구에서 ‘자발성’의

기제를 다룬 문법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연구자마다 화자 및 주어의 ‘자발적인(voluntary) 의지’를 나타내기 위

해 다양한 용어를 취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발성이 높은 의지

에 대해 ‘희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희망’은 직접적인

행위 실현 여부와 무관하다는 특징이 있다(이찬규, 2004: 19-20).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의 특성은 행위의 실현성이 담보된

다고 정의한 바 있다. 그러므로 ‘희망’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의

지 표현과 희망 표현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희망의

의미가 미약한 의지 표현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동훈(200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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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구조

[그림 8]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자발성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사용한 당위성과 반의 관계를 이루는 ‘자발성’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아래의 [그림 8]에 의지 표현 중에서 자발성의 기제가 작용

하는 문법 항목의 의미 구조를 도식화하였다.

2.2.1.5. 개연성(Probability)

양수연(2017)은 의도 표현의 개념을 ‘주어의 확신성’과 ‘보조용언(‘하

다’)의 기술성’으로 정의하였다. 주어의 확신성이란 명제에 드러난 행위

가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 화자 및 주어가 추상적으로 확신을 가지는 특

성을 일컫는다. 즉, 주어가 명제에 기술된 행위를 실현할 능력(ability)이

있거나 개연성(probability)이 높은 경우를 포괄한다. 확신성(Belief for

thinking or planning to realize)은 소망 표현인 ‘-고 싶-’이 행위 명제

실현에 대한 가능성(possibility)만을 함의하는 것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 싶-’의 개념을 가능성보다는 자발성을 중심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양수연(2017)에서 정의한 ‘확신성’은 명제에 기

술된 행위 실현 가능성을 함의한다는 측면에서 본 절에서 다루는 ‘개연

성’과 연관성을 가진다.

이어서 양수연(2017: 5-7)은 의도 표현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확신성

을 측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겠-’은 확신성이 높을 때 사용하는 의지 표

현, ‘-고 싶-’은 확신성이 낮을 때 사용하는 소망 표현, ‘-(으)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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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위치한 의도 표현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양수연(2017)의

분류 방식을 필자가 연속체로 재구성한 것을 아래 <표 17>에 제시하였

다.

확신성 정도 낮음 ×────────────────────Ø 높음

의미 범주 소망 표현 의도 표현 의지 표현

대표 문법 ‘-고 싶-’ ‘-(으)려고 하-’ ‘-겠-’

<표 17> 주어의 확신성 연속체 (양수연, 2017)

한편, 이관희(2012)에서는 -기로 했다’와 ‘-기로 결정했다’를 포함한 5개

의 구문110)에 대해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사태의 실현 가능성

(probability)’을 판단하게 하였다. 그 결과 모어 화자는 ‘-기로’가 포함된

구문을 개연성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기로’를 포함한 구문이 개

연성이 높은 이유를 3가지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는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선행되는 사건을 완성된 하나의 단위로 만듦으로써 고

정성 및 확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부사격조사 ‘로’가 ‘변화’의

의미를 내포하므로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

친다. 마지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에 결합된 보조동사 ‘하다’가 실제로는

‘변경하기로 결정했다’에 포함된 ‘결정하다’의 서술성 대행으로 쓰였으나,

담화상의 청자가 ‘변경하기로 했다’를 들었을 때는 선행절 서술어(변경하

다)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111). 따라서 ‘-기로 했다’가 ‘-기로 결정했다’보

다 개연성이 높게 파악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의지 표현의 개연성을 다루는 문법 항목을 정리

하면 다음의 <표 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0) 1) 수학여행 계약 방식이 (교과부에 의해) 변경된다. 2) 교과부가 수학여행 계약 방

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3) …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4) … 변경하기로 했다. 5) …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6) …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희, 2012: 221)

111) 따라서 이관희(2012)에서는 선행어의 서술성을 동사 ‘하-’가 그대로 서술어로 완결

시키는 ‘서술성 완결Ⅱ’로 분류하였다.



- 66 -

‘무지’ ‘확실성 판단’

↓ ‘가능성 판단’ ‘개연성 판단’ ↓

▼ ▼ ▼

0%────────────────50%───────────────100%

[그림 9]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화자의 앎의 척도) (박재연, 2019: 35)

의지 표현 개연성 예문

‘-겠-’ 높음 이번 방학 때 고향에 가겠어.

‘-(으)려고 하-’ 낮음 이번 방학 때 고향에 가려고 해.

‘-기로 하-’ 높음 이번 방학 때 고향에 가기로 했어.

<표 18> 개연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

개연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양태의 범주 중에서 화자의 앎과 관련된

인식 양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화자의 앎의 척도는 [그림 9]와 같이

‘무지’와 ‘확실성’의 양극단으로 시각화된다.

그러나 의지 양태는 행위 내용으로서의 명제를 다루며, 화자가 문장을

생산할 때 명제에 대한 판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화자의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9]에 의하면 인식 양태에서 ‘개연

성’이라는 용어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약 50%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 즉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객관성에 가까운 개념이다112). 그

러나 화·청자 지향성의 의지 표현에서는 화·청자가 자신의 의지를 현실

화시킬 의지의 정도성을 문법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화자와 동작

주가 일치하지 않는 주어 지향성의 의지 표현을 발화할 때에는 화자가

동작주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가능성, 즉 개연성을 판단한다.

양태가 근본적으로 추상적 세계인 앎과 관련된 인식 양태와 실재적 세

계인 행위와 관련된 행위 양태로 상위 구분된다는 점에서 개연성의 용어

를 사용하는 데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의지 실현

의 개연성을 판단하여 이를 드러낼 의도로 의지 표현을 선택한다는 점에

112) 따라서 서법에서는 무의지적 서법의 하위 개념으로 앎의 객관성이 높은 서실법

(fact-mood)과 앎의 주관성이 높은 서상법(thought-mood)을 다룬다(고영근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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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개연성 높음 낮음

의미 구조

[그림 10]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개연성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서 의지 표현의 영역에서 ‘개연성’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세부 의미로 간

주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 항목들 중에서 개연성을 서로 공유하

는 항목들의 의미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2. 화용적 의미에 따른 분류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의 기능 중심 교수요목(functional syllabuses,

Van Ek & Alexander, 1975)(Brown, 이흥수 외 역, 2015: 239 재인용)이

성행하면서 특정 문법 표현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가지는 기

능(예: 요청하기)을 중심으로 문법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의지

표현을 다룬 연구에서 의미와 기능의 경계가 모호함을 지적한 바 있고

(양수연, 2017), 의지 표현의 기능적 분류를 비교해 보면 그 층위가 매우

복합적이며 경계를 짓기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김서형, 2012; 김종

예, 2015). 기능 중심 문법 교육의 장점을 인정하는 바이나, 기능 중심의

문법 기술로 인해 교육 내용이 방대해 진다는 사실은 매우 치명적인 단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혜란 외(2013)에서는 의문형 종결어

미 ‘-(으)ㄹ래?’의 기능을 13가지로 범주화한 바가 있으며, 외국인 학습

자는 한 가지 문법 표현에 대한 유사한 기능을 개별적인 것처럼 제시하

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의사소통 기능이 아닌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를 중

심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세부 의미를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로 상위 구분한 이유는 문장 단위에서 도출이 가능한 문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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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화·청자가 상정된 대화 상황에서만 유효한 화용적 의미가 존재하

기 때문이다. 한국어에는 ‘공손성’과 같은 화용적 의미가 고정적인 문법

적 장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하며, 문법적 의미보다는 화용적 의미로 인

해 특정 문법 항목이 의도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문금현 2017; 이해영

외 2018).

본 절에서 다루는 화용적 의미는 ‘담화 차원의 의미(meaning)’로서 전

술한 의사소통적 ‘기능(function)’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문장 단위에

서도 해석이 가능한 담화적 의미를 일컫는다(구본관, 2012: 279-281). 따

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의지 표현의 화용적 의미를 기술하였

다. 의지 표현은 대화 상황에서 주로 구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자가 문

법을 선택할 때 청자와 관련되는 요소를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대화

가 실현되는 담화 상황의 장르(genre)를 고려한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따

라서 의지 표현에 관여하는 화용적 의미는 화·청자와의 관계를 해석한

결과와 사용역113)을 해석한 결과로 거시 범주화할 수 있다114). 즉, 의지

표현에 관여하는 세부 의미 기제로서 전자와 관련된 ‘공손성’, 후자와 관

련된 ‘격식성’, ‘문어성’을 상정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2.2.1. 공손성(Politeness)

의지 표현의 화용적 의미 가운데 화·청자와의 관계를 해석하여 적절한

문법을 선택해야 하는 세부 의미로는 ‘공손성’을 들 수 있다. 담화 상황

에서 공손성이 발생하는 원인은 청자 높임, 친근함 표현, 부담 낮추기,

청자 배려(문금현, 2017)를 위한 것이다. 문금현(2017)은 공손성과 관련

된 언어적 장치를 언어 층위별(음운적, 문법적, 어휘적, 화용적)로 분석하

였다. 한국어의 상대높임법과 같이 명시적인 높임 요소로 실현되는 공손

성은 ‘문법적 공손성’에 속하며, 화용적 기제를 통해 암시적으로 실현되

113) 체계·기능 언어학의 사용역(register)은 장르와 관련된다. 장르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고, 사용역은 상황적 맥락을 일컫는다(Eggins, 2004, 이관규, 2019 재인용). 즉, 사

용역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언어 맥락과 구조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114) 박민신(2018: 185)에서 문법 표현을 선택할 때 관여하는 화용적 기제로서 ‘청자와의

관계 해석 기제’, ‘담화 맥락 해석 기제’를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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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화용적 공손성’에 속한다.

가령, 희망 표현인 ‘빌려 줬으면 좋겠다.’를 발화함으로써 청자에게 공

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문법 형태들은 기저에 화용적 기제

가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높임 문법 요소의 존재 여부로 쉽

게 인지할 수 있는 문법적 공손성과 달리, 화용적 공손성은 표면적으로

높임 문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화상에서 공손성을 실현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의지 표현에는 형태 자체로 공손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법 항

목도 있으나, 화용적인 기제가 작용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공손성을 실현

하는 영역이 더 크다. 본 절에서는 의지 표현에 관여하는 문법적 공손

성115)과 화용적 공손성을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1) 문법적 공손성

한국어는 대화상에서 화·청자의 사회적 지위 관계에 따라 높임법을 선

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종결어미에서 드러나는 상대높임법은 6등급 체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의지 표현과 결합하는 일반

적인 높임법 등급은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이다. 개별 의지 표현마다

결합하는 상대높임법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공손성의 선

택 기제가 작용할 수 있다.

의지 용법의 ‘-겠-’은 그 자체에서 ‘겸손’의 자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어미 ‘-습니다’와 결합하면서 하십시오체의 담화 기능인 공손성을

드러내거나(장경현, 2004: 56),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도’의 의미를 내

포하여 약속문으로 기능하게 된다(박재연 2013: 265-267, 2018: 141-142).

임동훈(2001: 124)은 ‘-겠-’이 ‘가능성’ 용법으로 쓰였을 때 화자의 공

손함을 표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고 주장하였다.

115) 본고에서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를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로 대분류한 바 있

다. ‘공손성’ 자체가 문장 차원 이상에서 발생하는 화용적 의미에 속하므로 ‘문법적 공

손성(문금현, 2017: 33)’은 공손성 실현 요소를 가리킬 뿐, 대범주인 ‘문법적 의미’와

다른 차원의 범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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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내가 말해도 되겠니? (임동훈, 2001: 123)

나. 여기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임동훈, 2001: 123)

그러나 선어말어미 ‘-겠-’ 자체에서 공손성이 발현된다기보다는 ‘-겠-’과

결합한 (1가)의 종결어미 ‘-니’와 (1나)의 종결어미 ‘-습니까’가 공손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겠-’은 공손성을 담보하는 어미들과

결합하는 경향성이 있어 화자가 공손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다.

김은숙(2010)에 의하면 ‘-(으)ㄹ게’는 ‘-겠-’과 대치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두 문법 항목은 상대높임법 등급의 차이로 인한 공손성의

정도, 즉 문법적 공손성의 차이로 인해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

서 공손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문법 항목이 존재한다(문금

현, 2017: 35). 그러나 본 절에서는 화·청자의 관계 해석을 중심으로 유

발되는 공손성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사용역에 따른 공손성은 ‘격식성’

과 ‘문어성’에서 독립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화용적 공손성

박재연(2018)은 ‘시장에는 제가 가겠습니다.’에서 ‘-겠-’의 약속 용법을

검토하였는데, ‘약속’ 표현은 청자에게 이로운 내용이라는 의미를 함의한

다116). 즉, 청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 화용적으로 공손성을 수반

하는 것이다.

(2) 가.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발표 준비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화 외, 2017: 316)

나. A: 언제 돈을 갚을 수 있어요? / B: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강현화 외, 2017: 317)

다. 올해에는 꼭 논문을 쓰겠어. (강현화 외, 2017: 316)

116) 약속 표현으로 간주되는 ‘-(으)ㄹ게’의 [+ 청자 이익]과 [+ 화·청자 관계의 긴밀성]

자질은 화자가 시작하는(initiate) 발화에서 예외가 발생한다(예: 전화기 좀 쓸게요.)

(이은희, 2015). 따라서 ‘약속’을 ‘-(으)ㄹ게’의 기본 의미로 상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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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화 외(2017)는 ‘-겠-’과 ‘-(으)ㄹ게’가 (2가, 나)와 같이 실제 청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일 경우에는 [+ 청자 고려] 자질이 있으나, (2다)처럼

청자가 상정되지 않은 단독적 장면에서는 청자 고려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기술하였다.

한편, 김상경 외(2015)는 ‘-겠-’과 결합하는 의도의 내용은 발화 시점에

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청자의 의사를 포괄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청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공손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 ‘-(으)ㄹ 것이

-’의 경우, 발화시점 이전에 화자가 이미 결정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므

로 청자의 의사와 상관이 없는 의도라는 의미가 발생하여 공손성이 떨어

지게 된다.

장채린(2017: 27-29)은 공손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화자가 청자의 의

중을 의식하는 태도가 배제된 상태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7). 의지 표

현 중에서 ‘-겠-’ 또는 ‘-(으)ㄹ 것이-’를 사용하면 청자의 의중을 의식하

지 않으므로 공손성이 확보된다. 반면, ‘-(으)ㄹ게’는 자신의 의지가 청자

의 의중과 부합될 때 사용하며, ‘-(으)ㄹ래’는 화자의 의지가 청자의 의

중과 부합되지 않을 때 선택된다118). 따라서 ‘-(으)ㄹ게’와 ‘-(으)ㄹ래’는

청자의 의중에 대한 화자의 판단의 과정이 동반되어 공손성이 떨어지는

문법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이윤진 외(2003)는 ‘-(으)ㄹ게’에 청자의 의지를 고려한다는 의미

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청자로부터 조언이나 명령, 부탁에 대한 긍정

적인 응답을 할 때에는 ‘-(으)ㄹ게’를 사용하며, ‘-(으)ㄹ 것이-’는 부정적

인 약속일 때 사용하는 문법으로 기술한 바 있다.

이은희(2015)는 ‘-(으)ㄹ게’의 의미 자질을 [+ 청자 배려], [+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119)으로 포괄적으로 상정하였다. 공손성이 드러나는 [+ 청자

117) 화자가 청자의 의도를 인식한다는 것은 청자의 의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혹은 ‘판단’이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장채린, 2017: 27-31).

118) 허경행(2011)은 화자가 청자의 의지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지에 집중한다는 ‘거부’의

관점에서 ‘-(으)ㄹ래’를 해석하였다. 거부의 의미란 ‘-(으)ㄹ래’가 특정 담화 상황에서

청자의 제안을 거부할 때 주로 사용되므로 생성된 의미이다(장채린, 2017 재인용).

119)‘-(으)ㄹ게’의 세부 의미 자질인 [+ 청자 고려]와 [+ 화·청자 관계의 긴밀성]을 [+ 청

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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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자질은 ‘-(으)ㄹ게’가 청자의 요청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으로

사용된다는 담화적 특징과 관련된다. 반면 [+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자

질은 화자의 단순 진술에서 나타난다. ‘-(으)ㄹ게’의 단순 진술 상황은

첫째, 약속·다짐, 둘째, 청자 동의 구함, 셋째, 관용적 표현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으)ㄹ게’에는 청자와 관련된 복합적인 의미 자질들이

내포되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공손성을 실현한다.

이윤진 외(2003)는 ‘(우리) 커피 마실래요?’에 2인칭 복수 주어 ‘우리’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으)ㄹ래’는 원형태인 ‘-(으)려고 하-’로 인하여

화자의 의지를 완곡하게 전달하는 문법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으)ㄹ

래요?’는 화자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지

에 대해 청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제안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의문문의 주어는 청자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청자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며, ‘-(으)ㄹ래요?’ 의문문의 주어를 청자만 상정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120). 그러나 장채린(2017: 24)에서도 ‘-(으)ㄹ래?’가

청자의 의지를 묻는 의문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공손성이 있

는 문법으로 간주하였다. 반면 ‘-(으)ㄹ래.’ 평서문은 청자의 의지와 상관

이 없는 화자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에 무표적인

의지 표현으로 사용된다.

황혜진(2011)은 ‘-(으)ㄹ래’에 [- 청자 관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선행 용언이 청자와 관련이 있으면 ‘-(으)ㄹ래’와 결

합이 불가능하다. 가령,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실지 결정하셨어요?’에 대

한 응답으로 ‘네, 전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래요.’가 가능한 이유는 청자

가 화자의 신혼여행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만약 ‘네, 전 신혼여행을 하와

이로 갈게요.’라고 발화하면 부적절한 발화가 된다. 그러나 청자가 여행

120) 허연경(2009: 65-66)에서 ‘-(으)ㄹ래?’는 화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청자가 본인의 의

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성이 있어, 대화 상황에서 무대답과 거절의 빈도

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자가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압박이 적으므로

공손성이 내포되어 있다. 홍혜란 외(2013: 303-304)에서도 ‘-(으)ㄹ래’를 사용한 의문

문은 행위 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므로 청자는 ‘수락’과 ‘거절’ 모두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예: 미란: (내심 걱정스런 눈으로 보다가)와인 한 잔 할래요? 세훈: (미안

한) 회사에 다시 가 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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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 높음
문법적 선배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청자 높임법 사용)

화용적 그럼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청자 의사 포괄)

‘-(으)ㄹ

것이-’
낮음 저녁은 제가 살 거예요. (청자 의사 무관)

‘-(으)ㄹ게’ 높음 오늘 저녁은 제가 좀 살게요. (청자 동의 구함)

‘-(으)ㄹ래’ 낮음
A: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B: 그럼 오늘 저녁은 제가 살래요. (청자 의사 무관)

‘-고자 하-’ 높음
감사의 의미로 오늘 저녁은 제가 사 드리고자 합니다.

(청자 부담 낮추기)

<표 19> 공손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

사 직원이라면 이 응답은 정문이 되는데 여행사 직원은 화자의 신혼여행

과 일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행사 직원에게 ‘-(으)ㄹ래’를 사

용해서 발화한다면 공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으)ㄹ래’는 공손성과 관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으)ㄹ래’와 더불어 ‘-(으)ㄹ 것이-’의 [- 청자 고려] 자질은 청자 발

화에 대한 응답의 경우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청자의 의지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화자의 계획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된다. 그 결과 ‘-(으)

ㄹ래’와 ‘-(으)ㄹ 것이-’를 청자의 요청 발화에 대한 응답으로 사용하면

공손성을 위반하게 된다(강현화 외, 2017).

한편, 양수연(2017)은 ‘-고자 하-’에서 공손성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

고자 하-’는 주어 자신의 욕망에 대해 청자에게 어떤 행위를 기대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하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에는 [- 청자 부담]의 화용적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

에 담화 상황에서 공손성이 실현된다.

문법적 공손성이 청자를 높인다는 명시적인 의도가 드러남과 달리 화

용적 공손성은 친근함 표현, 부담 낮추기, 청자 배려(문금현, 2017)와 같

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됨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다룬

공손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9>와 같다.

 다수의 연구들이 의지 표현의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손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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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구조

[그림 11]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공손성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루었는데, 화용적 공손성은 문법적 공손성과 달리 명시적인 문법 장치가

아니므로 다양한 용어와 상이한 해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지 표현 중에서 일관되게 공손성이 내포된 것으로 해

석하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손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들

의 의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2.2.2.2. 격식성(Formality)

‘격식성’은 문장이 아닌 담화 수준에서 다루는 단위로서 할리데이의 체

계·기능 언어학에서 다루는 ‘언어 사용역(register)'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언어 사용역이란 상황 유형에 따라서 사용되는 언어의 구조가

전형성을 띤다는 장르의 개념과 유사하다. 거시적 범주의 장르는 전반적

인 담화의 구조와 형식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 요소 및 이데올로기의 관

계 등을 모두 다룬다. 반면, 미시적 범주인 언어 사용역은 추상적인 상황

을 유형화하고 그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형식이 일정하게 선택된다

는 측면에서 문법 선택 기제와 연관이 있다(Bawarshi & Reiff, 2010; 이

관규, 2019). 할리데이는 상황마다 전형성을 띠는 언어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과 특정 언어 구조가 수행하는 기능이 연결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언어적 방

식으로서 문법 형태를 정의한 것이다. 언어는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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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상황 유형마다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기대하는 문법적 유형이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은 자신의 발화 의도를 청자에게 성공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상황 맥락을 해석하고 그에 적절한 문법을 선택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의지 표현의 화용적 의미란 문장 내에서 해석이 불가능

하고, 담화 상황을 반드시 해석해야 하는 의미로 정의한 바 있다. 전술한

‘공손성’의 선택 기제가 화·청자 지향성이 강하였다면, 지금부터 다룰 ‘격

식성’과 ‘문어성’은 문장이 발화되는 상황(situation) 지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121). 먼저 ‘격식성’은 의사소통 상황이 공식적인 상황인지 비

공식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기제이다. 의지 표현 중에는 격식적인 상

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고정적인 문법 항목이 있다.

김상경 외(2015)는 ‘-겠-’의 용법을 ‘공손’, ‘의도’, ‘추측’, ‘가능’, ‘확인’,

‘희망’, ‘결심’, ‘권고’, ‘과장’ 등으로 정의한 후 구어 말뭉치를 분석하였다.

‘-겠-’은 격식 상황(68.3%)에서 주로 사용되며, 격식 상황 내에서 ‘공손’

용법으로 사용된 문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42.2%로 나타났다. ‘저녁은 제

가 사겠습니다.’에서 공손의 자질이 발견되는 것으로 ‘-겠-’의 공손 용법

을 정의하였으나, 전술했듯이 ‘-겠-’의 격식 상황의 용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격식성’과 ‘공손성’의 구분이 모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겠-’과

‘하십시오체’의 관습적인 결합 때문에 ‘-겠-’의 특성을 ‘하십시오체’의 특

성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어 말뭉치에서 ‘-겠습니다’의 덩

어리(chunk) 형태가 ‘격식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지

표현 ‘-겠-’은 뉴스 담화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이관희(2012)에서 ‘-

겠-’이 사용된 간접인용문인 ‘교과부가 수학여행 계약 방식을 변경하겠

다고 밝혔다.’를 다룬 바가 있다. ‘-겠-’이 사용된 간접인용문은 의지 표

현에 속하며 기사문이나 뉴스 보도와 같이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됨을 알

121) 이관규(2019)에는 한국어교육에 체계·기능 언어학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자가 교수에게 이메일 작성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다. 교수-제자 관계의 이

메일 상황에서 발생한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왜 그 문법을 선택

했는지를 파악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체계·기능 언어학 관점에서 접근한

피드백의 내용은 특정 문법 형태가 선택되는 이유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구어성’과

‘격식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화·청자 관계를 넘는 상황 맥락에 대한 의미·기능으로

서 ‘문어성(구어성)’과 ‘격식성(비격식성)’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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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 높음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으)ㄹ 것이-’ 중간 제가 발표할 겁니다.

‘-(으)ㄹ게’ 낮음 제가 발표할게요.

‘-(으)ㄹ래’ 낮음 제가 발표할래요.

‘-(으)려고 하-’ 중간 제가 발표하려고 합니다.

‘-아/어야지’ 낮음 내가 발표해야지.

‘-기로 하-’ 높음 제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자 하-’ 높음 제가 발표하고자 합니다.

<표 20> 격식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

수 있다.

한편, 김예슬(2016: 44)은 ‘-기로 하-’, ‘-고자 하-’에서 ‘공식성’의 자질

을 도출하였다. 특히 ‘-기로 하-’와 ‘-고자 하-’의 형태는 문어체 구어인

뉴스 담화에서 주로 등장한다. 뉴스라는 장르는 공식적인 담화라는 특수

성이 있어 사용되는 어미의 전형성이 강하다. 또한 문어성과 공식성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구어성은 비공식성을 띠는 경향이 있

다. 예를 들어 ‘-(으)려고 하-’는 문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비공식성이 강

하다. 그러나 뉴스는 ‘문어체 구어’로 구분되기 때문에 구어임에도 불구

하고 문어성이 강하여 공식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으)려고 합

니다’와 같은 형태가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으)려고 합니다’에서 격식성이 도출되는 이유는 ‘하십시오체’와

의 결합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하십시오체’와의 결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의지 표현이 격식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

다122).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다룬 의지 표현 중에서 격식성의 기제가 작용

하는 문법 항목은 다음의 <표 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2) 일반적으로 상대높임법의 4원적 체계(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를 격식

체, 2원적 체계(해요체, 해체)를 비격식체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격식체와 비

격식체의 사용에는 친소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종결어미 자체에 격식

성(또는 친소 관계)이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특성에 따라 전형적인 종결

어미가 선호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고영근 외, 2018: 472, 493). 본고는 의지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적 특성을 중심으로 격식성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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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성 높음] [격식성 낮음]

×────────────────────────────Ø

문법 항목

‘-겠-’

‘-기로 하-’

‘-고자 하-’

‘-(으)ㄹ 것이-’

‘-(으)려고 하-’

‘-(으)ㄹ게’

‘-(으)ㄹ래’

‘-아/어야지’

<표 21> 의지의 격식성 연속체

<표 20>에서 본 바와 같이 종결어미가 상대높임법 체계 중 하십시오

체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의지 표현의 경우 격식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으)ㄹ게’와 ‘-(으)ㄹ래’, ‘-아/어야지’와 같이 하십시오체와 결

합이 불가능한 의지 표현은 격식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으)

ㄹ 것이-’와 ‘-(으)려고 하-’와 같이 어떤 종결어미가 결합하느냐에 따라

서 격식성이 매우 유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격식성은 의지

표현 자체에 내재된 성질이라기보다는 결합하는 종결어미의 역할이 강하

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지의 격식성 연속체는 <표 21>과

같이 ‘하십시오체’와 결합한 형태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의지 표현을 기준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2.2.3. 문어성(Literary style)

본고의 의지 표현은 구어에서 사용된 형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

나 화용적 의미의 하위 범주에 문어성을 상정한 이유는 전술한 <표 8>

의 민현식(1994: 38)의 ‘문어체 구어’에서 찾을 수 있다. 민현식(2007)에

의하면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최종 음성 실현 여부이지만, 구

어체와 문어체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어성과 문어성의 정도이다. 그러므

로 실제 음성으로 실현되는 구어일지라도 문어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문어체 구어와 같은 언어 형식에서 문어성의 특성을 도출

할 수 있다. 문어체 구어에 속하는 담화 상황은 뉴스 보도 혹은 연설과

같이 화자가 원고를 읽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문어성은 담화가 발

생하는 상황적 특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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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는 결합하는 종결어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문어성의 함의 여부

가 결정된다. 문어체로 분류되는 종결어미는 상대높임법 체계의 ‘하십시

오체’와 서술문 종결어미 ‘-(느)ㄴ다’가 있다. 이 두 종결어미에서 문어성

이 강하게 드러나며 다른 세부 의미 자질에 비해서 고정적이고 명시적이

다. 의지 표현 중에는 문법 항목 자체에 문어성이 내포된 경우도 있으나,

전술한 두 종결어미와 결합한 형태가 전형성을 띠는 문법 항목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겠습니다’와 ‘-겠다’는 문어성을 띠지만 ‘-겠어요’에서는

구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상경 외(2015)는 구어 말뭉치의 성격을 격식 상황과 비격식 상황으

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 사용역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겠-’은 특히 격식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격식 상황이 뉴스와 연설 등의 문어체 구

어를 사용하는 상황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겠습니다’ 형태와 ‘-겠다’

형태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관희(2012)는 기사문을 중

심으로 다루었는데 의지 표현 중에서는 간접 인용의 ‘-겠다고’와 ‘-기로

했다’, ‘-기로 했습니다’를 예문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김예슬(2016: 44)은 문어 장르에서 의지 표현이 실현되는 양상을

조사한 바 있다. ‘-기로 하-’, ‘-고자 하-’에서 문어성과 공식성이 강하며,

‘-(으)려고 하-’는 문어에서 비공식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문

어체 구어인 뉴스 담화는 문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구어성 자질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뉴스의 장르 특성상 문어에서보다 공식성이 더 강

하게 드러났다.

손세모돌(1997: 92-93)은 ‘-(으)려고 하-’는 구어와 문어에서의 사용이

모두 자연스럽지만 ‘-고자 하-’는 구어체에서 제약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고자 하-’는 논문 말뭉치에서 다양한 용례를 찾을 수 있어 문어성의 특

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어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

을 정리한 표를 아래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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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표현 문어성 예문

‘-겠-’ 높음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발표하겠다.

‘-(으)ㄹ 것이-’ 중간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발표할 것이다.

‘-(으)ㄹ래’ 낮음 제가 결론을 발표할래요.

‘-(으)ㄹ게’ 낮음 제가 결론을 발표할게요.

‘-(으)려고 하-’ 중간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발표하려고 한다.

‘-아/어야지’ 낮음 내가 결론을 발표해야지.

‘-기로 하-’ 높음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발표하기로 했다.

‘-고자 하-’ 높음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발표하고자 한다.

<표 22> 문어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

<표 22>에서 본 바와 같이 종결어미가 서술문 ‘-(느)ㄴ다’와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의지 표현의 경우 문어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다. ‘-

(으)ㄹ게’와 ‘-(으)ㄹ래’, ‘-아/어야지’와 같이 서술문 어미와 결합이 불가

능한 의지 표현은 문어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으)ㄹ 것이-’

와 ‘-(으)려고 하-’와 같이 어떤 종결어미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문어성

이 매우 유동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문어성은 격식성과 유사하

게 의지 표현 자체에 내재된 성질이라기보다는 결합하는 종결어미의 역

할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의지의 문어성 연속체는 다음 <표 23>과

같이 서술문 어미와 결합한 형태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의지 표현을 기준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의지 격식성
[문어성] [구어성]

×───────────────────────────Ø

문법 항목

‘-겠-’

‘-기로 하-’

‘-고자 하-’

‘-(으)ㄹ 것이-’

‘-(으)려고 하-’

‘-(으)ㄹ게’

‘-(으)ㄹ래’

‘-아/어야지’

<표 23> 의지의 문어성 연속체

화용적 의미에서 ‘격식성’과 ‘문어성’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장르성이 강하여 두 세부 의미 자질이 항상 동반되지는 않는다. 격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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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어성은 각각의 상황 맥락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문법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둘 중 한 가지의 특성이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어

의 의지 표현을 선택할 때 화용적인 담화 맥락을 해석하는 기제는 문법

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언어 교육에서 언어 사용역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학

습자는 모어 화자와 달리 상대적으로 다양한 상황 맥락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모어 화자를 비롯한 모든 언어 사용자는 특정 담화 상황

에서 담화 참여자들의 언어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담화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화자가 문법을 선택할 때에는 문법적 의미도 고려해

야 하지만 무엇보다 사용역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국어 의지 표현이 함의하는 격식성과 문어성의 선택

기제를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상황 맥락의 적절성

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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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급 학습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

Ⅱ장에서 의지의 범주에 해당하는 8개류의 문법 표현들을 세부적인 의

미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한국어 직관(intuition)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표현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한 의미 구

조이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인식

양상123), 즉 한국어 의지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성인 학습자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이전의 아동 학습자에 비

해서 목표어의 입력이 발생하였을 때 분석적인 기제(problem-solving

mechanism)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DeKeyser, 2000). 또한

모어 화자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어 의지 표현에 대한 명시적인 학습 경

험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어인 한국어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석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의지 표

현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문법 선택 기제의 인식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학습자 중간언어(interlanguage)124)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자

중심 교육의 측면에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1. 연구 대상 선정 및 정보

본고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사례(case)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개인

이다. 각 학습자는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123) 본고의 인식(perception) 양상에서 일컫는 ‘인식’은 '이해(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앎)'에 가까운 일반적인 용어이다(엄녀, 2017: 44).

124) 셀린커(Selinker, 1972)의 중간언어(interlanguage)는 제2 언어 학습자의 모국어 언

어 체계와 목표어 언어 체계의 중간에 위치한 독립적 체계를 말한다. 학습자는 교사

의 명시적 교육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하는 다양한 지식을 혼합하여 목표어에 가까

운 독자적인 언어 체계인 ‘중간언어’를 창조해 나간다(황종배, 200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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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외국인 고급 학습자 6명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시점이 결정적 시기 이후인 만 17세 이상

이므로 한국어를 학습할 때 습득보다는 학습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거나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Ⅰ장의 한국어 교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학습자는 의지 표현에 대

해 파편적으로 학습하였으며, 본고에서 선정한 8개의 의지 표현의 의미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급 학습자들은 스스로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를 체계화하여 의지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모어 화자와 가장 가까운 중간언어 사용자로서

의 고급 학습자125)가 의지 표현을 선택할 때 어떤 의미를 기준으로 선택

하는지가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주제이므로 고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학습하지 않았으며 의지 표

현에 제한하여 본다면 문법 지식 구조화의 정도는 모두 상이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경험에 따라서 담화에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의미 자질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

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모어를 가지는 3개의 집단(중국어권 학

습자, 영어권 학습자, 카자흐어권 학습자)을 선정하였다126). 학습자 모어

라는 조건에 따라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례 집단 내 하위 집단으로서 2명의 복수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복수 사례 간에도 학습 과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동일한 모어 내에서 한

명의 학습자(A, D, F)는 한국어 전공의 학술 공동체에서 3년 이상 생활

125) 대조 분석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언어간(interlingual) 오류는 학습자가 산출하는 오

류를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언어간 전이(간섭)는 제2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학습자가 제2 언어 체계를 학습하는 기간이 길

어질수록 본인의 인지 구조에 목표어 체계가 구조화 되면서 언어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Brown, 이흥수 외 역, 2015: 272, 284-286).

126) 학습자를 선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학습자 모어의 ‘어족’이다. 언어유형론의 관점에

서 같은 어족에 속한 언어는 공시적·통시적으로 서로 공통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

서 선정한 3가지 언어가 각각 다른 유형에 속하도록 하여 본고의 연구 문제인 학습자

모어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어는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며, 영어는

인도·유럽어족, 카자흐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한다(허용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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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

자

국적 모어

한국어

외 구사

가능한

외국어

(수준)

한국어 학습 배경 직업
학습

기간

한국

거주

기간

A 중국
중국

어
영어(上)

중국에서 한국어학 학사, 교

환학생으로 한국 거주 경험

(1년 4개월).

중국에서 한국언어문화학 석

사 과정 졸업. 한국에서 한

국어교육학 박사 재학 중.

박사

재학

중

(한국

어교육

전공)

약

6년

6개

월

2년

B 대만
중국

어

대만

민남어

(中)

영어(上)

대만에서 한국어문학 학사

부전공.

대만에서 한국어 학원 수강

경험.

한국에서 한국어교육학 석사

재학 중.

국내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

없음.

석사

수료

(한국

어교육

전공)

4년 2년

<표 25>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학습자 모어 연구 참여자 학습 과정

A, B 중국어
A, D, F

한국어

학술 공동체에

3년 이상 참여
C, D 영어

B, C, E 일반 목적
E, F 카자흐어

<표 24> 연구 참여자의 유형 분류

을 하였으므로 한국어 문법에 대한 민감성과 이해도가 높다. 반면, 다른

한 명의 학습자(B, C, E)는 학습 목적이 일반 목적에 더 가까우며 학습

보다는 습득에 가까운 학습 과정을 거쳤다. 이는 동일한 조건 하의 사례

에도 변이를 주어 다양한 사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 84 -

C 미국 영어 없음

재미교포 2세로 미국에서 한

국어 사용 경험 없음(부모님

과 간단한 대화 듣기만 함).

국내 언어교육원에서 단기

과정(10주) 수강 경험.

영어

강사

약

3년

2개

월

8년

D 미국 영어
프랑스어

(中)

국내에서 한국어 단기 과정

(8주) 수강 경험.

국내 언어교육원에서 학술적

글쓰기 강좌 수강 경험(10

주).

석사

재학

중

(한국

어교육

전공)

7년 3년

E

카자

흐스

탄

카자

흐어

러시아어

(上)

우즈벡어

(上)

영어(上)

국내 언어교육원에서 4급까

지 수강 경험(1년).

국내 대학 학사 4학년 재학

중으로 한국어로 수강함.

학부

재학

중

(정치

외교학

전공)

4년 5년

F

카자

흐스

탄

카자

흐어

러시아어

(上)127)

영어(中)

카자흐스탄에서 동양학 학사

졸업.

국내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

없음.

석사

재학

중

(한국

어교육

전공)

5년 1년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사례 연구(Case Study Research) 중 도구적 사례 연구

(Instrumental Case Study Research)(Stake, 1995) 방법을 채택하였다.

도구적 사례 연구는 사례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연구 문제 중심으로 진

127) 카자흐스탄은 다양한 민족 구성으로 인하여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인은 ‘카자흐어’와 ‘러시아어’를 어릴 때부터 함께 사용하기 때문

에 모어가 2개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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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지 표현 인식 및 문법 지식을 탐

구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므로 도구적 사례 연구를 연구 방

법으로 선정하였다(Stake, 홍용희 외 역, 2000: 24)128).

Ⅲ장에서는 연구 참여자 개인을 하나의 사례로 상정하여 학습자 특성

및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독립적으로 각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다음으로 3절에서는 각 사례들을

문법 선택 기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고에서 수행한 도구적 사례 연구의 목적은 ‘고급 학습자가 의

지 표현을 인식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한국어 의지 표현 교육 방안을 모

색한다.’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

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고급 학습자들은 개별 한국어 의지 표현을 어떻게 인식하

는가?

연구 문제 2.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지 표현을 선택할 때 어떤 선

택 기제를 활용하는가?

위의 연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자료 수

집 방법으로 인터뷰 방식을 선정하였다. 학습자의 명시적, 암시적 문법

지식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의지 표현이 사용되는 특정 담화 상황을 제시

하여 학습자가 어떤 문법을 선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

습자의 인식 양상은 아래의 <표 26>과 같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통해 조사할 수 있

다.

128) 스테이크(Stake, 1995)에 의하면 사례 연구는 본질적(intrinsic) 사례 연구, 도구적

(instrumental) 사례 연구, 집합적(collective) 사례 연구로 구분된다. 본래 사례 연구는

사례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질적 연구 방법의 일종이지만, 본고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문법 선택 기제 인식 양상이다. 연구자는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탐

구할 수 있는 복수의 사례를 선정하였고, 문법 선택 기제 인식 양상을 중심으로 사례

들을 살펴보아야 했다. 그러므로 사례에 총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문법 선택 기제

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례를 활용한 것이므로 도구적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 자체를 다면적으로 탐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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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무엇’을

선택하는가?
‘신부가 입장하시겠습니다.’ ‘신부가 입장하실 겁니다.’

‘왜’ 선택하는가?

이런 말을 하고 몇 초 지나지

도 않고 입장하잖아요.

[F-B-1차-14]

약간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아

니면 15분 뒤에 입장하실 것입니

다. 이렇게 할 때.

[F-B-1차-14]

‘어떻게’

선택하는가?

[± 즉각성]

÷ ø
[+ 즉각성] [— 즉각성]

ò ò
‘-겠-’ ‘-(으)ㄹ 것이-’

<표 26> 학습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 도출 과정

※ 나의 상황: [지하철에서] 내려야 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 (내리다).

<인터뷰에서 사용한 개방형 담화 완성 과제 예시>

학습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시

한 용례로 개방형 담화 완성 과제129)를 구성하였다. 해당 용례가 가장

명시적으로 문법 선택 기제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위 문항은 학습자에게 PPT 슬라이드로 제시한 개방형 담화 완성 과

제의 구체적인 사례이다. 연구 참여자는 문항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

는 문장을 자유롭게 발화하게 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이와 같이

발화하는 이유를 추가 질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다음 슬라이드

에는 해당 문장에 복수의 의지 표현이 결합한 형태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다. 연구 참여자는 모든 문장을 발화하면서 각 문장이 실현되었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여 연구자에게 자세히 기술한다130).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129) 인터뷰 내용에 포함된 담화 완성 과제와 한국어 학습 및 사용 경험에 대한 질문 목

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130) 카닉(Kanik, 2013)은 기존의 담화 완성 과제(DCT)가 학습자의 화행 능력

(illocutionary competence)만을 평가할 수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방향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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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인터뷰 일정 (3회) 녹음 시간

A 2019년 4월 21일, 8월 22일, 10월 27일 3시간 12분 33초

B 2019년 4월 25일, 6월 6일, 11월 5일 3시간 27분 55초

C 2019년 5월 5일, 6월 9일, 12월 9일 2시간 22분 48초

D 2019년 8월 7일, 8월 14일, 11월 13일 4시간 17분 50초

E 2019년 7월 3일, 7월 18일, 11월 7일 2시간 56분 7초

F 2019년 8월 21일, 8월 28일, 11월 1일 4시간 35분 24초

<표 27> 연구 참여자별 인터뷰 일정

의 다양한 응답에 따라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여 의지 표현의 선택 기제

를 면밀하게 파악한다.

이어서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및 사용 경

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연구 문제 탐색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를 진행한 일정과 인터뷰 내용은 다음의 <표 27>과 같다.

공식적인 인터뷰는 3회 진행하였으나,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는 인터뷰

이외에 라포를 형성하기 위한 만남을 별도로 1회 이상 진행하였다. 자연

스러운 상황에서 원활한 인터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녹음을 진행하

기 전, 연구자와 참여자의 라포를 형성하는 약 30분∼1시간이 선행되었

다.

3회의 모든 인터뷰에서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 교수·학습 및 사용 경험

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의지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여 문법의

의미와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1차 인터뷰에서는 ‘-겠-’

화 완성 과제(R-DCT: Reverse discourse completion task)를 고안한 바 있다.

R-DCT는 학습자가 발화된 문장(utterances)을 보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이

해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화행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언어적 능력

(sociolinguistic competence)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회언어적 능력에 관

여하는 요소에는 권력(power),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 청자 부담(imposition) 등

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화용적 의미를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학습자 평가가 아니라 학습자 인식 양상을 확인하는 것이

다. DCT와 R-DCT를 활용한 인터뷰의 이점은 연구 참여자의 의지 표현 문법 선택

기제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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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ㄹ 것이-’를 중심으로 구성한 개방형 담화 완성 과제를 도구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차 인터뷰에서는 1차 인터뷰에서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개별적인 질문을 이어 나갔다. 그리고 ‘-(으)ㄹ게’,

‘-(으)ㄹ래’, ‘-(으)려고 하-’를 중심으로 구성한 개방형 담화 완성 과제를

도구로 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3차 인터뷰에서는 2차 인터뷰 내용 결과

를 토대로 개별적인 추가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아/어야지’, ‘-기로 하

-’, ‘-고자 하-’를 중심으로 구성한 개방형 담화 완성 과제를 도구로 인

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A∼F를 대상으로 3회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

종적으로 개별 참여자의 의지 표현의 체계를 도식화하기 위해 다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연구 참여자가 Ⅱ장에서 도출한 선택 기제 8가지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8가지의 용어를 중심으로 범주화하였다. 8가지의 선택 기제 이외

의 의미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인 용어(예: ‘당위성’, ‘inclusive(청자

포함)’)를 사용하여 독립적인 범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

개인의 응답 안에서 혹은 연구 참여자 간의 응답에서 공통점이나 차이점

을 발견하는 경우에 용어를 통일하거나 상응하는 용어로 재구조화하였

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의 응답 중에서 새로운 선택 기제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에 의미 자질의 자격을 부여하였다. 가령, 동일한 의미 자질

내 미세하게 차이를 유발하는 지점을 포착하여 의미 자질을 세분화하는

과정(예: [+ 자발성] : [+ 내부 자발성], [+ 외부 자발성])과 의미 연결 과

정을 도출하였다(예: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최종적으로 다단계의 분석 작업을 거친 의미 자질을 중심으로 연구 참

여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가시화하였다. 의지 표현 8가지류는 결합

하는 종결어미에 따라서(예: ‘-겠습니다.’, ‘-시겠어요?’, ‘-겠어.’ 등) 언어

사용자가 활용하는 선택 기제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각 문법 항목

별로 결합하는 종결어미에 따른 실현태를 분류한 후에 학습자의 인식 양

상을 의미 구조도로 나타내었다.



- 89 -

2. 학습자별 의지 표현 인식 양상

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의지 표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 A∼F가 발화한 의지 표현의 실현태를 모두 살펴보았

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의지 표현에 대한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의

미를 명시적으로 교육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법 항목별 의

미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구조화하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

를 하나의 사례로 상정하고 개별 연구 참여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도출하였다.

2.1. 연구 참여자 A

연구 참여자 A는 20대 후반 중국인 남성이며, 박사 과정 대학원생으

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학부 영어영문학과로 진학하여 2학년

때 한국어문학과로 전과하였다. 중·고급 수준의 학부 수업을 바로 수강

해야 하므로 한국어 초급 과정을 독학하였다. 중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기간은 학부 3년과 석사 3년이며,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총 2년(교환

학생 8개월, 박사 과정 1년 4개월)이다. 한국어 발음과 억양이 매우 정확

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유사한 유창성을 보유하고 있다. A의 어머니

께서 한국 드라마를 자주 시청하셨기 때문에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노출

되었고, 학부 시절에 한국인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기 때문이다.

연: 그럼 결국 그냥 이렇게 (중국어와) 대치를 해서 하지 않고. 한국어끼리만 지금

비교하는 거네요?

A: 네. 중국 (의지 표현) 문법도 사실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거 형

태랑 비슷한 거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어랑 대조하기 어려워요.

연: 능원동사, 의원동사인가?

A: 능원동사. 그런데 그 하나만 대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능원동사 앞에 뭔가 붙

어서 표현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연: 그럼 도움이 안 되는 거네요?

A: 네. 중국어 도움이 되는 거는 그냥 발음 배울 때. [A-A-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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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모어인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법은 일대일로 대조가 불가하므로

한국어 체계 내에서 문법의 의미를 비교한다. 의지 표현으로 간주되는

중국어의 능원동사가 한국어의 의지 표현보다 더 포괄적이고 무표적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문법의 의미를 획득할 때 중국어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는다.

A: 그래서 진짜 그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책에서 만약에 학습자에게 (정보를) 주면

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배울 때 단순히 본문에서 나오는 예문만 기

억하고. 사실 다른 경우에는 거의 쓰는 걸 피해요. [A-A-1차]

의지 표현을 배울 때 교재에서 제시된 예문이 사용되는 상황과 문형을

일대일 관계로 기억한다. 교재 지면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상황을 제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예문을 접하기가 어렵다. 실제 상황에서 교재

에서 학습한 상황이 아니면 문법의 사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

서 교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

A: 구어일 경우에는 ‘갈게요.’를 쓸 수도 있는데, 문자는 ‘가겠습니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연: 그럼 선생님(A)이 문자랑 전화로 말할 때는 (서로 다른 문법을 사용하나요?)

A: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문자는 문어. 말하는 것은 구어. 저보다 높은 사람들

이랑 (하는) 문자는 더 문어적인 것 같아요. [A-B-1차-04]

연구 참여자 A는 ‘-겠습니다’와 ‘-(으)ㄹ게요’를 문어성을 기준으로 구

분하였다. ‘-겠습니다’에서 [문어성 높음]과 [공손성 높음]을 도출하였는

데, ‘-겠-’과 결합한 ‘하십시오체’로 인한 문법적 공손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도 쓸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는 지금 바로 도와드리는 거 아니고 좀 지연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하지 않아)요. [A-B-1차-10]

연구 참여자 A는 ‘-겠-’에서 [+ 즉각성]을, ‘-(으)ㄹ 것이-’에서 [-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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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도출하였다. [± 즉각성]은 기존에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았으

나 A가 스스로 습득한 문법적 의미이다. ‘-겠-’과 ‘-(으)ㄹ 것이-’ 이외에

‘-(으)ㄹ게’에서도 [+ 즉각성]을 도출한 바 있다.

A: ‘해볼 거야.’ 너무 강해요. 저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연: 너무 강해? 그러면 ‘해볼래’도 강한데 ‘해볼 거야’는 더 강해요?

A: ‘해볼 거야’는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만약에 너 허락 없이(도) 나는 해야겠다 이

런 느낌이에요. [A-B-2차-06]

A는 ‘-(으)ㄹ 것이-’와 ‘-(으)ㄹ래’에서 [정도성 높음]을 도출하였다. 두

의지 표현의 정도성을 비교할 때, ‘-(으)ㄹ 것이-’가 정도성이 더 강한 문

법으로 인식한다. ‘-(으)ㄹ 것이-’에는 [- 청자 동의 구함]의 자질이 내포

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A: ‘이따가 먹을게요.’ 약간 (음식을) 남기면 엄마한테 폐가 되니까 그러면은.

연: 아, 엄마를 위해서?

A: 네. [A-B-2차-15]

연구 참여자 A는 화자의 의지가 청자를 위한 것일 때 ‘-(으)ㄹ게요’를

사용한다. 즉, 화자의 의지는 화자가 자발적으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청

자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A의 인식 내의 ‘-(으)ㄹ게요’는 [자발성 낮음]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저 내릴게요.' '을게요'는 약간 저의 행동을 강조하는 느낌. 제가 내려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연: 강조하는 느낌?

A: 네.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협조가 이렇게 필요한 느낌.

연: ‘아. 저 내릴게요. 좀 피해주세요.’ 이렇게?

A: 네.

연: 그럼 약간 요청문인가요? 뭔가 요청 같아요 아니면 내가 내릴 의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A: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의지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요청. 협조를 요

청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A-B-2차-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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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A는 ‘-(으)ㄹ게요’가 화자의 행동을 드러내면서 청자의 협

조를 요청하는 요청문의 느낌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으)ㄹ게요’는 의지

표현이지만 실제 담화 상황에서 요청문으로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A: 그거(약속)는 약간 잘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약간 아마 (약속

의 느낌이) 있어요. 치킨을 시켜줬으니까 먹어야 된다는 잠재적인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연: 뭔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죠?

A: 네.

연: 그럼 뭔가 그 약속이 ‘을게요’의 기본 의미인거 같아요?

A: 네. 배웠을 때도 뭔가 약속 느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A-B-2차-15]

연구 참여자 A는 ‘-(으)ㄹ게’의 기본 의미를 ‘약속’으로 인식하였다. 그

러나 이때 제시한 ‘이따가 먹을게요.’에는 약속의 의미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ㄹ게’가 사용된 이유를 청자와의 잠재적

인 약속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으)ㄹ게’의 약속 기

능을 중심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A: ‘미국으로 유학 갈게.’는 이상해요.

연: 왜요?

A: 왜냐하면 친구는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B-2차-14]

연구 참여자 A는 ‘-(으)ㄹ게’를 사용한 문장에 포함된 행동을 화·청자가

함께하는 행동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청자와 상관없이 화자 혼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으)ㄹ게’를 사용하면 어색한 문장으로 인식한다.

A: ‘이쪽에 앉으실게요.’는 저번에 미용실 갔을 때 두 번이나 들었어요.

연: 어때요? 그걸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A: 한국 사람이 진짜 그렇게 쓰는구나.

연: 그럼 저 한국사람 틀렸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A: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약간 우리가 그 정리해 놓은 문법 이론이랑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랑 약간 괴리가 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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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이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이 뭐가 있어

요?

연: ‘이쪽에 앉으세요.’

A: ‘앉으세요.’는 약간 명령하는 느낌. ‘앉으실게요.’는 약간 명령인데 덜 해서.

연: 덜 명령이다? 약간 그럼 요청?

A: 네.

연: 요청문 같군요. 그럼 ‘이쪽에 앉으시겠습니다.’는요?

A: 이거는 명령도 있고 요청도 있지만 좀 딱딱한 말투. 약간 서비스업체에서 하면

안 되는 말투. 왜냐하면 ‘앉다’는 행위는 내(청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

령의 느낌이 있어요.

(중략)

A: 저도 이렇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쓰면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 그래서 이걸(‘앉으실게요.’) 가르쳐 줘야 될까요?

A: 맞아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 교재에 쓰면은 안될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A-B-3차-10]

연구 참여자 A는 ‘-(으)실게요’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여 비문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으)실게요’의 문법적 의미보다는 ‘요청’의 의사소통

기능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였다. 비규범형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다루기에

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A: 대답할 때 거의 ‘이거 먹을래.’ 그냥 먹는 거 빼고는 (사용하지 않아요).

연: 잘 사용하지 않는구나? 이유는 뭐죠?

A: 이유는 아마 저도 한국어 배우는 과정에서 거의 이 문법을 배울 때 나오는 상황이

반드시 식당인 거 같아요. ‘저 커피를 마실래요.’, ‘저 치킨을 먹을래요.’ 이런 거 빼고

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연: 그래도 ‘을래’ 표현이 뭔가 의지 표현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는 이

유는 뭔가 잘 들어보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어요?

A: 잘 들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상황이 약간 공부하는 외국인한테 제공되는 교

재에서 상황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냥 아예 다른 경우(상황)는 제공해주지 않아서. 그

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A-B-2차-04]

연구 참여자 A는 한국어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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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으)ㄹ래’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과거 학습 경

험에서 ‘-(으)ㄹ래’는 식당에서 주문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법으로 학

습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으)ㄹ래’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들이 있다. 그러나 A의 인식에 ‘-(으)ㄹ래’의 상황적 의미가 강력하게 자

리 잡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사용으로 이어진다.

A: ‘내릴래요.’ 의지가 좀 강한 거 같아요.

연: 의지가 강해요?

A: ‘저 내릴래요.’ 그러면 너 반드시 비켜야 된다는.

연: 아, 너 반드시 비켜야 된다? 그럼 약간 협조가 아니라 강제로?

A: 네. 약간 명령식으로. [A-B-2차-03]

A의 인식에서 ‘-(으)ㄹ래’는 [정도성 높음]을 내포하기 때문에 청자에게

부탁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문법으로 인식된다. ‘-(으)ㄹ래’는 화자가 자

신의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청자에게 명령하는 느낌을 주어 [공손성

낮음]의 화용적 의미가 드러난다고 응답하였다.

A: '을래'는 약간 친구한테 하는 말 같아서. 그래서 안 쓰는 건데. [A-B-1차-01]

연: ‘주실래요?’는 왜 안 해요?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A: 근데 상사에게 '줄래' 너무 부드럽게 하면은 약간 상사(가) 저랑 비슷한 위치에

놓이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그분도 화가 나실 수 있어서 그거 안 쓰고.

[A-B-1차-13]

또한 A는 화·청자의 친소 관계가 가까운 상황에서 ‘-(으)ㄹ래’를 사용

하기 때문에 문법 선택 과정에서 화·청자의 친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다. 따라서 ‘-(으)ㄹ래’를 친밀도가 낮은 청자에게 사용하면 [공손성 낮음]

의 화용적 의미가 강조된다고 응답하였다.

A: ‘게임기 좀 해볼래.’ 약간 저의 강한 의지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어서. [A-B-2차-06]

연구 참여자 A의 인식에서 ‘-(으)ㄹ래’가 [정도성 높음]의 자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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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화자의 자발성이 높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A는 주어의 [자발성 높음]의 기제가 작동할 때 ‘-(으)ㄹ래’를 선택하

게 된다.

A: '나 칼국수 먹고 싶어.‘는 저 원래 칼국수 먹고 싶다는 건데, ‘칼국수 먹을래.’는

먹고 싶은 거 없고, 먹고 싶을 수도 있고. 근데 메뉴 중에서 제가 딱히 먹고 싶은

거 없기 때문에. 칼국수는 먹을 만한 거라서 그냥 이거 찍는(선택하는) 거예요.

[A-B-2차-19]

그러나 연구 참여자 A는 ‘-(으)ㄹ래’와 ‘-고 싶-’을 비교하면서 ‘-(으)ㄹ

래’에서 [자발성 낮음]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A는 지속적으로 ‘-(으)ㄹ래’

와 ‘-고 싶-’을 비교하여 최선이 아닌 차선의 의미를 드러내고 싶을 때

‘-(으)ㄹ래’를 선택하였다.

A: ‘나 이 게임기 좀 해볼 거야.’는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 만약에 너 허락 없이(도)

나는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연: 아, 그럼 ‘해볼래.’는 그래도.

A: 약간 저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상대방의 허락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A-B-2차-06]

연구 참여자 A는 ‘-(으)ㄹ 것이-’와 ‘-(으)ㄹ래’를 비교할 때 청자의 허

락을 구한다는 화용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으)ㄹ 것이-’를 사용하면 청

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지만, ‘-(으)ㄹ래’에서는 청자의 허락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적으로 공손성이 높은 문법으로 인식한다.

연: ‘나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는 그냥 갈 생각만 한다고 했잖아. 안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유학 갈래.’는? 갈 생각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A: 갈 생각만 있는 거예요. [A-B-2차-14]

연구 참여자 A는 화자의 의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때 ‘-(으)

려고 하-’와 ‘-(으)ㄹ래’를 선택하였다. 즉, ‘-(으)려고 하-’와 ‘-(으)ㄹ래’에

서 [개연성 낮음]의 의미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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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부가 입장하시려고 합니다.' 만약에 '려고 합니다'는 약간 공식적인 자리보다

는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쓰고, ‘신부가 입장하시겠습니다.’보다는 덜 공손한 느낌

이 들어요. 덜 공손하고 덜 공식적인 느낌이 들어요. [A-B-1차-15]

A는 ‘-(으)려고 합니다’와 ‘-겠습니다’를 비교할 때, ‘-겠습니다’가 공손

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 두 실현태에는 동일하게 ‘하십시오체’가

결합하였으나 공손성의 차이를 인식하는 이유는 격식성에서 찾을 수 있

다. 즉, ‘-(으)려고 하-’와 ‘-겠-’ 자체에 내포된 격식성의 정도 차이로 인

하여 공손성의 화용적 의미 차이를 도출한 것이다.

A: ‘-려고’는 다른 사람에게 2인칭한테 쓰는 거는, 다른 사람(청자)에게 쓰는 거는 조

금 (어색해요).

연: 뭔가 상대방(청자)에게 쓰는 게 이상해요? 왜?

A: 보통 나의 의지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연: 그럼 3인칭 의지는요?

A: 3인칭도 괜찮아요.

연: 질문(의문문)할 때 ‘으려고’가 이상하구나. 그래도 이 대화(문장)가 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커피 좀 드시려고요?’ (하는 상황.)

A: 아! 있어요. 교수님이 '나 커피 먹으려고.'라고 일단 말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하

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해요.)

연: 아, (청자의 의지를) 확인할 때?

A: 네. [A-B-2차-05]

연구 참여자 A는 ‘-(으)려고 하-’에 주어 인칭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2인칭 주어와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였다. ‘-(으)려고 하-’에서 [자발성

높음]의 자질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의 자발성에 대해 정확하

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매우 부적절한 발화가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A는 청자가 자신의 의지에 대해 화자에게 이미 말한 이

후에만 ‘-(으)려고 하-’ 의문문과 2인칭의 사용이 자연스럽다고 인식한다.

연: ‘이 뚜껑을 열어주려고?’ 아니면 ‘커피 좀 드시려고요?’ 이런 상황들이 2인칭에서

어색했잖아요 뭔가.

A: 네. 이거는 약간 앞에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색한 거 같아요.

연: 근데 여기서는 앞에 가방을 싸는 상황이 있어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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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A-C-2차]

또는 발화 이전에 발생한 청자의 특정 행동을 통해서 화자가 청자의

의지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을 때 ‘-(으)려고 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A: 네. 근데 이거 ‘너 뭐 먹으려고?’에서 ‘려고’는 저에게는 약간 어떤 일을 하는 의

지라는 느낌을 주는데. 근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그

렇게 사건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단순한 의지?

연: 단순한 의지?

A: 네. 사건 행동. [A-B-1차-11]

연구 참여자 A는 ‘-(으)려고 하-’에서 [중요성 높음]의 자질을 도출하

였다.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중요성이 낮은 내용일 때 ‘-(으)려고 하-’

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연: 뭔가 딱 들었을 때 이게 뭔가 구어체고 문어체다 이 느낌이 있어요?

A: 만약에 진짜 특정 문법을 만약에 예를 들면 ‘-고자’ 같은 경우. 들어보면 이거 진

짜 문어 문법이구나. 그런데 어떤 문법은 진짜 중간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특히 ‘-려고’ 같은 경우에는. 문어인지 구어인지

저는 (구분이 안 돼요). [A-A-1차]

선행 연구에서 ‘-(으)려고 하-’는 문어성의 정도가 중간 정도임을 확인

한 바 있다. 연구 참여자 A도 ‘-(으)려고 하-’의 문어성 정도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고자 하-’의 [문어성 높음]의 자질은 명

확하게 인식하고 있어 문어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가려고.’, ‘가려고 해요.’ 이거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A: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연: 똑같아요? 느낌 차이 없어요?

A: 네.

연: 똑같다. 음. 그냥 생략할 뿐?

A: 네. 아. 진짜 차이가 있어요?

연: 오히려 저는 ‘가려고 해요’를 잘 안 쓰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어색해요. 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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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A: 저는 그때 본문에서 어떤 남자가 아버지랑 낚시 가는 이런 문장을 배웠는데, ‘가

려고 합니다.’ 전체에서 한 문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배웠어요. 그래서 ‘려고’는

‘하다’랑 진짜 많이 써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A-A-1차]

‘-(으)려고 하-’는 구어 상황에서 보조동사 ‘하다’가 생략된 ‘-(으)려고.’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연구 참여자 A는 과거에 ‘-(으)려고 하-’의 형태

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생략 형태를 사용하기가 어색하다고 응답

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노출된 문어 문법 형태가 강력하게 남아있어 A의

자연스러운 구어 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먹으려고요.’와 ‘먹을라고요.’이거 똑같은 뜻인데. 어떤 거 더 많이 들어봤어요?

A: 이거(‘먹을라고요.’) 드라마에서 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교재에서는 이거 없

어요. ‘먹을라고요’ 아예 없어요.

연: 아,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

A: 저도 처음에는 이거보고 잘못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말뭉치에서 이런 거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런 거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구어에서는 이렇게 맞춰야(맞춰서 사용해야) 된다고. [A-B-2차-15]

연구 참여자 A는 한국어 관련 학술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문

법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과거에 문법 관련 수업에서 ‘-(으)려고 하-’에 대

해서 조사를 한 경험이 있어 ‘-(으)려고 하-’가 비격식 구어체인 ‘-(으)ㄹ

라고’의 형태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으)ㄹ라고’는 일상생

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교재에서 비격식 구어체 형태를 제시하지

않는다. A는 ‘-(으)ㄹ라고’를 습득한 경험을 통해 교재의 실제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A: '집에 가?' 하면은 약간 내가 확실하게 그(청자)가 집에 가는 것을 예측하고 있다

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려고?’ 쓰면 약간 덜 확실한 느낌도 있고,

아니면 친구를 생각해서 약간 완곡하게 말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연: 그러면 일어날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 정도죠?

A: ‘집에 가?’가 100%라면 이거(‘집에 가려고?’)는 약간 70%예요. 그리고 ‘집에 가?’

라고 하면 그냥 친구의 집에 가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집에 가려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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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친구가 집에 가는 의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연: 아∼ 이건(‘집에 가?’)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 이건(‘집에 가려고?’) 의지에 대해서

물어본다?

A: 네.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A-C-2차]

연구 참여자 A는 의지 표현의 개연성을 측정하여 서로 비교하는 양상

을 보였다. A의 인식 내에서 현재형인 ‘가다’는 개연성 100%의 객관적

상황이며, ‘-(으)려고 하-’는 약 70%의 개연성을 띤다고 응답하였다. 따

라서 A는 주어의 주관적인 의지에 대해서 말할 때 ‘-(으)려고 하-’를 선

택한다.

A: 네. '-어야지'는 문형으로 배우지 않은 것 같고. '뭐뭐 -어야 한다'는 많이 배웠

어요. ‘-어야지’는 오히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서 배운 것 같아요. [A-C-1차]

연구 참여자 A는 ‘-아/어야지’의 의지 용법을 교재에서 배우지 않고 일

상생활에서 귀납적으로 형태 및 의미를 습득하였다. A의 인식 내의 ‘-아/

어야지’는 형태소 ‘-아/어야’로 인해 의무 표현 ‘-아/어야 하-’와 연결시키

는 경향이 있다.

A: (부탁을 받는 상황에서) ‘내가 해야지.’ 이건 마치 그 일은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연: ‘그럼 내가 해야지(↘).’ 이렇게?

A: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연: ‘그럼 내가 해야지(↗)’ 이거는?

A: (의미가) 달라요?

연: 오, 똑같아? ‘내가 해야지(↗)’ 이거랑 ‘해야지.’ 이거 억양이 다르잖아요.

A: 약간 그렇게(해야지(↗)) 말하면 약간 제가 흔쾌하게 이 친구의 부탁을 허락하는

느낌이 있어요.

연: 흔쾌한 느낌? 당연한 느낌도 있어요?

A: 네, 약간 있어요.

연: 의미는 똑같게 느끼는구나. 의미 차이를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 두 개 의미

차이를 잘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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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A-B-2차-05]

연구 참여자 A는 한국어 문법 지식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억양으

로 인해 의미가 분화되는 ‘-아/어야지’의 의지 용법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두 용법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뉘앙스의 차이로만 받아들인다.

연: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A: 약간 친구랑 대화할 때 저의 의지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스스

로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A-C-1차]

연구 참여자 A는 ‘-아/어야지’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

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담화 완성 과제에서 ‘-아/어야지’의 의지 용

법을 화자의 강한 의지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아, 귀납적으로 의지 용법

을 구조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어야지’가 단독적 장면

에서 혼잣말로 쓰인다는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

A: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런 의지가 있는데 ‘공부를 열

심히 해야겠어.’는 해야 되는데 안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

간 좀 압박감을 느끼면서 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연: 외부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 네.

연: 근데 ‘해야겠다.’는?

A: ‘해야겠다.’는 그냥 저의 나중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의무보다는) 이런 저의 결심

을 표현하는 (거예요). [A-B-2차-16]

연구 참여자 A는 ‘-아/어야겠-’이 종결어미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고 응답하였다. 서술의 어미131)가 결합한 ‘-아/어야겠다’는 자발성이 높은

의지 표현으로 인식하였고, 발화의 어미가 결합한 ‘-아/어야겠어’는 상대

131) 문숙영(2018: 106-107)에서는 ‘발화의 어미’와 ‘서술의 어미’를 구분하였다. ‘발화의

어미’는 실제 발화 상황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어미인 반면, ‘서술의 어미’는 화자

가 자기 자신을 대상화 하여 내러티브의 내레이터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서술하는 데 사용되는 어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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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발성이 낮은 의지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A: ‘내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야겠어요.’

연: 그럼 ‘내일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거예요.’랑 차이가 뭐예요?

A: ‘봐야겠어요.’ 약간 꼭 봐야 된다는.

(중략)

A: 그냥 자신의 의지라는 정도만.

연: 의지인데 뭔가 강한 의지네요. 꼭이니까?

A: 네. 근데 의지는 앞에 '-아/어야'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야 하다'.

연: 그럼 ‘겠’이 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A: 음. 왜냐하면 ‘겠’이 없으면 ‘어야 하다’ 하면은 진짜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요. 예를 들면 ‘내일 영화를 봐야합니다.’ 그럼 안 보면 안 된다는 느낌이고, ‘봐야

겠어요.’는 나 진짜 보고 싶은데, 볼 건데 근데 진짜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다

는 느낌이 있어요. [A-C-1차]

연구 참여자 A는 의지 표현 ‘-아/어야겠-’을 명시적으로 교육 받은 경

험이 있다. ‘-아/어야겠-’의 의미를 해석할 때, 의무 표현인 ‘-아/어야 하

-’를 통해 의미 차이를 획득한다. A의 인식에서 ‘-아/어야 하-’는 주어의

자발성보다는 당위성이 드러나지만 ‘-아/어야겠-’은 주어가 하고 싶어 하

는 일이라는 점에서 자발성을 함의한다. 그러나 ‘-아/어야겠-’은 다른 의

지 표현에 비해서 자발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A: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했어.’는 제가 이미 그런 계획을 짰어요. 그냥 ‘가기로 했

어.’라는 거 말하는 건데,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는 그냥 가는 생각이 있어요. 그

런데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요. [A-B-2차-14]

연구 참여자 A는 의지 표현의 개연성의 선택 기제를 활용하였다. ‘-기

로 했어’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는 의미를 내포

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은 반면, ‘-(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어의 의도만 표현하므로 개연성이 낮은 의지 표현으로 인식한다.

A: ‘우리 반말하기로 해요.’는 좀 어색해요.

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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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약간 ‘-기로 하다'는 나중에 약속된 시간점이 있고 그때부터 반말을 하는 느낌

이 있어요. ‘이제부터' 하면은 ‘기로'랑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연: 그리고 ‘기로 했어요’만 계속 쓰잖아요.

A: 네 맞아요. ‘-기로 해요’는 저는 사실 (어색해요). [A-B-3차-04]

‘-기로 하-’는 한국어 교재에서 주로 과거형인 ‘V-기로 했다’ 형태만

제시되므로132) 연구 참여자 A는 현재형이 사용된 약속 화행의 문장인

‘그럼 우리 이제부터 반말하기로 해요.’를 비문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기로 하-’는 실제 담화 상황에서 과거형인 ‘-기로 했어(요)’ 형태만 사

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 ‘이따가 먹기로 했어요.’는 약간 좀 정밀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

요. 근데 그냥 치킨이나 이따가 먹는 건 (정밀하게) 정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

문에 또 준비도 없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적절해요.) [A-B-2차-15]

연구 참여자 A는 ‘-기로 하-’에서 의지 내용의 [중요성 높음]을 도출

하였다. A에게 중요성이란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

워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일은 상대적

으로 계획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기로 하-’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 A의 개별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범주화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겠-’

⇢ ‘-겠습니다’

⇢ [+ 즉각성]

⇢ [공손성 높음]

⇢ [격식성 높음] ⇢ 요청문

⇢ [문어성 높음]

⇢ [친소 관계 멂]

⇢ 관용적 표현

⇢ ‘-시겠어요?’ ⇢ 요청

⇢ ‘-겠어’ ⇢ 관용적 표현

[그림 12] 연구 참여자 A의 의지 표현 ‘-겠-’ 인식 양상

132) 본고의 Ⅱ장에서 살펴본 기존 교재 및 문법서에서 현재형인 ‘V-기로 해요’ 형태가

제시된 교재는 양명희 외(2018)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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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래’

⇢ ‘-(으)실래요?’ ⇢ 주문 요청

⇢ ‘-(으)ㄹ래요?’ ⇢ 메뉴 선택

⇢ ‘-(으)ㄹ래요’ ⇢ [정도성 높음] ⇢ 명령

⇢ ‘-(으)ㄹ래?’

⇢ [친소 관계 가까움]

⇢ 요청 ⇢ ‘-(으)ㄹ게’로 응답

⇢ 경고, 협박

‘-(으)ㄹ

것이-’

⇢ ‘-(으)ㄹ 거예요’

⇢ [- 즉각성]

⇢ [친소 관계 멂]

⇢ [- 현장성]

⇢ [개연성 높음]

⇢ ‘-(으)ㄹ 거야’

⇢ [- 청자 동의 구함] ⇢ [정도성 높음]

⇢ [- 청자 포함]

⇢ 계획

⇢ ‘-(으)ㄹ 거야?’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의혹(의심)

[그림 13] 연구 참여자 A의 의지 표현 ‘-(으)ㄹ 것이-’ 인식 양상

‘-(으)ㄹ게’

⇢ ‘-실게요’
⇢ [공손성 높음]

⇢ [친밀성 높음]

⇢ ‘-(으)ㄹ게요’

⇢ [+ 현장성]

⇢ [+ 즉각성]

⇢ [+ 외부 자발성]

⇢ [공손성 높음]

⇢ [구어성 높음]

⇢ 요청

⇢ 약속

⇢ ‘-(으)ㄹ게’

⇢ [+ 현장성]

⇢ [개연성 높음]

⇢ [+청자 동의 구함] ⇢ 요청

⇢ [+ 청자 포함] ⇢ 약속

⇢ [+ 청자 이익]

[그림 14] 연구 참여자 A의 의지 표현 ‘-(으)ㄹ게’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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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ㄹ래’

⇢ [+ 현장성]

⇢ [공손성 낮음] ⇢ 회피 전략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고 싶-’과 비교

⇢ [+ 외부 자발성] ⇢ 차선

⇢ [개연성 낮음]

⇢ [+청자 동의 구함] ⇢ 거절 표현

⇢ [-청자 동의 구함] ⇢ 약속문 불가능

⇢ 응답

[그림 15] 연구 참여자 A의 의지 표현 ‘-(으)ㄹ래’ 인식 양상

‘-(으)려고

하-’

⇢ ‘-(으)려고 합니다’
⇢ [공손성 낮음]

⇢ [- 격식성]

⇢ ‘-(으)려고 해(요)’

⇢ [중요성 높음]

⇢ [문어성 높음]

⇢ [구어성 높음]

⇢ 1, 3인칭 의지

⇢ ‘-(으)려고(요)’

⇢ [- 현장성]
⇢ 계획

⇢ 통보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개연성 낮음]

⇢ [+ 구어성] ⇢ ‘-(으)ㄹ라고(요)’

⇢ [친소 관계 가까움]

⇢ ‘-(으)려고?’
⇢ [개연성 낮음] ⇢ 현재형과 비교

⇢ 청자 의지 판단 ⇢ 후행 발화

[그림 16] 연구 참여자 A의 의지 표현 ‘-(으)려고 하-’ 인식 양상

‘-아/어야지’

⇢ [정도성 높음] ⇢ ‘-아/어야겠-’

⇢ [정도성 낮음] ⇢ ‘-아/어야겠-’과 비교

⇢ [- 외부 자발성]

⇢ [여성성 높음]

⇢ 단독적 장면

[그림 17] 연구 참여자 A의 의지 표현 ‘-아/어야지’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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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야

겠-’

⇢ ‘-아/어야겠다’

⇢ [- 즉각성]

⇢ [+ 내부 자발성]

⇢ [단독적 장면] ⇢ SNS 사용

⇢ ‘-아/어야겠어(요)’

⇢ [+ 외부 자발성]
⇢ ‘-아/어야 하-’

⇢ [정도성 높음]

⇢ 완곡 표현 ⇢ ‘-아/어야 하-’와 비교

[그림 18] 연구 참여자 A의 의지 표현 ‘-아/어야겠-’ 인식 양상

‘-기로 하-’ ⇢
‘-기로

했어(요)’

⇢ [- 현장성]
⇢ 계획

⇢ 통보

⇢ [- 즉각성]

⇢ [개연성 높음] ⇢
‘-(으)려고 하-’와

비교

⇢ [중요성 높음]

[그림 19] 연구 참여자 A의 의지 표현 ‘-기로 하-’ 인식 양상

‘-고자 하-’ ⇢ ‘-고자 합니다’

⇢ [격식성 높음]

⇢ [문어성 높음]

⇢ 상관적 장면

⇢ 1인칭 주어

[그림 20] 연구 참여자 A의 의지 표현 ‘-고자 하-’ 인식 양상

2.2. 연구 참여자 B

연구 참여자 B는 20대 후반 대만인 남성이며, 석사 과정 대학원생으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학부 3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수강한 한국

어 교양 수업을 통해 한국어를 처음 접하였다. 그 후 한국어문학과를 부

전공으로 선택하여 한국어문학과 수업을 1년간 수강하였다. 대학교 수업

이외에도 대만 소재의 사립 학원에서 한국어 회화 수업을 수강하였다.

한국인 친구와 언어교환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유튜브(YouTube) 동영상

강의133)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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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생활로 한국어를 접하였기 때문에 학습 목적이 학문 목적보다는 일

반 목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거주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 되었

다. 한국어 문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인터넷 검색 통해 문법

지식을 획득한다. 또는 한국인 친구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한다. 연구 참여자 B는 중급 단계부터 한국어를 독학하였

으며, 한국인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한국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실제

적인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연: 지금 보니까 약간 확실하지 않은 상황.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왜 여기

(‘모르겠다’)에 ‘-겠-’이 들어가지?

B: 그냥 친구한테 물어보지.

연: 계속 모를 때는?

B: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연: 그래도 해결 안 되면?

B: 그래서 대학원 왔어. 그래서 그걸 포기 안 해서 왔어.

연: 그럼 포기를 안 하고 이거(이 상황)에 답이 없어. 그런데 이걸(의지 표현) 쓰긴

써야 되잖아. (그땐 어떻게 해?)

B: 그냥 한국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고. [B-A-1차]

촘스키의 변형생성문법에서 모어 화자가 생산하는 언어 형태를 문법적

으로 옳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 B는 한국인의 발화

가 문법적·화용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모방하는 방식으로 한국

어를 학습한다. 문법 선택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상황을 중

심으로 문법 및 표현을 암기하여 사용으로 연결한다. 질문 없이 수동적

인 암기에 그치지 않고, 특정 문법이 선택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많다.

연구 참여자 B는 모어 화자에게 질문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활용하여

문법 지식을 구조화하였다. 문법 지식에 매우 민감하여 문법 선택 기제

에 대해 막힘없이 진술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한 이유는 대만에서 일반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다가 한국어 문법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학문

적인 수준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133) 연구 참여자 B는 ‘Jella! 外語星球 - 英文韓文線上學(젤라! 외국어 세상 - 영어, 한

국어 인터넷 공부)’ 등의 언어 학습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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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중국어를 먼저 생각하고 말하나요?

B: 아니.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슉슉슉

나와. 맨 처음에만 언어교환 할 때 중국어, 영어, 한국어 섞어 하는 거고. 그 다음

에는 거의 한국어로만 했어.

연: 그럼 이렇게 한국어 배울 때 중국어로 처음에 배웠을 거 아니야. 그때 일대일로

대치됐어?

B: 응. 초급 한국어만. 근데 중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 효과 없어.

의지 표현 많이 배울 때는 아예 중국어 생각 안 하고 (한국어 안에서) 배웠던 거

랑 비교하는 거지. 왜냐하면 나 중급 한국어는 거의 독학했어. [B-A-1차]

연구 참여자 B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일대일로 대치하는 학습의 효과

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한국어를 발화할 때 중국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술했듯이 B는 구체적인 상황마다 사용하는 표현

을 직접 듣고 암기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

을 때 적절한 문법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어 유창성이 뛰어남에

도 불구하고 경험적 한계로 인해 한국어 의지 표현의 체계가 아직 잡히

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134).

B: ‘내가 하겠어.’는 거의 안 쓰는 거 같아.

연: ‘겠’이 이상해서?

B: 아니, ‘겠’하고 ‘-어’ 이상해. ‘겠’은 ‘-습니다’하고 좀 괜찮아.

[B-B-2차-04]

연구 참여자 B는 ‘-겠-’이 ‘-겠어(요)’ 형태보다 ‘-겠습니다’의 형태로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B 인식 내의 ‘-겠-’은 ‘-겠

습니다’ 형태를 중심으로 세분화된다.

B: 왜냐하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는 그 자체에 ’겠‘은 또 존경성 있잖아요.

134) 한국인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는 중간언어의 관점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위치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국어 문법 지식에 대한 판단의 확실성에서 차이를 유발한

다. 매튜스와 러셀(Mathews & Roussel, 1997)에 의하면 모어 화자는 자신이 선택하

는 문법에 대한 확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고급 학습자는 자신의

문법성 판단에 대해 회의적인 부분이 존재한다(이은하,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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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1차-02]

‘-겠-’은 상대높임법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하십시오체’와 결합하

는 경향이 높다. 박재연(2018)에 의하면 ‘-겠-’과는 별개로 ‘-겠습니다’에

포함된 ‘하십시오체’로 인하여 [공손성 높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연구 참

여자 B는 ‘-겠-’ 자체에 [공손성 높음]이 내포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B: ‘나는 꼭 좋은 선생님이 되겠어.’는 안 돼.

연: 왜 안돼요?

B: 약간 지금부터 (생각)하는 느낌? ‘너 뭐하고 싶어?’, ‘어. 나 선생님이 되겠어.’

이런 느낌. 즉시의 (느낌). [B-B-1차-05]

연구 참여자 B는 ‘-겠-’에서 [+ 현장성]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즉, 발

화시에 바로 결심한 의지에 대해서 말할 때 ‘-겠-’을 선택한다.

B: (결혼식에서) ‘신부님이 입장하실 겁니다.’는 왠지 이상한 거 같아요. 약간 시간

더 걸릴 것 같은 느낌. [B-B-1차-15]

연구 참여자 B는 ‘-(으)ㄹ 것이-’에서 [- 즉각성]의 자질을 도출하였

다. [- 즉각성]이란 언급한 행동이 발화시 이후에 바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중에 실현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B는 학습 과정

에서 [± 즉각성]의 자질을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않았으나, ‘-(으)ㄹ 것이

-’의 [- 즉각성] 자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연: 그럼 (‘무엇을 드실 거예요?’ 대신에) ‘무엇을 드실 겁니까?’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뒤에가 ‘습니다’체니까 (존경성 드러내기 위해서)?

B: 그렇긴 한데 근데 ‘을 거예요’ 좀 더 많이 쓰죠 사실. 이건(‘-을 것이-’) 약간 구어

표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것입니까?’보다는 ‘거예요?’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요. [B-B-1차-02]

연구 참여자 B는 ‘-겠-’을 ‘-겠습니다’ 형태로 주로 사용하는 것과 달

리 ‘-(으)ㄹ 것이-’는 ‘-(으)ㄹ 거예요’ 형태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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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거예요’ 형태에 포함된 ‘해요체’가 구어체이기 때문에 [구어성

높음]의 자질을 인식하였다.

B: ‘우리가 이 방을 쓸 거야.’는 약간 결정하는 시점이 중요하지. 이거 결정하는 시점

때문에 상대방(청자)에 대한 배려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미 결정한 거니까 너에

대한 배려 없이. 지금 너의 의견 배려 없이. 그런 표현 되는 거지.

[B-B-2차-11]

연구 참여자 B는 ‘-겠-’에서 [+ 현장성]을 도출했던 것과 달리 ‘-(으)

ㄹ 것이-’에서 [- 현장성]을 도출하였다. B는 ‘-(으)ㄹ 것이-’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한 경험이 있어 [± 현장성]의 자질을 명시적으로 인

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으)ㄹ 것이-’는 [- 현장성]으로 인해 화용

적으로 청자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이 되어 [공손성 낮음]의 의미를 가진

다.

B: '나는 내일 1시까지 도서관에 갈 거야.' 아니면 ‘도서관에 가.’

연: 왜죠?

B: 확실하니까.

연: 확실해서 현재형을 쓰는 거예요?

B: 응. 100% 발생할 거 같아.

연: 그럼 ‘갈 거야.’ 이건 무슨 느낌이에요?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B: 내 계획이니까. 하나(‘가’)는 확실성 더 드러내고, 하나(‘갈 거야’)는 계획의 느낌

더 드러내요.

(중략)

B: '갈 거야.'는 더 확신 있고.

연: 근데 ‘가려고.’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B: 근데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지. 그리고 '가.'는 거의 100%.

연: 그럼 '가.'는 완전 100%, ‘갈 거야.’는 90%, ‘가려고.’는 한 50%?

B: 아니 60∼70%?

연: 그럼 약간 개연성? 그런 걸로 지금 (판단하는 거야)?

B: 응. [B-B-1차-09]

연구 참여자 B는 의지 표현의 개연성을 수치로 구체화하였다. 현재형

인 ‘가다’를 개연성 100%로 간주한다면, ‘갈 거야’는 [개연성 높음],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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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개연성 낮음]의 문법적 의미로 해석된다.

B: ‘(지하철에서) 지나갈게요.’ 이것도 많이 써요.

연: 왜 ‘지나갈게요.’를? 약속 아니잖아.

B: 그쵸. 근데 그건 그냥 제일 약한 의지 표현. 그렇게 배웠어.

연: 아. 근데 너무 헷갈리잖아.

B: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아봤는데 그냥 그렇게 ‘을게요'는 그 상황에서만 쓰는 거야.

연: 이렇게 지하철에서 있는 상황에서 쓴다고 배웠어요?

B: 그냥 나는 그렇게 이해했어. ‘을게요'는 상대방(청자)에 대한 배려있으니까? 그런

문법이니까 그래서 쓸 수 있어.

연: 음. 그럼 약한 의지. 방금 말한 약한 의지라는 게. 그 약한 이유는?

B: 내가 너무 강하게 '야. 비켜봐.'

연: 상대방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약하다.

B: 어. 그렇지. [B-B-2차-03]

B의 인식 내의 ‘-(으)ㄹ게요’는 [정도성 낮음]의 의미를 함의한다. 의지

를 약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화용적으로 청자를 배려하는 느낌이 있다.

따라서 요청문으로 ‘-(으)ㄹ게’를 사용할 때에는 [공손성 높음]을 실현한

다는 특징이 있다.

B: '다음부터 일찍 들어올게.'

연: 근데 왜 ‘들어올게.’라고 해요?

B: 응. 약속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연: 왜 배려를 하죠?

B: 상대방한테 배려 이런 거 있어. 엄마의 말 듣고 '이렇게 할게요.'

연: 엄마의 말을 배려한다고?

B: 응. 이거 약속. 약속 제일 큰 거 같아. [B-B-2차-01]

B는 ‘-(으)ㄹ게’에서 약속 기능을 강하게 인식하기도 한다. 약속 기능

으로 인해서 화자는 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B: ‘회사 앞으로 갈게요.’도 돼요. 친한 선배일 때.

연: 방금 ‘갈게요’가 된다고 했죠?

B: 친한 선배일 때는 '갈게요.' 쓰고, 뭐 교수님일 때는 '가겠습니다.'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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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1차-04]

B의 인식에서 ‘-(으)ㄹ게요’와 ‘-겠습니다’는 유사 문법으로 간주되는

데, 선택의 기준은 ‘화·청자의 친소 관계’이다. ‘-(으)ㄹ게요’는 친한 관계

일 때, ‘-겠습니다’는 교수님과 같이 사회적으로 먼 관계일 때 사용하여

친소 관계를 드러낸다.

B: ‘우리가 이 방을 쓸게.’ ‘쓸게!’라고 하는 거지.

연: ‘을게’ 자체가 원래 청자가 포함되지 않나?

B: 아니. ‘을게'는 원래 스스로의 의견이지. 화자의 의견이지. 화자의 의지지. 근데 여

기(해당 상황)는 청자 포함하지 않아. [B-B-2차-11]

B의 인식 내의 ‘-(으)ㄹ게’는 약한 의지와 약속 기능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두 선택 기제 이외에 ‘청자를 배제한 화자의 의지’만을 가

리킨다는 화용적 의미가 있다. 상황에 따라서 ‘-(으)ㄹ게’는 청자를 포함

하는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고, 청자를 배제한 화자만의 의지를 나타내기

도 한다.

연: 그럼 ‘앉으실게요’ 이거 틀렸다는 거 알지?

B: 아니. 틀린 거 아니야.

연: 왜 그렇게 단호해?

B: 당연하지 않지만 그거는 한국사람 쓰는 거(표현)라서 그래서 틀린 거 아니야.

연: 너는 한국 사람이 쓰는 게 답이니까?

B: 나는 그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언어는 변화하는 거야.

(중략)

연: 처음엔 어땠어?

B: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했어. 이 문법이 틀리다고 배우잖아. 자기가 앉겠다

는 건가?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B는 비규범형인 ‘-(으)실게요’를 정문으로 인식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

자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문법 표현이기 때문이다. 규범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규범형은 틀린 표현으로 학습하게 된

다. 따라서 교실에서 구조화한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자연스럽게 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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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끌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 ‘커피 좀 드실래요?'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연: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의문문 아니고 (평서문으로) ‘저 커피 좀 먹을래요.’ 이러면

상대방을 신경 안 쓰고 한다는 거지? 그 반대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야?

B: 그치. 그 전제는 항상 왜 그 (주어의) 의견만 포인트 해 주는 거라서. 이때는 주

어가 (청자이고) ‘너 커피를 드실래요?’ 하는 상황이라서. 그 주어의 의견을 존중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먹을래요.’ 이거는 내가 주어니까 주어의 의견만 존중해서

상대방(청자)의 의견을 배제하는 거. 그래서 그냥 무조건 주어에 대한 의견만 집

중해서 다른 거에 대한 의견은 다 빼는 거야. 이 느낌. [B-B-2차-05]

‘-(으)ㄹ래’를 사용하면 ‘주어’의 의지가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

(으)ㄹ래’가 1인칭 주어를 취하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손

성 낮음]이 드러난다. 반면, 2인칭 주어를 취하면 청자의 의지를 강조하

기 때문에 반대로 [공손성 높음]이 드러난다. ‘-(으)ㄹ래’를 친소 관계가

가까운 청자에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화용적으로 공손성이 떨어진다고 인

식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B는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인 청자의 의지

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으)실래요?’의 형태가 [공손성 높음]을 함의

한다고 응답하였다.

B: ‘(지하철에서) 저 내릴래요.’는 이상해요. 네가 비키든 말든 나는 내릴래요. 이런

느낌? 네가 이렇게 밀쳐도 나는 내릴 거야. 이런 느낌?

연: 그럼 이건 강한 의지예요?

B: 아니. 그냥 엄청 배려심 없는 표현. [B-B-2차-03]

B: ‘내일 회사 앞으로 갈래요.’는 안돼요. 100프로. 화난 거 같아. [B-B-1차-04]

전술했듯이 ‘-(으)ㄹ래’가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를 취하였을 때에는

화자의 의지에만 집중한다는 화용적 의미가 수반된다. 연구 참여자 B는

‘-(으)ㄹ래’에 내포된 [- 청자 동의 구함]의 자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손성 낮음]의 의미로 확장된다. 특히 B는 청자에게 화가 났을 때 자

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으)ㄹ래’를 의도적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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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럼 ‘(종업원에게) 김치 좀 더 주실래요?’는 어때?

B: '주실래요?'는 상대방의…. 이거는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연: 써본 적 있어?

B: 아니 없어. 이건 좀 상대방(청자)하고 같이 하는 행동을 물어봤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 아니면 상대방의 의도가, 생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의도를)

여쭤봤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

연: 아, 상대방의 의도가 궁금할 때?

B: 응.

연: (화·청자가) 같이 하는 행동일 때 쓰는 것 같다. ‘을래요’ 자체를?

B: 어. 뭐 ‘같이 영화 보실래요?’ 하는 거죠. [B-B-1차-01]

연구 참여자 B는 화·청자가 같이 하는 행동을 언급할 때 ‘-(으)ㄹ래

요?’ 의문문을 선택한다. 따라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제안하는 상황에

서 ‘-(으)ㄹ래요?’를 사용한다.

B: ‘뭐 먹을 거야?'는 '뭐 먹을래?'보다는 더 예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 있어.

‘먹을래?'는 지금 메뉴 같이 보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어). [B-B-1차-11]

연구 참여자 B는 ‘-(으)ㄹ 것이-’와 ‘-(으)ㄹ래’의 의미 차이를 [± 현장

성]에서 포착하였다. B의 인식 내에서 ‘-(으)ㄹ 것이-’는 문법적으로 [-

현장성]을 함의하고, ‘-(으)ㄹ래’는 [+ 현장성]을 함의한다.

연: 실제로 말한다면 ‘되려고.’를 말해요? ‘되려고 해.’라고 말해요?

B: ‘되려고.’

연: 왜 ‘되려고 해.’ 안 써요?

B: 한국 사람 '되려고 해.' 안 써서.

연: 그런데 배울 때는 우리 ‘되려고 해.’ 이렇게 배웠잖아요.

B: 응. '려고 하다' 이렇게 배웠어.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다 생략했어.

연: 한국 사람이 쓰는 걸 보고 지금 다 바꾼 거네요?

B: 네. 그리고 친구들이 다 고쳐줬어. 이건 '되려고.'라고 수정할 수 있어. 그냥 자연

스럽게 하려고. [B-B-1차-05]

연구 참여자 B는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으)려고 하-’의 형태만을

학습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모어 화자가 구어체에서 생략 형태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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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를 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의지 표현 ‘-(으)려고 하-’의 형태적

지식을 재구조화하였다.

B: ‘(지하철에서) 저 내리려고요.’ 약간 엄청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 엄청 미래는 아

니고. 그냥 당장 아니지.

연: 아. 당장이 아니다. 약간 그런 거 때문에 선택하는 구나?

B: 응. 그치. 약간 실현 더 늦게 하는 거라서. 더 늦게 일어날 거라서. [B-B-2차-03]

연구 참여자 B는 ‘-(으)려고 하-’에서 [- 즉각성]의 의미를 도출하였

다. ‘-(으)려고 하-’는 발화 이후에 당장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 즉각성]의 문법 선택 기제를 명시적으로 학습

하지 않았으나, 문법적 의미를 귀납적으로 획득하여 명시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 ‘다음부터 일찍 들어오려고요.’는 왜 안 되죠?

B: '들어오려고요.'는 너무 진짜 너무 계획 같아.

연: 계획?

B: 응. 이거 계획이 아니잖아.

연: 계획이 아니라고?

B: 여기(해당 상황)는 계획이 아니잖아. 너무 약간. 무슨 큰일 하는 느낌? 큰일 하는

그런 계획?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 뭐하려고요?’ 이런 느낌. 이런 상황은 아니

잖아. [B-B-2차-01]

연구 참여자 B는 ‘-(으)려고 하-’에서 [중요성 높음]의 자질을 도출하

였다. B는 상대적으로 큰일(big decision)을 말할 때, ‘-(으)려고 하-’를

선택하기 때문에 가벼운 일(easy decision)에는 ‘-(으)려고 하-’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 의지 표현 체계에는 ‘중요성’의 자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B가 스스로 구조화한 문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중요성 높음]의 선택 기제로 인해서 B가 ‘-(으)려고 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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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내일 학교 앞으로 가야지.' 왜냐하면 ‘야지’는 ‘어야지, 아야지’ 이런 표현은 너무 용법

이 많아 가지고 저도 정확이 모르겠어요. 한 여섯 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

연: 6개나 배웠다고요?

B: ‘할 수 있지.’ 이 경우에는 그런 긍정 나타내는 느낌?

연: 물어볼 때?

B: '할 수 있지?' ‘응. 가야지(↗)’

연: 6개 (문법) 기억나나요?

B: 음. 물어볼 때 많이 쓰지. 그거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 그런 의미고. 또 뭐 있지? 상대방한테 여쭤봤을 때 더 겸손하

게 물어보는 경우고. ‘지요?’ 이렇게 붙이는 경우고.

연: 지금 3개 얘기했어요.

B: 3개 더 있는 거 같아. 까먹었어. [B-B-1차-03]

연구 참여자 B는 ‘-아/어야지’ 형태에 대한 다양한 용법을 학습한 경

험이 있다. B의 인식 내의 ‘-아/어야지’의 명시적 문법 지식 구조에는

‘재확인’, ‘청자 기지(旣知) 가정’, ‘단독적 장면’ 등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아/어야지’의 의지 용법에 대한 인식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연: 그런데 (‘야지’) 배울 때는.

B: 그치. 엄청 강해지지. 의무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 그럼 이걸 알게 된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B: 그냥 많이 상황을 알아가면서 스스로 깨닫는 거.

연: 한국 사람 얘기 들으면서.

B: 응. 그치. 친구(가) 이거 진짜 많이 써. 친구는 ‘아야지’ 엄청 많이 써.

[B-B-2차-11]

연구 참여자 B는 ‘-아/어야지’의 의지 용법을 학습하지 않았으나, 한국

인 발화의 다양한 입력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의지’의 의미를 습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B의 응답에서 교사의 명시적 교수가 아니라 학습자

가 스스로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B는 ‘-아/어야지’에

결합된 의무 표현 ‘-아/어야’로 인해서 의무 용법과 연관시키기 때문에

의지 표현 ‘-아/어야지’는 정도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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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럼 나 내일 가야지(↗)' 이렇게.

연: 그럼 왜? 농담(으로)?

B: 그냥 나한테 귀여운 표현?

연: (청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B: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써. 근데 이거 약간 혼잣말인 느낌.

그래서 여기서도 혼잣말로 많이 써. 근데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혼잣말. (청자의

말에) 맞장구치는. [B-B-2차-11]

연구 참여자 B는 ‘-아/어야지’의 의지 용법이 혼잣말로 주로 사용됨을

인식하고 있다. 문법 자체에서 단독적 장면의 화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청자가 있을 때도 사용된다. B는 혼잣말이 수

행하는 알림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 ‘-아/어야지’를 선

택하는 과정에서 ‘혼잣말’과 ‘알림 기능’을 모두 고려한다.

연: ‘어야겠다’는 언제 써요?

B: ‘어야지'랑 똑같은 상황. 왔다갔다 가능한데.

연: 근데 두 개(‘어야겠다’와 ‘어야지’)차이가 뭐예요?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B: 모르겠어. 차이가 없는 거 같아.

연: 그럼 혼잣말할 때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해야겠다.’ (차이가 뭐예요?)

B: ‘야지'는 가볍게. ’야겠다'는 더 확실함. 확실하고 무거운 느낌? 있네. 차이 있네.

연: 그리고 여기서 질문. 왜 여기에 ‘겠’이 있을까? ‘아/어야겠다.’

B: 왜 ‘겠'이 있지? 결심 때문에 그래? ‘어야겠다' 자체를 통째로 배웠어. ’어야지'도

통째로 배웠어.

연: ‘어야겠다’는 통째로 뭐라고 배웠어요?

B: 뭐라고 배웠지? 결심? 반드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 이거 배웠을 때는 중

국어로 배웠던 거 같아. 필수. 반드시. 필요.

연: 그럼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지(↗)’, ‘해야 해.’, ‘해야겠다.’를 ‘반드시’로 배웠

지?

B: '해야겠다'는 'should'인 거 같아. ‘먹어야겠다.’ ‘I should’.

연: ‘해야 돼.’ 이것도 ‘should’잖아.

B: 아니야. '해야 해'는 must! [B-A-1차]

연구 참여자 B는 ‘-아/어야겠-’과 ‘-아/어야지’의 의미 차이를 포착하

지 못하는 듯하였으나, 개연성을 기준으로 의미 차이를 도출하였다. ‘-아



- 117 -

/어야겠-’은 [개연성 높음]을 함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결심

할 때 사용한다. 한편, 의무 표현인 ‘-아/어야 하-’와 의지 표현 ‘-아/어

야겠-’을 비교하면서 ‘-아/어야겠-’의 의미를 재구조화하였다. 본인이 인

식하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2 외국어인 영어 활용하였다. ‘-아/어

야 하-’는 당위성이 강한 ‘must'로 해석하였고, ’-아/어야겠-‘은 당위성이

약한 ‘should'로 해석하였다. 형태적 연관성을 가진 의무 용법 ‘-아/어야

하-’를 통해 의지 표현의 자발성의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특징이다.

B: '반말하기로 해요.'는 ‘하기로 했어요’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연: 왜 ‘하기로 해요’는 이상해?

B: 어. 결정은 이미 결정해야 말할 수 있는 거라서. ‘기로 했어요’만 되는 거 같아요.

(중략)

B: 근데 4번(‘반말하기로 해요’)은 아예 안 배웠어. ‘하기로 했어’만 배웠어.

[B-B-3차-04]

연구 참여자 B는 ‘-기로 하-’의 현재형 활용형인 ‘-기로 해요’를 비문

법적인 문장으로 인식하였다. ‘-기로 했어요’ 형태만을 집중적으로 학습

하였기 때문에 귀납적으로 과거형만 가능한 것으로 형태적 지식을 구조

화하였기 때문이다.

B: '기로 했어요'는 그냥 약속하고 뭐 결정. 그 상황.

연: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B: 응. 약간 상대방(타인)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와이프하고 가기로 했

어요.’, ‘저는 와이프하고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요.’는 돼요. 근데 ‘저는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요.’는 좀 (이상해요). 뭐 괜찮기도 하고. ‘와이프하고’ 들어가면 더 좋

아.

연: ‘저희는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요.’ 이거는?

B: 어! 엄청 좋아! 음. 근데 이거 '저는'만 (주어로) 하면 좀 이상하고. 근데 스스로

할 때는 ‘을게’가 훨씬 더 좋아.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기로 했어’가 더 좋아.

(중략)

B: 그런데 약간 너무 강한 거라면 (예를 들어) ‘저는 대학원 가기로 했어요.’ 그거는

괜찮고. 그쵸? 약간 그 목표의 정도. 결정하는 거의 중요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

는 것 같아. 스스로 할 때는 엄청 큰 목표. 큰 그런 거에 중요성 있어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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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이고. 근데 상대방하고 같이 결정할 때는 상대방의 의견이 같이 들어가

줘서 무게의 중요, 중량이 커져서 (가벼운 내용이어도) 괜찮은 거 같아. 그치?

[B-B-2차-13]

연구 참여자 B는 ‘-기로 했어요’를 약속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법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타인 포함’의 화용적 의미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

하였다. 즉, ‘와이프하고 하와이에 가기로 했어요.’ 또는 ‘우리는 하와이에

가기로 했어요.’와 같이 타인을 포함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

식한다. 그러나 ‘-기로 했어요’는 1인칭 단수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 B는 타인을 포함해야 하는 ‘-기로 했어요’가 1인칭 단수

주어를 취하기 위해서는 의지 내용의 ‘중요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응답하

였다. ‘-기로 하-’에서 중요성의 문법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화자 혼자서 결정한 가벼운 내용의 의지인 경우에는 ‘-기로

하-’를 사용하지 않는다. B의 인식 내 ‘중요성’의 선택 기제는 ‘-기로 하

-’의 제한적 사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 다른 사람들이 (‘기로 했어요’를) 약간 거절할 때 쓴다고 하더라고.

B: 진짜? 어. 그쵸, 그쵸. 뭐 '저는 내일 친구하고 밥 먹기로 했는데.'

연: 그때 많이 써요?

B: 그쵸. 그것도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B-B-2차-16]

연구 참여자 B는 ‘-기로 했어요’의 약속 기능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때 약속 기능은 발화 이전에 약속한 내용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B는 약속 기능의 ‘-기로 했어요’를 사용하여 청자의 제안을 공손하게 거

절하기도 한다.

B: ‘신부가 입장하고자 합니다.’ 안 쓰는 거 같아.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거랑 3번

(‘려고 하다’)이랑 바꿔 쓸 수 있어. 근데 ‘고자 합니다’는 문어에서 더 많이 쓰는

거 같아. ‘고자 한다.’ 아니면 뉴스에서 더 많이 하는 거 같아. 발표할 때 말고는

(잘 사용하지 않아). 발표는 읽는 거라서.

연: 문어를 읽을 때?

B: 응. 그리고 엄청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 [B-B-1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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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자 하다' 이건 좀 논문 표현. [B-B-2차-16]

‘-고자 하-’와 ‘-(으)려고 하-’는 대치가 가능하지만 ‘문어성’과 ‘격식성’

의 정도에서 화용적 의미 차이가 드러난다. ‘-고자 하-’는 [문어성 높음]

과 [격식성 높음]의 특징이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현재 대학원생이므로

‘-고자 하-’를 실제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 ‘-고자 하-’는 ‘-고자 한다’와

‘-고자 합니다’의 형태로 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활용형으로부터 [문어성 높음]과 [격식성 높음]을 도출하였기 때문

에 언어 구조의 전형성이 강한 담화(발표 및 논문)에서 선택된다고 응답

하였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 B의 개별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귀납적으

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겠-’

⇢ ‘-겠습니다’

⇢ [+ 현장성]

⇢ [공손성 높음]

⇢ [격식성 높음]

⇢ [남성성 높음] ⇢ ‘-(으)ㄹ게’와 비교

⇢ [친소 관계 멂]

⇢ 관용적 표현

⇢ ‘-시겠어요?’ ⇢ 요청

⇢ ‘-겠어’ ⇢ [+ 현장성]

[그림 21] 연구 참여자 B의 의지 표현 ‘-겠-’ 인식 양상

‘-(으)ㄹ

것이-’

⇢ ‘-(으)ㄹ 겁니다’ ⇢ [- 즉각성]

⇢ ‘-(으)ㄹ 거예요’
⇢ [- 현장성] ⇢ 계획

⇢ [- 즉각성]

⇢ ‘-(으)ㄹ 거야’

⇢ [- 현장성]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 계획

⇢ [- 즉각성]

⇢ [개연성 높음]
⇢ 현재형과 비교

⇢ ‘-(으)려고 하-’와 비교

⇢ ‘-(으)ㄹ 거야?’ ⇢ [- 현장성] ⇢ 계획

[그림 22] 연구 참여자 B의 의지 표현 ‘-(으)ㄹ 것이-’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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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게’

⇢ ‘-(으)실게요’ ⇢ 요청

⇢ ‘-(으)ㄹ게요’

⇢ [정도성 낮음] ⇢ 요청

⇢ [± 현장성]

⇢ [+ 외부 자발성] ⇢ 약속

⇢ [공손성 높음]

⇢ [여성성 높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응답 발화

⇢ ‘-(으)ㄹ게’

⇢ [+ 현장성]

⇢ [- 청자 동의 구함] ⇢ ‘해도 돼?’와 비교

⇢ [+ 청자 동의 구함] ⇢ 거절

⇢ [+ 청자 포함]

[그림 23] 연구 참여자 B의 의지 표현 ‘-(으)ㄹ게’ 인식 양상

‘-(으)ㄹ래’

⇢ ‘-(으)실래요?’

⇢ 주어에 초점 ⇢ [공손성 높음]

⇢ [격식성 높음]

⇢ [+ 청자 포함] ⇢ 청유 및 제안

⇢ 요청

⇢ ‘-(으)ㄹ래요?’
⇢ [중요성 낮음] ⇢ 요청

⇢ [중요성 높음] ⇢ 의문문

⇢ ‘-(으)ㄹ래요’

⇢ [아동성 높음]

⇢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 화남

⇢ ‘-(으)ㄹ래?’

⇢ [+ 현장성]

⇢ 요청

⇢ 청유 및 제안 ⇢ ‘-(으)ㄹ까?’

⇢ ‘-(으)ㄹ래’

⇢ [+ 현장성]

⇢ [- 청자 포함] ⇢ 거절

⇢ [- 청자 동의 구함]
⇢ [친소 관계 가까움]

⇢ 화남

[그림 24] 연구 참여자 B의 의지 표현 ‘-(으)ㄹ래’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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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

하-’

⇢ ‘-(으)려고 합니다’ ⇢ [+ 내부 자발성]

⇢ ‘-(으)려고 해(요)’
⇢ [구어성 낮음]

⇢ [동작성 높음]

⇢ ‘-(으)려고(요)’

⇢ [- 현장성] ⇢ 계획

⇢ [- 즉각성]

⇢ [개연성 낮음] ⇢
‘-(으)ㄹ 것이-’와

비교

⇢ [중요성 높음]

⇢ 방언 ⇢ ‘-(으)ㄹ라고(요)’

⇢ ‘-(으)려고?’
⇢ [- 현장성]

⇢ [중요성 높음]

[그림 25] 연구 참여자 B의 의지 표현 ‘-(으)려고 하-’ 인식 양상

‘-아/어야지’

⇢ [개연성 낮음] ⇢ [정도성 낮음] ⇢ ‘-(으)ㄹ게’와 비교

⇢ [- 중요성] ⇢ [정도성 낮음]

⇢ [+ 구어성]

⇢ 친소 관계 가까움 ⇢ SNS 사용

⇢ 단독적 장면 ⇢ [- 청자 동의 구함]
⇢ 알림

⇢ SNS 사용

⇢ 의무 표현 ⇢ [정도성 높음]

[그림 26] 연구 참여자 B의 의지 표현 ‘-아/어야지’ 인식 양상

‘-아/어

야겠-’

⇢
‘-아/어야

겠다’

⇢ [+ 외부 자발성]
⇢ 의무

⇢ ‘-아/어야 하-’와 비교

⇢ 단독적 장면

⇢
‘-아/어야

겠어(요)’

⇢ [+ 외부 자발성] ⇢ 의무 ⇢
[정도성

높음]

⇢ 상관적 장면 ⇢ 상대높임법

[그림 27] 연구 참여자 B의 의지 표현 ‘-아/어야겠-’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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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
⇢

‘-기로

했어(요)’

⇢ [- 현장성] ⇢ 약속 ⇢ 거절

⇢ [중요성 높음] ⇢ 1인칭 단수 주어

⇢ [중요성 낮음]
⇢ 1인칭 복수 주어

⇢ 타인 포함

⇢ 상관적 장면

[그림 28] 연구 참여자 B의 의지 표현 ‘-기로 하-’ 인식 양상

‘-고자

하-’

⇢ ‘-고자 합니다’

⇢ [격식성 높음]
⇢ 뉴스

⇢ ‘-(으)려고 하-’와 비교

⇢ 문어체 구어 ⇢ 발표

⇢ 상관적 장면

⇢ ‘-(으)려고 하-’

⇢ ‘-고자 한다’ ⇢ [문어성 높음] ⇢ 논문

[그림 29] 연구 참여자 B의 의지 표현 ‘-고자 하-’ 인식 양상

2.3. 연구 참여자 C

연구 참여자 C는 30대 중반 한국계 미국인 남성이며 영어 강사이다.

20대 초반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국인 부모님에 의해 한국어를 듣기만

하였다. 현재 한국에 거주한 지는 9년이 되었다. 한국의 대학 기관 부속

언어교육원에서 Summer Intensive Course로 5주(100시간) 동안 한국어

읽기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C는 한국어 수업

이 현재 자신의 한국어 문법 지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

다. 한국 영화를 자주 시청하고, 한국인 모어 화자들과 직접 어울리면서

실제적인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다. 고급 어휘, 전문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는 문

제가 없다. 하지만 한국어 말하기 유창성이 떨어져 연구자가 보기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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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어를 발화할 때

한국계 미국인 교포 억양의 특성이 드러나며, 의미 전달은 가능하지만

조사 오류와 같은 사소한 문법적 오류들이 이미 화석화되어 있다. 그러

므로 참여자가 활용하는 문법 선택 기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연

구 참여자 C의 경우, 모어인 영어와 제2 언어인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연: ‘우리 이 방을 같이 쓸까?’를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C: ‘Should we use this room?'

연: 근데 (한국말에서) ‘should(-아/어야 되다)' 안 했잖아.

C: ‘Let's use this room.'

연: 오케이. 근데 (그 영어 문장은) 질문이 아니잖아.

C: 이거 번역할 수 없어. [C-B-2차-10]

연구 참여자 C는 한국어를 듣거나 말할 때 모국어인 영어와 연관시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터뷰에서 한국어 문

장을 영어로 번역할 것을 요청하였을 때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

아, 한국어와 영어를 일대일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는 상황에 적절한 한국어 문장 전체를 암기하는 편인데, 평소에 많이

들어본 것을 기준으로 문장의 적절성을 판단하였다. 문어보다는 구어에

익숙하며, 언어의 구조 및 문법의 형태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한국어

를 습득한다. 특정 문법이 선택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므로

문법 선택 기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다. 전반적

으로 C의 문법 선택 기제는 ‘담화 상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즉, 상황을

분석하여 그 상황에서 실제로 자주 들어본 문법 및 문장을 선택한다.

C: ‘나는 꼭 좋은 선생님이 되겠지?’

연: ‘-지’를 쓴다고요 끝에? 왜 ‘되겠지’라고 했지? 궁금하네. ‘되겠지’는 어떤 의미예

요?

C: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중략)

C: '되겠어.' 선택권 없잖아. 꼭 하는 거잖아. [C-B-1차-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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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C는 의지 표현 ‘-겠-’을 명제 내용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

을 때 사용하는 문법으로 판단하였다. C는 ‘-겠어’의 [개연성 높음]의 자

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종결어미 ‘-지’를 결합한 ‘-겠지’를 사용하였다.

C: ‘나 미국으로 유학 갈 거야.’ 이미 정했으니까.

연: 그럼 약간 계획일 때 ‘을 거야’ 쓰나?

C: 응. [C-B-2차-14]

연구 참여자 C는 ‘-(으)ㄹ 것이-’를 사용할 때 [- 현장성]의 의미를 도

출하였다. ‘-(으)ㄹ 것이-’의 [- 현장성]의 의미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계

획’ 기능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미 세운 계획에 대해 말하는

상황에서 ‘-(으)ㄹ 것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 ‘(종업원에게) 김치 좀 더 주실 거예요?’ 이거는요?

C: 아니에요.

연: 왜요?

C: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 물어본 거예요.

연: 마치 옛날에 이미 말했는데 다시 빨리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C: 네. [C-B-1차-01]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 C는 청자의 의지에 대해서 화·청자가 이미 공

유한 상황에서만 ‘-(으)ㄹ 것이-’를 선택한다.

C: ‘응, 내가 할 거야.’ 음. No. Maybe. I don't know.(안 돼. 될 수도 있고. 잘 모르

겠어.)

연: 뭔가 좀 이상해?

C: yeah.

연: 왜 이상한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려요?

C: It sounds like my idea, and I want to do it.(내가 자발적으로 한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

연: 아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다고? 부탁 (받는 게) 아니고?

C: yeah. [C-B-2차-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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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C는 청자의 부탁에 대한 승낙을 하는 상황에서 ‘-(으)ㄹ

것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C 인식 내의 ‘-(으)ㄹ 것이-’에

는 [+ 내부 자발성]의 의미 자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 혼자서

자발적으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C: ‘나 이 게임기 좀 해보겠어.’ 응.

연: 이것도 괜찮아요?

C: yeah. but not my style.(괜찮지만 나는 사용하지 않아.)

연: 그럼 ‘해볼 거야.’

C: same as ‘해보겠어.’ 이상해.

연: 말이 안 돼요? 아니면은 어색해요?

C: 어색해.

연: 왜 어색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C: 허락 없이 할 거면 그냥 하면 되지. [C-B-2차-06]

연구 참여자 C 인식 내의 ‘-겠-’과 ‘-(으)ㄹ 것이-’는 화자의 의지에

대한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청자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자가 ‘-겠-’과 ‘-(으)ㄹ 것이-’를 사용하여 발

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연: 영어에는 ‘나 밥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be going to’ 있잖아요.

C: Yeah. ‘I'm going to eat dinner.’

연: ‘will’은요?

C: Same thing.(똑같아.)

연: 차이 있잖아요.

C: ‘will’은 그 자리에서 정해서 가는 거지. ‘going to’는 계획 세우고 하는 거야. 그 차이.

(중략)

C: I can still say ‘I will’. It's not taking 10 years. I just say ‘going’ for everything.

There's no time limit. Every time is relative. So I can say ‘I'll have beer.’ and

I will have it 10 minutes from now. Or I can say ‘I'm going to have beer.’ and

I can have it 10 minutes from now. Only difference is a decision.

(나중에 해도 ‘I will'이라고 말할 수 있어. 10년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냥

거의 ‘going'이라고 말해.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시간은 상대적이야.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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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have beer.'라고 말하고 10분 뒤에 먹을 수도 있고, ‘I'm going to have

beer.'라고 말하고 10분 뒤에 먹을 수도 있어. 언제 결정했는지가 중요해.)

(중략)

C: It depends. Maybe if I help her and it takes 20 minutes, I can say ‘I'm going

to help you.’ because I'm investing my time in the future. I'm planning to

help her even though it takes time 20 minutes. But like you say I help her for

5 minutes or 1 minute then I would say ‘I will.’

(그때마다 달라. 내가 만약에 20분 동안 할머니를 도와드린다면, ‘I'm going to

help you.'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미래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만

약 내가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계획했는데, 5분이나 1분 동안만 도와주면 ‘I will

help you.'라고 할 거야.) [C-B-3차-09]

연구 참여자 C는 모어인 영어의 의지 표현의 의미 차이를 [± 현장성]

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자는 C에게 한국어 의지 표현 체계에 존재하는 [±

즉각성]의 기제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였으나, [± 즉각성]은 상대적이기 때

문에 의지 표현의 선택 기제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C는 영어

의 의지 표현을 선택할 때도 [± 현장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 C는 현장성 이외에 ‘미래에 투자하는 시간’을

의지 표현의 선택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C: ‘그래 그럼 내가 10시까지 학교 앞으로 갈게.’

연: 왜 ‘갈게’라고 해요?

C: 친구니까. [C-B-1차-03]

C: '그럼 10시까지 회사 앞으로 갈게요!’

연: 왜 ‘갈게요’를 써요? 친구 아니잖아요 여기. 언제 ‘갈게’를 써요? 무슨 상황일 때?

C: ….

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C: (청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선배님이.

연: 선배님이랑 둘이 뭐하는 상황인데요?

C: 약속하는 거잖아. [C-B-1차-04]

연구 참여자 C는 의지 표현 ‘-(으)ㄹ게’를 선택할 때, 다른 문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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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는 고려하지 않고 화·청자의 ‘친소 관계’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 참여자 C가 친소 관계가 먼 경우에 ‘-(으)ㄹ게’를 선택하는 경우는

화·청자가 약속을 하는 상황이었다. C는 ‘-(으)ㄹ게’가 담화 상황에서 약

속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귀납적으로 습득하였기 때문에, 약

속 기능은 C가 의지 표현 ‘-(으)ㄹ게’를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 '(친구들에게) 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게.’ (이건) 이미 정한 거잖아.

연: 이미 정한 거라서 왜 안돼요?

C: 아무것도 안 정했잖아 미래는.

연: 미래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C: 응. [C-B-2차-12]

‘-(으)ㄹ게’는 [+ 현장성]을 가지므로 화자가 결심하는 시간과 발화시

가 일치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C는 ‘-(으)ㄹ게’에서 [- 현장성]의 의

미를 도출하여 ‘-(으)ㄹ게’를 선택했을 때의 화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

악하지 못하였다.

연: 친구들한테 ‘나 신혼여행 하와이로 갈게.’ 이렇게 하면 이상해요 그 상황에서도?

C: 응.

연 왜 이상하지?

C: I don't know.(몰라.)

연: ‘을게.’ 약간 약속하는 거 같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C: 이거는 그 사람들(청자)이랑 약속하는 거 아니잖아. [C-B-2차-12]

연구 참여자 C는 ‘-(으)ㄹ게’에 내포한 [+ 청자 포함]의 의미를 도출하

였다. [+ 청자 포함]의 의미로 인해 연구 참여자 C는 ‘-(으)ㄹ게’를 청자

와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문법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 이

외의 타인과 약속한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 ‘-(으)ㄹ게’를 사용할 수 없다

고 응답하였다.

연: ‘이쪽에 앉으실게요.’는 아예 틀린 말이야?

C: Yes. It's strange.(응.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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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래? 근데 이거 많이 쓴다. 서비스업 이런 데서.

C: They are not sitting. I'M sitting.(직원이 앉는 게 아니라 내가 앉는 거잖아.)

연: 근데 이거 틀린 문법인데 한국에서 많이 많이 (사용해).

C: I don't hear it.(나는 들어본 적 없어.) [C-B-3차-10]

연구 참여자 C는 비규범형 ‘-(으)실게요’를 들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

하였다. C는 ‘-(으)ㄹ게’는 1인칭 주어만을 취하므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

낸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2인칭 주어를 취하여

청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으)실게요’를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인식하였

다.

연: ‘저 내릴래요.’ 이거는요?

C: No.

연: 왜 ‘을래요’ 이상해요?

C: 뭐 허락받고 내리는 거 같아서.

연: 아, 근데 허락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상황이?

C: 그 사람 문 여는 사람 아니니까? [C-B-1차-03]

연구 참여자 C는 화자가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할

때 ‘-(으)ㄹ래’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C는 청자의 도움이 필

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지 표현 ‘-(으)ㄹ래’를 선택하지 않는다.

C: '다음부터 일찍 들어올래요.' No.

연: 왜요? 뭔가 이상해요?

C: 내가 (청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들어온다고. [C-B-1차-01]

반면, 연구 참여자 C는 ‘-(으)ㄹ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 청자 동의

구함]의 의미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C의 인식 내의 ‘-(으)ㄹ래’가 [+ 청

자 동의 구함]을 내포할 때에는 공손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 청자 동

의 구함]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공손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즉, 연구 참여

자 C가 ‘-(으)ㄹ래’를 선택할 때에는 대화 상황에 따라서 [± 청자 동의

구함]의 기제가 유동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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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럼 ‘우리가 이 방을 쓸래?’

C: 응(괜찮아). Same thing as '쓸까?'(‘쓸까?’랑 같은 뜻이야.) [C-B-2차-10]

연구 참여자 C는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제안하는 표현인 ‘-(으)ㄹ까?’

를 유사 문법으로 인식하였다. 즉, ‘-(으)ㄹ래’를 사용한 의문문에서 [+

화자 포함](평서문에서는 [+ 청자 포함])의 자질을 도출한 것이다. 따라

서 C는 화·청자가 같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청자에게 질문할 때 ‘-(으)

ㄹ래?’를 선택한다.

C: 계획 (벌써) 세웠다며.

연: 근데? ‘나 미국으로 유학 갈래.’는 지금 정한 거 같아요?

C: 아무것도 안 정하고 가는 거 같아.

연: 지금 정한 거 같아요?

C: 그냥 막 얘기하는 거 같아. [C-B-2차-14]

연구 참여자 C는 ‘-(으)ㄹ래’에서 [+ 현장성]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따

라서 화자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결정한 의지에 대해서 말할 때 ‘-(으)

ㄹ래’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연: 그럼 ‘내일 1시까지 도서관에 갈래.’ 이거는요?

C: 누가 도서관 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연: 그러니까 뭔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상황에서 ‘갈래’를 쓰진 않는다는 건가

요?

C: 응. ‘집에 갈래.’(는 괜찮아.) [C-B-1차-09]

연구 참여자 C는 비격식 구어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C의 인식 내에서 비격식 구어로 주로 사용되는

‘-(으)ㄹ래’의 의미 구조가 다른 의지 표현에 비해서 복잡하게 나타났다. C

는 ‘-(으)ㄹ래’의 문법적 의미로 [자발성 높음]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

(으)ㄹ래’를 화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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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럼 ‘이따가 먹으려고요.’ 이래요, ‘먹을라고요.’ 이래요(이렇게 말해요)?

C: '먹을라고.' [C-B-2차-15]

연구 참여자 C는 ‘-(으)려고 하-’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

나 ‘-(으)ㄹ라고’를 선택하여 발화하는 빈도가 높았다. C는 모어 화자의

비격식 구어의 입력을 통해 스스로 의지 표현의 체계를 구조화하였기 때

문에 규범형인 ‘-(으)려고’와 비규범형인 ‘-(으)ㄹ라고’가 동일한 활용형

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C에게 ‘-(으)려고 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지속적으로 ‘-(으)라고’ 형태

로 변환하여 재질문하였다.

연: ‘내일 도서관에 가려고.’ 이거는요?

C: 괜찮아. 계획 잡았는데 안 갈 수도 있고. [C-B-1차-09]

C: ‘나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Same thing as number 2(‘유학 갈래.’). 그냥 계획(만)

있고 (자세히) 안 정했고.

연: ‘가려고.’가? 근데 아까 ‘려고’는 이미 말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C: 말했는데 안 정했다고. 결정 안 됐다고. 하고 싶으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연: 맞아요.

C: Intention(의도) 있는데 (확실하게) 안 정했지. [C-B-2차-14]

연구 참여자 C는 ‘-(으)려고 하-’와 ‘-(으)ㄹ래’가 [개연성 낮음]의 의

미 자질을 공유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의지 표현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계획’ 기능을 동일하게 수행할지라도 ‘개연성’의 측면에서 의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연구 참여자 C는 ‘의도

(intention)'라는 메타언어로 의지 표현의 [개연성 낮음]의 의미를 인식하

고 있다. C가 개연성이 낮은 의지 표현을 선택하는 이유는 청자에게 실

현 가능성을 배제한 화자의 의도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화자는 [개연

성 낮음]의 의지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의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청자

의 기대를 낮출 수 있으며, 화자의 의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발화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다.

연: ‘커피 좀 드시려고요?’ 이건 이상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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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 사람(청자) (미리) 얘기 안했으니까.

연: 얘기 안했는데 마치 옛날에 말했던 거 확인하는 거 같은 건가?

C: 응. 처음 얘기하니까. [C-B-2차-05]

연구 참여자 C는 ‘-(으)려고’가 [- 현장성]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쓰였을 때 전제 조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으)려고 하-’

의 [- 현장성]으로 인해 청자가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이전에 말했을 때

에만 ‘-(으)려고?’의 사용이 가능하다. ‘-(으)려고?’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 의지) 확인’의 기능을 한다.

연: ‘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야지(↗).’는 왜 이상해?

C: ‘가야지.’ and ‘가야겠다.’ same reason. 거기서 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 자리에서

정하는 거 아니라며.

연: 그래서 아니다. 이미 정한 거니까?

C: 응. [C-B-2차-12]

연구 참여자 C는 ‘-아/어야지’와 ‘-아/어야겠-’에서 [+ 현장성]의 의미

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발화 현장에서 화자가 의지를 결심하는 경우에만

두 의지 표현을 선택하였다. 모어 화자의 직관에서 ‘-아/어야지’와 ‘-아/

어야겠-’에는 [+ 현장성]이 내포되어 있으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서 ‘-아/어야지’와 ‘-아/어야겠-’의 현장성을 논의한

바가 없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C의 인식에서 ‘-아/어야지’와 ‘-아/어야

겠-’의 [+ 현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입력을 통해 귀납적으로 [+

현장성]의 의미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연: 그럼 ‘해야지(↗)’ 이렇게 쓴 적 있어요?

C: 아니.

연: 혼자 있을 때 혼잣말로.

C: Sometimes.(가끔)

연: ‘해야지(↗)’ 하면 혼잣말 생각나요?

C: 응. 근데 잘 안 해. [C-B-2차-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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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기생충 봐야지.’는 어때요?

C: If I talking to a friend? or talking to myself.(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아니면 혼

잣말하는 거야?)

연: ‘그럼 기생충 봐야지(↗).’ 이거는요?

C: Yeah. If you talking to yourself.(혼잣말할 때.) [C-B-3차-09]

연구 참여자 C는 ‘-아/어야지’ 의지 용법을 사용하는 상황은 단독적

장면인 혼잣말을 하는 상황에 국한된다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혼잣말을 자주 하지 않으며 단독적 장면에 가까운 SNS를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아/어야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C: '하와이로 가야겠어요.' 이상해.

연: 왜요?

C: 다른 거 선택 없어서.

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같아?

C: 응. [C-B-2차-13]

연구 참여자 C는 ‘-아/어야겠-’에서 [자발성 낮음]의 의미를 도출하엿

으므로 ‘-아/어야겠-’의 의무 용법과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의

사소통 상황에서 ‘차선’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응답하였다.

C: ‘기생충 봐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

연: 그럼 그거 영어로 한번 해주실래요?

C: ‘I should watch it.’

(중략)

연: ‘기생충 봐야지(↗).’

C: ‘I should watch it.’

연: 이것도 ‘should’ 예요?

C: Why not?(왜 안 돼?)

연: 그럼 ‘봐야겠어’는요?

C: Same thing. It's not ‘I want to watch it.’. ‘I should watch it.’

(똑같아. ‘기생충 보고 싶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I should watch it.’)

(중략)

연: 만약 보고 싶으면 뭐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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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f I want to watch it, I would say ‘보고 싶다.’

(만약에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라고 할 거야.)

연: 그래요?

C: Because I want to watch it.(보고 싶으니까.)

연: 그러니까 나는 볼 거잖아. I'm gonna watch it.(기생충 볼 거야.)

C: 그럼 그것도 ‘기생충 봐야겠어.’ 하겠지? Intent is different.(의도가 달라.)

연: 의도가 어떻게 다르죠?

C: ‘봐야지’는 ‘I should watch it'.

연: 그럼 ‘I have to watch it.’은 뭔가요?

C: ‘꼭 봐야지.’

연: 그럼 ‘봐야지.’ 안에서 다 ‘should’예요?

C: Korean has a different meaning.(한국어는 의미가 다르지.) [C-B-3차-09]

연구 참여자 C는 ‘-아/어야겠-’과 ‘-아/어야지’를 모두 ‘should’로 해석

하였다. 의무를 나타내는 형태소 ‘-아/어야-’에서 [자발성 낮음]의 의미를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아/어야겠-’과 ‘-아/어야지’는 자발성을 함의하는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의무 표현인 'should'로 해석하였을 때 정확한 의

미를 전달할 수 없다. 또한 연구 참여자 C는 자발성을 강조하면 희망 표

현인 ‘-고 싶-’을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발성의 정도가 다른 의지 표

현은 희망 표현 및 의무 표현과 인접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학습자의 모

어로 번역하였을 때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 그럼 ‘나 내일 도서관 가기로 했어.’는?

C: 상대방(청자) 피할라고.

연: 상대방을 피할라고? 그러니까 거절할 때?

C: ‘나 도서관 가기로 해서 너랑 못 만나.’ 이런 느낌. [C-B-1차-09]

연구 참여자 C는 거절을 할 때 ‘-기로 했-’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거절을 하는 행위는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으나 ‘-기로 했-’

의 [- 현장성]은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고정함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

손성 높음]의 화용적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C: ‘반말하기로 해요.’는 조금 더 착해. ‘반말할게요.’랑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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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근데 이거 말은 돼요?

C: 응.

(중략)

C: 내가 정하는 거잖아.

연: 근데 이걸 배웠어?

C: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난 영화에서 배웠어. [C-B-3차-04]

연구 참여자 C는 ‘-기로 하-’의 현재형 ‘-기로 해요’를 인식하였는데,

약속 기능의 ‘-(으)ㄹ게요’와 유사 문법으로 해석하였다. C는 영화에서

‘-기로 해요’ 형태를 습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해.’

C: I don't know. 들어본 적 없어.

연: ‘제가 발표하고자 합니다.’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C: No. [C-B-2차-16]

연: ‘하고자 합니다’는요?

C: I don't know what that is.(무슨 말인지 몰라요.) [C-B-3차-07]

연구 참여자 C는 일상 구어체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학습하였기 때문

에 격식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고자 하-’의 형태에 대한 입력을 받은

경험이 없다. 따라서 ‘-고자 하-’에 대한 문법 지식에 대한 인식이 부재

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 C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겠-’ ⇢

‘-겠습니다’

⇢ [공손성 높음]

⇢ [격식성 높음]

⇢ 관용적 표현

‘-겠어’
⇢ [개연성 높음]

⇢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그림 30] 연구 참여자 C의 의지 표현 ‘-겠-’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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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것이-’

⇢ ‘-(으)ㄹ 겁니다’ ⇢ [남성성 높음]

⇢ ‘-(으)실 거예요?’ ⇢ [- 현장성] ⇢ 확인

⇢ ‘-(으)ㄹ 거야’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개연성 낮음] ⇢ ‘-겠-’과 비교

⇢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 특정 청자

⇢ ‘-(으)ㄹ 거야?’ ⇢ [- 현장성]

[그림 31] 연구 참여자 C의 의지 표현 ‘-(으)ㄹ 것이-’ 인식 양상

‘-(으)ㄹ게’

⇢ ‘-(으)ㄹ게요’

⇢ [+ 청자 포함]

⇢ [친소 관계 가까움]

⇢ 약속

⇢ ‘-(으)ㄹ게’

⇢ [개연성 높음]

⇢ [+ 청자 포함] ⇢ 약속

⇢ [- 청자 포함] ⇢ 단순 의지

⇢ [친소 관계 가까움]

약속⇢

[그림 32] 연구 참여자 C의 의지 표현 ‘-(으)ㄹ게’ 인식 양상

‘-(으)ㄹ래’

⇢ ‘-(으)실래요?’ ⇢ [공손성 낮음]

⇢ ‘-(으)ㄹ래요’
⇢ [+ 청자 동의 구함] ⇢ 요청

⇢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 ‘-(으)ㄹ래?’

⇢ [친소 관계 가까움]

⇢ 요청

⇢ 의문문

⇢ 청유 및 제안 ⇢ ‘-(으)ㄹ까?’

⇢ 명령

⇢ ‘-(으)ㄹ래’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 청자 동의 구함]

⇢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그림 33] 연구 참여자 C의 의지 표현 ‘-(으)ㄹ래’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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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

하-’

⇢ ‘-(으)려고(요)’

⇢ [- 현장성] ⇢ 통보

⇢ [개연성 높음] ⇢ 예정

⇢ [개연성 낮음]
⇢ 계획

⇢ ‘-(으)ㄹ래’

⇢ [구어성 높음] ⇢ ‘-(으)ㄹ라고(요)’

⇢ ‘-(으)려고(요)?’

⇢ [- 현장성] ⇢ 확인

⇢ 다그침 ⇢ [공손성 낮음]

[그림 34] 연구 참여자 C의 의지 표현 ‘-(으)려고 하-’ 인식 양상

‘-아/어야지’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친소 관계 가까움]

⇢ 단독적 장면 ⇢ [- 청자 동의 구함]

[그림 35] 연구 참여자 C의 의지 표현 ‘-아/어야지’ 인식 양상

‘-아/어야

겠-’

⇢ ‘-아/어야겠다’ ⇢ [+ 현장성] ⇢ ‘아/어야지’

⇢ ‘-아/어야겠어(요)’ ⇢ [+ 외부 자발성] ⇢ 의무

[그림 36] 연구 참여자 C의 의지 표현 ‘-아/어야겠-’ 인식 양상

‘-기로 하-’ ⇢ ‘-기로 했어(요)’

⇢ [- 현장성]

⇢ 상관적 장면

⇢ 거절

[그림 37] 연구 참여자 C의 의지 표현 ‘-기로 하-’ 인식 양상

2.4. 연구 참여자 D

연구 참여자 D는 20대 중반 미국인 여성으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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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과정 대학원생이다. 고등학교 때 한국어 과외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어를 접하게 되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소재 고등학교

에서 약 1년 간 수학하였으며, 미국 대학에서 응용언어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어 관련 수업을 다수 수강하였다.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2학기 동

안 한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한국어 문법

교육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소재 대학에서 한국어교육 석

사 과정을 밟고 있는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약 4년이다.

연구 참여자 D는 인지문법에 관심이 있어 문법의 규칙보다는 문법의

의미를 학습하는 것이 학습자의 문법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초급 학습자는 문장 및 문법 표현을 암기하는 수동적인 학습에 국한될

수밖에 없으나, 고급 학습자는 선행 학습한 수많은 문법 표현이 내포하

는 고유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문법 지식을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법의 의미에 대한 학습은 학습자의 장기적인 기억에

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4∼5개월간의 침묵기135)를

가지면서 충분한 입력을 통해 한국어의 형태에 대해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즉, 모국어를 습득하듯이 한국어를 습득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모

어 화자처럼 문법 선택 기제에 대한 질문 혹은 교육문법 내용에 대한 질

문에 명확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D는 담화 상황에

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문법을 선택한

원인을 특정 용어로 구체화하지는 못했으나 국어학적인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을 내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D는 한국어

문법을 수동적으로 암기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법의 의미

를 스스로 정리하면서 한국어 문법을 학습한다고 응답하였다.

D: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 문법을 영어로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일치

하지가 않잖아요.

135) 크라센의 자연적 접근법(Natural Approach)은 제2 언어 습득에서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침묵기(silent period)의 학습자는 목표어의 듣기 능력에만 집중하여 말하기

를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다(Horwitz, 전병만 외 역, 2010: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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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맞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잖아.

D: ‘I'm going to’하고 ‘I will’.

연: 응, 맞아. ‘을래’, ‘을 것이다’ 다 똑같이 배워.

D: 그런데 ‘I'm going to'하고 ‘-을 거야’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어 단어를 말하지만 거의 뉘앙스를 영어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한국어를 한국어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영어 개념이 아닌

진짜 한국어 개념. 제가 고민 많이 한 문제예요. [D-A-1차]

연구 참여자 D는 한국어를 사용할 때 모국어인 영어를 활용하지 않는

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 어휘는 영어와 일부 연관성이 있으나 문법은

영어와 연관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 D는 한국

어의 유창성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영어를 일대일로 통역

및 번역을 할 때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한국어 문법 표현을 영어 문법과 일대일로

배우기 때문에 한국어의 뉘앙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의 뉘앙스

를 따르면서 잘못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D: 존댓말을 썼을 때 ‘가겠습니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친구와 약속했을 때 ‘가

겠어.’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연: 그럼 ‘가겠습니다.’ ‘겠습니다’가 같이 오면 괜찮네요?

D: 그렇죠. 뭐 선생님이랑 약속을 하는 거라면 ‘10시까지 학교 앞으로 가겠습니다.’

할 수가 있잖아요. 하십시오체에 ‘을게’가 없잖아요. [D-B-1차-03]

연구 참여자 D는 한국어 문법 범주에서 높임법에 대한 관심과 민감도

가 높았다. 한국어의 상대높임법 체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서 약속

화행을 실현할 때 친소 관계에 따라서 상대높임법 체계를 적절하게 활용

하고 있다. D는 약속 상황에서 친소 관계가 먼 청자에게 [공손성 높음]

을 실현하기 위해 하십시오체와 의지 표현 ‘-겠-’이 결합한 ‘-겠습니다’

형태로 사용하며, 친소 관계가 가까운 청자에게 [공손성 낮음]을 실현하

기 위해 해(요)체와 의지 표현 ‘(으)ㄹ게’가 결합한 ‘-(으)ㄹ게(요)’를 선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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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지하철에서) 저 내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잖아요.

연: ‘내리겠습니다.’가?

D: 네. 뭐 '내릴게요.'도. 그러니까 제 의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협조나 양해가 필

요했을 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실례하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약간 부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D-B-2차-03]

연구 참여자 D는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공손하게 요청할 때 ‘-겠습니

다’와 ‘-(으)ㄹ게요’를 선택하였다. 직접적인 요청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

에 의지 표현 ‘-겠습니다’와 ‘-(으)ㄹ게요’를 사용하면 [공손성 높음]의

요청문을 실현할 수 있다.

D: ‘김치 좀 더 주시겠어요?’

연: 왜 그렇게 말해요?

D: 그냥 부탁하는 표현인 거 같아서 그랬던 거 같아요.

연: 부탁하는 표현이라서 ‘주시겠어요?’

D: 네. '김치 좀 주세요.’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 [D-B-1차-01]

연구 참여자 D는 부탁하는 표현, 즉 요청문을 실현할 때 직접 요청문

인 ‘N 주세요’ 대신에 ‘N 좀 주시겠어요?’를 사용하여 공손성을 실현한

다. ‘N 좀 주시겠어요?’를 의지 표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N 주세요’와

공손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요청문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다.

D: ‘내일 도서관에 가겠어.’는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순간적인 개인 계획?

연: 아….

D: 근데 (이 상황은) 이미 친구가 말한 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또는 뭐 방금 있었던 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서 ‘가겠어’가 아니

고. [D-B-1차-09]

연구 참여자 D는 ‘-겠-’을 선택하는 기제로 [+ 현장성]을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자가 발화하는 순간에 바로 결정한 일이 아닌

경우에 ‘-겠-’을 사용하면 부적절한 문장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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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우리가 이 방을 쓸 거야?’ 했을 때 친구(청자)가 이미 방을 선택했을 때 계획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D-B-2차-10]

D는 ‘-(으)ㄹ 것이-’에서 [- 현장성]의 자질을 도출하였는데, 메타언어

로 ‘계획’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D가 의미하는 ‘계획’은 발화시 이전

에 결정한 동작주의 의지를 가리킨다. 즉, D가 사용한 ‘계획’이라는 용어

에는 [- 현장성]이 내포되어 있다.

D: 그런데 ‘이따가 먹을 거예요.’ 하면은 안 그래도, 엄마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따가 먹을 생각이었다.

연: 그럼 ‘먹을게요.’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나서 결정한 거고. 근데 이건(먹을 거예

요.) 어차피 이미 결정되어 있다.

D: 네.

연: 그럼 어떻게 보면 순간적인 거네요?

D: 상황은 좀 깊이 들어가면 아니겠지만. 네. 어떻게 먹기로 했는지에 따라서 좀 상

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연: 의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르다.

D: 네. [D-B-2차-15]

D의 인식 내에서 ‘-(으)ㄹ 것이-’를 사용한 의지 표현은 화자의 내부

에서 결정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반면, D가 인식하는 의지의 외부

요인이란 발화시에 화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일컫기 때문에 [+ 현

장성]과도 연관이 있다. D는 ‘-(으)ㄹ 것이-’의 [- 현장성]으로 인하여 외

부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닌 [+ 내부 자발성]을 띤다는 특징이 있다.

D: ‘나는 꼭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는 되게 자신감 높아 보여요. 자신감이 있고 의

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연: 그런데 마음을 먹는 거하고, 자신감이 있다(의) 차이가 뭐지? 둘 다 강한 느낌 아니에

요?

D: 그렇죠. '좋은 선생님이 되겠어.'에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겠’은 거의 자기 자

신한테 약속하는 느낌이 있는 거 같고. ‘될 거야.’는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확

신이 된다면 자신감이 있다는 것 같아요. [D-B-1차-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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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D는 ‘-(으)ㄹ 것이-’에서 자신감이 높다는 의미를 도출하

였는데, D 인식 내에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은 의지 내용이 실현될 가능

성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D는 ‘-(으)ㄹ 것이-’에

서 [개연성 높음]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

D: 네. 그런데 ‘회사 앞으로 갈게요.’가 조금 더 친한 선배라면 가능할 거 같은데. 개

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친하지 못하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같아요. [D-B-1차-04]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선택의 기제로 화·청자의 친소 관계가 작

용하는 경향이 있다. D는 화·청자가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

소 관계가 가까운 경우에는 ‘-(으)ㄹ게요’를 사용하고, 먼 경우에는 ‘-겠

습니다’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D: 친구들한테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게.’ 그러면 그 느낌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것 같은? 아니면 뭐 조금 이상하지만 이제 친구들하고 신혼여행 도착지 여러 개

를 보고 있는데 이제 각자 한 곳을 고르고 있다면 내가 하와이로 가기로 하면은

다른 친구가 하와이를 못가고 이제 다른 데로 (가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으로 가기로 약속한 상태라면 (가능해요).

연: 그럼 약간 청자한테 허락을 받는 느낌이네요.

D: 네네. [D-B-2차-12]

연구 참여자 D는 ‘-(으)ㄹ게’에서 [+ 청자 포함]의 의미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청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게.’라고

발화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화로 인식하였다. 해당 발화 자체에서 연구

참여자 D가 회상한 담화 상황은 화자의 결정이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청자 동의 구함]의 자질도 발견된다.

D: ‘김치 좀 더 주실래요?’는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한테 안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집

에서 동생한테 ‘김치 좀 더 줄래?’가 맥락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을래’를 부탁할 때 쓸 수 있긴 한데 저는 어른한테 안 쓸 것 같아요.

연: 어른한테는 안 쓰고 친한 사람한테만 써요 ‘을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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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뭐 이렇게 쓸 수 있긴 한데 좀 예의가 없어 보이는 거 같아요 저한테는.

[D-B-1차-01]

연구 참여자 D는 ‘-(으)실래요?’를 사용한 의문문이 담화 상황에서 요

청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공손성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친소 관계가 먼 청자 혹은 사회적으로 화자보다 지위가 높은 청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하였다. ‘-(으)ㄹ래’에서 [공손성 낮음]의 의미

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 ‘나는 선생님이 될래.’는요?

D: 그건 순간적인 표현이라서 오래전부터 (생각한 의지)는 안 되고. [D-B-1차-05]

연구 참여자 D가 ‘-(으)ㄹ래’에서 [+ 현장성]의 자질을 일관되게 도출

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D는 화자가 발화시 이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한 의지에 대해서 말할 때 ‘-(으)ㄹ래’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식

한다.

연: 그럼 ‘학교 앞으로 갈래.’는 약간 ‘가고 싶어.’하고 비슷해요?

D: 그것도 다르잖아요. '을래'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조금 더 순간적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든 생각이 ‘아, 그럼 이렇게 할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뭐 ‘하고 싶

다.’라는 것은 그냥 평소에도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순간적인 의미는 없는 거 같

아요. [D-B-1차-03]

연구 참여자 D는 ‘-(으)ㄹ래’에서 [자발성 높음]의 의미를 도출하였으

므로 희망 표현인 ‘-고 싶-’과 유사한 문법으로 인식하였다. 두 문법의

의미 차이를 [± 현장성]에서 찾았는데, ‘-(으)ㄹ래’는 [+ 현장성]이 강하

며, ‘-고 싶-’은 [- 현장성]이 드러난다.

D: ‘고자 하다’는 조금 더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도 쓸 수가 있고. 발표를 하거나 그런

자리에서 쓸 수가 있는데. ‘하려고 하다’는 조금 덜 격식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

을까요? [D-B-1차-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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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D는 ‘-고자 하-’와 ‘-(으)려고 하-’를 유사 문법으로 인식

하였다. 두 문법의 의미 차이는 장르성이 강한 화용적 의미인 격식성과

문어성에서 도출하였는데, 전자는 [문어성 높음]과 [격식성 높음]이 드러

나며, 후자는 [문어성 낮음]과 [격식성 낮음]을 내포한다고 응답하였다.

D: ‘우리가 이 방을 쓰려고.’ 근데 (이 상황이) 너무 막 결정한 거라서 좀 그런(이상

한) 거 같아요.

연: 이거(‘려고’)는 옛날부터 결정한 거라서요?

D: 아주 옛날이 아니어도 지금 막 결정한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D-B-2차-11]

연구 참여자 D는 ‘-(으)려고 하-’에서 [- 현장성]의 의미를 도출하였

다. 그러므로 발화시에 바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 ‘-(으)려고

하-’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식한다.

D: ‘커피 좀 드시려고요?’ 그거는 손님(청자)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집)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머그잔 꺼내고. [D-B-2차-05]

‘-(으)려고 하-’ 의문문을 보고 연구 참여자 D가 회상한 담화 상황은

화자가 청자의 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하여 질문을 하는 상황이다.

연구자는 ‘-(으)려고 하-’에서 [- 현장성]의 의미를 도출할 것을 기대하

였으나, 연구 참여자 D의 응답은 현장성보다는 청자의 의지에 대한 화자

의 미지(未知)를 가정하고 질문하는 것에 가깝다.

D: ‘우리가 이 방을 써야지(↗)’ 이거는 ‘쓸 거야’보다는 계획이 아직 덜 된? 그런 느

낌이 들어가는데. ‘쓸게’보다는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상대방의 협조하고 상관없는? 그냥 딱 보고 ‘아, 그래야겠다. 써야겠다. 이 방이

좋다,’ 생각해서.

연: 그럼 이것도 어쨌든 약간?

D: 약간 순간적인 (의지). [D-B-2차-11]

연구 참여자 D는 ‘-아/어야지’ 의지 용법에서 [- 청자 동의 구함]과 [+

현장성]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D의 인식 내에서 ‘-아/어야지’는 ‘-(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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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와 현장성의 유무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이 덜 되었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개연성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D: ‘하와이로 가야겠다.’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냥 빨리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입력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말했을 때. ‘갈래’, ‘가야지’, ‘가야겠다’

순간적인 감정? [D-B-2차-12]

연구 참여자 D는 ‘-(으)ㄹ래’, ‘-아/어야지’, ‘-아/어야겠-’에서 [+ 현장

성]의 공통된 의미를 도출하였다. 특히 ‘-아/어야겠-’의 경우 화자가 발

화 현장에서 의지를 결정하게 된 원인은 외부에서 어떤 입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 D의 응답에서 화자의 의지의

근원이 문법 선택 기제가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D: 영어로 한다면 '해야겠어'가 'have to'와 비슷할 거 같고, '해야겠다'는 'should'.

'I really should'. [D-B-2차-16]

연구 참여자 D는 ‘-아/어야겠-’이 결합하는 종결어미에 따라서 자발성

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상관적 장면에서 ‘-아/어야겠어’

는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청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므로 스스로에

게 의무 부과를 하게 된다. 반면, 단독적 장면에서 ‘-아/어야겠다’는 스스

로 자신에게 의무 부과를 하는 것이므로 화자가 의지 실현에 대한 선택

권이 있어 상대적으로 자발성이 높아진다. 영어의 ‘should'는 의무 표현

이지만 발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의 자발성이 담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한국어의 의지 표현인 ‘-아/어야겠-’으로 해석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연구 참여자 D의 경우에는 한국어 의지 표현의 자발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아/어야겠-’을 [자발성 낮음]의 의지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성’의 추상적인 양태 의미를 영어권의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모어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적절한 용

례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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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해야겠다.’를 (평소에)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혼잣말로도 쓰고. 그

런데 혼잣말인데 뭔가 상대방(청자)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서 예를 들어서 친구랑 이제 밥 먹고 가기로 했는데 밥 먹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

요. 그러면 ‘어 늦겠다. 가야겠다.’ 하면은 친구의 반응도 이제 기대하면서 말하는 거

잖아요. [D-B-2차-16]

연구 참여자 D는 ‘-아/어야겠다’를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하는 의지 표

현으로 인식하였다. ‘-아/어야겠다’는 단독적 장면이라는 장면적 의미를

내포하지만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기

능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혼잣말은 청자에게 행동을 직접적으로 요구하

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청자의 행동을 유도한다

는 특징이 있다.

D: ‘이따가 (남은 치킨을) 먹기로 했어.’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

연: 이상해요 이거? 이것도 이미 결정한 거잖아요.

D: 네.

연: 근데 왜 이상하죠?

D: 그러니까 되게 치킨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건데. 고민이 아니어도 생각을 되게

(많이) 의도적으로.

연: 치킨이 중요하긴 하지만. 선생님(참여자)이 지금 고민을, 심사숙고하는 내용을 말

했는데 (다른 참여자는) 되게 중요한 일에는 ‘기로 했어’를 사용하지만 치킨같이

가벼운 일에는 ‘기로 했어’를 사용하면 어색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D: 그쵸. 왜냐하면 뭐 생각하는 과정도 들어있고 그런 고민 끝에 낸 결정. 그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는 좀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D-B-2차-15]

연구 참여자 D는 ‘-기로 하-’에서 [중요성 높음]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중요성에 대한 해석이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

다. D는 의지 내용의 객관적인 중요성보다는 화자가 의지를 결정하기 위

해서 들인 시간과 고민을 중요성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지라도 화자(주어)가 의지를 결정

하기 위해 심사숙고를 했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로 하-’를 사

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D의 의지 표현 체계를 귀

납적으로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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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

⇢ ‘-겠습니다’

⇢ [- 현장성]

⇢ [공손성 높음]

⇢ [격식성 높음]

⇢ [남성성 높음]

⇢ 약속 ⇢ ‘-(으)ㄹ게’와 비교

⇢ 요청

⇢ ‘-시겠어요?’

⇢ [공손성 높음]

⇢ [여성성 높음]

⇢ 요청

⇢ ‘-겠어’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아/어야겠-’과 비교

⇢ [- 청자 동의 구함]

⇢ 단독적 장면

[그림 38]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겠-’ 인식 양상

‘-(으)ㄹ

것이-’

⇢ ‘-(으)ㄹ 겁니다’
⇢ [- 청자 포함]

⇢ 미래 시제

⇢ ‘-(으)실 거예요?’
⇢ [- 현장성]

⇢ 계획

⇢ ‘-(으)ㄹ 거예요’

⇢ [- 현장성]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 계획

⇢ 의도

⇢ ‘-(으)ㄹ 거야’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으)ㄹ게’와 비교

⇢ [개연성 높음] ⇢ [정도성 높음]

⇢ ‘-(으)ㄹ 거야?’
⇢ [- 현장성]

⇢ 계획

[그림 39]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으)ㄹ 것이-’ 인식 양상

‘-(으)ㄹ게’

⇢ ‘-실게요’ ⇢

⇢ ‘-(으)ㄹ게요’
⇢ [공손성 낮음] ⇢ ‘-겠습니다’와 비교

⇢ [친소 관계 가까움]

⇢ ‘-(으)ㄹ게’

⇢ [+ 청자 포함]

⇢ [+ 청자 동의 구함]

⇢ 요청

⇢ 약속

[그림 40]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으)ㄹ게’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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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래’

⇢ ‘-(으)실래요?’ ⇢ [친소 관계 가까움] ⇢ 반말

⇢ ‘-(으)ㄹ래요?’

⇢ [공손성 낮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요청

⇢ 의문문

⇢ ‘-(으)ㄹ래요’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고 싶-’과 비교

⇢ [공손성 낮음] ⇢ [- 감사]

⇢ [- 청자 동의 구함]

⇢ ‘-(으)ㄹ래?’

⇢ [친소 관계 가까움]

⇢ 요청

⇢ 의문문

⇢ ‘-(으)ㄹ래’

⇢ [+ 현장성] ⇢ [정도성 낮음]

⇢ [+ 내부 자발성]

⇢ [+ 청자 동의 구함] ⇢ 요청

[그림 41]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으)ㄹ래’ 인식 양상

‘-(으)려고

하-’

⇢
‘-(으)려고

합니다’
⇢ [+ 내부 자발성] ⇢ 3인칭 주어

⇢ ‘-(으)려고 해(요)’ ⇢ [- 격식성] ⇢ ‘-고자 하-’와 비교

⇢ ‘-(으)려고(요)’

⇢ [- 현장성] ⇢ [공손성 낮음]

⇢ [구어성 높음] ⇢ ‘-(으)ㄹ라고(요)’

⇢ 후행 발화 ⇢ 미지 가정

⇢ ‘-(으)려고?’

⇢ [- 현장성]

⇢ [공손성 낮음]

⇢ 후행 발화 ⇢ 미지 가정

[그림 42]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으)려고 하-’ 인식 양상

‘-아/어야지’

⇢ [+ 현장성]
⇢ [개연성 낮음]

⇢ [+ 외부 자발성] ⇢ ‘-(으)ㄹ래’와 비교

⇢ [- 청자 동의 구함]

⇢ ‘-아/어야겠-’

[그림 43]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아/어야지’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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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야

겠-’

⇢ ‘-아/어야겠다’

⇢ [+ 현장성]

⇢ [+ 외부 자발성] ⇢ ‘I really should’

⇢ 단독적 장면

⇢ ‘-아/어야겠어(요)’

⇢ ‘-아/어야지’

⇢ [+ 외부 자발성] ⇢ ‘I have to’

⇢ 상관적 장면

[그림 44]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아/어야겠-’ 인식 양상

‘-기로 하-’

⇢ ‘-기로 해(요)’ ⇢ [+ 현장성] ⇢ 약속

⇢ ‘-기로 했어(요)’

⇢ [- 현장성]

⇢ 약속

⇢ 계획

⇢ 통보

⇢ [중요성 높음]
⇢ [개연성 높음]

⇢ 상관적 장면

[그림 45]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기로 하-’ 인식 양상

‘-고자

하-’

⇢ ‘-고자 합니다’ ⇢ [격식성 높음] ⇢ 발표

⇢ ‘-고자 한다’ ⇢ [문어성 높음] ⇢ 학술적 글쓰기

⇢ ‘-고자 해(요)’ ⇢ 상관적 장면 ⇢ 약속

[그림 46] 연구 참여자 D의 의지 표현 ‘-고자 하-’ 인식 양상

2.5. 연구 참여자 E

연구 참여자 E는 20대 후반 카자흐스탄인 여성으로 정치외교학과 학

부에 재학 중이다. 카자흐어가 모국어이지만 언어에 매우 관심이 많아서

러시아어, 우즈벡어, 영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어를 공부한 경험이 없었으나 2012년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동

안 머무르면서 한국어를 접하게 되었다. 교환학생으로 생활하는 동안에

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2015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 대학교 진

학을 준비하면서 현재까지 약 4년째 거주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E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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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대학 기관 부속 언어교육원에서 4급 과정까지 수강한 경험이 있

다. 평소에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모국어로 느껴진다

고 응답하였는데, 한국어 발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유창성과 정확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언어교육원에서 수강한 한국어 수업에서는 문법을

강조하였으나, 연구 참여자 E는 문법보다는 어휘 학습에 흥미를 느꼈다

고 한다.

E: 음. ‘가겠어.’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가겠어’

이거는 문법으로 맞아요. 어학당에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어학당에

서 ‘가겠어’ 배웠어요. ‘갈게’ 안 배웠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겠어’라는 걸 안

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문법. 책에서 나오는 말

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가겠어’ 제가 봤을 때는 책에서 나

오는 것 같고요. ‘갈게’는 말할 때 쓰는 단어(표현)인 것 같아요.

(중략)

E: 저는 책에 집중하지 않았고 한국 사람들 말투에 집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하

철 타면 어떻게 쓰지 하면서 집중하고. [E-B-1차-03]

연구 참여자 E의 문법 지식은 과거에 언어교육기관에서 학습한 내용

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본인이 들어 본 내용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었

다. 연구 참여자 E가 한국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발음이기 때문에, 외국인처럼 발음하였을 때 드러나는 어색함을 회피하

기 위해 노력한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서 한국 가요를 듣거나 한국

영화를 시청하면서 스스로 발음을 교정한다고 응답하였다. E는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가하는 활동적인 성향이며, 주변에 한국인 친구가 많아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 지금 문법 여러 가지가 계속 섞여 나왔어요. 거기서 헷갈리는 거 있어요?

E: 한국어 문법은 다 헷갈리는데. 근데 여기서 말이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

람들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 쓰지? 이런 거 잘 모르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요.

연: 그 중에서는 특히 뭐랑 뭐가 헷갈려요?

E: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문법에 집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공부 방식은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스타일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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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그냥 질문 없이 배웠던 것 같아요. [E-A-1차]

연구 참여자 E는 한국어 문법 학습을 선호하지 않지만, 인터뷰를 하는

동안 문법 표현들의 의미와 문법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는 데에 흥미를

보였다. 즉, 연역적인 문법 학습보다는 목표어의 다양한 입력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언어의 규칙을 찾아내는 학습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 E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 교재보다는 한국인과의 대화 속에

서 모어 화자의 발화에 집중하여 문법 지식을 습득한다. 자주 들어본 한

국인의 발화를 문법 지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문법 선택 이유에 대

한 질문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

았다.

연구 참여자 E는 한국어를 발화할 때 청자의 기분을 좋게 하가 위해

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높은 존대 표현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상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

게 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의도 표현’을 ‘공손

하게’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연구 참여자 E가

한국어 학습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어가 한 가지 문법 표현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오해하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이라고 응답

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한국인들이 소위 ‘빈말’을 하는 문화에 많이 노

출되어 한국인의 의도를 오해했던 경험이 많았다.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

들은 한국어를 학습할 때, 먼저 한국인의 언어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의지 표현은 구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며 종류가 다양

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의지 표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은 문장임에도 ‘이것은 틀렸어

요.’라고 단호하게 응답하는 것으로 보아, 문장의 문법성을 판단하기보다

는 담화 상황에서 문법의 적절성을 우선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 네. 오히려 그걸(모어를)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항상 일치하는 경우

가 거의 없거든요. 가끔씩 예외가 있고 뭔가 바뀌는 것도 많잖아요. 그럼 더 머리

가 아파요. 왜 그러지? 왜 여기서 이렇게 바뀌지?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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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가 그렇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 [E-A-1차]

연구 참여자 E는 한국어를 다른 언어와 비교하지 않고 한국어 그대로

흡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자신의 모국어와 일대일로 대조하여

학습하지 않고 목표어인 한국어만 독립적으로 습득하였다. 그 결과 한국

어 실력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어로 번역을 하지 못한다. 또

한 일반적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를 이해하기 때

문에 본인의 의도적이지 않은 학습 방식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136).

연: 아. 그럼 ‘가겠어요.’도 써요?

E: 네. 쓰긴 쓰는데 조금 그래도 친한 사람. 예를 들면 언니(연구자)인데 언니랑 친

해요. 그럼 반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겠어요.’라고는 쓰지만 ‘가겠습니다.’

는 안 쓸 것 같아요. 선배는 (저랑) 아예 안 친한데 ‘가겠어요.’라는 말은 안 쓸 거

같아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연: 그럼 이거 ‘습니다’ 때문에 쓰는 거구나.

E: 한국에 그 차이가 있어서(상대높임법). 한국 사람들 되게 사소한 것에 대해 신경

을 많이 쓰기 때문에. 특히 언어에서 반말, 존댓말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잖아요.

저는 차라리 ‘가겠습니다.’라고 쓸 거 같아요.

연: 그럼 여기서(‘가겠어요.’와 ‘가겠습니다.’를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겠’은 지금 상

관없어요?

E: 응. 그거는 아니고. 그냥 ‘습니다’ 써요. 미래형. ‘겠’ 자체가 미래형이잖아요. 그래

서 ‘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갔습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E-B-1차-04]

연구 참여자 E의 발화에서 의지 표현 ‘-겠-’은 ‘-겠습니다’와 ‘-겠어요’

로 활용된다. E는 ‘-겠습니다’와 ‘-겠어요’를 선택할 때 친소 관계와 사회

적 거리를 고려하였다.

연: ‘이 뚜껑 좀 열어주겠어?’ 이거는 어떤 느낌?

E: 부탁하는 느낌. [E-B-2차-08]

136) 의도적(intentional) 학습 또는 명시적 학습(explicit learning)은 제2 언어 학습자가

언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중한 입력 처리 과정을 일컫는다(Brown,

이흥수 외 역, 201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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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E는 ‘-겠어?’ 의문문을 통해 청자의 의지를 물어보는 의

지 표현을 ‘부탁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E: ‘내일 도서관에 가겠어.’ 자체는 엄청 미래형. 정말 뭔가 계획.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런데 도서관 가는 건 엄청 뭐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 거야.’ (사용

해요.) [E-B-1차-09]

연구 참여자 E는 ‘-겠-’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말할 때 의지 내용

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참여자들도 중요성의

기제에 대해서 인식하였으나, 중요성을 해석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

을 확인한 바 있다. 연구 참여자 E의 경우에는 행위 실현을 위해 필요한

힘듦과 어려움에 집중하여 중요성을 해석하였으며, [중요성 낮음]을 나타

내고자 할 때에는 ‘-(으)ㄹ 것이-’를 선택한다.

E: ‘커피 좀 드실 거예요?’는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그 사람(청자)이 아니라고 말할

확률이 더 높을 거 같아요. 보통 ‘드실래요?’라고 하죠.

연: 2번(‘드실 거예요?’)은 그때 앞에 전제 조건 있다고.

E: 네. 맞아요.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그 느낌을 받아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가 받아들일 때는 뭔가 조건을 주는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청자)한테는 뭔가 선

택권을 주는 거. 커피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조건을 (주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연: 그러니까 이건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닌 거네?

E: 네. [E-B-2차-05]

연구 참여자 E는 ‘-(으)ㄹ 것이-’ 의문문에서 2인칭 주어인 청자의 의

지에 대해 개연성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E는 ‘-(으)ㄹ 거예요?’에서

[개연성 낮음]의 의미를 도출하기 때문에 청자의 의지를 순수하게 물어

보기보다는 ‘-(으)면, -(으)ㄹ 거예요?’와 같이 조건부의 의지를 물어볼

때 사용한다. 그러나 ‘-(으)ㄹ 것이-’가 조건의 종속절과 함께 쓰이는 경

우는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에 ‘-(으)ㄹ 것이-’ 자체가 [개연성 낮음]의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는 조건절로 인해 생성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E는 귀납적으로 획득한 ‘-(으)ㄹ 것이-’의 상황적

의미를 ‘-(으)ㄹ 것이-’의 선택 기제로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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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뭔가 ‘다음부터 일찍 들어 올 거예요.’하면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것은 절대 하지

(늦지) 않겠고, 뭐뭐를 하겠다 뜻일 때.

연: 마지막?

E: 응. 이거는 마지막(으로) 늦게 들어오는 거고 더 이상은 하지(늦지) 않겠다. 처음

이자 마지막이다. ‘다음부터는 뭐뭐 할 거예요.’ [E-B-2차-01]

연구 참여자 E는 ‘-(으)ㄹ 것이-’를 사용하여 화자 의지의 [개연성 높

음]의 양태 의미를 실현하였다. 그러므로 화자가 약속하는 상황에서 ‘-

(으)ㄹ 것이-’를 사용하면 의지를 실현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화

자가 자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효과를 준다.

E: ‘나 이 게임기 좀 해볼 거야.’ 이것도 (청자의) 허락 없이 그냥 하겠다. 그냥 강하

게. [E-B-2차-06]

연구 참여자 E의 인식에서 ‘-(으)ㄹ 것이-’가 [공손성 낮음]을 내포하

는 이유는 청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기저의 의미에서 확장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면 (청자가) 기분 나쁠 거예요.

연: 이건 기분 나빠? 왜 기분 나빠?

E: 이건 명령이잖아요. ‘뭐뭐 할 거야.’ 그러면.

연: 뭔가 명령 느낌 있어요?

E: 되게 강하게 말하는 거? 강한 느낌? [E-B-2차-09]

연구 참여자 E의 인식 내 ‘-(으)ㄹ 것이-’는 [- 청자 동의 구함]을 내

포하기 때문에 [공손성 낮음]이 실현된다. [- 청자 동의 구함]의 자질은

또한 [정도성 높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E: ‘너 뭐 먹을래?’, ‘너 뭐 먹을 거야?’ 이거 두 가지(가 적절해요).

연: 두 개 차이 있어요 뭔가?

E: 음. 있어요. ‘뭐 먹을 거야?’는 계획 있는 거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뭐 먹을

래?’ 이거는 계획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런 느낌? [E-B-1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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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E의 인식 내에서 ‘-(으)ㄹ래?’와 ‘-(으)ㄹ 거야?’를 사용한

의문문은 청자가 발화 이전에 계획을 세웠는지 발화시에 계획을 세웠는

지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나타난다. 즉, 연구 참여자 E가 두 문법을 선

택할 때에는 [± 현장성]이 선택 기제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으)ㄹ래’

는 [+ 현장성], ‘-(으)ㄹ 것이-’는 [- 현장성]을 드러낸다.

E: ‘(지하철에서) 저 내릴 거예요.’ 안 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꼈냐면 뭐

계획할 때.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좀 먼 일이. ‘내릴게요.’는 당장 뭔가 할 때.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E-B-2차-03]

연구 참여자 E는 의지 표현에서 [± 즉각성]의 의미를 인식하였다. ‘-

(으)ㄹ 것이-’에는 [- 즉각성], ‘-(으)ㄹ게’에는 [+ 즉각성]의 의미 자질이

내포되어 있어 지하철에서 내리기 직전에 청자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하는

문장으로 ‘내릴게요.’를 선택하였다.

E: ‘갈 거야’ 그거는 약속 잡을 때 쓰는 단어(문법)가 아니잖아요. 나는 내일 그냥 뭐

뭐 갈 거야. 할 거야.

연: 그러니까 약속이 아니다?

E: ‘나는 내일 그냥 뭐 10시까지 학교 앞으로 갈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그러면

뭐 시간 있으면 그때 만나자. 이럴 수도 있고. [E-B-1차-03]

연구 참여자 E는 약속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문법을 분류

하고 있다. 따라서 ‘-(으)ㄹ 것이-’의 양태적 의미보다는 상황적으로 분

석하여 약속 상황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문법으로 인식한다.

E: ‘네,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 근데 약간 ‘게요’ 쓸 때 뭔가 약간 친한 사람한테 하는 것 같다고 아까 전에.

E: 예. 근데 서비스업체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청자)이랑 친한

척을 해야 뭔가. 서비스업체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E-B-1차-07]

연구 참여자 E는 ‘-(으)ㄹ게요’와 ‘-겠습니다’의 의미 차이를 친소 관계

거리로 인식한다. ‘-(으)ㄹ게요’는 [친소 관계 가까움]의 자질을 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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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친한 사람에게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체와 같이 모르는

사람인 손님에게 친밀감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에 의해서 전략적

으로 ‘-겠습니다’ 대신에 쓰이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E: ‘앉으실게요.’ 이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연: 들어본 적이 없어?

E: 네.

연: 오히려 약간 ‘커피 받으실게요.’ 이러거나 좀 이거 이상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E: 아, 있어요, 있어요. 근데 신경 안 써요. 이런 말 쓰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제가

너무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들어요.

(중략)

E: 대다수 사람들이 안 쓰고 제가 TV에서도 들어 본 적이 없고 책에서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투구나. 그 사람만의 특징이구나.

(중략)

E: 저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있었던 문법을 왜 굳이. [E-B-2차-10]

연구 참여자 E는 비규범형 ‘-(으)실게요’를 ‘-(으)ㄹ게’의 잘못된 문법

사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E는 규범 문법에 의존하는 성향이 아닌 것으

로 보였으나, 실제 언중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형태가 자신의 문법

지식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문법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규

범 문법적인 성향을 보인다.

E: ‘을래’는 보통 자발적으로 뭔가 할 때. 여기서는 부탁했고(이것 좀 해 줄래?) ‘그

래.’ 대답할 때 ‘그래. 내가 해 줄게.’ 근데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도와달란 말도 안

했는데 ‘이거 누가 해 줄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그때 ‘아, 내가 할래.’ 이런 거잖

아요. 자발적으로. [E-B-2차-04]

연구 참여자 E는 ‘-(으)ㄹ래’의 특징을 자발성에서 찾았다. E의 인식

내 ‘-(으)ㄹ래’는 자발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 요청이 없는 상황

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상황은 청자가 화자에게 요

청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으)ㄹ래’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이 경우에 E

는 [자발성 낮음]의 ‘-(으)ㄹ게’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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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갈래’는 내가 먼저 갈래. 먼저 가겠다. 이것도 약속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자발

적으로 무슨 행동할 때. ‘나 갈래.’ [E-B-1차-03]

연구 참여자 E는 ‘-(으)ㄹ래’에서 [+ 내부 자발성]의 의미를 도출하기

때문에 약속 상황에서 ‘-(으)ㄹ래’를 선택하지 않았다. 약속 상황은 청자

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청자를 요인으로 하는 [+ 외

부 자발성]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E는 ‘-(으)ㄹ래’를 사용

하여 약속하기 기능을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E: 보통 아는 사람들끼리 ‘뭘 드실래요?’ 하지만 그 직원이 ‘무엇을 드실래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말을 쓰면 매너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연: 그럼 ‘을래요’ 이 자체가 약간 친한 사람들끼리?

E: 응.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의 식당 갔는데, ‘무엇을 드실래요?’ 하면 서로 물어볼 수

있지만, 근데 직원분이 거기서 물어 보면 매너가 없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E-B-1차-02]

연구 참여자 E는 ‘-(으)ㄹ래’에서도 [친소 관계 가까움]의 의미를 도출

한다. 따라서 화·청자가 서로 아는 사이일 때에는 ‘-(으)ㄹ래’를 사용하여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이, 예를 들어 직원과 손님의 관계에서

‘-(으)ㄹ래?’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으)ㄹ래’에는 [친소

관계 가까움]으로 인해서 [공손성 낮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E: ‘나 내일 도서관에 갈래.’는 여기서는 뭔가 삐질 때, ‘나 갈래!’

연: 뭔가 상대방(청자)에게 그런 느낌인가, 무시하는 느낌?

E: 네, 맞아요. 너(청자)는 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 갈래.’ 이때 쓰는 것 같아요.

[E-B-1차-09]

연구 참여자 E가 선택한 ‘-(으)ㄹ래’에서 [공손성 낮음]의 의미가 드러

나는 이유는 ‘-(으)ㄹ래’가 청자의 의지에 반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명하

기 때문이다. 즉, ‘-(으)ㄹ래’는 화자의 의지에 대해서 청자의 동의를 구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 E는 청자의 기분

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으)ㄹ래’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157 -

E: ‘일찍 들어올래요.’는 올 수가 없어요. ‘뭐뭐 할래요. 같이 들어올래요?’ 할 때 쓰는

거잖아요. 뭔가 같이 하자고 할 때. 근데 이건 물음표(의문문) 아니고 그냥 이거

(평서문)인데. [E-B-2차-01]

반면, 연구 참여자 E는 ‘-(으)ㄹ래?’ 의문문에서 화·청자를 모두 포함

하는 [+ 화자 포함]137)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으)ㄹ래’를 사용

한 의문문은 화·청자가 같이 하는 행동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응

답하였다.

연: 그럼 ‘먹으려고.’는 둘(‘먹을 거야.’, ‘먹을래.’) 중에 뭐랑 더 비슷해요?

E: ‘너 뭐 먹으려고?’ 계획.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을) 것이다’ 이거. ‘너 뭐 먹을 거

야?’ 보통 저는 느낌상은 모르겠는데 문법상으로는 ‘뭐뭐 할 것이다.’ 이거는 계획

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같은) 거 같아요. [E-A-2차]

연구 참여자 E는 ‘-(으)려고 하-’와 ‘-(으)ㄹ 것이-’에서 동일하게 계획

의 의미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두 문법 항목을 유사 문법으로 인식하였

다. 연구 참여자 E가 인식하는 ‘계획’의 기능적 의미는 [- 현장성]에서

찾을 수 있다.

E: ‘이 뚜껑 열어주려고?’ 그 사람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열어주는 거. 갑자기.

[E-B-2차-08]

연구 참여자 E는 ‘-(으)려고 하-’를 자발성이 높은 의지 표현으로 인

식하였다. 의문문의 경우 화자와 상관없이 청자가 스스로 결정한 의지이

기 때문에 화자가 청자 의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으)려고 하-’를 사용한 의문문은 청자의 자발적인 의지를 알 수 없으

므로 사용되는 상황이 매우 특수한 양상을 보인다. 연구 참여자 E는 이

러한 특징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137) [± 청자 포함]의 자질은 평서문으로 쓰일 때에는 [+ 청자 포함]을 나타내지만, 의문

문으로 쓰일 때에는 [+ 화자 포함]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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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려고’라면 보통 ‘려’가 들어가면 당장이 아니라 좀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올해 뭐뭐 하려고 해.’ [E-B-2차-08]

연구 참여자 E는 ‘-(으)려고 하-’에서는 [- 즉각성]의 문법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당장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할 때 ‘-(으)려고

하-’의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E: ‘나는 꼭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근데 혼잣말이지만 이거 누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 혼잣말 너무 잘하니까 이거 문화차이인 것 같아요.

연: 아, 한국 사람들 혼잣말 잘 해?

E: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혼자 그냥 ‘자야지(↗).’, ‘뭐뭐 해야지(↗).’ 계획

세우는 거 그냥?

연: 근데 그거 누가 듣고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E: 네. 그냥 나(화자)한테 강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고. [E-B-1차-05]

연구 참여자 E는 한국어에 혼잣말을 드러내는 문법이 만연한 것이 한

국어의 특징이라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한국어에는 혼잣말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적 장치들, 특히 종결어미가 존재한다. 그러나

혼잣말은 엄밀하게 말해서 청자를 상정한다. 그럼에도 범언어적으로 혼

잣말의 언어적 장치가 발달한 이유는 담화상에서 화·청자에게 부담을 낮

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의 인식 내 ‘-아/어야지’ 의지 용법은 혼잣

말로 쓰인다는 특징이 있으며, [개연성 낮음]의 문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이 표명한 의지 내용에 대해서 화자가 실현해야 할 부

담이 낮다고 응답하였다.

E: ‘내가 해야지.’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안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지. 당연히 도와줘야지.’ 이런 느낌. [E-B-2차-04]

연구 참여자 E가 ‘-아/어야지’의 의지 및 의무 용법을 명시적으로 인

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연구자가 오름조 억양으로 발화하여 명시적으로 차이를 강조했음에도 불

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의지 용법으로 해석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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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용법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어야지’의 의지 및 의무 용법

은 특히 억양에서 의미 분화가 정확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E가 명시

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어야지’에 대한 문법 지식이 불

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E: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냥 하겠다는 거. 꼭은 아니지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해야겠다.’, ‘해야겠어.’는 저는 로스쿨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학

점이 부족해요. 그런데 로스쿨 학점이 부족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열심히 해야겠어.’ [E-B-2차-16]

연구 참여자 E는 ‘-겠-’과 ‘-아/어야겠-’의 의미 차이를 개연성에서 발

견하였다. ‘-겠-’을 사용한 의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반면, ‘-아/어야겠

-’을 사용한 의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한다.

E: ‘하와이로 가야겠다.’는 선택권 없을 때. 좋은 나라 있는데 이거 너무 비싸 가지고

하와이는 그나마 쌌어요. 그래서 ‘하와이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이.

[E-B-2차-12]

연구 참여자 E는 ‘-아/어야겠-’에서 [자발성 낮음]의 의미를 도출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상황에서 ‘차선’의 의미를 실현한다고 응답하였다. 자신

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의지이지만 외부 상황으로 인해서 자발성의 정도

가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E: ‘1시까지 가기로 했어.’ 이것도 쓰는 거 같아요. 아, 근데. 1시까지니까 ‘가기로 했

어.’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로 했다’라는 건 계획하고 나서 완료되는 일인

데. 예를 들면 ‘내일 -기로 했어.’ 엄청 미래형인 거 같아요. ‘나는 다음 달에 어디

여행 가기로 했어.’

연: 아, 이건 내일이라서 안 된다?

E: 네. 갑자기 잡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뭐뭐 가기로 했어. 하기로 했어.’뭔

가 계획된 일. [E-B-1차-09]

연구 참여자 E는 ‘-기로 하-’에서 [- 즉각성]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즉

각성의 기준은 매우 상대적인데, 연구 참여자 E는 ‘내일’ 실현하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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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 즉각성]의 자질이 있는 것으로, ‘다음 달’에 실현할 의지는 [- 즉각

성]의 자질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E: 이것도 갑자기 ‘나는 뭔가 가기로 했어.’ 보통 아까랑 똑같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호주 갈까, 영국 갈까 미국 갈까 그 중에 미국을 선택했을 때. ‘나는 이제 미국으

로 가기로 했어.’

연: ‘기로 했어’ 때문에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느낌이 있구나.

E: 네.

연: 그게 뭔가 왜 그러는 거지? 큰 결정이라서?

E: 네. 큰 결정이라서.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걸 선택해야 되는 느낌. [E-B-2차-14]

연구 참여자 E는 ‘-기로 하-’에서 의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구체화하였

다. E가 자신의 미래의 일에 대해서 큰 결정을 하는 경우에 ‘-기로 하-’

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정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였다는 의미를 중요성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E: ‘이따가 먹기로 했어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녁 약속. ‘밥을 먹었어?’, ‘이따가 친

구들이랑 밥 먹기로 했어요.’(는 괜찮아요.)

연: ‘친구들’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

E: 네. 뭔가 계획되어 있는 거? ‘-기’가 들어가면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 근데 이 상황도 ‘이따가’가 있어서 계획이잖아요.

E: 근데 이건 그냥 혼자 할 수 있지만 이건(‘기로 했어요’는) 어떤 약속의 느낌. 이건

혼자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이건 ‘기로’ 자체가 들어가면 이미

정확한 약속과 뭔가 큰 계획이 있는 거. [E-B-2차-15]

연구 참여자 E는 ‘-기로 하-’에서 [중요성 높음] 이외에도 ‘약속’의 의

미를 도출하였다. E의 인식 내 ‘-기로 하-’는 [- 현장성]을 내포하므로

이미 결정된 내용을 나타내며, 중요성이 높은 이유는 화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행위 주체자로서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E는 청자 이외

의 타인과 약속한 내용에 대해 말할 때 ‘-기로 했어요’를 사용한다고 응

답하였다. 실제로는 화자 혼자서 하는 의지를 말할 때 ‘-기로 했-’을 사

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주체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제

약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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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우리 반말하기로 해요.’ 어때요?

E: 안돼요. 아니에요. 이거 ‘-기로’는 뭔가 계획이잖아요. 누구랑 이거를 하기로 했을

때.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그 사람이랑 ‘우리는 이제 반말하기로 했어요.’

뭐뭐를 둘이 협의를 해가지고 약속을 했다.

(중략)

E: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연: 노래도 안 들어봤어? 우리 이제 하기로 해요.

E: 아, 그거 들었어요.

연: 그럼 그거 들을 때 어땠어?

E: 신경 안 써요. 예전에 약간 그거는 뭔가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문법. 지금까지 한

번도 (일상생활에서) ‘하기로 해요.’ 들어본 적 없어요. [E-B-3차-04]

연구 참여자 E는 ‘-기로 하-’의 현재 시제 활용형인 ‘-기로 해요’를 전

술한 ‘-(으)실게요’처럼 비규범형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로 해

요’를 명시적으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 가사를 통해 ‘-기로 해

요’ 형태를 입력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문법 지식으로 확립하

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E: ‘고자 하다’는 정말 강력하게 의지를 말할 때. ‘뭐 하려 한다’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계획인데, ‘고자 하다’는 내가 무조건 하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 [E-A-1차]

연구 참여자 E는 ‘-(으)려고 하-’와 ‘-고자 하-’를 구분하는 데에 개연

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E의 인식 내 ‘-(으)려고 하-’는 개연성이 낮은 반

면, ‘-고자 하-’는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E가 ‘-고자 하-’를 사용할 때에

는 강력한 의지의 문법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E: ‘-고자’는 아예 자체가 ‘내가 뭐뭐 하고자 한다.’ 엄청 강력하게 내가 뭔가를 하겠

다 했을 때 ‘-고자’를 쓰잖아요.

연: 어디서 써요 ‘-고자’? 예를 들면. 말할 때 써?

E: 응. ‘나는 정치가가 되고자 한다.’ 정말 강력하게.

연: 근데 그거 약간 글에서 쓰는 느낌 아니에요?

E: 네, 맞아요. 말할 때는 그냥 강조할 때? 그런데 말할 때는 잘 안 쓰는 거 같고, 글

을 쓸 때는 ‘뭐뭐 하고자 한다.’ [E-B-1차-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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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고자 하다’가 목표를 쓸 때,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글 쓸 때는. 그러니까 제 보고

서 쓸 때는 쓰지만 말할 때는 안 써요. 물론 책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B-2차-16]

연구 참여자 E는 ‘-고자 하-’를 ‘-고자 한다’의 형태로 주로 사용한다.

‘-고자 한다’는 서술문 어미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고자 하-’에서 [문어

성 높음]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E는 ‘-고자 하-’의 문어성을 강하게

인식하므로 보고서나 책에 쓰이는 문어 문법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

고자 하-’가 ‘-고자 합니다’의 형태로 구어에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을 인

식하지 못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귀납적으로 정리한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은 아래와 같다.

‘-겠-’

⇢ ‘-겠습니다’

⇢ [공손성 높음]

⇢ [남성성 높음]

⇢ [친소 관계 멂]

⇢ 약속

⇢ 관용적 표현

⇢ ‘-겠습니까?’ ⇢ 명령 ⇢ [공손성 낮음]

⇢ ‘-시겠어요?’ ⇢ [+ 청자 동의 구함] ⇢ 요청

⇢ ‘-겠어요’ ⇢ [공손성 높음]

⇢ ‘-겠어?’
⇢ [당위성 높음]

⇢ 요청

⇢ ‘-겠어’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 외부 자발성]
⇢ ‘-아/어야겠-’

⇢ [정도성 높음]

⇢ [중요성 높음]

[그림 47]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겠-’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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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

것이-’

⇢ ‘-(으)ㄹ 겁니까?’ ⇢ [격식성 높음] 군인 발화

⇢ ‘-(으)실 거예요?’
⇢ [공손성 높음] ⇢ 종업원 발화

⇢ 청자 의지 판단 ⇢ [개연성 낮음]

⇢ ‘-(으)ㄹ 거예요’

⇢ [정도성 높음] ⇢ [공손성 낮음]

⇢ [- 현장성] ⇢ 계획

⇢ [- 즉각성]

⇢ [개연성 높음] ⇢ [정도성 높음]

⇢ ‘-(으)ㄹ 거야’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개연성 높음] ⇢

⇢ [-청자 동의 구함] ⇢

⇢ 응답

⇢ ‘-(으)ㄹ 거야?’ ⇢ [- 현장성]
⇢ 계획

⇢ ‘-(으)려고?’

[그림 48]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으)ㄹ 것이-’ 인식 양상

‘-(으)ㄹ게’

⇢ ‘-(으)ㄹ게요’

⇢ [- 현장성] ⇢ [개연성 높음]

⇢ [+ 즉각성]

⇢ [여성성 높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미래 시제

⇢ 약속 사과

⇢ ‘-(으)ㄹ게’

⇢ [+ 외부 자발성] 응답

⇢ [+ 청자 동의 구함]

⇢ [- 청자 동의 구함] 거절

[그림 49]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으)ㄹ게’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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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래’

⇢ ‘-(으)실래요?’
⇢ [친소 관계 가까움]

⇢ 청자 의지 판단 ⇢ [개연성 낮음]

⇢ ‘-(으)ㄹ래요?’ ⇢ [+ 화자 포함]

⇢ ‘-(으)ㄹ래요’
⇢ [+ 현장성] ⇢ 후행 발화

⇢ [- 청자 포함] ⇢ 화남

⇢ ‘-(으)ㄹ래?’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 화자 포함] ⇢ 청유 및 제안

⇢ 요청

⇢ ‘-(으)ㄹ래’

⇢ [+ 현장성]

⇢ [+ 즉각성]

⇢ [+ 내부 자발성]

⇢ [- 청자 동의 구함]

⇢ [- 청자 포함] ⇢ 화남

[그림 50]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으)ㄹ래’ 인식 양상

‘-(으)려고

하-’

⇢
‘-(으)려고

해(요)’
⇢ [동작성 높음]

⇢ ‘-(으)려고(요)’

⇢ [- 현장성] ⇢ 계획

⇢ [- 즉각성]

⇢ [문어성 높음]

⇢ [- 청자 동의 구함] ⇢ 통보

⇢ 명령 ⇢ [공손성 낮음]

⇢ ‘-(으)려고(요)?’

⇢ 청자 의지 판단
⇢ 기대 부정

⇢ 후행 발화

⇢ [+ 내부 자발성] ⇢ 미지 가정

⇢ [+ 즉각성]

⇢ [- 화자 동의 구함]

‘-(으)ㄹ라고’ ⇢ [구어성 높음]

[그림 51]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으)려고 하-’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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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야지’

⇢ [자발성 낮음] ⇢ [정도성 낮음]

⇢ [+ 외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개연성 낮음]
⇢ [정도성 낮음]

⇢ ‘-아/어야겠-’과 비교

⇢ [- 청자 포함]

⇢ 단독적 장면
⇢ [+ 내부 자발성]

⇢ 계획

[그림 52]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아/어야지’ 인식 양상

‘-아/어야

겠-’

⇢ ‘-아/어야겠다’
⇢ [+ 외부 자발성]

⇢ [문어성 높음]

⇢ ‘-아/어야겠어(요)’
⇢ [+ 외부 자발성] ⇢ 차선

⇢ [구어성 높음]

[그림 53]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아/어야겠-’ 인식 양상

‘-기로 하-’
⇢

‘-기로

했어(요)’

⇢ [- 현장성]
⇢ 확인

⇢ ‘-(으)려고 하-’

⇢ [- 즉각성]

⇢ [개연성 높음] ⇢ 약속

⇢ [중요성 높음]

[그림 54]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기로 하-’ 인식 양상

‘-고자

하-’
⇢ ‘-고자 한다’

⇢ [문어성 높음]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중요성 높음]

[그림 55] 연구 참여자 E의 의지 표현 ‘-고자 하-’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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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연구 참여자 F

연구 참여자 F는 20대 중반 카자흐스탄인 여성이며, 대학원에서 한국

어교육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생이다.

연: 카자흐어를 먼저 생각하고 한국어를 말해요 아니면 그냥 한국어를 말해요?

F: 저 한국어 말할 때 아예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생각 (안 해요).

연: 아, 생각 안 하고 말해요?

F: 네. [F-A-1차]

연구 참여자 F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문학부를 졸업했으며 보통 러

시아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모어인 카자흐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

다고 응답하였다. F가 실제로 한국어를 학습할 때 사용했던 교재인 ‘카

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황인교 외, 2010)’는 카자흐어가 아니라

공용어인 러시아어로 구성되었다. 교재에는 문법에 대한 설명만 러시아

어로 간단히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예문들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교

수·학습 과정에서 모어 혹은 제2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

F는 스스로 한국어 관련 서적을 읽거나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실제적인 한국어를 습득하였다. 한국에 거주한 지는 약 1년이 되

었으나 혼자서 공부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이외에는 한

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다고 응답하였다.

F: 제가 받은 수업은 그렇게 문법을 강조하는 수업이 아니었어요.

연: 아마 상황 중심?

F: 네. 그래서 우리도 도대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뭐지? 그냥 한국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설명을 받았으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연: 근데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쓰는지?

F: 우리 계속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중략)

F: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한국어 전공이 아니라서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하시지 않아서 그냥 느낌대로 우리가 배웠어요.

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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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연: 궁금했지만 대답을 얻지 못해서?

F: 네. [F-A-1차]

연구 참여자 F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교사가 한국어 문

법에 대한 지식보다는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위주로 교육하

였다고 한다. 그 결과 F는 한국어가 매우 유창함에도 불구하고 문법 선

택 기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본인도 문법에 대한 명시적인 지

식이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더라

도 연구 참여자 F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 그

러나 F가 과거에 문법의 의미에 대한 갈증이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아

포기해버렸다고 응답한 것에서, 문법 의미와 선택 기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F: 그거는 한국어. 러시아어하고 카자흐어에도 높임말, 반말 있는데. 그렇게 한국만큼

예의를 지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그거(예의)를 더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연: 그래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F: 제가 카자흐스탄이 있었을 때 한국인들이랑 대화를 했을 때 실수한 적 있죠.

[F-A-1차]

연구 참여자 F의 모어인 카자흐어와 제2 언어인 러시아어에도 높임말

과 반말 체계가 있으나 한국어에 비해서 그 체계가 매우 단순하다. 특히

선·후배 사이에 사용하는 존대 표현이 없기 때문에, F는 한국어를 발화

할 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 한국인과

대화를 할 때 언어적으로 공손성을 드러내지 못해 실수한 경험이 있는

데, 명시적으로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표정에

서 자신이 공손성을 위배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경험을

한 이후에 F는 상대높임법에서 가장 높은 위계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

려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연구 참여자 F는 한국어를 문법 중심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

화법’과 같은 메타언어가 아닌, ‘-다고 했어요.’와 같이 실제 상황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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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

는 표현이라도, 교재 내의 대화문이나 예문에서 노출된 문장 및 문법 표

현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F의 한국어 문법 학습 경험

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유튜브 채널에서 토픽(TOPIK) 강의를 구독하였

을 때 이루어졌다. 이때 학습한 문법 지식이 연구 참여자 F의 문법 지식

구조화 양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연구 참여자 F는

본인이 느끼는 상황적 의미를 근거로 문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문법성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F의 문법 선택 기제는 상황을 해석한

결과인데, 교재에 등장하는 표현이나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들은

표현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문법의 상황적 지식을 습득하였다.

연: 근데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배우지는 않았을 거 아

니에요 뭔가.

F: 네.

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느끼지?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뭐예요?

F: 음….

연: 그냥 혼자 그렇게 깨달았어요?

F: 잘 모르겠어요. [F-B-1차-14]

연구 참여자 F가 선택한 문법은 정확한 편이었으나, 문법을 선택한 이

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 F는 자신의 중간언어 체계성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F의 사례에서 학습자의 문법 지식에 대한 불안

감을 낮추기 위해 의지 표현의 문법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성

이 제기된다.

F: 제가 느낀 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는 지금 받고 바로 할게

요. 근데 ‘확인해 드릴 겁니다.’는 받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바로 하는 거 아니

고. [F-B-1차-07]

F: ‘신부가 입장하시겠습니다.’, ‘신부가 입장하실 겁니다.’ 둘 다 미래형이지만, (사회

자가) 이런 말을 하고 몇 초 지나지도 않고 (신부가) 입장하잖아요. 그래서 ‘입장

하실 것입니다.’는 약간 나중에 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15분 뒤에 입장하실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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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렇게 할 때. [F-B-1차-14]

연구 참여자 F는 의지 표현의 즉각성의 기제를 활용하여 문법의 의미

를 이해하는 양상을 보였다. ‘-겠-’과 ‘-(으)ㄹ게’는 [+ 즉각성], ‘-(으)ㄹ

것이-’는 [- 즉각성]이 내포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F: 약간 제가 사용하는 ‘겠’은 좀 높으신 분들한테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하겠

어’는 친구한테 안 할 것 같아요.

연: 그러면 뭔가 ‘겠’ 자체에서 공손한 느낌이 들어있어요?

F: 네. 그런 것 같아요. [F-B-2차-04]

‘-겠-’이 하십시오체와 결합하여 ‘-겠습니다’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F는 ‘-겠-’ 자체에서 [공손성 높음]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겠어요’의 형태에서도 [공손성 높음]의 느낌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 ‘(지하철에서) 저 내리겠습니다.’는 이미 도착하자마자 ‘내리겠습니다.’ 그냥 말만

하지 그렇게 막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 조심하세요.’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

고 그냥 ‘내리겠습니다.’ 그냥 바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저 내리려고 해요.’라는

표현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조금 있다가 내리려고 하니까 ‘조금 비켜주세요.’

[F-B-2차-03]

연구 참여자 F는 ‘-겠-’과 비교하여 ‘-(으)려고 하-’에서도 [- 즉각성]

의 자질을 포착하였다. F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서 ‘즉각성’을 문법 선

택의 기제로 활용하는 빈도가 높았으며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 ‘다음부터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하면은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인데 ‘다음부터 일찍

들어올 거예요.’는 약간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뭔가 그냥 하는 말 같아요.

(중략)

F: ‘들어올래요.’ 이것도 ‘들어오겠습니다.’보다는 좀 더 의지가 약하고.

[F-B-2차-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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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F는 ‘-겠-’에서는 [개연성 높음]의 의미를, ‘-(으)ㄹ 것이

-’에서는 [개연성 낮음]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이어서 ‘-(으)ㄹ래’에서도

[개연성 낮음]의 의미를 도출하면서 약한 의지로 나타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인식하는 [개연성 높음]의 의지 표현은 담화 상황

에서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연: ‘커피 좀 드시겠어요?’ 이건 어때요?

F: 물론 사용해도 되는데 ‘겠어요’는 조금 집보다는 약간 회사? [F-B-2차-05]

F는 ‘-겠-’에서 [공손성 높음]뿐만 아니라 [격식성 높음]의 의미도 도

출하였기 때문에 집에서 사용하는 담화에서는 ‘-겠-’을 선택하지 않는다

고 응답하였다.

F: ‘나는 꼭 좋은 선생님이 되겠어.’는 사용해도 되는데 ‘될 거야’는 꿈이 있어서 ‘될

거야’라고 하지만 ‘되겠어’는 어떤 스펙이 있어서 예를 들면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어떤 경험이 많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학생을 가르쳐 보고 약간 경험이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의 생각에도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연: 그러면은 뭔가 ‘될 거야’보다 ‘되겠어’가 더 선생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쓴다

는 건가? 뭔가 객관적으로?

F: 네. 이거 객관적으로. [F-B-1차-05]

연구 참여자 F는 ‘-겠-’과 ‘-(으)ㄹ 것이-’를 객관성을 기준으로 비교

하는 양상을 보였다. F의 인식 내에서 ‘-겠-’은 화자가 자신의 의지가 실

현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선택된다. 따라서 ‘-겠-’

을 사용하면 의지 내용의 개연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F: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여섯 명인데 거기서 가장 맏언니, 맏형 그런. 약간 맨 처음

으로 방을 선택하는 분들이고 모든 방을 보고 마음에 드는 방을 선택해서 ‘우리가

이 방을 쓸 거야.’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이 방을 쓰니까 너희들은 이제 선택해

봐라 그런 느낌.

연: 그럼 여기에서는 뭔가 공손함이 없다는 거네요?

F: 네, 공손함이 없어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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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그냥 통보의 느낌?

F: 네. [F-B-2차-11]

연구 참여자 F는 ‘-(으)ㄹ 것이-’에서 [공손성 낮음]의 자질을 발견하

였다. 그러므로 연장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등급이 높은 화자가 사용하기

에 적절한 문법으로 인식하였다. 공손성이 낮은 문법으로 인식하는 이유

는 화자가 결정한 의지에 대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F: ‘내가 할 거야.’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탁 받는 상황에서는 좀 어색하게 들

리는 것 같아요. 친구가 말하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했어.’, ‘내가 할 거야.’ 그런 느낌. 친구가 부탁하면 ‘어, 그래.

내가 할게.’ 그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F-B-2차-04]

연구 참여자 F는 ‘-(으)ㄹ 것이-’와 ‘-(으)려고 하-’가 청자의 부탁에

대한 응답에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문법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문법에

는 화자가 발화하기 이전에 이미 결정한 의지라는 [- 현장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자의 부탁에 대한 응답으로는 [+ 현

장성]을 내포한 ‘-(으)ㄹ게’를 선택하였다.

연: ‘이쪽에 앉으실게요.’ 들어봤어요?

F: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고 뭔가 어색하진 않지만, 제가 이 문법을 배웠을 때 좀 1인

칭 동사여야 된다고 배웠는데. 뭔가 ‘우리 같이 앉으실게요.’

연: 직원이 ‘이쪽에 앉으실게요.’ 하고 같이 앉는 느낌이에요?

F: 네.

(중략)

연: 그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F: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는 왜냐면 자주 가게나 그런 데 가면은 손님을 높여주시

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연: 그럼 사실 높이려면 ‘앉으시겠습니다.’가 더 높이는 느낌 아닌가요? 근데 왜 ‘앉

으실게요.’를 쓸까요?

F: 뭔가 더 친절하게 보이려고.

(중략)

F: 뭔가 한국인들 중에서 사용빈도가 많으면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한

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한국에 올 생각이나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아야 될 거 같

아요. 근데 뭔가 그럴 때는 또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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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항상 왜인지 모르면 (이해할 수 없어요). [F-B-3차-10]

연구 참여자 F는 비규범형인 ‘-(으)실게요’를 실제로 들어본 경험이 있

어 의미를 인식하고 있으나 문법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으)실게요’를 사용하는 이유는 [공손성

높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으)ㄹ게’에는 [친소 관계 가까움]의

화용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시겠습니다’보다 친근함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F는 비규범형 ‘-(으)실게요’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

데, 실제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으)실게요’가 비규범형임에

도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문법적 혹은 문화적인 이유를 학습자에게 설명

해 주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F: 그런데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는 이미 정확하게 그런 결정을 했는데, ‘갈 거

야.’는 아직 시간이 다 안 됐는데 미래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연: 그러면 ‘가기로 했어’는 확실하게 진짜 갈 거고?

F: 네. ‘갈 거야’는 생각만 있지 아직 그거를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F-B-2차-14]

연구 참여자 F는 개연성을 기준으로 ‘-(으)ㄹ 것이-’와 ‘-기로 했-’의

의미 차이를 판단하였다. F의 인식 내에서 ‘-기로 했-’은 [개연성 높음]

의 자질이 있으므로 화자가 확실하게 의지를 실현할 것을 예상할 수 있

지만, ‘-(으)ㄹ 것이-’는 [개연성 낮음]의 자질이 있어 의지 실현 여부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F: ‘을게요.’는 1인칭. 사람이 보통 약속하거나 미래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표현

을 사용하는 것을 배웠어요138).

(중략)

F: 그리고 이거 일인칭이니까 그 ‘을게요’ 많이 써요. [F-B-2차-04]

138) 연구 참여자 F가 학습한 교재인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2(황인교 외,

2010: 139)’에서 ‘-(으)ㄹ게요’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

다. “-(으)ㄹ게요는 동사에 붙어 무언가를 약속할 때 사용한다. 문장의 주어는 1인칭

대명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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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F가 과거에 ‘-(으)ㄹ게’의 통사적 제약과 의미에 대해 학

습한 내용이 메타언어 지식으로 저장되어 문법 선택 기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는 ‘-(으)ㄹ게’가 1인칭 주어 제약이 있으며, 약속

상황에서 사용되는 문법으로 학습하였다. 그 결과 1인칭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 또는 약속을 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으)ㄹ게’를 선택하

는 양상을 보였다.

F: ‘저는 하와이로 갈게요.’는 약간 여행사는 어떤 선택권이 있는데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고 저는 그때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느낌. [F-B-2차-13]

F는 ‘-(으)ㄹ게’의 [+ 현장성]을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않았으나, ‘-(으)

ㄹ게’의 [+ 현장성]의 의미를 귀납적으로 획득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F: 약간 저는 ‘칼국수 먹으려고요.’ 하는 거는 이 장소에 이 식당에 오기 전에 이미

결정한 거 같고, ‘먹을게요.’는 약간 지금 메뉴판을 보고 선택하는 느낌이 있어요.

[F-B-2차-18]

F는 현장성의 의미 자질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으)려고 하-’

와 ‘-(으)ㄹ게’의 의미 차이를 [± 현장성]에서 찾았다. ‘-(으)려고 하-’는

발화 이전에 결정한 의지이고, ‘-(으)ㄹ게’는 발화 장소에서 결정한 의지

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F: ‘우리가 이 방을 쓸래.’ 이거는 우리가 이 방을 쓰고 싶어서.

연: 그럼 이건 무례한 느낌은 없나요?

F: 음. 조금 있어요. 약간 우리가 이방을 쓰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

고 그냥 말하는.

(중략)

F: ‘우리가 이 방을 쓰려고 해.’ 이것도 약간 계획인데. 쓰고 싶은데 그래도 다른 사람

들한테 허락을 받는 느낌이 있어요. [F-B-2차-11]

F의 인식 내의 ‘-(으)ㄹ래’에서 [공손성 낮음]이 드러나는 이유는 화자

의 의지가 청자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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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화용적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반면, ‘-(으)려고 하-’는 청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있어 [공손성 높음]의 선택 기제가 작용한다.

F: ‘나 이 게임기 좀 해볼 거야.’ 하면은 약간 허락 없이 그냥 게임기를 하는 행동인

데, ‘해볼게.’ 하면은 약간 ‘나 게임기 좀 해볼게. 그래도 되지?’ 그런 느낌이에요.

연: 음. 뭔가 허락을 구하는 느낌이 있어요?

F: 네. [F-B-2차-06]

연구 참여자 F는 ‘-(으)ㄹ 것이-’에서도 [- 청자 동의 구함]의 자질을

도출하여 ‘-(으)ㄹ 것이-’의 공손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

(으)ㄹ게’는 [+ 청자 동의 구함]의 자질로 인해 공손성이 높은 문법으로

인식하였다.

F: ‘나는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래.’는 가고 싶다는 느낌이 있지만. 근데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약간 그 친구들(청자)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가고 싶다.’, ‘나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

고 싶어.’ 하면은 괜찮은데. ‘갈래’는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남편한테 말하면은 괜

찮은데 친구들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F-B-2차-12]

연구 참여자 F는 ‘-(으)ㄹ래’에서 희망 표현인 ‘-고 싶-’의 의미를 획

득하였다. 그러나 ‘-(으)ㄹ래’는 화·청자가 같이 하는 행동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고 싶-’보다 유표적인 문법으로 인식한다. 따

라서 연구 참여자 F가 ‘-(으)ㄹ래’를 선택하는 기제에는 [자발성 높음]

이외에도 [+ 청자 포함]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 ‘커피 좀 드시려고요?’ 하면 저의 머리에 상상한 그런 느낌은 손님은 직접 뭐 하

려고 할 때. 그때 ‘커피 좀 드시려고요?’ 그래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상황.)

(중략)

연: 그럼 ‘커피 좀 드시려고 해요?’ 이거랑 차이는 어때요?

F: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에 '려고 해요'만 썼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약간 항상 ‘려고요’ 사용하게 되는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줄임말인데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는 ‘려고요’ 하면은 좀 무례한 느낌이 있어요.

[F-B-2차-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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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F는 ‘-(으)려고 하-’가 2인칭 주어의 의문문으로 사용되

었을 때의 상황을 구체화하였다. F는 청자가 화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알

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청자의 의지를 물어보는 ‘-

(으)려고 해요?’를 사용하였다. 학습 과정에서는 ‘-(으)려고 해요’의 형태

로 배웠으나, 한국에서 모어 화자의 구어체 입력을 통해 ‘-(으)려고’를

종결어미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F는 생략 형태인 ‘-(으)려고

요’가 원형인 ‘-(으)려고 해요’보다 공손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F: ‘나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해.’는 ‘갈 거야’보다는 좀 강한데 ‘가기로 했어’보다는

좀 약하고 그 중간에 (있는 표현이에요.)

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일어날 가능성(개연

성)이 있는 그거(의지)예요?

F: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F-B-2차-14]

연구 참여자 F는 ‘-(으)ㄹ 것이-’, ‘-(으)려고 하-’, ‘-기로 하-’ 순으로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응답하였다. 개연성이 높아질수록 의지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개연성과 정도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연: 근데 ‘우리가 이 방을 써야지(↗).’하고 ‘써야지(↘).’하고 의미가 어떻게 달라요?

F: 약간 ‘우리가 이 방을 써야지(↘).’ 하는 거는 다른 방도 좋은데 우리에게 이 방이

제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써야지(↗).’ 이거는 너

무 방이 마음에 들어서 약간 신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설레는 느낌.

[F-B-2차-11]

연: 아까 ‘가야지(↗), 가야지(↘).’ 이 차이 배우지 않았는데 안다고 했어요. 그 차이

어떻게 알았어요?

F: 원래 배울 때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중략)

F: 그건 안 배웠는데. 그것도 드라마에서 봐서. 거기서는 이제 상황도 알고 배경도

아니까 어떤 느낌으로 말했는지 좀 상상해 볼 수 있으니까 알게 됐어요.

[F-B-2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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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F는 ‘-아/어야지’의 의무 용법과 의지 용법을 독립적으로

배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모어 화자의 발화를

통하여 ‘-아/어야지’가 사용된 상황을 스스로 해석함으로써 의지 용법을

습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F: 어떤 느낌이냐면 그 부부가 호주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뭔가 안 된 거예요. 그래

서 어쩔 수 없이 ‘하와이로 가야겠어요.’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결심인 것 같아요.

[F-B-2차-13]

F는 ‘-아/어야겠-’을 차선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아/어야겠-’에서

[자발성 낮음]의 의미를 도출하였기 때문이다. ‘-아/어야겠-’의 의지 용법

과 의무 용법이 자발성 유무의 차이로 구별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 그럼 ‘해야겠어.’하고 ‘해야겠다.’ 차이가 있나요?

F: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F: 두 번째(해야겠어)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 번째(해

야겠다)는.

연: 이건(해야겠다)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들어있어요?

F: ‘해야겠어’는 약간 항상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는 더 힘들 테니까 ‘더 열심히 해야

겠어.’랑 ‘해야겠다’는 약간 그 전에는 열심히 안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

먹을 때 ‘해야겠다.’라고. [F-B-2차-16]

연구 참여자 F는 ‘-아/어야겠-’이 결합하는 종결어미에 따라서 의미가

분화된다고 응답하였다. ‘-아/어야겠어’에는 당위성이 드러나지만, ‘-아/

어야겠다’는 자발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연구 참여자 F는

‘-아/어야겠다’가 자발성을 내포한 의지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명확하

게 인식하고 있다.

F: ‘가기로 했어.'는 이미 이거는 계획이고 약간 오랫동안 세운 계획 그런 느낌.

연: 그럼 ‘기로 했어’ 배울 때 뭐로 배웠어요? ‘기로 하다’, ‘기로 했어’

F: 결정? 결정으로 배웠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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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정하고 계획?

F: 네. 결정, 계획. 왜냐면 이게 약속할 때 뭐 약속한 내용 말할 때.

연: ‘오, 나 뭐 친구랑 영화보기로 했어.’ 그것도 쓰잖아요. 근데 이거 친구랑 같이 하

는 거고. ‘나 미국으로 유학 가기로 했어.’ 이건 나 혼자 하는 거잖아요.

F: 네.

연: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기로 하다’의 의미는 결정, 계획. 그럼 약속의 의미는

없어요? ‘기로 했다’를 말할 때 약속을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결정만 생각해요?

F: 어. 근데 우리가 영화 보러 가기로 했다는 상황에서도 약간 그때도 이미 결정한

거라서. [F-B-2차-14]

연구 참여자 F는 ‘-기로 하-’를 학습할 때 ‘결정’과 ‘계획’을 메타언어

지식으로 제공받았다. 또한 발화시 이전에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말할

때 ‘-기로 했-’을 사용하기도 한다. ‘약속’은 [- 현장성]을 내포한 ‘결정’

에서 확장되는 의미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는 ‘-기로 했-’

의 [- 현장성] 때문에 오랫동안 세운 계획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

하였다.

F: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요.’도 이미 결정해서 여행사 직원에게 말해주는 건데. 약간

결정한 (내용). 그 자리에서 (결정)한 거 아니고 집에서. [F-B-2차-13]

연구 참여자 F는 ‘-기로 했-’의 [- 현장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 상황

에서 통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다. 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통보한다는 점에서 [공손성 낮음]의 화용적 의미가 발생한다.

연: ‘고자 합니다’는 어때요? 뭔가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F: 많이 들어봤죠. 약간.

연: 말할 때?

F: 네.

연: 오, 진짜? 어디서?

F: 학교에서.

연: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죠. 맞아. 여기(대학원에) 있으면은 이거 많이 쓰죠. 그쵸?

F: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발표하고자 합니다.’

(중략)

연: ‘고자 하다’와 ‘을 것이다’, ‘겠’, ‘려고 합니다’가 큰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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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어. 큰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약간 공식적인 말을 할 때 ‘고자 합니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F-B-1차-14]

연구 참여자 F는 한국어 학술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

인 ‘-고자 합니다’가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

다. ‘-고자 하-’는 다른 의지 표현에 비해서 [격식성 높음]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F: ‘열심히 공부하고자 해.’는 약간 계획이랑 결심 느낌인데. ‘하려고 해’랑 좀 비슷해

요.

연: 근데 ‘하려고 해’랑 비슷한데 뭐가 차이예요? 의미가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F: 저는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연: 그럼 언제 사용해요? 두 개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F: ‘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 같

고. ‘하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는.

(중략)

연: 그런데 평소에 ‘하고자 해.’ 이렇게 쓰나요?

F: 저는 안 써요. 왜냐하면 교재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하고자 합니다.’ 뉴스나 공

식적인 장소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교재나 책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F-B-2차-16]

연구 참여자 F는 개연성을 기준으로 ‘-(으)려고 하-’와 ‘-고자 하-’의

의미 차이를 도출하였다. ‘-(으)려고 하-’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동

작주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낮으며, ‘-고자 하-’는 동작주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연구 참여자 F

는 다른 참여자들과 유사하게 ‘-고자 하-’에서 [격식성 높음]을 도출한

데 반해 구어에서 입력을 많이 받은 경험으로 인해 [문어성 높음]을 도

출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의 연구 참여자 F의 응답을 통해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체계화

한 것을 아래에 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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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

⇢ ‘-겠습니다’

⇢ [+ 현장성]

⇢ [+ 즉각성]
⇢ ‘-(으)ㄹ 것이-’와 비교

⇢ ‘-(으)려고 하-’와 비교

⇢ [개연성 높음]
⇢ [정도성 높음]

⇢ 약속

⇢ [공손성 높음]
⇢ [친소 관계 멂]

⇢ ‘-(으)ㄹ게’와 비교

⇢ 관용적 표현

⇢ ‘-시겠어요?’
⇢ [격식성 높음]

⇢ [공손성 높음]

⇢ ‘-겠어요’ ⇢ [공손성 높음]

⇢ ‘-겠어’
⇢ [+ 외부 자발성] ⇢ ‘-아/어야겠-’

⇢ [객관성 높음] ⇢ [개연성 높음]

[그림 56] 연구 참여자 F의 의지 표현 ‘-겠-’ 인식 양상

‘-(으)ㄹ

것이-’

⇢ ‘-(으)ㄹ 겁니다’

⇢ [- 즉각성]

⇢ [공손성 낮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겠-’과 비교

⇢ ‘-(으)실 거예요?’

⇢ [- 현장성]

⇢ [공손성 낮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청자 의지 판단 ⇢ [공손성 낮음]

⇢ 단순 의지

⇢ ‘-(으)ㄹ 거예요’

⇢ [- 현장성] ⇢ ‘-(으)려고 하-’

⇢ [- 즉각성]

⇢ 응답 발화

⇢ ‘-(으)ㄹ 거야’

⇢ [- 현장성]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 [+ 내부 자발성] ⇢ 결심

⇢ [개연성 낮음] ⇢ ‘-기로 하-’와 비교

⇢ ‘-(으)ㄹ 거야?’ ⇢ 계획

[그림 57] 연구 참여자 F의 의지 표현 ‘-(으)ㄹ 것이-’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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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ㄹ게’

⇢
‘-(으)ㄹ

게요’

⇢ [+ 현장성] ⇢ 시작 발화

⇢ [+ 즉각성] ⇢

⇢ [+ 내부 자발성]

⇢ [공손성 낮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으)ㄹ

게’

⇢ [+ 현장성]

⇢ [+ 외부 자발성]

⇢ [공손성 높음]
⇢ 거절

⇢ ‘-(으)ㄹ 것이-’와 비교

⇢ [+ 청자 동의 구함] ⇢
[정도성

낮음]
⇢ [개연성 낮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약속 ⇢ [개연성 높음]

⇢ 미래 시제

[그림 58] 연구 참여자 F의 의지 표현 ‘-(으)ㄹ게’ 인식 양상

‘-(으)ㄹ래’

⇢ ‘-(으)실래요?’
⇢ [공손성 낮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으)ㄹ래요?’ ⇢ [공손성 낮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으)ㄹ래요’
⇢ [+ 현장성] ⇢ [+ 청자 포함]

⇢ [친소 관계 가까움] ⇢ [공손성 낮음]

⇢ ‘-(으)ㄹ래?’

⇢ [+ 내부 자발성] ⇢ ‘-고 싶-’

[+ 화자 포함]⇢

[친소 관계 가까움]⇢

요청⇢

경고 ⇢ 명령⇢

⇢ ‘-(으)ㄹ래’

⇢ [+ 내부 자발성] ⇢ ‘-고 싶-’

⇢ [+ 외부 자발성] ⇢ 차선

⇢ [개연성 낮음] ⇢
‘-(으)ㄹ 것이-’와

비교

⇢ [공손성 낮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청자 동의 구함]

⇢ [-청자 동의 구함]

⇢ [+ 청자 포함] ⇢ 응답

⇢ 응답

[그림 59] 연구 참여자 F의 의지 표현 ‘-(으)ㄹ래’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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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고

하-’

⇢
‘-(으)려고

해(요)’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개연성 낮음] ⇢ ‘-기로 하-’와 비교

⇢ [+ 청자 동의 구함]

⇢ [격식성 낮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으)려고(요)’

⇢ [+ 현장성] ⇢ 예정

⇢ [- 현장성] ⇢ 계획, 통보

⇢ [- 즉각성]

⇢ [- 내부 자발성]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친소 관계 가까움]

⇢ 요청

⇢ 생략 표현 ⇢ [공손성 낮음]

⇢ ‘-(으)려고(요)?’

⇢ [정도성 높음]

⇢ [+ 현장성]

⇢ [공손성 낮음] ⇢ 다그침

⇢ 청자 의지 판단 ⇢ 후행 발화

‘-(으)ㄹ라고’
⇢ [구어성 높음]

⇢ 오류 발화

[그림 60] 연구 참여자 F의 의지 표현 ‘-(으)려고 하-’ 인식 양상

‘-아/어야지’

⇢ [- 현장성] ⇢ ‘-(으)ㄹ 것이-’

⇢ [+ 현장성] ⇢ [개연성 낮음]

⇢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 ‘-(으)ㄹ래’

⇢ [+ 외부 자발성] ⇢ ‘-아/어야 되-’

⇢ [친소 관계 가까움] ⇢ [공손성 낮음]

[그림 61] 연구 참여자 F의 의지 표현 ‘-아/어야지’ 인식 양상

‘-아/어야

겠-’

⇢ ‘-아/어야겠다’

⇢ [- 현장성]

⇢ [+ 외부 자발성] ⇢ ‘-아/어야 되다’

⇢ [+ 내부 자발성]

⇢ ‘-아/어야겠어(요)’ ⇢ [+ 외부 자발성]
⇢ 의무

⇢ 차선

[그림 62] 연구 참여자 F의 의지 표현 ‘-아/어야겠-’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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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 ⇢ ‘-기로 했어(요)’

⇢ [- 현장성]

⇢ [+ 내부 자발성]

⇢ [중요성 높음]
⇢ [정도성 높음]

⇢ [개연성 높음]

⇢ 약속

[그림 63] 연구 참여자 F의 의지 표현 ‘-기로 하-’ 인식 양상

‘-고자

하-’

⇢ ‘-고자 합니다’
⇢ [격식성 높음]

⇢ 발표

⇢ ‘-(으)려고 하-’와 비교

⇢ [구어성 높음]

⇢ ‘-고자 해(요)’ ⇢ [개연성 높음] ⇢ ‘-(으)려고 하-’와 비교

[그림 64] 연구 참여자 F의 의지 표현 ‘-고자 하-’ 인식 양상

한국어 의지 표현에 대한 연구 참여자 A∼F의 개별 인식 양상을 살펴

본 결과, 학습자들은 개인이 명시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귀납적으로 습득

한 지식을 바탕으로 의지 표현의 의미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다. 이를 통

해 능동적 지식 구조자로서의 학습자의 위상을 확인함과 동시에 학습자

중간언어 체계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지식 구조는 모어 화자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 원인은 학습자 모어의 의지 표현의 체계가 단순화되

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

문에 이미 학습한 문법 항목임에도 특정 활용형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는

것이다. 또한 귀납적으로 구조화한 문법 지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적

지식의 형태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개념적 지식과 다르게 나타난다. 따

라서 학습자의 의지 표현 체계 내에서 의미적 차이가 존재하는 지점을

한국어의 관점에서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급 학습자의 의지 표현 선택 기제 인식 양상

본 절에서는 Ⅱ절에서 확립한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 체계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인식하는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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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8개류의 의지 표현을 기존에 학습 및 습득한 상

태이다. 6명의 연구 참여자가 동일한 의지 표현의 형태와 의미를 인식하

는 과정에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 혹은 교재를 통해 명시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지

표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지식139)의 형태를 보인 반면, 의사소통 과정에

서 입·출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지식에 대해서는 암시적인 지식의

형태를 보였다. 즉, 인터뷰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담화 완성 과제를 보고

학습자들은 상황에 적절한 문법을 선택하였으나 ‘맞고 틀림에 대한 느낌’,

혹은 ‘익숙한 느낌’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활용하는 문법 선

택 기제를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지속

적인 추가 질문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왜 문법을 선택했는

지, 더 나아가 8가지류 의지 표현 항목들에 대한 어떤 의미적 지식을 형

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3.1. 문법적 의미 인식 양상

Ⅱ장에서 의지 표현의 문법적 세부 의미를 5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의지 내용의 ‘중요성’이라

는 기제를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문법적 의미

범주에 ‘중요성(Importance)’의 선택 기제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3.1.1. 정도성 인식 양상

의지의 정도성은 의지의 기본 자질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

에서도 빈번하게 제시된다. 이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도를 표현할 때에도

139) 본고에서 사용하는 명시적(explicit) 지식과 암시적(implicit) 지식의 개념은 비알리

스토크(Bialystok, 1982)의 구별을 따른다. 비알리스토크의 명시적 지식과 암시적 지식

은 분석된(analyzed) 지식과 분석되지 않은(unanalyzed) 지식과 일맥상통한다. 즉, 명

시적 문법 지식과 암시적 문법 지식은 문법의 복잡한 규칙들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느

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Brown, 이흥수 외 역, 2015: 328-32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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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 의미 표층 의미

[개연성 낮음]

[정도성 낮음]

➪
[- 내부 자발성] ➪

[+ 청자 동의 구함] ➪
[개연성 높음] ➪

[정도성 높음][+ 내부 자발성] ➪
[- 청자 동의 구함] ➪

<표 28> 학습자 인식에서 도출한 정도성의 기저 의미

주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의지의 정도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

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강한 의지’의 의미를

담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내포적 의미로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의지

가 실현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또는 의지에 대한 화자의 자발성이 높은

경우에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화용적 의미의 측면에서는 화자

가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을 때 의지의 정도성

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고급 학습자들은 개연성이 높은 의지 표

현과 자발성이 높은 의지 표현,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의지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세부 의미가

정도성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8>을 통해 의지의 ‘정도성’ 기제와 다른 의미 기제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강한 의지 및 약한 의지의 기저에

는 각 언어 사용자마다 다른 내포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정도성의 기제를 교육문법의 내용으로 여과 없이 제시한다면 교사뿐

만 아니라 학습자에게 개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

는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령, 화자가 [개연성 높음]의 ‘-(으)ㄹ게’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신뢰감

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자발성’과 관련된 의지 표현들을 선택하여 의지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화용적 측면에서는 청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으)ㄹ 것이-’를 사용하면 화자의 의지가 강

하게 드러나므로 공손성을 위배할 수 있다. 또는 의도적으로 공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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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의지 표현의 생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나, 청자로서 의

지 표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도 정도성은 주요한 기제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개연성 낮음]의 ‘-(으)려고 하-’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지 실현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낮출 수 있고, [자발성 낮음]의 ‘-(으)ㄹ게’를 듣고

상대방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3.1.2. 현장성 인식 양상

학습자들은 결심시가 기준이 되는 현장성의 선택 기제를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겠-’과 ‘-(으)ㄹ 것

이-’의 차이점을 규명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미 [± 현장성]을 다룬 바

가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 B는 명시적인 메타언어 지식으로 [± 현장성]

을 구조화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겠-’과 ‘-(으)ㄹ 것이-’ 이외에 다

른 의지 표현에도 현장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겠-’과

‘-(으)ㄹ 것이-’는 현장성 이외에도 다양한 세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명시적인 학습 경험으로 인해 현장성의 선택 기제를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의미 기제를 활용하지 않는 양

상을 보였다. 이처럼 명시적 학습으로 인해 학습자는 문법 지식을 축소

혹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 연구 참여자 B를 제외한 다른

학습자들은 현장성의 기제를 명시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

터뷰 응답에서 현장성과 유사한 용어 및 단어들을 사용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학습자들은 ‘-(으)ㄹ 것이-’, ‘-(으)려고 하-’와 같은 의지 표현이

대화 상황에서 ‘계획 또는 통보’의 기능을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특정 문법 항목들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특정한 화용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은 고정함축(이해영 외, 2018)의 관점에서 설명력을 발휘한다. 계획 및

통보의 기능은 발화시 이전에 이미 결정된 내용이라는 의미를 함의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응답한 기능들 중에서 현장성의 고정함축이 작용하는

기능들을 토대로 현장성에 관여하는 의지 표현을 종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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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현장성 [+ 현장성] [- 현장성]

문법 항목

‘-겠-’

‘-(으)ㄹ래’

‘-(으)ㄹ게’

‘-아/어야지’

‘-아/어야겠-’

‘-(으)ㄹ 것이-’

‘-(으)려고 하-’

‘-기로 하-’

<표 29> 학습자 인식에서 도출한 현장성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장성’은 모어 화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주요한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이다. 현장성은 다른 의미들에 비해서 구

체적일 뿐만 아니라, 유사 문법의 의미 차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때

문이다.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는 현장성의 의미를 ‘계획하기’ 기능으로

교육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표 29>에서 [- 현장성]에 해당하는 세

문법 항목이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계획’의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세

문법은 상황에 따라서 단순한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즉, 기능 중

심의 교육에서 [- 현장성]의 의지 표현을 계획하기 기능을 수행하는 문

법으로 교육한다면, 학습자들은 [- 현장성]의 의지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계획 기능을 문법의 고유 의미인 [- 현장성]으로

인한 확장 기능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 및 사용을 활성화시

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 현장성]의 기제로 인해 선택되는 문법 항목들은 [- 현장성]의

문법 항목들에 비해서 의사소통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화자가 의도하는

문법적 의미의 기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으)ㄹ래’와 ‘-아/어

야지’는 화자가 현장에서 결정한 의지이기 때문에 정밀한 계획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청자에게 줄 수 있으므로, 실제 발화 의도에 따라

서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3.1.3. 즉각성 인식 양상

의지의 ‘즉각성’이란 화자가 자신의 의지 내용을 발화한 후에 바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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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10] 나의 상황: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때 나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할머니, 제가 (도와 드리다).

[1차-10] 나의 상황: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곧 입장할 예정입니다.

이때 사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자: 신부가 입장하다.

<즉각성을 내포한 담화 완성 과제 예시>

행에 옮기는지와 관련된 세부 의미이다. Ⅱ장에서도 기술했듯이 즉각성

의 기제는 현장성의 기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연구자들

마다 상이하게 해석하였다. 가령, 박재연(2006)은 명제 내용이 가까운 미

래에 발생한다는 계획된 미래 용법으로 해석하였고, 김은숙(2010)은 발

화시와 행동시의 간격을 측정한 바가 있으며, 임동훈(2001)은 발화시 이

후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일을 ‘-겠-’의 미래 용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처럼 즉각성의 의미는 다른 선택 기제에 비해서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상이하며, 하나의 주요한 의미 범주로 상정하기보다는 특수한 용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즉각성을 인식할 만한 담화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학습자들은 즉각성의 기제를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

화 완성 과제에서 즉각성의 기제가 드러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이 즉각성의 의미 기제를 도출한 예문을 제시하였을 때, 학습

자들은 [+ 즉각성]의 의미를 내포한 ‘-겠-’과, [- 즉각성]의 의미를 내포

한 ‘-(으)ㄹ 것이-’, ‘-(으)려고 하-’의 의미를 명확하게 포착하였다. 특기

할 만한 점은 중국어권 학습자와 카자흐어권 학습자는 명시적으로 즉각

성의 의미를 도출한 데 반해, 영어권 학습자는 모두 즉각성의 의미를 도

출하지 못하였다.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연구자가 추후에 즉각성에 기제

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C는 즉각성의 기제가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로 상정하는 데에 회의적이었으며, 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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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자발성 높음 낮음

문법 항목

[그림 65]학습자인식에서도출한자발성관련의지표현의의미구조

인 영어와 비교할 때에도 즉각성과 현장성의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

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외국인 학습자들은 해당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을 귀납적으로

추론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가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한 ‘즉각성’의 의미

자질을 선택 기제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C의 응답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즉각성의 기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현장

성과 같이 작용하는 부분이 크다. 그러므로 의지 행동시의 즉각성을 교

육할 때에는 현장성의 기제와 복합적으로 다루어, 학습자가 문법의 의미

를 풍부하게 이해 및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3.1.4. 자발성 인식 양상

연구 참여자들은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의지 표현의 자발성의 기제를

다양한 어휘로 구체화하였다. ‘자발성’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도 ‘희망’, ‘욕망’ 등과 같은 상이한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이처럼 자발성의 개념적 의미는 학습자마다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 학습

자들이 의지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자발성을 재해석하는 양상을 도

식으로 정리하면 [그림 65]와 같다.

본고의 ‘의지’의 개념적 정의에서 다루었듯이 의지 표현에는 ‘동작주의

자발성’이 담보된다. 의지의 개념적 정의가 자발성을 함의하므로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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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 기제는 모든 의지 표현에 관여한다. 그러나 의지 표현에 내포된

자발성의 정도가 모두 다르면서도 미세한 의미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의지 표현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지 표현의 자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

발성 낮음]의 극단과 가까운 ‘의무’ 의미 범주에 해당하는 문법 항목을

활용하거나, [자발성 높음]의 극단과 인접한 ‘희망’ 표현을 활용하는 양상

을 보였다. 먼저 학습자들은 [자발성 낮음]의 ‘-아/어야겠-’을 형태가 유

사한 ‘-아/어야 하-’, ‘-아/어야 되-’와 동일한 의미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어 교재 및 문법서에서는 ‘-아/어야겠-’을 ‘강한 의지’ 및 ‘화

자의 결심’ 등으로 기술하고 있어 의지 표현으로 학습할 기회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의무 표현인 ‘-아/어야 하-’와 동

일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어야겠-’은 실제 언어생활

에서 의지와 의무 용법으로 모두 사용되는데,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부

분이 통사 구조나 억양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임칠성, 1991) 이분법

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아/어야 하-’에서 파생된 ‘-아/어야지’도

의지와 의무 용법으로 모두 사용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의무 표현은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의지 표현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인식하

고 있었다.

또 다른 원인은 학습자 모어의 의지 표현 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중

국어의 의지 표현인 ‘要’는 무표적이므로 한국어의 모든 의지 표현을 해

석할 때 번역어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어의 의지 표현은 ‘will,

would, be going to140)’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카자흐어의 의지 표현은 선행 동사의 자모에 따라서 형태

가 달라질 뿐, 하나의 동일한 문법 항목을 사용하므로 무표적이다141). 그

러므로 의지 용법의 ‘-아/어야지’와 ‘-아/어야겠-’은 의지 표현과 의무 표

140) 영어의 구어체 우언적 구조인 ‘got to V(gotta V)’의 경우에도 문맥에 따라서 의무

와 의지 용법이 공존한다(예: I gotta go.). 한국어 ‘-아/어야겠-’과 매우 유사한 문법

화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아/어야겠-’과 ‘got to’를 대

응 구조(equivalent)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141) Мен ауылға бармақпын. (나는 고향에 갈 것이다.)

 Мен жемекпын. (나는 먹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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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중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의무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B와 D는 ‘-아/어야겠-’을 영어의 의무 표현

인 ‘should’로 번역하거나, 의무 표현 ‘have to, must’와 비교하여 완곡한

의무 표현으로 해석하였다. 즉, 의무 용법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의지 용법의 ‘-아/어야겠-(예: (아무런 입력이 없는 상

태에서) 옷 사야겠다.)’이 학습자의 모어에서 ‘要’, ‘will’, ‘мақ’ 등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의무 표현과 달리 화자의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일부 응답에서 ‘-아/어야겠-’과 ‘-아/어야지’

를 자신의 모어 체계 내의 의무 표현을 선택하여 번역하였다. 하지만 일

부 응답에서는 의무 표현 ‘-아/어야 하-’와 비교하여 ‘-아/어야겠-’에 선

택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모어에 존재하지

않는 세부 의미와 형태일지라도 한국어 내에서 의미 체계를 구조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사 문법인 의무 표현과 의지 표현의

자발성 차이를 통해 의지 표현 ‘-아/어야지’와 ‘-아/어야겠-’의 이해를 도

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으)ㄹ게’는 [자발성 낮음]의 의지 표현으로 인식되었으나 의무

표현과 동일시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으)ㄹ게’가 자발성이 낮은

의지 표현으로 인식되는 원인은 ‘-아/어야겠-’을 분석하면서 다루었던

‘의무 및 당위성’의 의미와는 또 다른 기제 때문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의

응답을 통해 분석한 결과 ‘-(으)ㄹ게’는 1인칭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지만

청자 지향성이 강하다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의지의 자발성은 단순히

정도의 기준으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화자의 의지의 근원에서 의미 차

이를 찾을 수 있다. 가령, ‘-(으)ㄹ게’가 약속 상황이나 청자의 요청에 대

한 응답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유는 의지를 결심하는 요인이 화자 외부에

있는 청자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을 통하여 의지의 자발성

은 아래의 [그림 66]과 같이 높낮이가 아닌 의지의 근원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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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자발성 [+ 내부 자발성] [+ 외부 자발성]

문법 항목

[그림 66] 자발성의 근원에 따른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연구 참여자 D는 화자의 외부에서 어떤 입력을 받았을 때 ‘-아/어야겠

-’을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의지를 결심하는 요인이 화자의 외부에

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그림 66]에서 [+ 내부 자발성]을 띠는 의지

표현들은 화자의 내부에서 의지를 결심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 A는 담화 상황과 억양에 따라서 외부의 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차선의 선택이라는 느낌을 드러내기 위해 ‘-(으)ㄹ래’

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B와 C는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

서 화자가 원하지 않는(실제로 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계획임을 드

러내기 위해서 ‘-기로 하-’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으)ㄹ래’와 ‘-기로 하

-’는 의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 내부 자발성]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

으며, [+ 외부 자발성]이 드러나는 경우는 두 문법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에서 발현되었다기보다는 대화함축에서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확장된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또는 학습자 개인의 언어 사용 습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의미로 간주하기 어렵다.

의지 표현의 세부 기제인 자발성은 인접한 양태 의미인 ‘의무’와 ‘희망’

범주142)로 인하여 경계가 매우 모호한 상태에 있어 학습자가 의미를 인

142) ‘-고 싶-’은 연구자에 따라서 더 넓은 의미에서 ‘의도(김서형, 2012)', 혹은 ‘비현실성’

으로 인해 ‘희망(소망)(박재연, 2019)' 표현으로 다루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고 싶-’이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지만(예: (식당에서) ‘나는 칼국수 먹고

싶어.’), ‘희망’ 표현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Ⅱ장에서 의지 표현을 선

별할 때 ‘명제의 실현성’ 기준에 의해 ‘-고 싶-’을 의지 표현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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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 개연성 높음 낮음

문법 항목

‘-겠-’

‘-(으)ㄹ 것이-’

‘-(으)ㄹ게’

‘-기로 하-’

‘-고자 하-’

‘-(으)ㄹ래’

‘-(으)려고 하-’

‘-아/어야지’

‘-아/어야겠-’

<표 30> 학습자 인식에서 도출한 개연성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식하기가 더 어렵다. 그러나 의지 표현 교육에서 자발성을 공유하는 희

망 표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발성 유무로 구분되는 의무 표현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더 나아가 의지를 결심하는 근원이 학습자들

이 의지 표현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포

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3.1.5. 개연성 인식 양상

학습자들은 의지가 실현될 개연성을 판단한 결과에 따라 의지 표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양수연(2017)에서 언급한 ‘주어의

확신성’이라는 용어가 ‘주어의 능력’과 ‘개연성’의 복합된 개념임을 기술

한 바 있다. 이처럼 ‘개연성’의 세부 의미는 다른 세부 의미와 쉽게 분리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개연성은 일반적으로 인식 양태에서 사용되

는 용어로서 화자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

다. 그러나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개연성과 유사한 개념을

특정 의지 표현을 선택하는 기제로서 활용하는 지점이 존재하였다. 학습

자들이 의지의 개연성을 선택 기제로 활용하는 의지 표현은 <표 30>과

같다.

학습자들은 의지 표현 ‘-(으)ㄹ래’를 희망 표현인 ‘-고 싶-’과 유사하게

해석하였는데, 두 문법 표현이 특정 담화 상황에서 교체되어 사용되는

경향 때문이다(예: 나 밥 먹을래. ≒ 나 밥 먹고 싶어.). 두 문법의 차이

는 본고의 ‘의지’의 개념적 정의에서 다룬 바 있는 ‘(동작주의 의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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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제의 실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의지 표현은 명제의 실현성이

높은 반면, 희망 표현인 ‘-고 싶-’은 실현성이 낮다. 만약, 명제의 실현성

을 ‘개연성’으로 해석한다면 ‘-고 싶-’은 개연성이 낮은 문법 표현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고 싶-’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으)ㄹ래’가 개연성이

낮은 문법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한편, ‘-아/어야겠-’이 개연성이 낮은 의지 표현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비교 대상이 의무 표현인 ‘-아/어야 하-’이기 때문이다. ‘-아/어야 하-’에

는 화자가 명제를 실현시켜야 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아/어야겠-’은 상

대적으로 명제 실현 여부가 화자의 선택에 달려있어 개연성이 낮은 문법

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때 사용되는 ‘-아/어야겠-’은 의지 용법이 아닌

의무 용법에 더 가까워 해석이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한편, ‘-(으)ㄹ게’와 ‘-기로 했-’은 개연성이 높은 의지 표현으로 인식

하였다. 전자는 약속 상황143)에서 사용되어 화자에게 일정 부분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연성이 높다고 느끼는 반면, 후자는 예정의 의미를

가지므로 화자에게 선택권이 없어 개연성이 높은 문법으로 인식된다.

지금까지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하면 [+ 외부 자발성]이 내포된 경우

에는 화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므로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자발성과 개연성의 상관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문법 항목도 존재하지

만,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때 두 가지 선택 기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용례를 제시하여 문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자발성과 개연성의 상관

관계가 모든 문법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개연성이 화자의 판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담화 상황마다 개연성 판단의 이유가 다르며,

개연성의 정도를 비교하는 대상도 달라져 같은 층위에서 비교하기가 어

렵다. 그러나 의지 표현의 상호 교체가 가능한 담화 상황에서는 같은 층

위에서 개연성의 상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상호 교체가 가능한 의지

표현의 개연성을 <표 31>과 같이 하나의 연속체로 상정할 수 있다.

143) 연구 참여자 D는 ‘-(으)ㄹ게’의 약속 기능에 [공손성 높음]이 추가된 표현으로 ‘-겠

습니다’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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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ß─────────────────────────────────à높음

‘-(으)려고 하-’, ‘-(으)ㄹ래’ 〈 ‘-(으)ㄹ 것이-’ 〈 ‘-고자 하-’, ‘-기로 하-’

<표 31> 의지의 개연성 연속체

<표 31>을 보면 개연성의 정도가 중간에 위치하는 ‘-(으)ㄹ 것이-’는

‘-(으)려고 하-’와 비교했을 때는 개연성이 높은 표현으로 인식되나, ‘-기

로 하-’와 비교하는 경우에는 개연성이 낮은 표현으로 인식된다. 학습자

가 의지 표현의 개연성의 속성을 인지한다면, 자신의 발화 의도에 따라

서 문법의 선택 기제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3.1.6. 중요성(Importance) 인식 양상

도구적 사례 연구를 통해 학습자들이 의지 내용의 경중(輕重)을 판단

하여 의지 표현을 선택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도출되지

않은 의미 자질이지만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의지의 중요성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장치로서 문법을 활용하였다. 자신이 판

단하였을 때 의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겠-’, ‘-(으)려고 하-’, ‘-기

로 하-’를 선택하였고, 의지 내용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경우에는 ‘-

(으)ㄹ 것이-’, ‘-(으)ㄹ래’, ‘-(으)ㄹ게’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지 중요성 높음 낮음

문법 항목

‘-겠-’

‘-(으)려고 하-’

‘-기로 하-’

‘-(으)ㄹ 것이-’

‘-(으)ㄹ래’

‘-(으)ㄹ게’

<표 32> 학습자 인식에서 도출한 중요성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그러나 중요성의 의미 자질은 매우 개인적인 기준으로 해석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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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겠-’과 ‘-기로

하-’에서 중요성의 의미를 포착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연구 참여자마다

중요성을 해석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

자 A는 ‘사건(situation)’과 같이 중요한 일인 경우에 의지 표현을 선택적

으로 사용하거나, 연구 참여자 B와 E는 인생에서 ‘큰 결정(big decision)’

또는 ‘힘든 일(hard work)’인 경우에 중요성이 높은 의지 표현을 사용한

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연구 참여자 D는 의지 내용 자체의 중요성보다

는 화자가 그 결정을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여 고민하

였는지가 ‘-기로 하-’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144).

이처럼 학습자의 응답에서 나타난 ‘중요성’의 개념을 어떤 한 가지의

의미로 정의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문법이 사용되는 용례 중에

서 중요성 혹은 내용의 무게감이 강조되는 경우가 존재한다(예: 야당은

다음 대선을 위해 의견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화자가 주어의

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또는 주어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였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의지 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의지 내용의 중요성이 낮거나 가벼운 의지일 때는 반대의 경우

에 비해 구체적인 의미로 나타난다. 숙고하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

벼운 의지(easy decision), 즉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일일 때 의

지의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요성 낮음]의 의미로 해석

되는 경우는 다른 의미 자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 현장

성]을 내포한 의지는 화자가 현장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따

라서 계획을 미리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

우 낮아 [개연성 낮음]의 의미로 확장된다. 이처럼 ‘중요성’의 개념은 의

지 범주 내 다른 세부 의미 자질을 다루면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법적 의미의 하나로 다룰 수 있다.

144) 연구 참여자 C는 의지 내용을 실현할 때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의지 표현을 선택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동작주가 투자하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므로 의지 내용의 중

요성과 연관이 있다. 연구 참여자 C는 행동하는 시간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참여

자 D는 결심하는 데에 걸린 시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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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용적 의미 인식 양상

3.2.1. 공손성 인식 양상

문금현(2017)에 의하면 공손성은 문법적 요소로 실현되는 문법적 공손

성과 화용적 요소로 실현되는 화용적 공손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급

학습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에서 두 가지의 차원을 아우르는 공손성의

선택 기제를 발견하였다.

먼저, 문법적 공손성은 ‘-겠-’과 ‘-(으)ㄹ 것이-’, ‘-(으)ㄹ래’, ‘-(으)ㄹ

게’, ‘-고자 하-’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상의 문법 항목들과 결합하는 종

결어미의 상대높임법 혹은 문체법의 전형성으로 인해 공손성이 드러난

다. 가령, ‘-겠-’의 활용형인 ‘-겠습니다’에서는 공손성의 자질을 도출한

데 반해, ‘-겠어’에서는 공손성을 도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선어말어미

‘-겠-’이 공손성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B와 F는 ‘-

겠습니다’ 형태의 전형성으로 인해 ‘-겠-’ 자체에 공손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으)ㄹ 것이-’는 해체 혹은 해요체와 결합하여 ‘-(으)

ㄹ 거야’ 혹은 ‘-(으)ㄹ 거예요’의 형태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공손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으)ㄹ게’와 ‘-(으)ㄹ래’는 하십시오체와 결합

할 수 없다는 통사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공손성이 낮은 문법으로 인식

하였다.

문법적 공손성의 측면에서 가장 특징적인 의지 표현은 바로 ‘-고자 하

-’이다. ‘-고자 하-’는 ‘-고자 합니다’ 및 ‘-고자 한다’의 형태로 주로 쓰

이기 때문이다. 종결어미로 인한 일시적인 공손성으로 볼 수 있으나, ‘-

고자 하-’ 자체가 장르성이 강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고자 하-’가 결

합하는 어미와 선택되는 장소가 매우 한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문법적 공손성을 교육 내용으로 다룰 때에는 주로 결합하는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학습자들은 의지 표현에서 드러나는 화용적 공손성을 다양한 세

부 의미 자질로 구체화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완곡’과 ‘청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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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의지에대한 [+청자 동의 구함] [-청자 동의 구함]

문법 항목

[그림 67]학습자인식에서도출한청자동의구함관련의지표현의의미구조

려’, ‘(청자 의견) 수용’ 등의 다양한 자질들이 실제로 학습자의 응답에서

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 의해

일관적이고 공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하나의 변별적 자질로 상정하기에

타당한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청자 동의 구함

인터뷰 내용으로 제시된 담화 완성 과제는 화·청자를 상정하는 대화

중심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문법을 선택할 때 청자와의 관계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청자 동의 구함’, ‘청자 포함’, ‘친소 관계’를

해석한 결과에 따라서 화용적 공손성을 실현하였다. 먼저, [± 청자 동의

구함]은 화자가 자신의 의지에 대해 청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가 내

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그림 6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 청

자의 동의를 구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싶을 때 ‘-(으)ㄹ게’를 선택하였

다. ‘-(으)ㄹ게’가 주로 약속 상황에서 사용되는 이유는 [+ 청자 동의 구

함]의 자질 때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겠-’, ‘-(으)ㄹ 것이-’, ‘-

(으)려고 하-’, ‘-아/어야지’는 화자의 의지에 대해서 청자의 동의 및 의

견을 고려하지 않을 때 선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손성이 낮은 발화

에서 사용된다.

특히, ‘-아/어야지’는 독백체이므로 청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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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의지에 대한 [+청자 포함] [-청자 포함]

문법 항목

[그림 68] 학습자 인식에서 도출한 청자포함 관련 의지표현의 의미 구조

함의한다. 즉, ‘-아/어야지’가 사용되는 장면의 특성으로 인하여 [- 청자

동의 구함]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다. 반면, 학습자들은 의지 표현 ‘-

(으)ㄹ래’의 억양 또는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청자 동의 구함의 여부를

유동적으로 인식하였다. ‘-(으)ㄹ래’가 내포하는 [± 청자 동의 구함]에 대

한 다양한 응답을 통해 학습자의 개인적인 문법 지식 구조와 언어 습관

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으)ㄹ래’를

청자의 제안을 부정하는 경우에 사용하지만(예: 나 안 갈래.), ‘-(으)ㄹ

것이-’와 비교했을 때에는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표현으로 인식한다(예: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 방을 쓸래.’, ‘우리가 이 방을 쓸 거야.’).

 (2) 청자 포함

다음으로 [± 청자 포함]의 자질은 의지를 실현하는 동작주로서 화·청

자가 모두 포함되는지의 여부이다.

[그림 68]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화·청자가 모두 의지 내용의 동작주로

서 관여할 때 ‘-(으)ㄹ래’를 선택한다. [+ 청자 포함]은 ‘-(으)ㄹ래?’ 의문

문을 해석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한 내용인데, ‘-(으)ㄹ래?’ 의문문은 본

래 청자의 의지를 물어볼 때 사용한다. 그러나 화·청자가 함께 의지를

실현하는 경우에도 ‘-(으)ㄹ래?’ 의문문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어

자리에 ‘우리’를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예: (우리가 같이) 이 방을 쓸

래?). 반면, ‘-(으)ㄹ 것이-’ 의문문은 화자를 배제하고 청자만을 동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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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소 관계 멂 가까움

문법 항목 ‘-겠습니다’
‘-(으)ㄹ게’

‘-(으)ㄹ래’

<표 33> 학습자 인식에서 도출한 친소 관계 관련 의지 표현의 의미 구조

로 상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예: (네가) 이 방을 쓸 거야?).

한편, 학습자들은 ‘-(으)ㄹ래’가 평서문으로 쓰이는 상황에서는 [- 청자

포함]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으)ㄹ래’가 결합된 의

지는 청자를 배제하기 때문에 화용적으로 공손성이 떨어질 수 있다(예:

10시까지 회사 앞으로 갈래요.).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 B와 E는 청자

에게 화가 났을 때 ‘-(으)ㄹ래’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기로 했어요’는 이미 결정된 화자의 계획을 청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므로 [- 청자 포함]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B, C는 청자의 제안에 대해서 공손하게 거절할 때 ‘-기로 했어

요’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로

했어요’는 [- 현장성]의 문법적 의미를 내포하므로 화자가 발화 상황에

서 의도적으로 청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로 했어요’가

[- 청자 포함]의 의미를 내포할지라도 [공손성 높음]을 실현할 수 있다.

 (3) 친소 관계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화·청자의 ‘친소 관계 거리’에 따라서 의지 표

현을 선택한다. 친소 관계 거리는 화용적 공손성을 드러내기 위한 세부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친소 관계 자질은 문법적 공손성(상대높임법)

과 연관성이 강한 요소이다. 화자는 친소 관계가 멀수록 상대높임법에서

높은 단계를 선택하고, 친소 관계가 가까울수록 낮은 단계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높임법은 주로 화·청자의 사회적인 계급 차이에

따라 고정적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친소 관계 거리와 선택

의 기준이 다르다. 청자가 화자보다 사회적인 계급이 높다고 할지라도

화·청자의 개인적인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서 친소 관계 거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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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의미 확장 의미

[+ 청자 동의 구함]

[공손성 높음]

➪
[+ 청자(화자) 포함] ➪
[친소 관계 멂] ➪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청자(화자) 포함] ➪

[친소 관계 가까움] ➪

<표 34> 학습자 인식에서 도출한 공손성의 세부 의미

<표 33>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들은 모르는 사이일 때 ‘-겠습니다’를

선택하고 친한 사이일 때는 ‘-(으)ㄹ게(요)’, 더 가까운 사이일 때는 ‘-

(으)ㄹ래(요)’를 선택하였다. 친소 관계를 하나의 의미 자질로 상정한 이

유는 학습자들이 다른 선택 기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친소 관계 때문

에 특정 문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친소 관계에 따

른 문법 선택이 화자가 청자와의 거리를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질로서 다루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의지 표현의 세부 자질이 화용적 공손성으로 확장되

는 과정을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다음으로 공손성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살

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한 문법 표현이 수행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학

습자에게 일차원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한 바 있

다(이해영 외, 2018). 그러나 다수의 연구 참여자가 특정 문법의 의미를

도출할 때 ‘요청하기’ 기능을 문법의 기본 의미로서 인식하는 양상을 보

였다. 특히 ‘요청하기’는 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청자의 체면

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화자는 청자의 체면

을 손상시키지 않고 공손하게 요청하기 위해서 의지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학습자들은 한국어교육의 초급 단계에서 직접 요청 표현인 ‘N

주세요’, ‘V-아/어 주세요’를 학습한다. 그리고 중·고급 단계에서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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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위치
발화 실현

⇨
의사소통 기능

발화

의미
청자 의지 요청하기

발화

형태
‘칼국수 주시겠어요?’ ‘칼국수 주세요.’

<표 35> 의지 표현 ‘-(으)시겠어요?’의 의미 확장 과정

발화

위치
발화 실현

⇨
의사소통 기능

발화

의미
화자 의지 요청하기

발화

형태

‘칼국수 먹을게요.’

‘칼국수 먹겠습니다.’
‘칼국수 주문해 주세요.’

<표 36> 의지 표현 ‘-(으)ㄹ게’의 의미 확장 과정

표현이 결합된 간접 요청 표현을 학습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표

35>와 같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칼국수 주세요.’ 와 의지 표현

‘칼국수 주시겠어요?’를 선택하였다.

또한 회사 동료와 함께 음식을 취합해서 주문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문

법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의지 표현을 사용한 ‘칼국수 먹겠습니다.’ 또는

‘칼국수 먹을게요.’와 같은 문장은 표면적으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하는 요청문의 성격이 강하다.

<표 36>과 같이 의지 표현 ‘-(으)ㄹ게’ 사용한 문장은 의사소통 상황

에서 요청하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의지 표현의 의미 확장 과정을

학습한다면 학습자는 공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요청문 대신에 간

접 요청문인 의지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지 표현이

담화 상황에서 공손성을 내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으)시겠어요?’와 ‘-(으)ㄹ게요’ 이외에도 의지

표현 ‘-겠습니다’와 ‘-(으)실게요’, ‘-아/어 줄래?’를 사용한 문장을 요청문

혹은 명령문으로서 인식하였다. 이상의 세 문법 표현의 의미 확장 과정

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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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위치
발화 실현

⇨
의사소통 기능

발화

의미
화자 의지 요청하기

발화

형태
‘저 내리겠습니다.’ ‘비켜 주세요.’

발화

위치
발화 실현

⇨
의사소통 기능

발화

의미
청자 의지 명령하기

발화

형태
‘이쪽에 앉으실게요.’ ‘이쪽에 앉으세요.’

발화

위치
발화 실현

⇨
의사소통 기능

발화

의미
청자 의지 요청하기

발화

형태
‘이것 좀 해 줄래?’ ‘이것 좀 해줘.’

<표 37> 의지 표현이 요청문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

이러한 의미 확장 과정은 간접 화법의 일종으로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

로 존재하는 현상이다(Littlemore, 김주식 외 역, 2009). <표 35>∼<표

37>에 따르면 한국어 의지 표현은 요청하기 기능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서 ‘화자 의지’와 ‘청자 의지’가 상호 교차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가령, 화

자 의지를 나타내는 ‘-겠습니다’와 비규범적 청자 의지 표현인 ‘-(으)실

게요’는 ‘화·청자의 의지’ 범주 안에서 서로 의미를 전환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요청하기’ 기능을 수행한다는 일관성이 존재한다. 즉, 의지 표

현의 요청하기 기능은 하나의 언어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박재연,

2013).

학습자들의 응답에서도 의지 표현을 요청문과 명령문의 대용으로 사용

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기능 중심 교육에서 의지 표현을 요청

문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이 선수 학습한 직접

요청문이 의지 표현으로 대용되었을 때 [공손성 높음]의 화용적 의미가

추가되는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성인 학습자는 분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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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기반으로 목표어의 문법 지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에(DeKeyser,

2000), 요청문에서 공손성이 실현되는 과정을 교육함으로써 학습자의 이

해 및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3.2.2. 격식성 인식 양상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문법적 의미에 비해 격식성의 의미를 명시적으

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 A, B, D, F는 학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어, ‘-고자 합니다’를 대학원 수업이나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고정적인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연구 참여자 C

는 ‘-고자 하-’를 학습하거나 외부에서 입력을 받은 경험이 없어 형태

및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고자 하-’는 구

어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담화 상황을 다

양하게 접하지 못한다는 경험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담화 참여자에게

격식성을 요구하는 담화 상황과 [격식성 높음]의 의지 표현을 명시적으

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습자들은 회사, 뉴스와 같이 격식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 ‘-겠

습니다’ 형태를 선택하였다. 뉴스에서 기자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전달할

때 ‘-기로 했습니다’ 또는 간접 인용의 ‘-겠다고 합니다’를 선택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기로 하-’가 뉴스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사용하는 고정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로 하-’와

결합하는 종결어미에 따라서 격식성과 비격식성이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의지 표현 자체의 의미 자질이 아니라 결합하는 종결

어미를 통해 격식성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으)려고 하-’에서 [격식성 낮음]의 의

미를 도출하였으나, ‘하십시오체’가 결합한 ‘-(으)려고 합니다’는 격식 상

황에서 쓰이기도 한다. 격식성의 의미는 결합하는 종결어미에 의해서 결

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Ⅱ장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하십시오체’와 결

합하는 의지 표현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격식성 높음]의 화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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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함께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3.2.3. 문어성 인식 양상

학술 공동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논문에서 고정

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 ‘-고자 한다’ 형태를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일반

목적의 연구 참여자 C는 의지 표현 ‘-고자 하-’의 형태와 의미를 전혀 인

식하지 못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학술적 글쓰기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어 ‘-고자 하-’를 장르성이 강한 의지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 참

여자 B는 발표문을 그대로 읽는 상황, 즉 원고 형태를 발화하는 문어체

구어(민현식, 1994: 38)로 ‘-고자 한다’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논문은

공식적인 매체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고자 한다’의 문어성은 격식성의

자질과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선택 기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A는 ‘-고자 하-’를 문어 문법의 일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E는 ‘-고자 한다’ 형태로 글에서만 사용된다고 응답하였다.

‘-고자 하-’가 문어로 사용되는 상황을 명시적으로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고자 하-’와 ‘-(으)려고 하-’를 유사 문법으로 인식하고, 두

문법의 차이를 문어성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문어성이 강하고,

후자는 구어성이 강한 문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으)려고 한

다’는 비격식적인 문어에서도 사용되며, ‘-고자 합니다’는 격식적인 구어

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따라서 ‘-고자 하-’가 서술문 종결어미 ‘-(느)

ㄴ다’가 아닌 상대높임법 종결어미와 결합하였을 때, 격식적인 구어체로

사용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자 하-’는 [문어성 높음] 이외에도 다른 문법적 의미로 인

해 선택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E는 ‘-고자 하-’에서 [+ 내부 자발성]을

도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D는 ‘-고자 하-’를 사용하면 청자와 약속을

한다는 대화함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연성 높음]의 자질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고자 하-’의 다양한 세부 기제들을 복합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습자는 ‘-고자 하-’에 내포된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능력을 함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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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나의 상황: 올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때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또는 SNS에 게시물로)

나: 올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독백체를 전제한 담화 완성 과제 예시>

수 있다.

‘-고자 하-’ 이외에도 문어로 사용되는 의지 표현에는 ‘-아/어야지’와

‘-아/어야겠-’이 있다. 두 문법 표현은 [구어성 높음]의 자질을 내포하지

만 SNS의 게시글과 같은 구어체 문어(민현식 1994; 장경현 2006)로 사

용되는 경향이 있다. SNS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의 청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발화시에는 청자가 상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SNS 게시글 담화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학습

자들은 ‘-아/어야지’, ‘-아/어야겠다’와 같은 독백체의 의지 표현을 선택

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어야지’는 실제 구어 상황에서 [격식성 낮음]과

[구어성 높음]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SNS라는 특정한 담화 상황에

서는 구어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어의 형태로 쓰인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이상의 두 문법 항목은 구어성 및 문어성을 기준으로 교육하기

보다는 ‘독백체 어미’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SNS 게시글과 같은 구어체

문어의 형태로 교육할 수 있다.

Ⅱ장에서 다룬 의지 표현의 선택 기제에 대한 학문적 지식은 팽창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내용으로 마련되

지 않은 실정이다. 도구적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국

어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들을 학습 및 습

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 인식 양상

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하여 Ⅳ장에

서 의지 표현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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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어휘, 형태, 통사, 의미, 음운 규칙에 관한 지식

2. 사회언어학적 능력

(sociolinguistic competence):
발화된 문장 사이를 연결하여 전체 의미를 형성하는 능력

3. 담화 능력

(discourse competence):
언어와 담화의 사회 문화적 규칙에 대한 지식

4. 전략적 능력

(strategic competence):

언어 수행상의 변인이나 불완전한 언어 능력으로 인해 의사소통

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

적 의사소통 전략

<표 38> 커넬(Canale, 1983)의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분류

(Brown, 이흥수 외 역, 2015:272, 233-234 재인용)

Ⅳ. 의지 표현의 교육 내용 설계

지금까지 한국어 의지 표현 8가지류에 해당하는 문법의 체계를 학습자

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의지 표현의 의미를 구

조화하여 독립적인 중간언어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중

간언어 체계와 한국어의 의지 표현 체계에는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학습자 인식 내에는 의지 표현의 여러 가지 세부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Ⅳ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를 학습자에게 가르칠 지식(knowledge to be

taught), 즉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

변환하여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의지 표현 교육의 목표

제2 언어 교육의 목표145)는 학습자의 목표어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을 고양시키는 데에 있다. 커넬(Canale,

1983)은 의사소통 능력을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하위 능력으로 구분하였

다.

145) 민현식(2008: 278-279)에 의하면 언어 교육과정은 추상적, 장기적 도달점을 제시하

는 목적(objective)와 이를 구체화한 구체적, 명시적 도달점인 목표(goal, aim,

purpose)를 구분한 바 있다. 본고에서 확립하는 교육 목표는 의지 표현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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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주목해야 할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학과 관련된

지식인 문법적 능력으로 국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학의 하위 학문

인 사회언어학과 화용론에서 사회언어학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도 다루기

때문에 <표 38>의 하위 능력들은 문법 교육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

가 있다(구본관, 2012: 259-260). 결국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은 문법 능

력을 올바르게 함양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문법 능력은 곧 언어 지식(문

법 지식)으로 연결되므로 한국어 문법 교육의 지향점은 <표 38>의 하위

능력들을 아우르는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자에게 교육해야 할 문법 지식은 무엇일까? 촘스키는 모

어 화자를 가장 이상적인 언어 화자로 상정하여 모어 화자의 직관에 어

긋나는 문장을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해석한 바 있다. 즉, 모어 화자

는 이상적인 문법 지식을 보유한 자이므로, 제2 언어 교육에서 학습자들

이 목표로 하는 문법 지식은 모어 화자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고급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가장 가까운

중간언어 체계를 가진 학습자이다.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유사하게 한국어 문법을 운용하여 사용하지만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146). 고급 학습자는

언어 구조에 대한 지식이 견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다양

한 유사 문법들의 세부적인 의미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

다.

강현화(2009: 19-20)는 한국어 종결어미가 발화 의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형태보다는 의미·기능 중심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고의 논의는 의미 중심으로 구성되어 문법의 의미를

기능으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더불어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도 의지 표현의 의미 체계를 분석의 틀로서 활용하였다. Ⅲ

장의 도구적 사례 연구 분석 결과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을 기

을 고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146) 제2 언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에 성공하더라도 주목성(Noticeability)(James, 1998:

206-226) 회피, 즉 언어 형식 등에서 외국인임을 눈에 띠게 드러내는 요소를 회피하

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강남욱·이슬비, 200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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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의지 표현의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다.

첫째, 실제적인 한국어 의지 표현의 형태와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적

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인 문법 선택 기제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

하여 발화 의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의 체계화

본고에서 확립한 의지 표현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의지 표현의 ‘형

태’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발화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상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교육 내용 구

성의 원리를 살펴보고, 교육 내용 구성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2.1. 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

기존 한국어 교재에 의하면 8가지류의 의지 표현 교육은 ‘V-고자 하

다’를 제외하고 초·중급 단계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며, 문법 항목의 제시

순서는 빈도수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교육 내용은 의지 표현이

수행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고는 먼저 의지 표현

의 세부 의미를 기준으로 문법 항목의 위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의지

표현의 위계화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발화 의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를

논의할 것이다.

2.1.1. 의지 표현 문법 항목 위계화의 원리

민현식(2009)은 한국어교육용 문법 항목의 위계화를 위해 한국어 교재

9종을 대상으로 문법 항목의 체계를 검토하였으나, 일관된 문법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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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1단계 학습자 요구 분석 단계

2단계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 설정 단계

3단계
교육 자료

선정 단계

3-1단계
사용(맥락) 선정 단계

[상황·주제·문화에 적합한 교육 자료 선정 배열]

3-2단계

의미 선정 단계

[언어 자료를 활용한 언어 기능(function) 및 기술(skill)

요소 선정 배열]

3-3단계
문법 형식 선정 단계

[교재에서 문법 요소 선정 배열]

4단계 교수법 개발 단계 [학습자 중심 활동 구성]

5단계 단계별 평가 단계 [학습자 평가 및 교사 강의 평가]

<표 39> 교육과정 구성의 단계별 모형 (민현식, 2000: 62)

체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어교육용 교재는 교육과정이라는 큰 체계

를 기반으로 구성되는데, 교육과정에 대한 교재 집필진의 가치관과 전략

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국립국어원 주도

로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구성의 위계화를 시도한 바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 분야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주도

의 일관된 체계를 따르기가 어렵다. 제2 언어 교육의 하위 분야로 분류

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은 대학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개인이 교재를 집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며, 학습자 성

향에 따라서 교재 및 교육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율성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용 교재의 구성 원리는 문법 교육에 대한 집필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147).

민현식(2009: 62)는 교육과정 구성의 단계별 모형을 <표 39>와 같이

5단계로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표 39>의 ‘문법 형식 선정 단계(3-3)’

147) 본고의 의지 표현 문법 항목의 위계화 또한 연구자가 가지는 문법 교육에 대한 관

점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전문가에 의해 한국어 문법 교육의 표준적 준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무분별하고 일

관성이 없는 교재 양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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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법 항목 문법 기술

10
V-(으)ㄹ

거예요

의미
예정이나 가능성 등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나타낼 때

쓴다.

예문 오늘 저녁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13
V-(으)려

고 하다

의미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나

타낼 때 사용한다.

예문 오늘부터 한국 뉴스를 들으려고 해요.

16
V-(으)ㄹ

게요

의미
구어에서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청자에게 약속할 때

사용한다.

예문 케이크하고 카드는 제가 준비할게요.

<표 40> 서울대 한국어(1B) 교재에서 의지 표현 문법의 의미 기술

에 해당하는 의지 표현 8가지류의 문법 항목의 위계화를 다루고자 한다.

민현식(2009: 115)에서 제시한 종결어미와 높임법의 위계화는 문법 제시

의 순서를 제안하였다기보다는 한국어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문체법과

높임법의 체계를 고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종결어미와 높임법 체계는

맥락이 배제된 형태 중심의 체계이기 때문에, 상황 및 기능 중심의 한국

어 교재에서 독립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 또한 문법 항목들은 특정 상대

높임법 종결어미와 결합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

일관성을 위해서 문법 항목에 모든 상대높임법 종결어미를 결합하여 교

육하는 것은 실제성이 떨어지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없다. 따라서 문법

항목마다 개별적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로서 공손성과 격식성, 문어성을 다룬 바 있다. 가령,

격식성을 함의하는 의지 표현 ‘-겠-’을 교육할 때에는 ‘하십시오체’ 결합

형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반면, 격식성을 함의하지 않는 의

지 표현 ‘-(으)ㄹ게’를 교육할 때에는 ‘해요체’ 결합형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문법의 의미를 기술한 내용을 살펴봄

으로써 문법 항목 위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표 40>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서울대 한국어 1B에서 의지 표현 3가

지 ‘V-(으)ㄹ 거예요’, ‘V-(으)려고 하다’, ‘V-(으)ㄹ게요’를 학습하게 된

다. 3가지 의지 표현은 서로 다른 세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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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기술에 그 차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V-(으)ㄹ 거예요’

와 ‘V-(으)려고 하다’는 서로 의미를 바꿔서 기술해도 문제가 없다. 학습

자들은 두 문법을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인식하거나, 두 문법의 의

미 차이를 불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V-(으)ㄹ게요’는 약속의 기능만

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해당 문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끈다는 문제가 있다.

학습자들이 실제 담화 상황에서 적절한 문법을 선택하여 의사소통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지 표현들의 세부 의미 차이를 명시적으로

교수하여야 한다. 본고는 모호하거나 제한적인 의지 표현의 의미 기술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 가

지 문법 항목을 배울 때 관여하는 모든 의미를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나선형으로 의미 차이를 제시하여 선수

학습한 의지 표현과의 의미 비교가 가능하도록 문법 항목을 위계화하여

야 한다. 나선형의 의미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궁극적으로 의지 표현의

모든 선택 기제를 학습하게 될 것이다.

문법 선택 기제는 의미 범주 내의 복수의 문법 항목과 세부 의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거시적 관점에서의 교육 내용

마련이 필수적이다148). 거시적 관점에서 동일한 의미 범주 내의 문법 항

목들을 함께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 이해의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 다양

한 의지 표현을 파편적으로 학습하여 각자 독립적인 문법 항목으로 인식

하기보다는 왜 복수의 의지 표현이 존재하는지, 유사 문법의 의미 차이

는 무엇인지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거

시적 의미·기능 범주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문법서와 유사한 기술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48) 의미 범주 기반의 문법 학습은 학습자가 지식 생산자가 된다는 점에서 오수벨

(Ausubel, 1968)의 유의적 학습(meaningful learning) 을 가능하게 한다(박민신, 2018:

249). 기존의 파편적인 문법 교육이 기계적 학습(rote learning)으로 이어진다면, 유의

적 학습은 상호 비교를 통해 개별 문법 항목의 의미를 습득하기 때문에 지식의 보존

과 장기 기억에 도움을 준다(Brown, 이흥수 외 역, 2015: 95-99 재인용). 본고의 의지

범주 내에는 9개의 문법 항목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 학습자의 지식 구조에는 9개

의 개별 문법 지식이 유기적 연결을 이루어 의지 범주라는 1가지의 의미 체계가 자리

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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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순서
1 2 3 4 5 6 7 8 9

문법

항목
-겠-

-(으)ㄹ

것이-

-(으)려

고 하-

-(으)

ㄹ게

-(으)

ㄹ래

-기로

하-

-고자

하-

-아/어

야겠-

-아/어

야지

<표 41> 의지 표현의 교수 순서

그러나 복수의 의지 표현을 함께 다룬다고 할지라도 범주 내에서 일정

한 제시 순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문법 항목의 위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표 41>의 교수 순서는 사용 빈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학

습자가 의지 표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세부 의미의 차

이가 두드러지는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표 41>에 제시한 의지 표현의 위계화는 학습자들이 9가지 문법 항목

의 의미 차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배열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한 나선형의 의미 제시는 학습자가 9가지의 의지 표현에 관여하는 다

양한 세부 의미들을 비교하면서 의지 표현의 체계를 확립하도록 이끈다.

더 나아가 학습자를 발화 의도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의지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주도적인 언어 사용자로 성장시킬 수 있다.

2.1.2. 의지 표현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교육의 내용은 사용 중심(use-based)으

로 구성된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하는 교재 및 문법서의 교육

내용은 구어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어 문법(예: ‘V/A-(으)므로’)

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포함되는 한국어 쓰기 영역149)에 대비하거

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를 포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제

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고급 학습자들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

지 않은 의지 표현의 일부 구어체 활용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

149)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쓰기 영역 작문 문항 평가 항목 중에서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TOPIK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어성과 격식성을 고려한 문법 선택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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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어 학습 이론에 그 근거를 둔다.

2. 언어 교수 이론에 바탕을 둔다.

3. 언어의 쓰임새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문법의 특징> (지현숙, 2009: 116-117)

하였다. 이미 학습한 문법 항목이지만 교재에서 실제적인 구어체 활용형

을 모두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알고 있던 문법 지식에 균열이 생기자 놀라는 모습을 보였으며, 비규범

형일지라도 교육 내용으로 삼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50). 이처럼 학습자

의 요구 또한 구어 능력에 치중되어 있으므로(지현숙, 2009), 한국어교육

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실제성(Authenticity)의 원리에 입각하

여야 한다.

한국어교육 문법의 실제성을 강조한 지현숙(2009)은 한국어교육이 ‘구

어 문법’이라는 독립적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때 구어 문법은 교육문법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어체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지현숙(2009: 116-117)에서

제시한 이론 문법과 구분되는 교육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교육문법의 세 번째 특징은 언어의 실제성과 연관이 있다. 한국어교육

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실제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가 의사소통 상황

에서 어떤 의미 및 기능을 나타내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규범 문법에는 화·청자가 존재하는 대화 상황에서 6가지의 상대

높임법 단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 언중들의 언어생활에서는 2가지의

상대높임법 체계가 주로 사용되므로 ‘해요체’와 ‘해체’의 2원적 체계를 상

정하기도 한다(고영근 외, 2018: 452). ‘하십시오체’와 단독적 장면에서 사

용되는 직설법 ‘-(느)ㄴ다’는 격식성과 문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수적

으로 사용된다. 한국어교육은 언어의 실제성을 강조하므로 2원적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적인 교육문법은 학습

150) 손버리(Thornbury, 2005)는 제2 언어 학습자의 자동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함양하

기 위한 과제의 기준 6가지(상호작용성, 생산성, 도전 의식, 안전성, 목적의식, 실제성)

를 제시하였다. 이 중 '실제성(Authenticity)'는 과제에 제시된 내용이 실제 삶과 관련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Celce-Murcia, Brinton, & Snow, 2014: 125-12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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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교재를 통해 학습하는 문법 형태를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사용하

도록 이끈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성을 고려한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이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제2 언어 교육이 학습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면서 교실 내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접근법과 학습자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과제 기반 교수법, 제2 언어 발달 측면에서

학습자의 침묵기를 고려하는 침묵식 교수법 등이 대두된 바 있다. 이러

한 시도들은 학습자 중심 교육이 ‘교사가 잘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논

의의 초점을 전환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주지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잘 학

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의지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학습자가 의

지 표현의 의미 구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다면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의지 표현 체계와 한국어 의지 표현의 체

계의 간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지적 접근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습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한국어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를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151). 더불어 학습자가 의지 표현

의 세부 의미들을 서로 연관시켜 효과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양상을 통

해 학습자 인지 과정을 고려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Ⅲ장의 학

습자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의지 표현 교육 내용

선정의 세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교육 내용 부재로 인한 인식의 부재이다. 학습자들은 이미 학습

한 문법 항목임에도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못한 일부 구어 형태를 비문법

적인 문장으로 인식한다. 한국어교육에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언어 형태

는 구어체에 가깝다(방성원, 2013). 그러나 비규범적 구어나 반말체 구어

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교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151) 리틀모어(Littlemore, 2009)에 의하면 학습자는 모어의 해석 패턴에 익숙한 인지 구

조로 고착화되어 있다. 따라서 교사가 목표어의 인지 구조에 대한 명시적인 지도를

수행함으로써 학습을 가속화할 수 있다(Littlemore, 김주식 외 역, 201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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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모든 비규범 형태를

교육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의지 표현에 속하는 문법 항목

들이 이미 한국어교육에서 교육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교육 내용으로 선정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문법 선택 기제152)가 작용하는 양상을 명시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연구 참여자는 귀납적 추론을 통한 문법 지식의 적절성을 확인하

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그대로 화석화되어 의지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신의 모어 혹은 습득한 다른 외국어

와 한국어 의지 표현의 의미를 동일시하여, 추상적인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를 모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육적 측면에서

자신의 정확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문법 선택 기제를 명시적으로 교육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앤더슨(Anderson, 2010)은 스타인과 브랜스포드

(Stein & Bransford, 1979)의 연구에서 교사가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문

법 지식이 학습자가 스스로 구조화한 지식보다 지식을 회상하는 정도가

높았음을 확인하였다(박민신, 2018: 255 재인용). 또한 교사가 명시적으

로 제공하는 문법 지식은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학습

자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이점이 존재한다(신명선,

2012). 기존의 교육 방식과 같이 문법과 의미의 관계를 수동적으로 교육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법이 가지는 의미와 의사소통 상황에서 확장되

는 의미, 또한 화자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한 가지의 문법 형태를 선택하

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학습자들이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들을 인식하는 양상을 교육적

으로 활용할 수 있다. Ⅱ장에서 확립한 한국어 의지 표현 체계는 한국인

모어 화자에 의해 확립된 체계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의지 표현 체계는

학습자가 의지 표현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습

자의 인지 과정을 고려한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다. 학습자의 문법

선택 기제 인식 양상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자발성’은 의지가 생성되는 근원에 따라서 내부 자발성과 외부

152) 문법 선택 기제(박민신, 2018)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Ⅱ장 2.2절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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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언어의 제 측면과 언어 연구 및 교육 분야 (구본관, 2017: 34)

자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도성’은 내부 자발성과 개연성,

공손성과 같은 다른 선택 기제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획득되는 의미이다.

즉, 학습자들은 강한 의지 혹은 약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의미

기제와 동기화하는 과정153)을 거친다. 마지막으로 ‘공손성’은 청자 동의

구함, 청자 포함, 친소 관계의 세부 기제가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나

는 화용적 의미이다. 의지 표현 8가지류의 의미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각 기제들이 내부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운용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여야 학습자들이 자신의 발화 의도에 맞게 의지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의 구성틀

2.2.1. 교수학적 내용 지식 구성

본 절에서는 의지 표현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을 구안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본관(2017)에 의하면 문법은 ‘언어 운

용상의 규칙 혹은 원리’이므로 음운론에서 화용론을 아우르며, 문법 교육

분야는 언어 연구 분야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 교육의 내용은 언어 연구 분야의 학문적 지식을

153) 인간이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한 의미가 다른 의미와 연관이 될 때, 이러한 양

상을 자의적인 현상이 아니라 동기화로 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Littlemore, 김주

식 외 역, 2012: 203-204). 이때 [정도성 높음]의 의미는 [+ 내부 자발성]과 [개연성

높음], [공손성 낮음]의 의미와 상호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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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한국어 문법 교육의 교수학적 변환의 과정 (박민신, 2019: 122)

교육학적으로 변환한 지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문적 지

식’은 연구자의 영역이며,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교육학의 영역으로 간

주하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보쉬와 가스콘(Bosch & Gascón, 2006:

55-58)154)은 학문적 지식이 가르칠 지식의 ‘참고 지식(reference

knowledge)’으로만 간주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참고 지식으

로서의 학문적 지식은 고정적인 지식이다. 하지만 참고할 지식을 선정하

는 데에는 교육 기관 및 교재 집필진의 선정 기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고

정적인 지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학문적 지식은 교수학적 내용 지식

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주체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박민신(2019)은 보쉬와 가스콘(Bosch & Gascón, 2006)의 교수학적 지

식 변환 과정을 한국어 문법 교육에 적용하여 다양한 층위로 세분화하였

다.

<표 43>에 따르면 한국어교육 분야의 교육자들이 관여해야 할 영역은

외적 교수학적 변환 과정과 내적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아우른다. 교육

자는 학문적 지식을 가르칠 지식으로 변환한 후, 교재(teaching material)

154)

<보쉬와 가스콘(Bosch & Gascón, 2006: 56)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

(박민신, 2019: 1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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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한국어 교사의 PCK 모델 (신은경, 2015: 244)

에 적절하게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실제로 가르치는 역할을 총체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중심으로 다룰 영역은 ‘외적 교수학적 변환’ 과

정에 속한다. Ⅱ장에서 다룬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에 대한 학문적 지식

을 교육 내용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외적 교수학

적 변환을 하는 과정에서 Ⅲ장에서 도출한 학습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

상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교육용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구성하기에 앞서 교수

학적 내용 지식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은경(2015)은 한국어

교사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모델을 [그림 69]과 같이 구안하였다.

[그림 69]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에는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학적 지식’, ‘상황적 지식’의 세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먼저

‘교과 내용 지식’은 교육을 위해 재구성한 교사의 학문적 지식을 일컫는

다155). ‘교수학적 지식’은 학습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재구성한

지식이며, 학습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지식이라는

점에서 교과 내용 지식과 차이가 있다. ‘상황적 지식’은 교수·학습이 일

155) 교과 내용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인 교수자는 내용 구조화 과정에서 자신의 문법 교

육관 및 교육 목표를 긴밀하게 반영하여야 한다(이지수, 2016: 178). 즉, 교과 내용 지

식은 교사가 해석한 학문적 지식이기 때문에 교사의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동적이고 개별적인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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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지식

⇦↓↑ 교과 내용 지식

가르칠 지식

⇦↓↑ 교수학적 지식

가르친 지식

⇦↓↑ 상황적 지식

학습된 지식

[그림 70] 교수학적 변환 과정에 관여하는

한국어 교사의 PCK 구성 영역

어나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된 지식이다. 본고에서 구안하는 의지 표현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학습자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과 내용 지식에 가까우나,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교수학적 지식과도 연관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모어가 다른 학

습자의 특징도 고려하였기 때문에 상황적 지식과도 연관된다. 이를 반영

하여 보쉬와 가스콘(Bosch & Gascón, 2006)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과 신

은경(2015)의 한국어 교사 PCK 모델을 기반으로 ‘교수학적 변환 과정에

관여하는 한국어 교사의 PCK 구성 영역’을 [그림 70]과 같이 나타내었

다.

[그림 70]에 따르면 한국어 교사의 ‘교과 내용 지식’은 학문적 지식에

서 가르칠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한국어 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은 가르칠 지식에서 가르친 지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하는데,

교실에서 학습자가 이해했는지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상황적 지식은 교사가 가르친 지식이 학습자가 해석

한 지식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즉, 한국어 교사의 PCK는

교수학적 변환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세 가지 지식으로 구성된다.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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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수학적 지식 구성은 의지 표현 교육 내용 선정 원리에서 제기된 실

제성의 원리와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원리를

따른다. 본고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교수학적 지식과 상황적 지식의

영역을 일부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림 70]의 교수학적 변환 과정의 순환

을 가능하게 한다.

박민신(2019)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제공된 교수학적 내용 지식, 즉 가

르칠 지식이 외적 교수학적 변환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문적 지식의 파

손156)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학습자가 학습할 지식에는

언어의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이 공존한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 교

육을 위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형태, 의미, 사용을 아울러야 한다

(Larsen-Freeman, 2003)(민현식, 2008: 271-273 재인용). 본고에서 마련

한 의지 표현의 교육 내용에는 통사적 특징, 문법적 의미, 화용적 의미와

함께 적절한 용례157)를 제시하였다.

2.2.2.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교육 내용 구성

문법의 통사적 특징은 자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연관된다(구본관, 2012: 263-264). 따라서 형태

와 의미를 분리하여 교육할 필요 없이, 형태 교육과 의미 교육을 연관시

킬 수 있다. 의미를 중심으로 설계한 교육 내용은 초·중급 학습자에게는

학습자의 문법 지식 구조화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고급 학습자는 이미 습득한 문법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명시적 지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의지 표현의 세

부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발화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

156) 교사는 학자의 ‘학문적 지식’을 재맥락화(recontextualize) 및 재인격화

(repersonalize)하여 가르칠 지식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교육학에서는 이 과정

을 ‘교수학적 변환(didactic transposition)’이라고 일컫는다. 슈바야흐(Chevallard,

1992)는 이 과정에서 학문적 지식의 의미 왜곡, 즉 지식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심영택, 2002).

157) 박민신(2017: 57)에서는 제2 언어 교육에서 제시하는 ‘용례’를 “문법 항목의 의미와

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맥락화된 문장 혹은 담화”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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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민신, 2018: 251).

[그림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택한 문법은 동일할지라도 선택의

동기로 작용하는 화자의 의도는 다를 수 있다. 학습자는 화자의 입장에

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택하는 문법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청자의 입

장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의미 중심의

교육은 모든 형태의 세부 의미, 즉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교육으로 이

어진다.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의지 표현 교육은 학습자가 의지 표현

간의 의미 차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여 발화 의도에 맞게 선택하는 능력

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본고는 Ⅱ장에서 도출한 한국어 의지 표현의

문법 선택 기제와 Ⅲ장에서 다룬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기반으로 하여

의지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어 의지 표

현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는 Ⅱ장에서 자세하게 논의한 바 있으므

로, 본 절에서는 ‘학습된 지식(learned, available knowledge)’, 즉 학습자

의 문법 선택 기제 인식 양상을 ‘가르칠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인지

언어학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어떤 언어 구조가 한 가지 의미를 실현하면서, 동시

에 다른 의미를 실현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 간의 동기화(motivation)’로

규정한다(임지룡 외, 2018). 일반적으로 의미의 동기화는 다의어처럼 특

정 단어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의미를 확장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이

다. 그러나 동기화의 유형에는 언어 구조가 서로의 의미를 연결하는 현

상인 의미 간 동기화가 존재한다. 의미 간 동기화는 화자가 하나의 의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복합적인 의도를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의 응답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간 동기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지의 ‘정도성’이 다른 세부 의미들과 연결되는 양상을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의지 표현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정도성을 드러내려

고 하였으나, 기저에는 다른 선택 기제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의지의 정도성에 관여하는 세부 의미는 ‘개연성’과 ‘내부 자발성’, ‘청

자 동의 구함’으로 나타났다. [개연성 높음]과 [+ 내부 자발성], [-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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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구함]을 함의하는 의지 표현은 주어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반대로 [정도성 높음]의 의지 표현은 의지의 개연성을 높이거나,

주어의 내부 자발성을 강화하며,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이처럼 의미 간 동기화로 인해 화자는 한 가지 선택 기제를

활용했을지라도 다른 의미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다. 정도성의 의미 동

기화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으로 정도성의 의미 동기화 과정을

도식화한 <표 28>을 활용할 수 있다. 세부 의미들이 서로 연결되는 과

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면 학습자들이 문법 선택 기제를 명확하게 이

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의지 표현의 ‘공손성’ 의미의 동기화 양상을 활용할 수 있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의지 표현을 선택할 때, 공손성을 중

요한 선택 기제로 삼았다. 그러나 공손성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요인에

대한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지점에서 공손성 선택 기제의 기

저에 있는 구체적인 의미 기제를 포착할 수 있다. 공손성에 관여하는 세

부 의미는 ‘청자 동의 구함’과 ‘청자 포함’, ‘친소 관계’로 나타났다. [+ 청

자 동의 구함]과 [+ 청자 포함], [친소 관계 멂]을 내포하는 의지 표현은

[공손성 높음]의 의미가 함께 드러난다. 반면, [- 청자 동의 구함]과 [-

청자 포함], [친소 관계 가까움]을 내포하는 의지 표현은 [공손성 낮음]

의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화용적 의미인 공손성은 청자

에 대한 화자의 해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제를 해석하는 것보다 민

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공손성의 정도에 따라 의지 표

현을 선택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위험

이 따른다. 그러나 공손성이 확보되는 과정을 구체화하고, 공손성이 확보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교육문법의 측면에서 ‘명확성(clarit

y)158)’을 실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의미 자질이 공손성으로 확장되는 양

상을 <표 34>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는 담화 상황에서 공손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158) 스완(Swan, 1999)이 주장하는 교육문법의 명확성은 문법 지식의 기술 방식과 관련

된다(이미혜, 2005: 102 재인용). 공손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화·청자를 전제한 구

체적인 의미를 통해 명확성을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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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지 표현이 담화 상황에서 요청문으로 실현되어 ‘공손성’을

확보하는 현상을 교육 내용으로 다룰 수 있다. 모든 언어에는 보편적으

로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기 쉬운 명령문이나 요청문을 완곡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간접 요청문은 ‘의지’ 의미 범주 내에서 ‘화

자의 의지’와 ‘청자의 의지’가 서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159). 인지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개념적 환유로 해석하기도 한다(박재연,

2013). 한국어에는 ‘김치 좀 더 주시겠어요?’, ‘(지하철에서) 저 내릴게

요.’, ‘칼국수로 할게요.’ 등과 같이 화자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완곡한

요청문을 실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습자들은 앞서 제시한 요청문에

서 사용된 특정 의지 표현과 ‘요청문’이라는 의사소통 기능을 동일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의지 표현을 사용해서 공손하게 요청한다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문법 자체를 부탁 및 요청 표현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요청문에는 ‘칼국수 하나 주세요.’와 같은 직접

요청 표현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의지 표현이 왜 요청문에서 [공손성

높음]을 실현하는지에 대한 의미 확장 과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동기화 이외에 학습자의 ‘자발성’ 인식 양상에서 교

육적으로 활용할 만한 부분이 있어 기술하고자 한다. 의지 표현은 희망

표현과 의무 표현의 중간 범주에 위치한다(임동훈, 2001; 양수연, 2017).

자발성은 모든 의지 표현이 공유하는 의미이므로 자발성의 정도에 따라

서 의지 표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습자 인식 양

상을 분석한 결과, 자발성의 정도가 주요한 문법 선택의 기제로 작용하

지 않았다. 학습자들은 자발성의 정도가 아니라 ‘자발성의 근원’을 기준

으로 하여 의지 표현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 인식 내에서

[자발성 높음]을 함의하는 의지 표현은 화자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의지

가 생성되지만, [자발성 낮음]에 속하는 의지 표현은 화자 외부의 요인,

예를 들어 청자의 제안 혹은 청자의 행동 등이 근원이 되어 의지가 발생

하였다. 따라서 [자발성 높음]의 의미를 [+ 내부 자발성]으로, [자발성 낮

음]의 의미를 [+ 외부 자발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159) 명시적인 명령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화자의 의지를 표명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여

명령하는 것은 의사소통적 동기화에 해당한다(박재연 2013: 277; 임지룡 외, 2018: 32).



- 224 -

문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 외부 자발성]을 함의

하는 문법 항목인 ‘-(으)ㄹ게’와 ‘-아/어야겠-’은 의지가 발생하는 외부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으)ㄹ게’는 청자 지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자의 발화 또는 행동에 의해 의지가 발생하는 반면, ‘-아/어야겠-’은

상황 지향성이 강하므로 화자의 외부 상황이 의지의 근원이 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학습자의 의지 표현의 의미 간 동기화 양상과 의미 확장 과

정 및 의미 세분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11>의 한국어 의지 표현의

선택 기제 체계를 그대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한다면 학습자의 문법 선택

기제 인식 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문법 선택 기제 인

식 양상을 활용한 교육 내용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의지 표현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의 실제

본고의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의 목표는 학습자가 의지 표현의 형태와

의미를 이해하고, 발화 의도에 맞게 적절한 문법 선택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앞서 제시한 <표 41>의 의지 표현 교수

순서에 따라서 개별 의지 표현의 교육 내용을 각각 마련하였다. 문법 선

택 기제는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나선형으로 제시하기 때

문에, 문법 항목이 축적될수록 관여하는 선택 기제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박민신(2018: 256-257, 277)에 의하면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교육 내

용은 학습자가 문법 선택 기제를 인식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의도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문법

선택의 실제적인 경험은 학습자의 의지 표현 체계를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법 선택 활동은 학습자들이 의지 표현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를 모두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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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든 의지 표현을 학습한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고에서 구안한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은 교수

학적 내용 지식으로서 한국어 교사에게 제공하는 지식에 가깝다160). 교

사가 학습자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conceptual

parsimony)하였으며, 교사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메타언

어를 포함하여 명확성(clarity)을 높였다.

3.1. ‘-겠-’류의 교육 내용

‘-겠-’은 ‘V-겠어(요)’보다는 ‘V-겠습니다’ 또는 ‘V-시겠어요?’ 형태로

쓰인다. 그러나 기존 한국어 교재에는 대상 문법으로서 ‘V-겠-’을 상정

하기 때문에 ‘V-겠어요’를 사용한 실제성이 떨어지는 예문을 제시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배운 문법과 현실에서 사용하는 문법에서

차이가 발생한다161). 학습자들이 실제성이 높은 문법을 학습하여 자연스

럽게 사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V-겠습니다’와 ‘V-시겠어요?’를 대

상 문법으로 제시해야 한다. 각 실현태와 관련된 문법 선택 기제는 공손

성을 함의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도구적 사례 연구에 참여한 학습

자들이 공손성을 해석하는 의미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공손성의 구체적인 요소를 제시하여 명확하게 교수하여

야 하는데, 이때 학습자들이 문법 선택 기제로 활용하였던 구체적인 요

소들을 활용할 수 있다. ‘하십시오체’가 결합한 형태는 공손성과 더불어

[격식성 높음]의 자질을 갖는다. 따라서 의지 표현 ‘-겠-’에 관여하는 문

법 선택 기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60) 한국어 교실에서 문법 교육은 ‘도입 → 제시 → 설명 → 확인 → 연습’의 순서로 구

성된다(백봉자, 2013: 52). 본고는 문법 교육의 ‘설명’ 단계에서 다루는 문법의 형태 및

의미에 대한 교육 내용의 실제를 다루었다.

161) 연구 참여자 F가 사용한 교재에는 ‘-겠-’과 함께 제시된 예문으로 ‘-겠어요’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예: ‘그럼, 라그만을 먹겠어요.’, ‘저는 파티에 안 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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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겠습니다 [친소 관계 멂], [격식성 높음]

V-시겠어요? [친소 관계 가까움], [격식성 낮음]

<표 44> ‘-겠-’류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

V-겠습니다

형태·

통사적

특징

1) 1인칭 주어 + V-겠습니다

2) 2인칭 주어 + V-시겠습니까?

3) 3인칭 주어 + V-시겠습니다

문법적

의미
주어의 의지,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낸다.

화용적

의미

1) 청자와 모르는 사이이거나 화자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 때 사

용한다. (예) 부하 직원: 네. 그럼 제가 10시까지 회사 앞으로 가겠습니다.

2) 격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한다.

(예) 사회자: (결혼식에서) 신부님이 입장하시겠습니다.

의사소통

기능

1)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면서 간접적으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청한다. (예) 승객: (지하철에서) 저 내리겠습니다.

2) 화자가 청자에게 약속할 때 사용한다. (예)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V-시겠어요?

형태·

통사적

특징

2인칭 주어

문법적

의미

청자의 의지,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낸다.

(예) 선생님, 언제 출발하시겠어요?

화용적

의미

1) 청자보다 사회적 지위(나이)가 높더라도 가까운 사이일 때 사용한다.

(예) 학생: 선생님, 뭐 드시겠어요?

2) 청자와 모르는 사이여도 친밀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예) 종업원: (식당에서) 무엇을 드시겠어요?

의사소통

기능

화자가 청자의 의지를 물어보면서 간접적으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

청한다. (예) 그 책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표 45> ‘-겠-’류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겠-’은 첫 번째로 학습하는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겠-’을 선택하는

가장 주요한 선택 기제인 공손성과 격식성만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화용

적 의미를 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표 44>에 제시한 문법 선택

기제를 활용한 ‘-겠-’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다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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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문법서에는 ‘-겠-’의 활용형인 1인칭 주어의 평서문과 2인칭 주

어의 의문문을 개별적인 문법인 것처럼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어만 다를 뿐 문법이 함의하는 의지의 의미는 동일하며, 범언어적으로

화·청자 지향성이 강한 문법이 의문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어로 청

자를 상정한다. 따라서 제시하는 문법 형태의 양을 줄이고 학습자가 스

스로 통사적 규칙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줄

일 수 있다.

<표 45>에서 ‘-겠-’은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함의하지만 제시 순서상

첫 번째로 학습하는 문법 항목이기 때문에 화용적 의미에 집중하여 기술

하였다. 따라서 ‘-겠-’의 문법적 의미에는 모든 의지 표현이 공유하는

‘의지’의 의미만을 기술하였다. 공손성과 격식성의 화용적 의미는 가게

종업원과 손님 관계 또는 직상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처럼 친소 관계가

먼 사이일 때 아랫사람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V-

시겠어요?’는 [친소 관계 가까움]을 내포하기 때문에 청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청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공손성이 유동

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V-겠습니다’는 회의

및 예식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에게

격식성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의사소통 기능은 의지 표현 ‘-겠-’의 화용적 의미

인 ‘공손성’으로 인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떤 고정함축을 실현하

는지를 기술한 것이다. 박재연(2019)에서 ‘V-겠습니다’는 현대 한국어 문

법에서 약속문으로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62). 학습자 인식 양상에

서 살펴본 ‘-겠-’의 특징은 간접 요청문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기

존 문법 기술에서 의지 표현의 문법적 의미가 아닌 약속하기와 요청하기

의 의사소통 기능만을 설명하였기 때문에 학습자가 요청문을 기계적으로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요체

내가 가마. (없음) (없음)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요.

<현대 한국어의 약속형 종결어미 체계> (박재연, 2019: 196-19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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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으)ㄹ

거예요

[- 현장성]

[- 청자 동의 구함]

[친소 관계 가까움]

[격식성 낮음]

V-겠습니다

공유 의미 없음

의미 차이

[+ 현장성]

[친소 관계 멂]

[격식성 높음]

<표 46> ‘-(으)ㄹ 것이-’류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

사용하게 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표 45>의 의사소통 기능 영역을 보

면, 의지의 개념 내에서 의사소통 목적으로 인해 화자의 의지와 청자의

의지가 서로 전환하면서 약속문과 요청문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입체적으

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성인 학습자들은 문법 학습에서 분석적인 기

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지 표현의 의미 확장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의지

표현과 요청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V-겠습니다(V-겠습니까?)’와 ‘V-시겠어요?’의 친소 관계의 차이를 설

명하였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V-습니다’와 ‘V-아/어요’가 친소 관계의 거

리의 차이를 야기하는 것을 귀납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3인칭 주어가 결합한 평서문에서 ‘V-겠습니다’가 ‘V-시겠습니다’로 형태

가 바뀌는 것을 통해 ‘-시-’의 공손성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3.2. ‘-(으)ㄹ 것이-’류의 교육 내용

 ‘-(으)ㄹ 것이-’는 일반적으로 ‘해(요)체’와 결합하여 ‘V-(으)ㄹ 거예요’

와 ‘V-(으)ㄹ 거야’ 형태로 쓰인다. 즉, 선수 학습한 ‘-겠습니다’에 비해

서 격식성이 떨어지며, 화·청자의 친소 관계가 가까울 때 선택된다. 그리

고 ‘V-(으)ㄹ 거예요’는 [- 현장성]의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데, 이 자질

또한 선수 학습한 ‘V-겠습니다’와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다. ‘V-(으)ㄹ

거예요’의 [- 현장성]으로 인해서 이미 결정된 의지라는 의미를 함의하

기 때문에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화용적 의미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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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으)ㄹ 거예요

형태·

통사적

특징

1) 주어 제약 없음163)

2) 2·3인칭 주어 + V-(으)실 거예요

문법적

의미

1) 주어의 의지,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낸다.

2) 발화 이전에 이미 결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예) (식당에서 동행자에게) 저는 칼국수 먹을 거예요.

* ‘V-겠습니다’는 말할 때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예) (메뉴판을 보면서) 저는 칼국수 먹겠습니다.

화용적

의미

1) 청자와 친한 사이일 때 사용한다.

2) 발화 이전에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의

미가 발생한다.

의사소통

기능

1) 이미 결정한 주어의 계획을 말할 때 사용한다.

(예1) 이번 방학에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예2) 지금 집에 가실 거예요?

2)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청자에게 통보하는 느낌을 준다.

(예) (밖으로 나가면서 부모님께) 저 오늘 집에 늦게 들어올 거예요.

<표 47> ‘-(으)ㄹ 것이-’류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표 46>은 의지 표현 ‘-(으)ㄹ 것이-’류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를

정리한 표이다. <표 46>을 보면, ‘V-(으)ㄹ 거예요’의 다양한 세부 자질

([친소 관계 가까움], [- 청자 동의 구함])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공손성이

떨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 학습한 ‘V-겠습니다’와 공손성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므로 학습자는 두 의지 표현의 의미 차이를 더 효과적으

로 포착할 수 있다. 공손성의 차이는 두 문법의 문법적 고유 의미인 [±

현장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모든 의미를 독립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서로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V-겠습니다’의 화용적 의미를 중심으로 문법 지식을 학습

했으나 ‘V-(으)ㄹ 거예요’를 배우면서 [+ 현장성]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

음을 알게 된다. 기존에 배운 문법 항목과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학습자

는 의지 범주의 문법 지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표 46>의 문법 선택

기제를 활용한 ‘V-(으)ㄹ 거예요’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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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으)ㄹ 거예요’의 문법적 의미인 [- 현장성]은 화용적 의미와 의사

소통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발화 상황에서 청자

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손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V-

(으)ㄹ 거예요’는 일반적으로 초반에 학습하기 때문에 무표적인 미래 시

제로 인식하여 초·중급 학습자들이 빈번하게 사용한다164). 따라서 화자

의 의지가 청자와 무관한 경우, 가령 화자 자신만의 계획에 대해 청자에

게 알려주는 경우에 ‘V-(으)ㄹ 거예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V-(으)ㄹ 거예요’의 [- 현장성]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통보’의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들은 청자에게 통보를 하기 위해

서 ‘V-(으)ㄹ 거예요’를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3.3. ‘-(으)려고 하-’류의 교육 내용

‘V-(으)려고 해요’는 선수 학습한 ‘V-(으)ㄹ 거예요’와 [- 현장성]과 [-

즉각성]의 의미 자질을 공유하는 반면, 개연성에서 의미 차이가 발생한

다. ‘V-(으)ㄹ 거예요’에서 이미 현장성의 의미를 습득했기 때문에 ‘V-

(으)려고 해요’에서는 [- 즉각성]의 의미에 집중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영어권 학습자는 즉각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

하지 못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발화시 이후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의지 내용이 실현

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개연성을 설명함으로써 학습자가 ‘V-(으)ㄹ 거예

요’와 ‘V-(으)려고 해요’의 의미 차이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으)려고 해요’에 작용하는 문법 선택 기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8>과 같다.

163) ‘-(으)ㄹ 것이-’는 1인칭 주어일 때 의지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지만 2·3인칭 주어일

때 맥락에 따라서 추측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장채린, 2017). ‘-(으)ㄹ 것이-’의 의

지 용법은 1인칭 주어 형태가 가장 빈번하게 쓰이기 때문에 1인칭 주어 중심으로 설

명하는 것이 추측 용법과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164) 예: 고맙습니다. 곧 다시 얘기 할 거예요(연구자가 수집한 외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

자 말뭉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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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으)려고

하다

[- 현장성]

[- 즉각성]

[+ 내부 자발성]

[개연성 낮음]

V-(으)ㄹ 거예요

공유

의미

[- 현장성]

[- 즉각성]

[+ 내부 자발성]

의미

차이
[개연성 높음]

<표 48> ‘-(으)려고 하-’류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

용례 기저 의미 확장 의미

내일 도서관에 가려고. [개연성 낮음] ➪ [정도성 낮음]

내일 도서관에 갈 거야. [개연성 높음] ➪ [정도성 높음]

<표 49> ‘V-(으)려고 해요’와 ‘V-(으)ㄹ 거예요’의 정도성 차이

이처럼 ‘V-(으)려고 하다’와 ‘V-(으)ㄹ 거예요’는 두 가지의 의미 자질

을 공유하지만 개연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개연성의 의미는 객

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화자의 판단을 거치는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개연성을 설명할 때에는 Ⅱ장 의지의 개념적 정의에서 다룬

바, ‘(동작주의 의지로 인한) 명제의 실현 가능성’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

다. 동작주인 주어가 명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명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어 의지의 정도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화자가 개연성을 판단한 결과는 의지의 정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49>와 같이 두 문법의 개연성의 정도가 의지의 강도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을 연결시켜 교육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의지의 정도

성을 조절하고 싶을 때 두 문법의 개연성을 판단하여 특정 문법을 선택

할 수 있다.

한편, 우언적 구성인 ‘-(으)려고 하-’는 구어에서 종결어미 ‘V-(으)려

고’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다. ‘V-(으)려고 해요’와 ‘V-(으)려고’는 단순한

생략 현상이 아니라 통사적 특징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V-

(으)려고’는 구어 문법의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165).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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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으)려고 하다

형태·

통사적

특징

1) 주어 제약 없음.

2) 2·3인칭 주어 + V-(으)시려고 해요 / V-(으)려고 하세요

3) 비격식 구어에서 ‘V-(으)ㄹ라고 해요’로 발음하기도 한다.

문법적

의미

1) 발화 이전에 결정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2) 늦은(당장이 아닌)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낸다.

(예)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해요.

* ‘V-(으)ㄹ 거예요’도 늦은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

(예)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3)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 주어의 의도(intention)만 드러낸다.

* ‘V-(으)ㄹ 거예요’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확실한 계획을 나타낸다.

화용적

의미

1) 1인칭 주어: 발화 이전에 이미 결정하여 청자와 상관이 없는 화자만의

계획을 말한다. (예) 저는 내일 도서관에 가려고 해요.

2) 2·3인칭 주어: 주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나타낸다. 화자는 주

어의 의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추측의 느낌을 준다. (예) (다른 친구에게) 선영이가 벌써 집에 가려고

해.

<표 50> ‘-(으)려고 하-’류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으)려고 하다’는 인칭이 제약이 없으나, ‘V-(으)려고(요).’, ‘V-(으)려고

(요)?’는 통사적으로 1·2인칭 주어만 상정할 수 있다. 도구적 사례 연구

에서 학습자들은 과거에 ‘V-(으)려고’의 인칭 제약을 학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어 제약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오류를 방지

하기 위해서 생략 형태에만 발생하는 주어 제약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V-(으)려고(요)’는 비격식적 구어 상황에서 ‘V-(으)ㄹ라고(요)’로

발화되는데, 학습자들이 전혀 다른 형태 또는 방언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V-(으)려고 하다’와 함께 비격식 구어 형태인 ‘V-(으)ㄹ라고 하다’를 추

가적으로 제시한다면 학습자의 사용 및 이해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

이다. 이상의 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50>과 같다.

165) 구어 문법은 문어 문법과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므로 독자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

다. 특히 한국어는 어미를 통하여 인칭법이 실현되는 ‘굴절 인칭’의 범주가 존재하는

데, 문어와 구어에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목정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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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기능

1) 1인칭 주어: 이미 결정하여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므로 화자의 계

획을 알려주는 느낌이 있다.

2) 2·3인칭 주어: 주어의 의지를 추측하는 느낌이 있어 의문문으로 쓰일

때,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확인하는 느낌을 준다.

(예) (청자의 행동을 보고) 커피 마시려고 해요?

V-(으)려고요

형태·

통사적

특징

1) 1인칭 주어 + V-(으)려고요

2) 2인칭 주어 + V-(으)려고요?

교사는 ‘V-(으)려고 해요’와 ‘V-(으)ㄹ 거예요’의 [- 즉각성] 자질을 설

명하기 위한 예문 그대로 개연성 자질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해요.’와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 갈 거예

요.’는 개연성에서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두 문법이 개연성에서 차

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으)려고 하-’는 유학에 가고 싶은 화자의 의도

만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으)ㄹ 것이-’는 이미 유학에 가는 것이 공

식적으로 결정되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표 48>에서 ‘V-(으)려고 해요’와 ‘V-(으)ㄹ 거예요’가 [+ 내부 자발

성]의 자질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자발성의 의미 자질은 추

상적이어서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문법이 의미를 공

유하기 때문에 추후에 [+ 외부 자발성]의 ‘V-(으)ㄹ게’를 학습할 때 비교

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발성은 문법적 의미이지만 청자를 전

제한 대화 상황에서 ‘V-(으)려고 해요’가 2·3인칭 주어의 의지를 나타낼

때는 추측의 의미를 띠기 때문에 화용적 의미로서 다루었다. ‘V-(으)려

고 해요’의 [- 현장성]은 화용적으로 [- 청자 동의 구함]의 자질로 연결

이 되며,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느낌을 준다166).

‘V-(으)려고 해요’의 [내부 자발성]은 2·3인칭 주어와 쓰일 때 추측의 의

166) ‘V-(으)려고 해요’의 첫 번째 의사소통 기능은 고유 의미인 [- 현장성]으로 인해 파

생된 것으로, 화자의 계획과 알림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알림 기능은

하나의 의사소통 기능으로 상정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박재연, 2013). 본고에서

다루는 의사소통 기능은 해당 문법이 고정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의 고유 의미에서 확장하는 고정함축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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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으)ㄹ

게요

[+ 외부 자발성]

[+ 현장성]

[+ 즉각성]

[친소 관계 가까움]

[+ 청자 동의 구함]

V-겠습니다

공유 의미 [+ 현장성]

의미 차이 [친소 관계 멂]

V-(으)ㄹ 거예요

공유 의미 [친소 관계 가까움]

의미 차이

[- 현장성]

[- 즉각성]

[- 청자 동의 구함]

<표 51> ‘-(으)ㄹ게’류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

미를 나타내므로, 의문문으로 쓰일 때 자신의 추측을 청자에게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즉, 다른 의지 표현과 달리 주어의 의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의 의지에 대한 화자의 추측의 정오(正誤)를 질문하는 상황

에서 쓰인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3.4. ‘-(으)ㄹ게’류의 교육 내용

‘V-(으)ㄹ게’는 의지 표현 중에서도 화·청자 지향성이 강하여 1인칭 주

어만을 상정 가능하며, 화자가 청자에게 약속을 하는 상황에서 자주 사

용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어 교재 및 문법서에서는 ‘V-(으)ㄹ게

요’의 약속 기능을 중심으로 문법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167). 본고는

‘V-(으)ㄹ게요’가 내포하는 다양한 문법적 의미가 작용하여 의사소통 상

황에서 약속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V-(으)ㄹ게요’가 약속의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표

51>에서 제시한 [+ 외부 자발성]과 [+ 현장성], [+ 청자 동의 구함]의 다

양한 문법 선택 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V-(으)ㄹ게요’를

사용한 약속은 행위 실현에 대한 의무가 화자에게만 부과되는 경향이 있

167)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V-(으)ㄹ게요'의 의미를 ‘구어에서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할 것

을 청자에게 약속할 때 사용한다.’라고 기술하였다. 국어학 분야 논문인 박재연(2015)

에서도 ‘-(으)ㄹ게’의 기본 의미를 ‘약속’으로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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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회사 앞으로 가겠습니다. [친소 관계 멂] ➪ [공손성 높음]

내일 회사 앞으로 갈게요. [친소 관계 가까움] ➪ [공손성 낮음]

<표 52> ‘V-겠습니다’와 ‘V-(으)ㄹ게요’의 공손성 차이

친소 관계 멂×───────────────────────────Ø가까움

문법 ‘V-습니다’ ‘V-아/어요’ ‘V-아/어’

예문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내가 갈게.

<표 53> 교수학적 내용 지식으로 변환한 약속 기능 문법의 체계

기 때문에 공손성이 강조된다. ‘V-(으)ㄹ게요’와 동일하게 약속 기능168)

을 수행하는 ‘V-겠습니다’가 공손성이 더 높은 이유는 친소 관계거리에

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손성은 화자의 대화 전략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표 52>와 같이 [친소 관계 멂]의 기제로 [공손성

높음]을 실현하기 위해 ‘V-겠습니다’를 선택하여 발화하였는데, 청자가

화자와 거리감을 느껴 오히려 공손성이 위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

는 공손성이 작용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귀납적

으로 의지 표현의 공손성을 구조화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

를 위해 국어학에서 다루고 있는 약속문 체계를 한국어교육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으로 변환하여 약속 기능 문법의 체계로서 활용할 수 있다.

 

<표 53>의 교수학적 변환을 거친 약속 기능 문법의 체계는 친소 관계

의 문법 선택 기제를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학습자가 의미 차이를 효

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약속 표현은 ‘약속’의 속성 때

문에 [개연성 높음]의 의미로 확장된다. 그러나 약속의 수행적 의미는 범

168) 국어학에서는 약속문을 하나의 결어법 체계로 상정하여 다루고 있어(고영근 외,

2018: 462-463) 교육문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 236 -

용례 세부 의미 확장 의미

나 이제 집에 갈게.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높음]

[정도성 낮음]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 청자 동의 구함] ➪ [공손성 낮음]

[정도성 높음]

<표 54> ‘V-(으)ㄹ게’와 ‘V-(으)ㄹ 거예요’의 정도성 및 공손성 차이

언어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다른

문법 표현과 개연성을 비교할 때에 수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V-(으)ㄹ게요’는 ‘V-(으)ㄹ 거예요’보다 공손성이 높은 문법으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두 문법이 [± 현장성]에서 반대의 자질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V-(으)ㄹ게요’는 [+ 현장성]이 있어 화용적으로 [+ 청자 동의

구함]으로 연결되지만, ‘V-(으)ㄹ 거예요’는 [- 현장성]으로 인하여 화용

적으로 [- 청자 동의 구함]의 의미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표 54>와 같

이 공손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더 나아가 의지의 정도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으)ㄹ 것이

-’에서 [정도성 높음]을 인식한 바 있다.

다음으로 ‘V-(으)ㄹ게’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2인칭 주어를 상정하는

비규범형의 ‘V-(으)실게요’ 형태가 일상생활에서 명령문 및 요청문의 대

용으로 쓰인다는 점이다. 비규범 형태를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규범주의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언어 교육

에서 규범형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불확실하며(민현식, 2007), 실제

언중들의 언어 형태를 무시한다면 실제 사용 문법과 규범 문법과의 괴리

가 존재할 것이다(목정수, 2011). 학습자 요구의 관점에서 보면 본고의

연구 참여자들은 ‘V-(으)실게요’를 비규범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V-(으)ㄹ게(요)’의 교육 내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

다. 비규범형이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되지 않았으나 학

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비규범 형태의 입력을 받았을 때 이해하지 못하

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169).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V-(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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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으)ㄹ게요

형태·

통사적

특징

1) 1인칭 주어

2) 의문문 불가능

문법적

의미

1) 청자에 의해서 발화시에 결정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예) A: 나 이것 좀 해 줘. B: 그래, 내가 해 줄게.

* ‘V-(으)ㄹ 거예요’는 발화시 이전에 결정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예) A: 나 이것 좀 해 줘. B: 안 그래도 내가 해 줄 거야.

2) 가까운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낸다.

(예) 학생: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께)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 ‘V-(으)ㄹ 거예요’는 먼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낸다.

(예) 학생: (선생님께)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면 도와드릴 거예요.

화용적

의미

1) 친한 사이일 때 구어체로 사용한다.

* ‘V-겠습니다’는 청자와 거리감이 있을 때 사용한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2)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느낌을 준다. (예) 나 네 핸드폰 좀 쓸게.

* ‘V-(으)ㄹ 거예요’는 청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나 네 핸드폰 쓸 거야.

의사소통

기능

1) 청자와 약속할 때 사용한다. (예) 내일 1시까지 학교 앞으로 갈게.

2) 화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자의 협조를 구할 때 사용한다.

(예1) 승객: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저 내릴게요.

(예2) 고객: (여행사에서 직원에게)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갈게요.

V-(으)실게요

형태·

통사적

특징

1) 2인칭 주어

2) 의문문 불가능

3)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지만 서비스업 직원들이 자주 사용한다.

문법적

의미
청자가 미래에 해야 할 일을 나타낸다.

화용적

의미
청자에게 친밀한 느낌을 준다. (예) 여기 앉으실게요.

의사소통

기능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요청할 때 사용한다. 직접적인 요청문보다 공

손한 느낌을 준다. (예) 여기 앉으세요. = 여기 앉으실게요.

<표 55> ‘-(으)ㄹ게’류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게요’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다음과 같다.

169) 톰린슨(Tomlinson, 2014: 18)에 의하면 좋은 교재의 요건은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하는 경험과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교실에서 다루는 언어는

적용가능성과 실제성, 더 나아가 실용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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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성 낮음×──────────────────────────Ø공손성 높음

직접 요청문 간접 요청문

‘N 주세요.’, ‘V-아/어 주세요.’ ‘V-(으)ㄹ게요’ ‘V-겠-’

(식당에서) 칼국수 하나 주세요. 칼국수로 할게요. 칼국수로 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비켜주세요. 내릴게요. 내리겠습니다.

이것 좀 해 주세요. 이것 좀 해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이쪽으로 앉으시겠습니다.

<표 56> 직접 요청문과 간접 요청문의 공손성

‘V-(으)ㄹ게요’는 즉각성의 측면에서 ‘V-(으)ㄹ 거예요’와 의미 차이를

보이는데, <표 55>의 예문과 같이 지나가던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상황

에서 ‘V-(으)ㄹ 거예요’가 아닌 ‘V-(으)ㄹ게요’의 선택이 적절하다는 것

을 설명할 수 있다. ‘V-(으)ㄹ게요’는 ‘해(요)체’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

에 구어성이 강하며, 유사 문법인 ‘V-겠습니다’와 친소 관계 거리와 공

손성에서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학습자들이 적절한

문법을 선택하도록 이끌 수 있다.

 또한, ‘V-(으)ㄹ게요’는 [+ 현장성]으로 인해 ‘V-(으)ㄹ 거예요’와 달리

청자를 의식한 화자의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상황에서 약속

하기와 요청하기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학습자들

이 의지 표현을 요청문으로 사용할 때 기계적으로 암기하여 사용한 것에

착안하여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의지 표현은 의사소

통 상황에서 요청문으로 기능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의지 표현으

로 나타난다.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요청문 ‘N 주세요’와 ‘V-아/어

주세요’를 먼저 학습한다. 그러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의지 표현이 요청

문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마주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 없이 문법을 학습한다. 의지 표현을 활용한 요청문은 화자와 청자

의 의지가 ‘의지’라는 개념 안에서 개념적 유사성으로 인해 의미 확장을

야기한다는 인지언어학적 특징이 있다170). 학습자들은 의미 확장의 과정

을 학습한 후에 기존에 배운 요청문의 형태를 직접 요청문으로 이해하

고, 의지 표현이 사용된 요청문을 간접 요청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170) 요청문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의미 확장은 본고의 Ⅲ장 3.2.1절의 ‘공손성 인식 양상’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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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을 통해 학습자들은 직접 요청문과 간접 요청문이 동일한 요

청문의 기능을 하지만, 공손성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효과적

으로 인식할 수 있다. <표 56>에서 제시한 비규범형의 ‘V-(으)실게요’는

한국 언어문화와 관련이 있다. 주로 서비스업체의 직원의 발화로 사용되

는데 그 원인은 한국 사회의 직원과 고객 간의 갑을 문화, 즉 과도한 서

비스 문화에서 초래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도 ‘V-(으)실게

요’는 비문법적인 과잉 존대 표현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식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손성이 중시되는 한국에서 비규범형이 만연하

는 이유를 문화적인 측면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3.5. ‘-(으)ㄹ래’류의 교육 내용

‘V-(으)ㄹ래요’는 ‘V-(으)ㄹ게요’와 같이 화·청자 지향성이 강하여 1·2

인칭 주어의 의지만을 나타내며 ‘해(요)체’만 결합이 가능하다. ‘V-(으)ㄹ

게요’와 형태·통사적 특징이 유사하여 두 문법을 비교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윤은경, 2006; 허경행, 2011; 탕이잉, 2018). 선행 연구에서는 두 문

법의 차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면, 본고는 두 문법의 고유 의미 차이에 집중하여 의사소통 기능을 고유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 ‘V-(으)ㄹ래’와 ‘V-(으)ㄹ 거예요’는 형태·통사적으로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유사 문법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두 문법은

양태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공유한다. 따라서 본고는 ‘V-(으)ㄹ래’와 ‘V-

(으)ㄹ 거예요’를 유사 문법으로서 다루어 선택 기제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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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문법 형태 관련 선택 기제 유사 문법

5
V-(으)ㄹ

래요

[+ 현장성]

[+ 내부 자발성]

[개연성 낮음]

[- 청자 동의 구함]

[+ 청자 포함]

[친소 관계 가까움]

V-(으)ㄹ게요

공유 의미
[+ 현장성]

[친소 관계 가까움]

의미 차이

[+ 외부 자발성]

[개연성 높음]

[+ 청자 동의 구함]

V-(으)ㄹ 거예요

공유 의미

[+ 내부 자발성]

[- 청자 동의 구함]

[친소 관계 가까움]

의미 차이

[- 현장성]

[개연성 높음]

[- 청자 포함]

<표 57> ‘-(으)ㄹ래’류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

‘V-(으)ㄹ래요’에 문법 선택 기제를 다양하게 제시한 이유는 학습자들

이 선행 학습한 의지 표현을 학습하면서 이미 [+ 현장성], [+ 내부 자발

성], [개연성 낮음], [- 청자 동의 구함], [친소 관계 가까움]의 양태적 의

미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문법 선택 기제를 자세하게 설

명할 필요 없이 유사 문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의미 차이를 획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먼저 ‘V-(으)ㄹ래요’는 [+ 내부 자발성]을 가지는 반면, ‘V-(으)ㄹ게요’

는 [+ 외부 자발성]을 띤다. 즉, ‘V-(으)ㄹ래요’는 화자 내면에 집중하여

의지가 발생하지만, ‘V-(으)ㄹ게요’는 화자 외부의 요인인 청자에 의해

의지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두 문법은 발화 상황에서 정도

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내부 자발성으로 인해 정도성이 강하다는 것은

화자가 의지를 표명할 때 청자를 배제한 자기 자신의 의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V-(으)ㄹ래요’와 ‘V-(으)ㄹ게요’의 자발성 차이가 정도성으로

확장되는 양상은 다음의 <표 5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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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기저 의미 확장 의미

그 일은 내가 할게. [+ 외부 자발성] ➪ [정도성 낮음]

그 일은 내가 할래. [+ 내부 자발성] ➪ [정도성 높음]

<표 58> ‘V-(으)ㄹ래요’와 ‘V-(으)ㄹ게요’의 정도성 차이

다음으로, ‘V-(으)ㄹ래요’는 유사 문법인 ‘V-(으)ㄹ 거예요’와 화용적

의미인 청자 포함 여부에서 의미 차이가 있다. 청자 포함 여부는 특히

의문문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두 문법의 의문문 형태를 통해서 청자(화

자) 포함의 화용적 의미를 교육할 수 있다.

용례 세부 의미 확장 의미

같이 영화 볼래? [+ 청자(화자) 포함] ➪ [공손성 높음]

같이 영화 볼 거야? [- 청자(화자) 포함] ➪ [공손성 낮음]

<표 59> ‘V-(으)ㄹ래’와 ‘V-(으)ㄹ 거예요’의 공손성 차이

<표 59>와 같이 ‘V-(으)ㄹ래’에는 [+ 청자(화자) 포함]의 의미가 내포

되어 있기 때문에 화용적으로 공손성을 띤다. 반면, ‘V-(으)ㄹ 거예요’의

[- 청자(화자) 포함]으로 인해, 청자는 화자가 자신을 배제한다는 느낌을

받아 결과적으로 공손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표 57>에 의하면 ‘V-(으)ㄹ래요’는 유사 문법들과 문법 선택

기제를 공유하기도 한다. 세 문법 모두 ‘해(요)체’와 주로 결합한다는 점

에서 [친소 관계 가까움]의 화용적 의미를 내포하며, ‘V-(으)ㄹ게요’와는

[+ 현장성]을, ‘V-(으)ㄹ 거예요’와는 [+ 내부 자발성]을 공유한다. 이상

의 내용을 정리한 ‘V-(으)ㄹ래요’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표 6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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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으)ㄹ래요

형태·

통사적

특징

1) 1인칭 주어 + V-(으)ㄹ래요.

2) 2인칭 주어 + V-(으)ㄹ래요?, V-(으)실래요?

문법적

의미

1) 발화시에 결정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실제로 실현할 확률이 낮다.

(예) (사전에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 미국으로 유학 갈래.

* ‘V-(으)ㄹ 거예요’는 발화시 이전에 결정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실제

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예) (이미 사전에 계획한 후) 나 미국으로 유학 갈 거야.

2) 화자가 원해서 스스로 결정한 의지를 나타낸다.

(예) 나 게임 할래.

* ‘V-(으)ㄹ게요’는 청자에 의해서 결정한 의지를 나타낸다.

(예) A: 이 뚜껑 좀 열어 줄래? B: 그래. 내가 해 줄게.

화용적

의미

1) 구어체이며 친한 사이일 때 사용한다.

2) 청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느낌을 준다. (예) 나 네 핸드폰 좀 쓸래.

* ‘V-(으)ㄹ게요’는 청자의 동의를 구하는 느낌을 주므로 더 공손하다.

(예) 나 네 핸드폰 좀 쓸게.

3) 화자(청자)를 포함한 행동에 대해서 말한다.

(예) 우리 같이 영화 볼래?

* ‘V-(으)ㄹ 거예요’는 화자(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말한다.

(예) 너 영화 볼 거야?

의사소통

기능

1) 친한 사이에서 ‘줄래요?’로 쓰여 청자에게 요청할 때 사용한다.

(예) 이 뚜껑 좀 열어 줄래요?

2)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제안할 때 사용한다.

(예) 저랑 같이 영화 보실래요?

<표 60> ‘-(으)ㄹ래’류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표 60>에서 ‘V-(으)래요’는 문법적 의미인 [+ 내부 자발성]으로 인하

여 화·청자가 원하는 의지에 대해 표명할 때 쓰인다. 그러므로 내부 자

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희망 표현 ‘V-고 싶다’가 쓰이는 자리에서 유사

한 의미로 쓰인다. 또한 [+ 현장성]으로 인해서 ‘V-(으)ㄹ 거예요’와 달

리 개연성이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V-(으)ㄹ래요’의 화용적 의미는

그대로 의사소통 기능으로 이어지는데, 친한 사이에서 구어체로 사용되

기 때문에 친근한 요청문으로서 주로 사용된다. 또한 청자(화자)를 포함

한다는 화용적 의미로 인해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유문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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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기로

해요

[+ 현장성]

[+ 내부 자발성]

[- 청자 동의 구함]

[+ 청자 포함]

V-(으)ㄹ게요

공유 의미 [+ 현장성]

의미 차이
[+ 외부 자발성]

[+ 청자 동의 구함]

V-기로

했어요

[- 현장성]

[- 즉각성]

[개연성 높음]

[- 청자 포함]

V-(으)ㄹ 거예요

공유 의미

[- 현장성]

[- 즉각성]

[- 청자 포함]

의미 차이 [개연성 중간]

V-(으)려고 해요

공유 의미
[- 현장성]

[- 즉각성]

의미 차이 [개연성 낮음]

<표 61> ‘-기로 하-’류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

3.6. ‘-기로 하-’류의 교육 내용

‘-기로 하-’는 한국어 교재 및 문법서에서 양명희 외(2018) 이외에는

모두 과거형인 ‘V-기로 했어요’ 형태만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형 ‘V-기

로 해요’의 형태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C, D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우리 V-기로 해요’를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인식한 바 있다.

‘우리 V-기로 해요’는 [+ 현장성]과 [+ 청자 포함]의 세부 의미를 내포하

기 때문에 과거형인 ‘V-기로 했어요’의 [- 현장성]과 [- 청자 포함]을 기

준으로 제시한다면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의미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표 61>과 같이 ‘-기로 하-’류의 활용형으로 ‘V-

기로 해요’와 ‘V-기로 했어요’를 분리하여 제시할 수 있다.

‘V-기로 해요’는 [+ 현장성]이 있어 발화시에 약속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V-(으)ㄹ게요’와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다. ‘V-기로 해요’가

‘V-(으)ㄹ게요’와 다른 점은 화자의 의지에 집중한다는 [+ 내부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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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기로 해요

형태·

통사적

특징

1인칭 복수 주어 ‘우리’+ V-기로 해요

문법적

의미

1) 발화 상황에서 화·청자가 미래에 같이 할 행동을 나타낸다.

2) 화자가 원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예) 우리 운동하기로 해요.

* ‘V-(으)ㄹ게요’는 청자의 의견에 집중되어 있다.

(예) 그럼 오늘부터 운동할게요.

화용적

의미

1) 행위 내용을 화자가 정했기 때문에 청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공손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친한 사람에게 사용한다.

(예1) 우리 토요일에 같이 밥 먹기로 해요.

2)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예2) (소개팅에서 상대방에게) 우리 반말하기로 해요.

의사소통

기능
화·청자가 미래에 같이 할 행동을 약속할 때 사용한다.

<표 62> ‘-기로 하-’류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이 있어 화용적으로 [- 청자 동의 구함]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반면,

‘V-(으)ㄹ게요’는 청자의 의지에 집중하는 [+ 외부 자발성]이 있어 화용

적으로 [+ 청자 동의 구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V-(으)ㄹ게요’를 선택하

였을 때 공손성이 더 높아진다. 또한 ‘V-기로 해요’에는 [+ 청자 포함]의

자질이 내포되어 있어 1인칭 복수 주어 ‘우리’만을 상정할 수 있다.

‘V-기로 했어요’는 과거형이 결합하였기 때문에 [- 현장성]을 띤다.

‘V-기로 했어요’는 [- 현장성]의 의미를 공유하는 ‘V-(으)ㄹ 거예요’와

‘V-(으)려고 해요’와 유사 문법을 이루는데, 발화시 이후에 바로 실행으

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 즉각성]의 의미도 공유한다. 세 문법 항목의

의미 차이는 개연성에서 두드러진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상호 교체가 가능한 의지 표현의 개연성을 측정한 바 있다. 세 문법 중

에서 ‘V-기로 했어요’가 개연성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V-(으)ㄹ 거예

요’, ‘V-(으)려고 해요’ 순으로 개연성이 낮아진다. <표 61>의 ‘-기로 하

-’류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와 유사 문법의 문법 선택 기제를 고려

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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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기로 했어요

형태·

통사적

특징

주어 제약 없음

문법적

의미

1) 발화 이전에 결정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

(예) 올해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어요.

2) 오랫동안 고민하여 결정한 느낌이 있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하다’는 ‘약속하다, 결정하다, 정하다, 결심하다, 작정하다, 마음먹다, 다

짐하다(김진호 외, 2010)’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V-(으)ㄹ 거예요’와 ‘-(으)려고 해요’는 실현될 확률이 낮은 편이다.

(예1) 올해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개연성 중간)

(예2) 올해는 열심히 공부하려고 해요. (개연성 낮음)

화용적

의미

발화 이전에 이미 정했기 때문에 청자는 의지 내용과 관계가 없다.

(예1) 오늘 동생이랑 영화보기로 했어.

(예2) 오늘은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어.

의사소통

기능

1) 발화 이전에 이미 정해서 청자와 상관이 없는 화자만의 계획을 말하므

로 통보의 느낌을 준다. (예) 난 이미 미국으로 가기로 정했어.

2) 이미 정해져서 화자가 임의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된

다. 따라서 거절의 이유로 공손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예) 내일은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표 62>에 의하면 ‘우리 V-기로 해요’에 관여하는 [+ 현장성], [+ 내

부 자발성], [+ 청자 포함]으로 인해 약속하기 기능을 실현할 수 있으며,

[+ 외부 자발성]을 내포하는 ‘V-(으)ㄹ게요’와 공손성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우리 V-기로 해요’를 교육할 때에는 1인칭 복수 주어 제약의

통사적 특성과 비격식성의 화용적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일부 학습자들은 ‘V-기로 했어요’의 약속 기능

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중요성’ 자질에서 다루었듯이

화자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개연성 높음]과 연관시

킬 수 있다. ‘V-기로 했어요’의 [중요성 높음]을 학습자가 귀납적으로 습

득하기 위해서 김진호 외(2010)에서 제시한 보조동사 ‘하다’를 대체할 수

있는 동사들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V-기로 했어요’의 [개연성 높음]의

자질은 ‘V-(으)ㄹ 거예요’와 ‘V-(으)려고 해요’와 개연성을 비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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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V-기로 했어요’는 [- 현장성]으로 인해 의

사소통 상황에서 통보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손성이 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상황 맥락에 따라서 학습자 응답에서 도출하였던 거

절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때는 [- 현장성]으로 인해 오히려 공손성이

확보된다는 특징이 있다.

3.7. ‘-고자 하-’류의 교육 내용

‘-고자 하-’는 구어에서 연설어 및 보도어와 같은 문어체 구어(민현식,

1994)로서 ‘V-고자 합니다’와 ‘V-고자 하다’로 쓰인다. 전자는 ‘하십시오

체’와 함께 쓰여 [격식성 높음]을 내포하며, 후자는 서술문 ‘-(느)ㄴ다’와

함께 쓰여 [문어성 높음]을 함의한다. 의지 표현으로서의 ‘V-고자 하다’

는 주어 제약이 없으나,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일 때 [+ 내부 자발성]으

로 인하여 화자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V-고자 하다’의 [정도성 높음]

은 동작주가 행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개연성 높음]과 연관이 있다. 아래의 <표 63>에는 ‘V-고자 하

다’와 유사 문법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를 나타내었다.

순서 문법 형태 관련 선택 기제 유사 문법

7

V-고자

합니다

[+ 내부 자발성]

[개연성 높음]

[격식성 높음]

V-(으)려고 합니다

공유 의미 [+ 내부 자발성]

의미 차이
[개연성 낮음]

[격식성 낮음]

V-겠습니다

공유 의미 [격식성 높음]

의미 차이 [+ 외부 자발성]

V-고자

한다

[+ 내부 자발성]

[개연성 높음]

[문어성 높음]

V-겠다

공유 의미

[+ 내부 자발성]

[개연성 높음]

[문어성 높음]

<표 63> ‘-고자 하-’류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



- 247 -

V-고자 합니다

형태·

통사적

특징

1) 주어 제약 없음

2) 1인칭 주어 + V-고자 합니다

3) 2·3인칭 주어 + V-시고자 합니다

문법적

의미

1) 주어의 의지,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낸다.

2) 주어가 하고 싶은 일을 나타내므로 행위를 실현할 확률이 높다. 주어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다.

(예) 회사를 그만두고자 합니다.

* ‘V-(으)려고 합니다’는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 낮다.

(예)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화용적

의미

회의, 발표와 같은 격식적인 장소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 지금부터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V-겠습니다’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예) 지금부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

기능

청자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는 느낌이 있다.

(예) 여러분께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V-고자 한다

형태·

통사적

특징

1) 주어 제약 없음

2) 1인칭 주어 + V-고자 한다

3) 2·3인칭 주어 + V-시고자 한다

<표 64> ‘-고자 하-’류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격식성 높음]의 ‘V-고자 합니다’는 ‘V-겠습니다’와 격식성의 의미를

공유하지만, 자발성의 근원에서 차이를 가진다. 전술했듯이, ‘V-겠습니

다’는 주로 약속 상황에서 선택되기 때문에 청자의 의중을 고려한 화자

의 의지를 나타내어 [+ 외부 자발성]을 띠기 때문이다. 반면, ‘V-(으)려

고 합니다’는 ‘V-고자 합니다’와 동일하게 [+ 내부 자발성]을 띠지만,

‘V-고자 합니다’에 비해서 개연성과 격식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문어성 높음], [개연성 높음], [문어성 높음]의 ‘V-고자 한다’는 ‘V-겠

다’와 모든 문법 선택 기제를 공유하기 때문에 상호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의 문법 선택 기제를 고려하여 <표 64>에 ‘V-고자 하다’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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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

의미

1) 주어의 의지, 미래에 할 일을 나타낸다.

2) 주어가 하고 싶은 일을 나타내므로 행위를 실현할 확률이 높다. 주어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다.

(예1)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한다.

(예2) 야당은 다음 대선을 위해 의견을 통합하고자 한다.

* ‘V-겠다’로 대체할 수 있다.

(예1)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1인칭 주어)

(예2) 야당은 다음 대선을 위해 의견을 통합하겠다고 한다. (2·3인칭 주

어)171)

화용적

의미

뉴스 보도, 연설문과 같은 글을 읽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예)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발표하고자 한다.

* ‘V-겠다’는 ‘V-고자 한다’보다 격식성과 공손성이 낮다.

의사소통

기능

청자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전달하는 느낌이 있다.

(예) 중대한 발표를 하고자 한다.

‘V-고자 합니다’는 [+ 내부 자발성]의 문법적 의미를 함의하므로 개연

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사 문법인 ‘V-(으)려고 합니다’와 비

교함으로써 개연성 정도의 차이를 교육할 수 있다. ‘V-고자 합니다’와

‘V-(으)려고 합니다’의 차이는 표현 효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V-고자

합니다’는 주어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반면, ‘V-(으)려고 합니

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V-고자 합니다’는 ‘하십

시오체’와 결합하여 격식성을 가지므로 회의, 발표와 같은 격식적인 장소

에서 고정적으로 선택된다. 유사 문법인 ‘V-겠습니다’는 격식성을 가지

기 때문에 ‘V-고자 합니다’와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두 문법이 주로

선택되는 회의, 발표 담화는 화자가 주도적으로 발화하고 청자는 수동적

인 위치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화자가 청자에게 주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서술문과 결합한 ‘V-고자 한다’는 ‘V-고자 합니다’와 동일하게 [+ 내

부 자발성]을 함의하기 때문에 주어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다는 특징이

있다. 유사 문법인 ‘V-겠다’와는 [정도성 높음]의 자질을 공유하기 때문

171) ‘-겠다’는 2·3인칭 주어와 결합하면, 주어의 의지를 전달하는 인용문의 형식으로 전

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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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호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인칭 주어를 취할 때는 대치

가 가능하지만, 2·3인칭 주어를 취하는 경우에는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즉, ‘V-겠다’는 2·3인칭 주어의 의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만 사용할 수 있다. ‘V-고자 한다’는 서술문인 ‘-(느)ㄴ다’와 결합하여 문

어성을 가지므로 뉴스 보도, 연설문 담화에서 주로 사용된다. 뉴스 보도

와 연설은 글로 쓰인 것을 그대로 읽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 쓰인 것을 구두로 전환할 때 ‘하십시오체’ 종결어미로 전환하여 발

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V-고자 한다’를 문어 문법으로서 강조할 필

요가 있다. ‘V-고자 한다’는 의지 표현 중에서 가장 격식성이 높은 문법

이다. ‘V-겠습니다’가 ‘V-고자 합니다’와 격식성과 공손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과 달리, ‘V-겠다’는 ‘V-고자 한다’에 비해서 격식성과 공손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3.8. ‘-아/어야지’류의 교육 내용

‘V-아/어야지’의 2가지 용법(의지 및 의무)은 억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는 특징이 있다. 본고는 의지 범주 내에 속하는 ‘V-아/어야지’만을 다루

지만, 교육 내용에 ‘V-아/어야지’의 의무 용법을 부수적으로 언급하였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학습자들은 의지 용법인 ‘V-아/어야지(↗)’를 의무

용법인 ‘V-아/어야지(↘)’와 혼동하여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의무 용법은 명시적으로 학습한 데 반해, 의지 용

법은 일상생활에서 귀납적으로 학습한 경우가 많았다. ‘V-아/어야지’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억양에 따라 문법의 의미가

달라지는 특수한 문법 항목이므로 1인칭 주어 제약과 함께 명시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억양으로 인한 용법 분류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아/어야지’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는 <표 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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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아/어야지(↗)

음운·

통사적

특징

1) 1인칭 주어 + V-아/어야지(↗) (오름조 억양)

* ‘주어 제약 없음 + V-아/어야지(요)(↘) (내림조 억양)’는 주어의 의무

를 완곡하게 표현한다.

2) 의문문 불가능

3) ‘-요’ 결합 불가능

<표 66> ‘-아/어야지’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순서 문법 형태 관련 선택 기제 유사 문법

8 V-아/어야지

[+ 현장성]

[+ 내부 자발성]

[- 청자 동의 구함]

[친소 관계 가까움]

단독적 장면

V-(으)ㄹ래요

공유 의미

[+ 현장성]

[+ 내부 자발성]

[- 청자 동의 구함]

[친소 관계 가까움]

의미 차이 상관적 장면

<표 65> ‘-아/어야지’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

의지 표현 ‘V-아/어야지’는 ‘V-(으)ㄹ래요’와 다양한 선택 기제를 공유

하는 유사 문법 관계에 있다. ‘V-아/어야지’와 ‘V-(으)ㄹ래요’는 [+ 현장

성]과 [+ 내부 자발성]의 문법적 의미를 공유하며, [- 청자 동의 구함]과

[친소 관계 가까움]의 화용적 의미를 공유한다. 두 문법 항목은 화·청자

지향성이 강하여 평서문에서 1인칭 주어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두 문법 항목은 발화가 전제되는 장면의 성격에서 차이를 가진다.

‘V-아/어야지’는 청자가 상정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 사용되므로 화

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V-(으)ㄹ래요’는 상관적 장면을 전제하므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

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V-아/어야지’의 단독적 장면 특성과

‘V-아/어야지’와 ‘V-(으)ㄹ래요’의 ‘해(요)체’만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은

[- 청자 동의 구함]과 [친소 관계 가까움]의 의미 자질로 연결된다. 이로

인하여 두 문법 모두 담화상에서 공손성이 낮은 문법으로 간주된다. 이

상의 문법 선택 기제를 활용한 ‘V-아/어야지’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다음의 <표 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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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

의미

1) 화자가 미래에 할 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2) 화자가 말할 때 혼자서 결정한 의지를 나타낸다.

화용적

의미

1) 혼잣말을 하는 느낌을 주므로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다.

* ‘V-(으)ㄹ래요’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 사

용한다.

2) ‘-요’ 결합이 불가능하므로 친한 사이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

기능

1) 결심한 내용을 혼자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2) 상대방에게 특정한 반응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알리고 싶을

때 사용한다. SNS에서 사용할 수 있다.

<표 66>의 의사소통 기능 영역을 살펴보면, ‘V-아/어야지’의 단독적

장면의 화용적 특성으로 인해 혼잣말의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최근에는 SNS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학습자

들에게 이때 ‘V-아/어야지’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화자의 의지를 표현

할 수 있다고 교육할 수 있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에 혼잣말을 드러내는 문법 표현이 많다고 응답한 바 있다. ‘V-아

/어야지’는 그 중 하나로서, 혼잣말의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청자에게 간

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의 의지에 대한 청자의 부담을 낮

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아/어야지’류에 해당하는 의지 표현 ‘V-아/어야겠-’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V-아/어야겠-’은 ‘V-아/어야지’와 동일하게 의

지 용법과 의무 용법으로 분화된다. 그러나 ‘V-아/어야겠-’은 억양에 의

해 의미가 분화되는 ‘V-아/어야지’와 달리 문맥에 따라서 용법이 분화된

다는 특징이 있다(임칠성, 1996). 단독적 장면에서 ‘V-아/어야겠다’의 형

태로 쓰일 때 의지 용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관적 장면에서

‘V-아/어야겠어요’로 쓰이는 경우에도 의지 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 교

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V-아/어야겠-’의 의지 용법에 대한 연구는 두

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한국어 교재 및 문법서에서는 ‘V-아/어야겠어

요’를 의지 표현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다. ‘V-아/어야겠다’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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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문법 형태 관련 선택 기제 유사 문법

9

V-아/어야겠다

[+ 현장성]

[+ 외부 자발성]

단독적 장면

V-아/어야지

공유 의미
[+ 현장성]

단독적 장면

의미 차이 [+ 내부 자발성]

V-아/어야겠어요

[+ 현장성]

[+ 외부 자발성]

상관적 장면

V-아/어야지

공유 의미 [+ 현장성]

의미 차이
[+ 내부 자발성]

단독적 장면

V-(으)ㄹ게요

공유 의미
[+ 현장성]

상관적 장면

의미 차이 [+ 외부 자발성]

<표 67> ‘-아/어야겠-’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

<표 67>을 보면 ‘V-아/어야겠다’의 가장 특징적인 의미 자질은 자발

성의 근원이 외부에서 비롯됨을 의미하는 [+ 외부 자발성]이다. 유사 문

법인 ‘V-아/어야지’는 [+ 내부 자발성]을 띠므로 자발성의 근원을 활용하

여 두 문법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유사 문법인 [+ 외

부 자발성]의 ‘V-(으)ㄹ게’는 ‘V-아/어야겠다’과 달리 청자가 존재하는

대화체에서 주로 사용된다. ‘V-(으)ㄹ게’는 청자 지향성이 높아 외부 요

소가 청자의 발화(의견) 혹은 청자의 행동이 되며, ‘V-아/어야겠-’은 청

자 지향성이 낮아 외부의 상황이나 사물로 인한 의지인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두 문법이 동일하게 [+ 외부 자발성]의 자질을 함

의한다고 할지라도 의지의 근원인 외부 요소에 차이가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사용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표 67>의 ‘V-

아/어야겠-’에 관여하는 문법 선택 기제를 고려한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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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아/어야겠다

음운·

통사적

특징

1인칭 주어 + V-아/어야겠다

* ‘주어 제약 없음 + V-아/어야겠다’는 주어의 의무를 완곡하게 표현한다.

(예) 너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문법적

의미

1) 화자가 미래에 할 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2) 화자가 말할 때 외부 상황에 의해서 결정한 의지를 나타낸다.

(예) (시계를 보고) 이제 밥 먹어야겠다.

* ‘V-아/어야지’는 화자가 스스로 결정한 의지를 나타낸다.

(예) 라면 먹어야지.

화용적

의미
혼잣말을 할 때 사용한다.

의사소통

기능

1) 자신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특정한 반응을 바라지 않고 자신이 결심한 내용을 알리고

싶을 때 사용한다. SNS에서 사용할 수 있다.

V-아/어야겠어요

음운·

통사적

특징

1인칭 주어 + V-아/어야겠어요

* ‘주어 제약 없음 + V-아/어야겠어’는 주어의 의무를 완곡하게 표현한다.

(예) 어머니, 저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문법적

의미

1) 화자가 미래에 할 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2) 화자가 말할 때 외부 상황에 의해서 결정한 의지를 나타낸다.

(예) (시계를 보고) 이제 집에 가야겠어.

* ‘V-(으)ㄹ게요’는 청자에 의해서 결정한 의지를 나타낸다.

(예) (친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내가 도와줄게.

화용적

의미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 ‘V-아/어야지’는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때 사

용한다.

<표 68> ‘-아/어야겠-’의 교수학적 내용 지식

‘V-아/어야겠다’와 ‘V-아/어야겠어요’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종결

어미로 인하여 청자 상정 여부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V-아/어야겠다’는

청자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잣말을 하는 느낌을 주어 SNS 게시글

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V-아/어야겠어요’는 청자에

게 직접적으로 화자의 의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단독적 장면의 성격을

가지는 ‘V-아/어야겠다’와 ‘V-아/어야지’는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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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또한 ‘V-아/어야겠다’는 의지와 의무 용

법이 분화되는 기준이 맥락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1인칭 주어

의 의무 용법은 의지 용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학습자에게 명시적으

로 제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의무 용법은 2·3인칭 주어를 결합한 문장

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습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지 표현 문법 항목의 위계화에 따른 의지 표현 8가지류의

교육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은 의지 표현에 관여하는 세부

의미인 문법 선택 기제를 모두 학습하였기 때문에, 의지 표현 교육의 마

지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문법 선택 기제를 활용하여 문법을 선

택하는 경험을 하여야 한다. 학습자마다 자신이 구조화한 개별 의지 표

현의 의미 체계는 상이할 것이다. 학습자는 발화 의도에 따라 적절한 문

법을 선택하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문법 지식 구조에 내재한 의지 표

현의 의미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기회를 가진다.

※ 다음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공손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제 내려야 하는데 지하철에 사람

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

까요?

화자 의도에 따라 문법을 선택하는 연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적

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러나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의지 표현 교육은 학습자가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문장을 보고 발화의 의도를 추론하는 연습은

학습자가 문법 선택 기제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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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와 여자가 다음과 같이 말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남자: 민지 씨, 내일 뭐 할 거예요?

여자: 아직 계획이 없는데. 왜요, 승훈 씨?

남자: 혹시 괜찮으면 같이 영화 보려고 했어요.

여자: 아, 그래요? 좋아요. 요즘 새로 나온 영화가 있어요?

남자: 잠시만요. 제가 한번 검색해볼게요.

제시된 담화에서 나타난 의지 표현이 선택된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에

서 학습자들은 각 의지 표현에 관여하는 세부 의미들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화자의 의도는 학습자가 추론한 선택 기제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서 적

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역방향 담화 완성 과제(Reverse discourse completion task, Kanik,

2013)를 수행할 때, 동일한 문장을 보고 개인마다 다양한 상황과 문법

선택 기제를 추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의지 표현 교육의 실제

에서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문법 선택 기제를 학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담화를 대상으로 하는 문법 선택 기제 인식은 제시된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문법 선택 기제가 제한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심화 활동으로 의지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자유롭

게 상황 맥락과 문법 선택 기제를 추론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R-DCT를 활용한 심화 활동은 교사가 학습자들이 문법 선택 기제를 제

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이점이 있다. 또한 학습자마다 다양한 상황 및 문법 선택 기제를

추론하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들의 함께 의지 표현의 의미 체계를 유의미

하게 재구조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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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어교육이 문법의 고유 의미보다는 의사소통 기

능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야기한다는 반성적 시각

에서 출발하였다. 고급 학습자로 갈수록 학습자의 요구는 문법의 정오를

넘어서 가장 적절한 문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문법 선택 능력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적절성에 대한 교육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한다.’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 문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학습자들의 호기심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

여 학습자에게 한국어 문법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어를

대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한국어의 의지 표현을 선정하였다.

한편, 제2 언어 교육이 학습자 중심 교육을 표방하는 가운데 한국어교

육 분야에서도 학습자가 잘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

는 데에 힘써왔다. 그러나 학습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한국어

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내용

을 마련하기 이전에 학습자의 인식 양상을 고려해야 본질적인 학습자 중

심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중심과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고는 Ⅱ장에서 의

지 범주에 해당하는 8가지류의 문법 항목들의 의미를 분석하여 체계화하

는 과정을 거쳤다. 국어학 및 한국어교육학 분야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

여 도출한 의지 표현의 ‘양태적 의미’를 문법 선택 기제로 상정하였다.

‘문법 선택 기제’란 문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발화 의도가 선택

의 기제로 작동한다는 인지언어학적 개념으로, 학습자의 문법 선택 능력

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고는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를 문법 형태 자체가 내포한 문법적 의

미(정도성, 현장성, 즉각성, 자발성, 개연성)와 청자 및 상황 맥락 의존적

인 화용적 의미(공손성, 격식성, 문어성)로 분류하였다. 문법적 의미는 문

법 자체가 가진 고유 의미로서 담화 상황에서 다양한 고정함축을 실현한

다. 따라서 학습자는 담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능을 파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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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필요 없이 문법의 고유 의미를 획득하여 확장되는 과정을 효과적

으로 이해할 수 있다. 화용적 의미에 속하는 공손성은 화·청자와의 관계

해석이 중심이 되며, 격식성과 문어성은 언어 사용역과 관련이 있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확립한 의지 표현의 문법 선택 기제 체계를 기반

으로 고급 학습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탐구하기 위해 도구적 사례

연구를 실행하였다. 도구적 사례 연구에는 3가지 언어(중국어, 영어, 카

자흐어)를 모어로 하고 학습 배경이 상이한 고급 학습자 6명을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학습자 개인의 개별 의지 표현 인식 양상을 독

립적으로 분석한 후에 문법 선택 기제를 중심으로 학습자 인식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더 나아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의지 표현

체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도구적 사례 연구를 통한 고급 학습자들의 의지 표현 선택 기제 인식

양상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 인식 내의 ‘정도성’

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개연성과 자발성, 청자 동의 구함의 세부

기제와 연결된 의미로 나타났다. ‘현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학습자

들도 있었으나 [- 현장성]에서 비롯된 기능인 ‘계획 및 통보’로 현장성을

암시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중국어권과 카자흐어권

학습자들은 ‘즉각성’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영어권 학습자들은 즉

각성을 현장성과 복합적으로 인식하였다. ‘자발성’의 의미는 인접한 의미

범주인 의무 표현과 희망 표현을 통해 획득하였으며, 자발성을 의지의

근원을 기준으로 해석하여 내부 자발성과 외부 자발성을 구체화하였다.

다음으로 ‘개연성’을 자발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학습자

도 있었으며, 상호 교체가 가능한 일부 의지 표현들 간의 개연성의 정도

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나 학습자들

은 동일하게 의지 내용의 ‘중요성’의 기제를 활용하여 문법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학습자 인식 내의 ‘공손성’은 기저에 청자 동의 구함, 청자 포함, 친소

관계의 세부 의미가 작용한 결과 발생하는 확장 의미로 나타났다. 공손

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은 의지 표현이 포함된 간접 요청문을 사



- 258 -

용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요청문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화·청자 의지의 상호 전환으로 인해 의지 표현이 요청문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학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격식성’과 ‘문어성’의

인식 양상의 차이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학술

공동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은 두 세부 의미를 내포한 의지

표현을 쉽게 인식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학습자들은 격식성과 문어성의

인식 부재로 귀결되었다.

이상의 학습자의 의지 표현 인식 양상과 선택 기제 인식 양상에서 도

출한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이미 학습한 의지

표현의 구어체 활용형인 ‘V-기로 해요’, ‘V-(으)실게요’, ‘V-아/어야지’,

‘V-(으)려고’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거나 불안정한 양상을 보여 사용을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학습자들은 의지 범주 내의 다양한 문법 선

택 기제를 일부만 인식하고 있어 의지 표현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셋

째, 학습자는 추상적인 의지 표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

법 선택 기제를 활용하는데,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령, 학

습자들은 정도성, 자발성, 공손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더 구체적이고 세

분화된 선택 기제를 활용한 바 있다.

Ⅳ장에서는 이상의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의지 표현

교육은 8가지류의 개별 문법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의지

범주로 구조화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문법을 사용할 때 발화 의도에 따

라 문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본고의 의지 표현

교육 내용은 Ⅱ장에서 다룬 의지 표현의 세부 의미에 대한 학문적 지식

을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으로 전환한 결

과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국어학의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학습

자의 ‘학습된 지식’을 통해 의지 표현의 ‘가르칠 지식(PCK)’을 마련하였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사례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 모어에 대한 균형적인 지

식이 부족하여 학습자 인지 구조에서 모어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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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으며, 연구자의 개인 성향과 경험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응답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문법 선택 기제 중심의 의

지 표현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고 교육 내용 제시에 그쳤다는 점

이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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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터뷰>

1. 나의 상황: 식당에서 반찬을 다 먹어서 리필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종업원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김치 좀 더 (주다).

2. 나의 상황: 식당에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업원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업원: 무엇을 (드시다)?

3. 나의 상황: [핸드폰 메시지로] 친구와 내일 만날 약속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친구: 내일 10시까지 만나자.

나: 그래. 그럼 내가 10시까지 학교 앞으로 (가다).

4. 나의 상황: [핸드폰 메시지로] 선배님과 내일 약속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선배: 내일 10시까지 만나자.

나: 네. 그럼 제가 10시까지 회사 앞으로 (가다).

5. 나의 상황: 친구와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선생님

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는 꼭 좋은 선생님이 (되다).

6. 나의 상황: 엄마께서 동생이 왜 아직 집에 안 오는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엄마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 록

1. 인터뷰에서 제시한 담화 완성 과제172)

172) 먼저 PPT 슬라이드에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활용형을

발화하도록 하였다. 개방형 답변에 대해 대화한 후에, 개별 의지 표현이 결합된 형태

가 쓰여진 슬라이드를 차례로 제시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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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웅이 (늦다)고 했어요.

7. 나의 상황: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이때 서비스센터 직원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직원: 네, 제가 (확인해 드리다).

8. 나의 상황: 직장 동료가 휴가 중인데 언제 복귀를 할지 궁금합니다.

이때 나는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민철 씨, 언제 회사 (오다).

9. 나의 상황: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내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는 내일 1시까지 도서관에 (가다).

10. 나의 상황: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때 나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할머니, 제가 (돕다).

11. 나의 상황: 친구와 중국집에 음식을 배달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 뭐 (먹다)?

12. 나의 상황: 친구와 밥을 먹는데 냅킨이 친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때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냅킨 좀 (주다)?

13. 나의 상황: 직장 상사와 밥을 먹는데 냅킨이 상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때 나는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냅킨 좀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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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나의 상황: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곧 입장할 예정입니다.

이때 사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자: 신부가 입장하다.

<2차 인터뷰>

1. 나의 상황: 며칠 동안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께 혼이 났습니다.

이때 어머니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 자꾸 이렇게 늦게 다닐래?

나: 다음부터 일찍 (들어오다).

2. 나의 상황: 선배가 한턱 쏘는 자리입니다.

이때 선배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잘 (먹다).

3. 나의 상황: [지하철에서] 내려야 하는데 앞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 (내리다).

4. 나의 상황: 친구가 나한테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에게 나는 이렇

게 대답합니다.

친구: 이것 좀 해 줄래?

나: 응, 내가 (하다).

5. 나의 상황: 집에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이때 손님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커피 좀 (드시다)?

6. 나의 상황: 친구네 집에서 사고 싶었던 게임기를 보았습니다.

게임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 이 게임기 좀 (해보다).



- 276 -

7. 나의 상황: 친구가 옛날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때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 진짜 (죽다)?

8. 나의 상황: 음료수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나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 뚜껑 좀 (열어주다)?

9. 나의 상황: 친구가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 같이 한강에 놀러 갈까?

나: 아니. 안 (가다).

10. 나의 상황: 친구 여러 명과 다 같이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2명이서 한 방을 쓸

수 있어서 2명씩 한 방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나는 같이 방을 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우리가 이 방을 (쓰다)?

11. 나의 상황: 이 방을 쓰는 것에 대해서 친구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때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우리가 이 방을 (쓰다).

12. 나의 상황: 친구들과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가다).

13. 나의 상황: [여행사에서]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여행사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는 하와이로 (가다).

14. 나의 상황: 미국으로 유학을 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에게 말하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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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때 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 미국으로 유학 (가다).

15. 나의 상황: 치킨이 너무 많아서 남겼습니다. 엄마가 왜 남겼는지 물어보십니다.

이때 나는 엄마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따가 (먹다).

16. 나의 상황: 올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때 나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또는 SNS에 게시물로)

나: 올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

17. 나의 상황: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업원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업원: 주문하시겠어요?

나: 칼국수로 (하다).

18. 나의 상황: [식당에서] 회사 사람들과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각자 음

식을 고르고 한 동료가 메뉴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 동료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저는 칼국수 (먹다).

19. 나의 상황: [식당에서] 친구와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각자 메뉴를 고르

고 친구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친구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는 칼국수 (먹다).

<3차 인터뷰>

1. 나의 상황: 엄마께서 동생이 왜 아직 집에 안 오는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이때

엄마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웅이 오늘 늦게까지 (공부하다)고 했어요.



- 278 -

2. 나의 상황: 엄마께서 저에게 내일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때 엄마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일 학교에 일찍 (가다).

3. 나의 상황: 엄마께서 저에게 내일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이때 엄마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일 친구랑 영화 (보다).

4. 나의 상황: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방의 나이를 물어보니 나와 동갑입니다. 이때 상

대방에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럼 우리 이제부터 반말 (하다).

5. 나의 상황: 반장선거에 친구가 출마하여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때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 저는 반장 후보로 (출마하다).

6. 나의 상황: 엄마께서 반장선거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 보십니다. 이때 엄마께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반장선거 어떻게 됐니?

나: 민지가 반장을 (하다).

7. 나의 상황: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서 기자가 국회에 대한 기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 야당은 다음 대선을 위해 의견을 (통합하다).

8. 나의 상황: 중간고사 성적이 너무 낮아서 선생님과 학업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

다. 이때 선생님께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앞으로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다).

9. 나의 상황: 원래 영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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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 표현의 어떤 부분이 헷갈리나요?

§ 의지 표현의 어떤 부분이 불확실한가요?

§ 학습자 모어의 무엇과 대치가 되나요?

§ 언제쯤 의지 표현의 체계가 잡혔나요?

§ 한국어의 구어체와 문어체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 의지 표현의 구어체와 문어체의 느낌을 알 수 있나요?

§ 적절하지 않은 의지 표현의 사용으로 인하여 실수한 적이 있나요?

§ 의지 표현 중에서 어떤 문법 항목을 먼저 배우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일 것 같

나요?

§ 생략된 문법 표현을 보면 원상태로 복원하나요?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이해하거

나 발화하나요?

§ 혼잣말로 느껴지는 의지 표현이 있나요?

§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지 표현은 무엇인가요?

§ 강한 의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한국어를 어떻게 배우는 것을 선호하나요?

§ 한국어 의지 표현이 어렵다고 생각하나요?

§ 한국어 의지 표현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한국어를 학습할 때 사용한 교재는 무엇인가요?

수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나는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나도 기생충 (보다).

10. 나의 상황: 미용실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나에게 이렇

게 말합니다.

직원: 이쪽에 (앉다).

2. 인터뷰에서 제시한 질문 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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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Contents of 

Korean Volitive Expressions

-Focusing on Mechanism of Choosing Grammar-

Park, S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ate the semantic

category-based teaching contents of Korean volitive expressions that

are used frequently in spoken Korean. The present Korean grammar

education focuses more on communicative functions rather than the

genuine meaning of grammars in approach to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Therefore, learners use the grammar without concentrating

on the meaning of it. However, advanced learner's need is centered

in choosing appropriate grammar over accuracy. Meaning-centered

education enriches the grammatical knowledge of learners because it

relates the individual grammar with their meanings. Hence, it has an

advantage to enable learners to select the appropriate grammars

according to their intentions.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accomplish the learner-centered teaching by designing the teaching

content with consideration to learners' interpreta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systemized the meaning of 8 grammar

items in the volitive category, including literature analysis in chapter

Ⅱ. ‘Mechanism of choosing grammar’ is a cognitive linguistic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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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hich the speaker's intention influences their choice of grammar.

This study regarded the specific meanings that the volitive

expressions have as the features for choosing grammar, since the

discussion was based on modality.

In order to explore the learners' perception, within the system for

choosing the volitive expressions established in chapter Ⅱ, an

instrumental case study was implemented as a methodology in this

study. The 6 advanced Korean learners whose mother tongues vary 3

languages(Chinese, English, and Kazakh) and who have learned

Korean in different settings served as participants for this

instrumental case study. The data collected from the individual

interviews was interpreted comparing participants with one another

and the system of Korean volitive express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as

follow. First, learners are unaware of the spoken forms of the

grammar items that they learned in advance such as 'V-kiroheyo',

'V-eusilgeyo', 'V-a/eoyaji', 'V-euryeogo'. The lack and the

instability of the knowledge lead the participants not to use the

expressions. Second, it was limited for the learners to use the volitive

expressions due to their lack of knowledge on the grammatical

features in the volitive category. Third, the learners' cognitive way of

choosing grammar could be utilized pedagogically since the learners

employed the grammatical features in various ways to understand the

abstract meaning of the volitive expressions. For instance, they

understand the meaning of ‘volition’ through wish and deontic

expressions, and also subdivide ‘volition’ into internal and external

volition according to the origin of making decision.

Teaching Korean volitive expressions needs to depend on the

mechanism of choosing grammar, since it enables learners to re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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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nowledge of 8 individual types of grammars to each other in a

category. Systemizing of the volitive expressions promotes the ability

of choosing grammar for speaker's intention. Hence, in chapter Ⅳ,

the teaching content of volitive expressions was designed based on

the implications discussed above. The teaching content was elaborated

in order to avoid damaging the scholarly knowledge of chapter Ⅱ in

the didactic transposition to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he

present study has the pedagogical significance in terms of utilizing

the learners' perception shown in chapter Ⅲ when designating

teaching content.

Keywords: volitive expressions, mechanism of choosing grammar,

Interlanguage, learners' perspectiv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spoken grammar, act modality

Student number: 2017-2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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