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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기존의 발화를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인용(引用)’ 행위가 화

자와 청자의 능동적인 의사소통 결과로서 교육의 장(場)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인용 화자의 ‘해석적 사용 능력 신장’을 인용 표현 교육의 최종 목표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인용의 대상이 되는 기존 발화, 즉 선행 텍스트를

‘해석적으로 사용’한 결과가 인용 화자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언어화되는가, 그리

고 그것을 언어화하는 과정에 또한 인용 화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개입되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인용이 화자와 청자의 능동적인 의사소통의 결과라면 그 결과물

에는 반드시 화자와 청자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용 표현의 새로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

의 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교육이 담화 텍스트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인용절과 변별되는 인용 표현 고

유의 교육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 실제 텍스트에 나타나는 인용 표현

의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때 학교문법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분류하는 기준

과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습 활동의 내용이 외적 발화 동사 중

심 ‘구어체 인용’에 한정되어 있어 문어를 문어로 인용하는 방식에 대한 학습 경험

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정확성만을 강조한 결과 피인용문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가 경직된 인식을 갖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용의 의

사소통 행위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을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하며, 학습 활동 차원에서는 원발화를 자신의 관점으로 간접화하는

방식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교육 내용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용의 개념

을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담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정립하고, 인용 표현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실제 담화

텍스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인용의 다양한 양상을 교육의 국면에서 다룰 수 있도

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바흐친의 논의에 의거하여 인용의 본질이 대화성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인용 발화의 보고담화적 속성을 발화의 이질언어성과 목소리의 차용

현상에서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행위적 특성은 텍스트의 연쇄에서 확인되

는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 현상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법 교육에

서 다루어야 할 인용 표현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인용의 문법적 표지와 의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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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고 보고, 발화 행위에서 발화가 복수의 목소리 중첩

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여 주는 것에 두었던 뒤크로(Ducrot)의 논의에 의거하여,

‘되풀이, 재구성, 관점 표지’에 따라 인용 표현이 구성되는 방식을 논하였다.

이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학습자상은 ‘자기 목소리의 주체자’이다. 자기

목소리의 주제자는 인용의 행위를 통해 자기 발화에 내재하는 타인의 존재, 즉 목

소리의 다성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목소리에 담

지되어 있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유하는 자이다. 그러나 학

습자들은 선행 텍스트의 목소리에 종속되어 그것을 그대로 옮겨 오는 ‘모방적 메아

리’, 선행 텍스트의 일부 내용을 단어 및 구절 차원에서 교체하는 수준의 ‘환언적

되풀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선행 텍스트의 화자가 전

달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단계를 거쳐, 타인의

발화를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해석적 재구성’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를 이끄는 일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인용절, 인용 표현에 대한 그동안의 문법 교육 내용이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반면,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인용 표현의

실제적 사용 양상과 인용 표현에 개입된 인용 화자의 관점 및 태도에 주목하게 하

는 활동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인용의 본질이 대화성

에 있다고 보고, 학습자를 응답적 이해 주체이자 해석적 사용 주체로서 성장시킴으

로써 궁극적으로는 인용을 통해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도

록 하는 인용 표현 교육의 지향점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요어 : 국어교육, 문법 교육, 인용, 인용 표현, 바흐친의 대화주의, 응답적 이해,

해석적 사용, 인용 표지, 목소리 내기, 학습자 인용 표현

* 학 번 : 2015-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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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대화주의 관점에서 ‘인용(引用)’을 재개념화하고, 선행 텍스트의 필자와

능동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 획득되는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 능력’에 주목하여,

이러한 능력 신장을 인용 표현 교육의 최종 목표로 정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다

만, 이 연구에서는 해석적 사용 능력을 갖춘 학습자가 기존의 발화를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인용의 행위를 통해 자기 발화에 내재하는 타인의 존재, 즉 목

소리의 다성성(多聲性, polyphonic voices)1)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목소리에 담지되어 있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유(專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용 표현 교육의 최

종 목표를 ‘해석적 사용 능력의 신장’으로 정립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연구가 궁극

적으로 학습자를 자기 목소리의 주체자로 성장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용을 왜 재개념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화주의 관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문법 교육에서 왜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 능력’

에 주목해야 하며, 왜 학습자를 ‘자기 목소리의 주체자로 성장’시키는 데 관심을 두

어야 하는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의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과정

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세부 연구 목표들이 논의될 것이다.

먼저, 이 연구에서 인용을 재개념화하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

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이라는 기존의 사전적 정의가 일반 교육 현장에서

도 통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학습자에게 축자적인 의미 이상의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욱이 ‘끌어 쓰는 것’이 인용이라는 정의는 인

용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 더 직접적으로는 베끼는 것과 무

엇이 다른 것인지 알려 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위험이 있

1) 이 용어는 바흐친에 의해 창안된 것으로서, 모든 발화가 복수의 화자로부터 비롯되는 다양

한 목소리들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어이다. 이에 대해서는 Ⅱ-2에

서 상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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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인용의 개념이 무엇인

지 작성해 보도록 한 결과 일부 학습자들은 인용을 “적당한 선에서 가져다 쓰는 것

([US-063])", “다른 글을 자신의 글에 퍼오는 행위([US-077])", “표절과 아이디어의

중간([HS-176])", “남의 말을 베껴서 쓰는 것([HS-193])"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2)

문법 교육에서 ‘인용’의 개념 정의를 문제 삼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교육 내용

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인용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로 규정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스스로 인용하는 경우를 인용

표현의 사례로 다룰 수 없게 한다. 또한 여기서 언급된 ‘말이나 글’이 언어 사용 주

체의 내적인 사유나 인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모호하여, ‘믿다’, ‘생각하다’ 등

을 상위문의 동사로 하는 인용절이 교과서의 사례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다. 이를 문제적 상황으로 판단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사

용되는 인용의 방식 및 표현들을 학교문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법 교육에서 인용을 재개념화한다고 할 때 새롭게 정의되는 인용은 표

절과 변별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발화의 전달만이 아니라 인용 화자의

내적인 사유나 인식까지를 다루는 일이 가능하도록 개념적으로 의미화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습자가 실제 글쓰기 과정에서 표절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올

바르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개념에서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지점은 이 연구에서 인용을 대화주의 관점에서 재개

념화하고자 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즉, 인용이 기존의 발화, 곧 선행 텍스트를

무조건 끌어 쓰는 것이 아니라 선행 텍스트가 어떠한 상황 맥락 속에서 어떠한 내

용을 드러내고자 한 것인지, 그것이 지금의 인용 화자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는

지를 해석하는 일은 선행 텍스트 필자와의 대화를 전제할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통 행위로서 인용의 가치를 재개념화하고, 어떤 텍스트라도 그것은

타자의 목소리와 철저하게 대화한 결과이며, 인용은 그러한 텍스트의 대화적 속성

을 형식적 내용적 측면에서 가장 명백하게 구현하고 있는 언어적 양식임을 논증하

는 일이 이 연구의 첫 번째 세부 목표가 된다.

2) 여기서 제시한 학습자 반응은 이 연구를 위해 설계된 설문조사 자료의 일부이나, 박진희

(2019)에서 먼저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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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해석적 사용 능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선 맥락을 통해

이미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즉,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의 필자와 대화한 결과

를 자신의 텍스트에 기술한 것이 바로 인용 표현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선행 텍스트의 언어를 해석적으로 사용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해석적 사용 능력은 인용 표현의 수준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

인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학교문법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

용을 다루는 방식과 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 현재 학교문법에서

는 직접 인용은 “본래의 언어 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

로, 간접 인용은 “본래의 언어 형식을 인용 화자가 임의로 그것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바꾸어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이필영, 1995: 16)3)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인용 화자의 개입은 간접 인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문법의 접근 방식은 인용 화자의 능동성을 조망하지 못한 결과로 이

해된다. 그리고 이는 또한 인용 표현의 효과를 학습하는 맥락에서 그 내용을 한정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학교문법에서 직접 인용이

발화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 이상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용 화자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텍스

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에 주목하는 일은,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의 필자와 적극

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과정에 주목하는 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

은 원발화자의 시점(時點, viewpoint)이 인용 화자의 시점으로 투영되는 과정을 이

해하는 것이며, 이때의 시점을 사태를 조망하는 언어 사용 주체의 관점(觀點,

perspective)을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포괄하여 해석한다면, 결국 인용 표현에 주목

하는 일은, 그리고 인용 표현이 발휘하는 효과를 탐색하는 일은, 인용 화자를 비롯

한 언어 사용 주체의 관점과 의견을 성찰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인용 표현 교육의 목표가 학습자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인용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야 함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용에 관한 현재 학습자의 이해와 표현 능력을 진단하고, 이들

을 해석적 사용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 내용 요소를 선별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것이 이 연구의 두 번째 세부 목표가 된다.

마지막으로,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할 때 ‘인용 표현’ 교육은 그 용어가 지시하

3) 이는 이필영(1995: 13)에서 정의한 것이나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개념은 대개 이러한 정

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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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대로 ‘표현 교육’으로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학습 경험은 학습자의 실제적인 언어생활에 구체적이고 직접

적인 활동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세 번째

세부 목표는 ‘해석적 사용 능력’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것

이 된다. 그리고 인용 표현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해석적 사용 주체로 성장시키는

일은 표현의 국면에서 학습자를 자기 목소리의 주체자로 성장시키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또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선행 텍스트의 언어를 해석적으로 사용한

다는 것은 인용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기존 발화를 평가하는 일이며, 이는 곧 인

용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일’을 가르치는 것이 화법 혹은 작문 영역만의 교육 내용이 아

니라 인용 표현을 다루는 문법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함께 논의되어

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 연구의 세부 목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인용’을 재개념화하여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의

방향을 정립한다. 이를 위해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어 온 인용 관련 내용을 비판적

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에 주목하지 못했던 ‘인용’의 본질적 속성

과 언어 사용적 특성을 밝힌다. (Ⅱ장)

둘째,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을 구성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인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표현 양상을 분석하여 현 실태를 진단하고, 실

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용 표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 요소를 선별한다. (Ⅲ장)

셋째, 교육 내용 조직의 층위와 범주를 고려하여 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을 설계

한다. 이를 위해 영역 내적으로는 인용 관련 문법 지식을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영역 외적으로는 읽기 및 쓰기 영역과의 통합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용구문의 이해 및 적용 차원과, 인용 표현의 구성과 목소리 내기 차원으로 그 교

육 내용을 상세화한다. (Ⅳ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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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과 기존 논의의 검토

이 연구는 국어 인용 표현 교육의 목표를 ‘해석적 사용 능력의 신장’으로 정립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수 학습

의 주체가 되는 1)‘학습자’, 교수 학습의 대상이 되는 2)‘현대 국어 인용 표현’이 연

구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두 요소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에서 이루어진 관련 선행

연구를 살피되, 이 연구가 또한 ‘해석적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인용 표현 교육의 내용을 설계하는 것까지를 연구 범위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3)‘문

법 교육’에서 학습자의 ‘표현 능력 신장’을 위해 어떠한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하는

지를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을 함께 살펴본다.

1) 학습자 대상 인용 표현 관련 연구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들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인용 표현의 습득

및 오류 양상을 밝히고 있는 한국어교육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대개는 중국인 학

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거나,4) 관련 문법 항목을 다

루는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

하고 있는 석사 학위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오미연, 2019; 오가희, 2018; 유귀

강, 218; 장예, 2018; 김한나, 2018; 이민정, 2017; 염맹, 2017; 임학혜, 2016; 왕정,

2016; 한보휘, 2015; 왕아천, 2015; 김경미, 2014; 유환, 2014; 페이위페이, 2014; 김순

일, 2010; 황양희, 2009, 김정은, 2008 등), 학문목적 한국어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수

준을 고려하여 외국인 학습자의 인용 방식을 분석하고 그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

는 일반 학술 연구들도 찾아볼 수 있다(류선숙, 2019; 임진숙, 2018; 이유경, 2016;

박나리, 2016ㄱ, 2016ㄴ 등). 이 밖에도 한국어 ‘말하기’ 상황에 특히 주목하여 여기

에 나타나는 인용 표현의 오류를 분석한 연구들이 또한 확인된다(김지혜, 2010; 채

숙희, 2013; 이선영, 2017; 김민재 오기노신사쿠, 2018 등).

4) 일부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김정은(2008)에서는 중국인 38명, 일본인 13명, 몽골인 7명, 미국인 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담화완성형 과제, 역할극 등에서 인용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양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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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연구들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외국인 학습자의 출처 표기 및 쓰기 윤리

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박나리(2013)와 이윤진(2013)이다.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주로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박나리(2013)와 이윤진

(2013)에서는 외국인 학습자가 학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자료를 정확하게 인용하

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나리(2013)에서는 학술 논문에서

각주가 담당하는 기능을 분석하여, 이를 ‘메타성’, ‘텍스트 조정성’, ‘텍스트 수용자

이해 맥락 조절성’, ‘각론성’, ‘상세성’, ‘상호텍스트성’, ‘사변성’으로 유목화하면서, 이

러한 각주의 기능들이 그러한 기능을 실현하는 언어 표현들과 함께 학습자에게 교

수 학습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윤진(2013)에서는 윤리적 글쓰기의 실천을

위해 구체적인 자료 사용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지도 방안을 ‘자료

의 선별’, ‘자료의 출처 표시’, ‘자료 내용의 구분 및 반영’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논의 내용들은 한국어 모어 학습자들에게도

유용한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참조점을 제공해 준다.

한편, 한국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용 표현 연구는 앞선 연구에 비해 많

지 않은 상황이다. 이민형(2008), 박수자(2011), 박진희(2013), 추인호(2018), 양지영

(2018) 등이 확인될 뿐이다. 이민형(2008)은 토론의 인용 전략을, 박수자(2011)는 독

서 감상문에 나타난 학습자의 인용 양상을, 박진희(2013)는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구문의 주관성과 이에 대한 학습자 이해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추인호(2018)와

양지영(2018)에서는 각각 문법과 작문 교과서의 인용 관련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인용에 대한 학습자 및 교사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문법과 작문을 통합하는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을 구안하였다. 이렇게 볼 때,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인용 표현

연구는 화법(이민형, 2008)과 작문(박수자, 2011) 영역에서의 연구, 그리고 문법 영

역을 중심으로 하되, 독서 및 작문 영역과의 통합적 접근을 지향하고 있는 연구(박

진희, 2013; 추인호, 2018; 양지영, 2018)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중 ‘인용’ 및 ‘인용 표현’을 연구 주제

로 표방하고 있는 논의들은 상기한 다섯 편의 논문이 확인되는 정도이지만,5) ‘인용’

5) 직접적으로 밝히자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인용’을 검색어로 지정하였을 때 학

위논문은 13,971건이, 국내학술논문은 33,691건이 검색된다(여기에는 ‘일인용’, ‘장애인용’ 등

‘인용’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모든 논문들이 속해 있다.). 여기서 ‘학습자’를 결과 내 재검색

으로 지정하여 검색되는 논문 중에서 외국인 대상 연구들을 제외하면 한국어 모어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상기한 다섯 편의 연구들로 추려진다. 이 외 연구자가 미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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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히 글쓰기 국면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형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쓰

기 윤리’에 관한 논의들이 또한 여기서 살펴야 하는 연구들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 대상 인용 표현 연구를 쓰기 윤리 차원으로까지 확장하면 김기태

(2008), 박영민(2008), 박영민(2009ㄱ), 박영민(2009ㄴ), 박은영(2009), 가은아(2009),

이혜영(2010), 성화은(2011), 최빛나(2011), 강민경(2011), 강민경(2012), 강민경(2013

ㄱ), 강민경(2013ㄴ), 서수현 정혜승(2013), 최수진(2014), 조수경(2015), 이정아

(2016), 김미정(2016), 김지연(2017), 최숙기(2018ㄱ), 최숙기(2018ㄴ) 등이 이에 속하

는 연구들로 확인된다. 이들 연구는 대상 학습자의 학교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류될 수 있다.

먼저, 초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조수경(2015), 이정아

(2016)가 있으며, 중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박영민(2009ㄱ),

박영민(2009ㄴ), 박은영(2009), 강민경(2011), 김미정(2016)이,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

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이혜영(2010), 강민경(2012), 강민경(2013ㄱ)이, 중 고

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박영민(2008), 가은아(2009), 최수진

(2014), 최숙기(2018ㄱ), 최숙기(2018ㄴ)가, 초 중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로는 최빛나(2011)가, 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들로는 김

기태(2008), 성화은(2011), 서수현 정혜승(2011), 김지연(2017)이, 중 고등학교에서 대

학교까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로는 강민경(2013ㄴ)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밝힌 결과를 범박하게나마 종합해 보면, 초등학교급의 학습자는

쓰기 윤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한 경우가 많으며, 중 고등 학습자는 직접 인용

과 간접 인용의 언어 형식으로 각각 ‘라고’와 ‘고’를 학습하고, ‘쓰기 윤리’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학습하지만, 구체적인 글쓰

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용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이기 때문에, 실제 글쓰기 국면에서는 출처 표기마저도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발

견되며(최숙기, 2018ㄱ), 특히 간접 인용의 경우는 원문장의 종결어미만 바꾸는 형

식적인 인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민경, 2011). 대학교 학습자는 전공 수

업을 듣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공 지식의 부족으로 어떤 자료를 찾

아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쓰기 윤리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수현 외, 2011). 이들은 특히, 표절

과 저작권 문제가 자주 사회적 이슈로 회자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

하지 못한 연구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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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아이디어나 표현을 도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것이 인지적 차원에 머물러 있을 뿐 체득된 것은 아니어서 표절을 의도한 것이 아

님에도 비윤리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김지연,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앞으로의 인용 표현 교육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

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학습자에게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적인 사실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쓰기 윤리를 위반한 다양한 사례들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쓰기 윤리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

어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잘

못된 부분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작문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내용이라면, 문법 영역에서는 인용 표

현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언어 형식을 가르치되, 현재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라

고’, ‘고’를 넘어 실제적인 인용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

을 수 있다. 특히, 간접 인용의 경우는 원문장의 종결 어미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예

시를 통해 원문장이 간접 인용구문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현대 국어 인용 표현 관련 연구

국어 인용 표현에 관한 초창기 국어학의 연구는 ‘보문(補文)’이라는 문법 범주하

에서 60년대 말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안명철, 1992: 4). 그리고 70년

대 초 남기심(1973)에서 ‘완형보문(完形補文)’과 ‘불구보문(不具補文)’을 구별하여 ‘-

다고’, ‘-다는’과 같이 종결어미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있는 보문이 완형보문으로 논

의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상복(1974), 김남길(1981), 강범모(1983), 이지양

(1985), 신선경(1986), 장경희(1987), 안명철(1992), 이필영(1993), 안경화(1995) 등이

인용구문과 관련한 국어학의 주요 연구 성과로 언급되는 논의들이다.

특히, 이필영(1993/1995)은 인용의 개념, 인용절의 성격과 유형, 인용구문의 구조

적 특성, 인용구문에서의 축약 현상에 이르기까지 국어 인용구문에 관한 모든 논의

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발화뿐

만 아니라 생각(관념)이 추상적 문장의 상태를 거쳐 간접인용절의 형태로 표현되는

각각의 과정에 ‘관점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논의한 부분은 인용 화자의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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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나 관점에 따라 인용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논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추후 논의되겠지만, 본 연구에서 인용을 재개념화하

고, 그것의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국어학의 논의는

이필영(1993/1995)이 될 것이다.

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이 공론화됨에 따라 인용구문에 관

한 연구가 텍스트의 담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들로 이창덕(1999), 이원표(1999), 이원표(2005)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문어 중심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구어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구문의 특성을 분

석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는데, 채숙희(2013)를 시작으로 하여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라디오 뉴스 인터뷰에 나타나는 인용구문을 분석한 조정민(2018)이 확인

된다.

또한, 문법 교육에서 ‘라고, 고’를 넘어 인용 표현을 구성하는 다양한 언어 형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앞선 논의에 따라 인용 표지에 관해 어떠한 논의들이 이루어

졌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이필영(1995)에서는 인용구문에서의

축약을 상위문 동사의 어간인 ‘하-’가 ‘융합’하여 축약된 것인지 ‘절단’으로 축약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대별하고, 이러한 분류 체계에 따라 그에 속하는 인용 표지들을

다루고 있어 참고가 된다. 특히, 본래형으로 환원이 가능한 ‘환원적 융합형’은 융합

후에 의미 변화가 없지만, 본래형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비환원적 융합형’은 의미

기능의 변화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필영(1995: 114-193)에서 다룬

인용 표지들과 관련 언어 형식 및 의미 기능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하여 도표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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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환원적 

융합형

종결형

-단(댄)다

인용의 의미 기능

-란(랜)다

-냔(냰)다

-잔(잰)다

비종결형

-다 함

-다는

-다던

-다 할

-다고/-냐고/-라고/

-자고

비환원적 

융합형

종결형

하- 

단축형

-다(대)나

원발화

에 대한 

화자의 

태도

제3자 발화를 무관심한 태도로 

확신성 없이 전달

-다(대)면서
청자나 제3자의 선행발화에 대

한 확인 물음

-다(대)니까 화자 자신의 선행발화에 대한 반복

-다(대)니1
제3자의 뜻밖의 선행발화에 대

한 반사적 물음

하- 

탈락형

-다니2
화자 

자신의 

발화에 

대한 

태도

뜻밖의 사태에 대한 반사물음

뜻밖의 사태에 대한 기정사실화

-단다 사태에 대한 기정적 진술

-다지 사태에 대한 소극적 물음

비종결

형

하- 

단축형

-다(대)느니
인용의 의미 기능

-다거니

-다거나 ‘나열 및 선택’의 의미 기능을 

하는 ‘-거나, -든지’와 자유롭게 

대치 가능-다든지

하- 

탈락형

-단/-냔/-란/-잔 ‘말(씀)이-’ 앞에서만 쓰임

-답시고, -다시피 -

‘이라-’형

(계사

융합형)

무주어 ‘이라-’형

이라(래)면 -

이라(래)든지 -

이라(래)지만 -

이라(래)도

‘이라-’와 ‘이래-’의 분포 동일

환원적 융합형일 경우 ‘마저, 

조차도’의 의미 기능

비환원적 융합형일 경우 ‘적어

도 NP만은’의 의미 기능

<표 1> 이필영(1995)의 ‘인용구문에서의 축약’ 부문에서 다룬 어미 목록과 그 의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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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래)서

‘이라-’와 ‘이래-’의 분포가 상이

한 경우가 존재함

‘이라서’는 현실적 사태를, ‘이

래서’는 관념적 사태를 나타냄

이라(래)야
‘이라야’와 ‘이래야’ 대치 가능 

‘당위’의 의미 기능

‘-더라-’

형

비환원

적 

융합형

하- 

탈락형

‘-더라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예상되

는 사태에 대한 계기적 인지

‘-더라도’ 종결형 ‘-더라’에서의 ‘-더’와는 

기능상 분화된 의미를 지님‘-더라면’

유사

융합형 

‘-다만’

-다만
인용절과 상위 동사의 융합형

이 아니라 선행문의 종결형 ‘-

다, -냐, -라, -자’와 조사 ‘만’이 

융합된 결과임

선후행문이 계기적으로 연결되

는 경우(어느 하나가 실제적으

로 발생한 행위나 사건을 나타

냄)와 비계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두 문장이 비실제적 행위

나 사건을 나타냄) 존재

-냐만

-라만

-자만

절단
환원적 

절단형

종결형

-다구 1. 확인 물음(판정의문적 성격

을 띠는 경우와 설명의문적 성

격을 띠는 경우 존재)

2. 반복대답(반복진술, 반복질

문, 반복명령, 반복제안문)

-냐구

-라구

-자구

비종결형 

(형식 동사들)

하고 후행절이 발화나 인지에 수반

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

‘해도’, ‘해야’는 후행절이 부정

적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의문

문일 때만 절단이 일어남

하면서

해서

해도

해야

‘이란’ 이란

1. 주제적 의미를 갖는 경우

(NP가 직접 인용된 말인 경우 

‘정의’ 또는 ‘지정’의 의미 기능. 

직접 인용된 말이 아닌 경우 

‘일반적 현상, 이치, 원칙’ 등을 

나타냄. ‘법이다’, ‘마련이다’, 

‘것이 좋다’ 등과 어울려 쓰임)

2. ‘대조’의 의미를 갖는 경우

(‘NP이라고는’과 대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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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접 인용 표지 중의 하나인 ‘-다고’6)에 관한 논의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것이 연결어미의 용법으로 쓰일 경우는 그 의미가 발화의 전달을 의

미하는 인용에서 벗어나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강규영(2017)에서는 ‘-다고’ 및 ‘-라고, -자고’의 의미가 기술되어 온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6) 이는 이필영(1995)에서 논의한 비환원적 절단형 ‘-다고’에 해당한다.

비환원적 

절단형

종결형 다고(구)

화자가 이미 알거나 마음먹고 

있는 어떤 사태를 (비록 완전

한 인용구문의 형식은 아니더

라도) 인용절로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화자의 의사를 미약하

게나마 객관화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표현함. 완곡한 표현.

비종결형

-다고

1. 접속적 기능을 함

후행절 주어의 생각(관념)을 나

타냄

2. 후행하는 말로 ‘그러-’와 대

치가 가능한 경우 

1) � 누가 본다구 (그래)?

청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화

자가 비난이나 불평과 같은 비

동조적 태도를 나타냄

2) � 사람이 얼마나 많다구 (그래).

인용절의 내용을 긍정하는 경우

와 인용절의 내용을 부정하는 

경우로 해석 가능

-느라고

-으라고

-자고

배고프다고

식당에 갔다.

공부한다고

학교에 갔다.

공부한다고 1등 

하는 것은 아니다.

너 푹 자라고

조용히 나왔다.

여행가자고 표

를 끊어 왔다.

표준국어대사전 까닭이나 근거 - -

고대한국어사전 이유나 근거 -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이유, 원인 목적, 의도 이유, 원인 목적, 의도 목적, 의도

이희자‧이종희

(1999)
이유, 원인 - 이유, 원인 목적 ‘-려고’의 뜻

<표 2> 사전류 및 선행 연구의 ‘-다고, -라고, -자고’의 의미 기술(강규영, 201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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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남(2016)에서도 인용 표지가 연결어미로 사용되는 경우의 용법을 ‘-다고, -라

고, -자고, -냐고’를 중심으로 고찰한 바 있는데, 그의 논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

한 표지들이 인용 표지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인용 동사를 취하지 않고 연결어미

처럼 후행절을 동반하는 경우는 그 의미 기능을 문맥적 추론에 의해 파악해야 한다

고 주장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라고’, ‘고’가 각각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쓰인다는 사실에 익숙하여, ‘-다고’와 같은 형식

이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모

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해당 언어 형식이 다른 의미기능을 실현한

다는 사실만을 내용 지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의 현 이해 상태를 고려하지 않

은 설명 방식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구종남(2016)의 지적대로, 해당 언어 형식

이 그 기원적인 구성 요소를 고려하면 발화의 전달이라는 의미 기능을 실현하는 인

용 표지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이 이끄는 절 뒤에 인

용 동사 없이 다른 절이 후행되는 경우는 그 의미 기능을 문맥적 추론에 의해 파악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학습자들이 인용 표지의 생성과 의미기능의 파

생 과정7)을 그들의 이해 체계 내에서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인용 표현에 관한 문법 교육의 논의들로는 이관규(2007), 주세형(2010ㄱ),

주세형(2010ㄴ), 송창선(2016), 이지수(2017), 오현아 박진희(2018) 등이 있다. 이관규

(2007)와 송창선(2016), 이지수(2017)는 인용격 조사와 인용 어미에 대한 문제, 인용

7) 권재일(1998), 최웅환(1999) 등에서는 인용 표지의 생성 문제를, 김수태(1994), 안주호(2003),

이금희(2006) 등에서는 인용 표지의 문법화를 논의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

장경희(1987) 구실 - -

강기진(1994) 일차적 이유 - 일차적 이유

박만규(1996) 이유 양보

유명희(1997) 객관적 이유

최재희(2000) 이유

유현경(2002) 이유/원인

이금희(2005) 이유 - 이유 의도

임은하(2007) 이유/원인 이유/원인/수단

남미정(2010) 이유/근거 의도/목적 양보

서희정(2013) 이유/원인 의도/목적 근거부정

권재일(1985) 결과 -

채숙희(2011) 결과 목적

박근영(2015) 목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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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설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이관규(2007)는 학교문법에서 간접 인용절에

결합하는 ‘고’를 인용의 부사격 조사로 보지 않고, ‘다고’를 통합된 하나의 부사형

어미로 보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이에 준하여 ‘다는’, 그리고 ‘라고’와 ‘라는’을 모두

부사형 어미로 처리할 것을 주장한 논의이다.8) 반면, 송창선(2016)과 이지수(2017)

는 학교문법에서 ‘-고’를 부사격 조사로 다루는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

는데, 송창선(2016)은 더 나아가 인용절을 부사절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은 문장의 체

계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 반면, 이지수(2017)는 현행 학교문법의 체계

를 인정하면서, 인용절을 명사절로도, 부사절로도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

대로 탐구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용절에 결합하는 언어 형식들

에 어떤 문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안은 문장의 체계 및 인용절의 범

위를 규정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주지하다시피, 문법

교과서가 국정 체제인 경우는 어떤 입장을 택하여 그 외의 쟁점들을 정리할 것인지

가 빠르게 합의될 필요가 있으나, 검인정 체제로 바뀐 현재로서는 그 필요성이 시

급한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교과서의 집필자에 따라 모종

의 입장이 선택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쟁점들이 모두 교과서에 반영되어

이지수(2017)의 말대로 그 자체를 탐구 내용으로 다루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재

로서는 최선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현아 박진희(2018)는 일반 문법서와 교과서의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관련 기술 내용의 차이를 밝히면서 인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현안들이 쟁점

이 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문법에서 ‘인용’과 관련한 내용이 국

어학의 일반적인 체계를 벗어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을 주장

한 논의이다. 이는 결국 국어학적으로 쟁점이 되는 논의들을 국어학의 관점과 체계

로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문법적 앎을 통해 실생활에서 주어진 언어 형

식들을 의도와 맥락에 맞게 부려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문법 교육의 목표에 맞게,

즉 문법 교육 고유의 논리에 맞게 재구조화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그 재구조화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주목되는 것이 주세형(2010ㄱ)의 논

의이다.

주세형(2010ㄱ)은 “새로운 학교문법 교과서가 국어 교과학 전체의 조망하에서 새

8) 다만, 이관규(2007)는 ‘다는’에 관해 논의한 것이므로, ‘라고, 라는’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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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기술되어야 한다(주세형, 2010ㄱ: 269)”고 보고, 그 실천 방안을 ‘인용 표현’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인용 표현을 텍스트 행위로 인식하도록

기술해야 하고”, “인용 표현이 독자적 탐구의 가치가 있음을 학습자가 알도록 기술

해 내어야 하며”, “인용 표현의 복잡한 형식에 주목하도록 다양한 언어 자료를 제

공”할 것을 역설하였다(주세형, 2010ㄱ: 286). 더 중요한 것은 인용 표현을 통해 강

조되어야 할 교육 내용이 ‘소통 행위로서 인용의 가치’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교육

내용을 타 영역 및 타 교과와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함을 논의하였다는 점

이다. 이는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의 재구조화를 지향하는 본 연구에 구체적인 지침

을 마련해 주는 논의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문법 교육과 표현 능력 신장 관련 연구

문법 교육에서 표현 능력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문법 교육의 목표, 문법 지식의

성격, 문법 지식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이미 시작

된 것이나 다름없다. 문법 교육에 관한 초창기 논의인 민현식(1992)과 민현식(2002)에

서는 문법 교육의 목표 중 하나로 실용성(實用性)을 강조하고, 문법 교육의 내용을

이루는 지식이 언어 사용 기능을 포함한 것이어야 함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와 더

불어, 주세형(2005)에서 기능 영역과의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을 강조한 것도, 신명

선(2007)에서 ‘언어적 주체’를 문법 교육의 인간상으로 제시한 것도, 다시 민현식(20

07ㄱ)에서 문법 교육의 위상을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문법 능력을 기르는

것’에서 찾은 것도, 궁극적으로는 문법 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육적 경험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생활에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고 올바르게, 때로는 적

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한, 가장 최근 논의인 구본관 신명선(2019)에서 “실제적(authentic) 의사소통의 담지

체로서 개별 화자의 살아있는 구체적 문법 지식(IGK, Individual Grammatical Kno

wledge)(구본관 신명선, 2019: 161)"을 문법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그러한 지

식을 바탕으로 일반적 문법 지식(CGK, Common Grammatical Knowledge)을 참조

하여 추상적 문법 지식(AGK, Abstract Grammatical Knowled-ge)을 탐구할 때 문

법 지식이 언어생활의 국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이상의 상술한 연구들이 문법 교육 전반에 걸친 거시적 차원의 논의였다면,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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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구체적인 문법 지식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표현 능력 신장

을 논의한 연구로, 어휘 차원에서는 신명선(2004), 이기연(2006)을, 통사 차원에서는

제민경(2007), 박재현 이관희(2008), 오현아(2008)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신명선

(2004)은 학습자의 학술적 언어 능력 신장의 기반이 되는 ‘사고도구어’의 개념을 정

립하고, 이에 해당하는 어휘 목록을 선정한 연구이며, 이기연(2006)은 국어 사용 능

력의 기초가 ‘어휘력 신장’에 있다고 보고, 학습자가 낮선 어휘의 의미를 처리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들은 모두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휘를 효

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내용 지식과 방법(사용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제민경(2007)은 구조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언어 단위 교육을 비판

하고, 언어 단위의 개념을 “언어 활동에서 언어 주체가 의미를 구성하고 표현하기

위해 생성하는 단위(제민경, 2007: i)"로 정의함으로써 학습자가 생산하는 텍스트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박재현 이관희(2008)도 ‘표현 단위로서의 언

어 단위’에 주목하여,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재 구성의 방향을 제

시하였다. 또한, 오현아(2008)는 문법 교육이 정확성을 넘어 효과성의 차원으로까지

관점을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법 교육의 성격을 ‘의미

중심’, ‘표현 중심’, ‘언어 사용자 중심’의 세 차원으로 범주화한 연구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오현아(2010)는 ‘표현 문법’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문법 교

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표현 교육의 담론을 본격화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언어

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언어 사용의 구체적 양상 속에서 언어 생산에 효과적으로 기

여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생성적인 속성을 지닌 교육 문법의 한 유형(오현아, 2010:

18)”으로 ‘표현 문법’의 개념을 정립하고, 학습자가 ‘문장 초점화’의 원리를 이해함으

로써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또한, 문법 교

육이 학습자의 표현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한 연구로서도 의의

를 지닌다. 따라서 인용 표현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표현 능력, 구체적으로는 ‘해석

적 사용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본 연구는 오현아(2010)에서 제시한 ‘표현 문법’

의 관점을 전제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9)

9) 오현아(2010)와 같은 시기의 연구인 고춘화(2010)에서는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어, ‘바른 표

현’에 관여하는 문법 요소의 특질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 역시 문법 교육이 표현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7 -

한편, 이러한 논의들이 전개됨에 따라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의 표현 능력을 신장

하기 위한 논의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어휘 차원에서는 말하기 및 쓰기

능력의 신장을 위해 ‘이해 어휘’와 변별되는 ‘표현 어휘’의 특성에 주목하여 그 교육

내용을 구체화한 강보선(2013), 감정 어휘 교육 내용을 논의한 차경미(2013), 학습자

와 숙련자의 ‘명명 과제 활동’을 분석하여 단어 형성의 절차와 원리를 탐색한 박혜

진(2019)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문법 요소 차원에서는 담화 문법 관점에서 조

사 교육을 연구한 양세희(2014), 학습자의 텍스트 생산 국면에 기반하여 문장 종결

표현 교육을 논의한 김자영(2014), 맥락 중심 시간 표현 교육을 논의한 김정은

(2014), 부정 표현 의 표현 효과에 주목하여 그 교육 방안을 논의한 김시정(2017),

김범진(2019)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사학적 문법’ 관점에서 학습자의 쓰

기 활동을 분석한 유미향(2017)이나, ‘텍스트 중심’ 문법 교육의 내용을 구성한 김규

훈(2014), ‘텍스트 맥락’에 기반하여, 그리고 ‘문법 문식성’ 관점에 기반하여 문장 확

대 교육을 논의한 조진수(2013), 조진수(2019)를 비롯하여,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목

표로 문법 교육 내용에 관한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한 박보현(2018) 등도 학습자의

표현 능력 신장에 주목한 문법 교육의 연구 성과들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 중에서도 특히 제민경(2015)은 ‘장르 문법’이라는 개념을 도

입하여, 담화 및 텍스트, 맥락 중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을 총체적

관점에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또한, 장르 문법 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육적 인간상을 ‘문법하는 인간’으

로 명명하고, 문법하는 인간으로서의 언어 사용 주체를 “언어 문제를 발견하고 이

를 언어적으로 해석해 가는 과정을 통해 실천으로서의 텍스트에 참여(제민경, 2015:

84)”하는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언어 해석의 능동성’

으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에는 이 연구에서

장르 문법의 배경 학문으로 조명한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에 터하여 학습자의 작문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문법 교육의 내용을 마련한 연구

들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강효경(2019), 신희성(20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핀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 역시 학습자의 표현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문법 교육에 무게중심을 두되, 학습자의 표현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구

체적인 교육 방안을 작문 영역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마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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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과 논의의 구성

이 연구는 ‘학습자’와 그들이 접해야 하는 ‘언어 현상’으로서 ‘인용 표현을 교육

내용 선정의 준거로 삼아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한다. ‘학습자’는 교육의 대상

이자 교수 학습의 주체로서 자격을 지니며, ‘인용 표현’, 곧 텍스트에 나타난 일반

언어 사용 주체의 인용 표현 사용 양상은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가 마주하여야 하는

탐구 대상으로서 자격을 지닌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인용’의 개념과 ‘인용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표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동 과제 형식의 구

조화된 설문 양식을 설계하였고, 설문 양식을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두 차례의 예비

조사 단계를 거쳤다.

조사

방법
학교 소재 및 학년

모집

인원
회수율 결측치

최종 분석 

데이터 수
분류기호 조사시기

1차

예비

조사

설문

조사

서울 K중 1학년 95 100% 15 79
P(1)MS-

001～079
2018.05.04.

～

2018.05.11.서울 S고 2학년 140 100% 1 139
P(1)HS-

080～218

2차

예비

조사

설문

조사 

개별

면담

서울 S고 3학년

5 100% 0 5
P(2)HS-

219～223
2019.03.10.

서울 S고 2학년

서울 S고 2학년

서울 S여고 2학년

서울 D여고 2학년

총계 240 17 223

<표 3> 예비 조사의 수행 절차 및 과정 

1차 예비 조사는 국어 문법 시간에 ‘인용절’ 혹은 ‘인용 표현’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내용은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전형적인

사례들과 학교문법에서 다루지 않는 비전형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이해도를

진단하기 위한 15개의 평가 문항(약 20분 소요)으로 구성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인용’에 관해 학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1차 예

비 조사는 ‘인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 및 직관적 판단을 살펴볼 수 있는

예비 자료로서 의의가 있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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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예비 조사를 통해 ‘인용’ 혹은 ‘인용 표현’에 대한 언어적 현상을 이해하는 과

정에 ‘출처’와 ‘표절’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체계화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인 ‘인용 표현의 탐구’를 학습자의 이

해 수준에 맞게 상세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

로 인용절과 인용 표현을 이해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작용하는지, 어떤 국면이

이들에게 문제적으로 인식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차 예비 조사는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 중

에서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접촉 가능한 학습자 5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이해 차원’과 ‘표현 차원’의 두 국면으로 구성하였

으며(약 50분 소요), ‘이해 차원’에서는 1차 예비 조사 과정에서 구안하였던 내용을

조정 및 확대하여 ‘인용의 개념 기술’, ‘인용의 사례 판단’,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양상 파악’, ‘직접 간접 인용절의 전환’, ‘인용절 판단’의 활동 과제를, ‘표현 차원’에

서는 주어진 자료를 인용하여 ‘만 18세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주장하는 글’쓰기 과

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 면담에서는 활동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제중심 인터뷰(problem-centered interview)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2차 예비 조사를 통해 이해 차원의 활동 과제가 표현 차원의 활동 과제를 수행하

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장르성에 따라 글쓰기 과제에 나타난 인

용 표현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포착하였다. 또한 두 차례의 예비 조사

에 참여하였던 학습자들이 대개 문법 학습 자체에 대한 의욕이 낮거나 학교문법에

서 다루지 않는 비전형적 사례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경우였기 때문에 문법 학

습 또는 언어 현상의 탐구에 의욕이 있고, 인용절과 인용 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비

교적 높은 학습자의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학습자 이해 양상의 폭을 보다 확대할 필

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표현 차원의 활동 과제

를 우선적으로 제시하였고, 동일 주제로 글을 쓰되 ‘주장하는 글’과 ‘보고하는 글’의

두 형식을 제시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으며, 실험 상황이라는 통제된 조건

이 학습자 글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험 상황이 아닌 조

건11)에서 수집된 학습자 글쓰기 자료(독후감)를 보충하여 인용 표현의 활용 양상을

10) 다만, 이들은 국어 문법 수업 시간 외, 즉 글쓰기 수업 시간이나 국어과 외 다른 수업 시

간에 ‘인용’과 관련된 내용에 관해 듣거나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내용으로 가

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이 ‘출처를 밝히는 법(중학생 78명, 고등학생 31명)’과 ‘표절의 심각성

(중학생 73명, 고등학생 3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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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분류기호 [BR-01～089]).12) 또한 설문 대상 학습자의 범위를 대학생(국

어교육 전공자 및 타 학문 전공자)으로 확대하였다.

이 연구의 실질적인 분석 자료는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본 조사는 예비 조사 과정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학교를 일절 배제함으로써

예비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응답 내

용은 ‘①자료 코딩(코드 부여), ②코딩의 범주화(패턴 코딩→매트릭스 디스플레이

구축), ③자료 해석 및 시각화’와 같은 질적 자료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분

석하되, Huberman & Miles(1994; Cresswell, 2013;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외, 2015:

217에서 재인용)의 ‘코드와 메모 적기, 패턴과 주제 적기, 코드의 빈도 계산하기, 변

수들 간의 관계를 분해하고 기록하기, 중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기’와 같은 자료 분

석 전략을 참고하여 유형화하였다.

11) 서울 J여고에서 본 연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교내 독후감 글쓰기 대회(2019년 5월 9일

실시)의 감상문 89편을 분석 자료로 추가하였다. 독후감은 11편의 대상 도서 중에서 한 권

을 선정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해당 도서를 추천하는 편지글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독후감

의 성격상 자신이 읽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 실험이

라는 통제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인용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조사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는

2019년 4월 26일자 승인(IRB No. 1905/001-002)을 받았으며, 독후감 자료 활용에 대한 심

의는 이후 추가 심의를 통해 2019년 6월 3일자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12)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자료들은 이 연구의 분석 자료가 아닌 참고 자료로서만 사용되었음

을 밝힌다. 연구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다양한 인용의 방식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간접 인용

보다는 대개 직접 인용의 방식이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이

발견되어 이곳에서 소개한다.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인용하는 맥락에서 작은따옴표가

아닌 큰따옴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다.

   [BR-013] “내가 이 아이를 도와줘야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돼.

   [BR-016] “왜 그 청년은 그 모녀를 위해 자신이 경찰에게 잡힐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저질렀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BR-086] “내 의지력이 왜 부족한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학습자들이 써야 하는 독후감의 형식이 ‘편지글’이었다는 데

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편지글은 구어체 문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구어 발화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인용문의 내용이 비록 ‘생각’일지라도, 그 역시 발화 내

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 건에 불과했으나 위의 사례와 반대

로 피인용문의 내용이 ‘발화’임에도 작은따옴표를 써서 인용한 경우이다.

   [BR-003] ‘당연하지!’라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할거야. 

이와 같은 사례는 인용 부호(작은따옴표)의 규범적 사용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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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대상

학교 소재 및 

학년(전공)

모집

인원
회수율 결측치

최종 분석 

데이터 수
분류기호

설문 및 

회수 시기

본조사

대학교 

학습자

서울 S대 2학년

(국어교육전공)
25 48% 0 12

US-001～

012

2019.05.07.

～

2019.06.20.

광주 J대 2학년

(국어교육전공)
30 103% 0 31

US-013～

043

경기 S대 2학년

(타 전공)
15 100% 2 13

US-044～

056

경기 S대 1학년

(타 전공)
50 100% 20 30

US-057～

086

고등

학교 

학습자

서울 D여고 3학년 40 85% 0 34
HS-087～

120

서울 S고 3학년 120 51% 0 61
HS-121～

181

서울 M고 3학년 90 100% 23 67
HS-182～

248

서울 J여고 2학년 40 100% 6 34
HS-249～

282

경기 D고 2학년 140 100% 3 137
HS-283～

419

총계

대학생 86명(21%), 

고등학생 

333명(79%)   

550 54 419

<표 4> 본 조사 실시 및 데이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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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용의 개념 정의’ 부문의 개별 코딩 작업(위), 

전체 활동 과제에 대한 통합 코딩 작업(아래) 

한편, 이 연구에서 교육 내용 선정의 준거로 삼은 두 번째 축인 ‘언어 현상’으로

서의 인용 표현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일반 언어 사용 주체(해석적 사용 주체)의

인용 표현 사용 양상을 유형화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다만, 이것이 학습자에게 제

시될 교육 내용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나타나는 모든 인용 표현의 양상

을 유형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한다. 즉, 이 연구의 Ⅲ장 3절에서 구

체화될 인용 표현의 양상은 Ⅲ장 2절에서 학습자 이해 및 표현 수준의 진단을 통해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인용 표현으로서 주

목하지 못했거나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관형사형 어미 및 연결어미 결합 인용

구문’을 중심으로 한다.

한편,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양상은 인용의 기능을 실현하는 구체적 언어

형식(문법 요소)을 추출하는 작업을 핵심으로 하는바, 이러한 언어 형식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기본 인용 표지 및 언어 형식들은 이필영(1995)에서 다루고 있는 목록을

참고하였다(<표 1> 참조). 또한 말뭉치 기반 국어 연구 총서인 이희자 이종희

(1999)의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에서 제시한 어미 목록도 함께 참고하

였다. 다만, 이 총서에서 제시한 것은 일반 어미 목록이기 때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시된 목록을 참고하되, 여기에 인용의 기능을 실현하는 언어 형식, 예컨대 ‘-다고,

라고, -냐고, -자고’와 동사의 활용 형태인 ‘하고’ 등을 가능한 방식으로 통합해 보

고,13) 이렇게 통합된 어미가 실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어떠한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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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지, 어떠한 의미기능을 하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 또한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종말뭉치의 용례 검색(현

대 문어 자료 중심)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3인칭 주어+의문형 어미 결합’류나

‘-다고 보다’류와 같은 기능적 형식은 ‘인용’의 언어적 현상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은

각종 비평 텍스트나 신문 텍스트 등을 연구자가 직접 읽으면서 추출해 내었다. 이

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목차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Ⅱ장]

개념정립

▪기존 ‘인용’ 관련 교육 내용을 비판적‧반

성적으로 검토하고, ‘인용’을 재개념화하기 

위해 바흐친의 ‘대화주의’를 이론적 배경

으로 하여, 인용의 본질적 속성을 고찰

▪재개념화된 인용을 바탕으로 인용 표현 

교육의 방향을 모색

▪교과서 및 교육과정 내용 검토 

- 인용절과 인용 표현 관련 교과서의 교수

   학습 활동 구안 내용

- 인용 관련 교육과정의 내용 

[Ⅲ장]

내용선정

▪내용 선정의 준거 마련 

  → 참조 주체 및 준거 요소 설정

  [1] 내용 요소의 위계화: 

     학습자 수준 진단

  [2] 내용 요소의 계열화: 

     문법적 표지와 의미 해석의 범주 

     확장

[1]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이해와 적용 

   활동 과제

[1] 인용 표현 글쓰기 활동 과제

[2] 인용 표지 추출

- 이필영(1995), 이희자‧이종희(1999)

[2]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 

- 21세기 세종계획 현대 문어 말뭉치  

[Ⅳ장]

내용설계

▪영역 내적 내용 통합

- 인용 관련 문법 지식의 통합적 

   재구조화

▪영역 외적 내용 통합

- 읽기 및 쓰기 영역으로의 전이 

   가능성 탐색

▪선행 연구(이론 연구)

- 교육 내용 재구조화(통합) 관련 연구

▪교육과정 성취기준

- 핵심역량 

▪교과서 

- 내용 기술 방식 및 학습 활동 제시 방식

<표 5> 연구 내용에 따른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13) 예컨대, 목록에 제시된 ‘-는 통에’와 인용의 기능을 실현하는 어미를 결합하여 ‘-다는 통

에’와 같은 통합된 언어 형식을 생성해 내고(기존의 목록에는 없는 형식임), 이것이 세종말

뭉치의 용례에서 검색이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용법과 의미기능을 분석해 내는 방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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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리

이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핵심 용어는 ‘인용’, ‘응답적 이해’, ‘해석적 사용’, ‘목소

리 내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주요 개념들은 Ⅱ장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에 앞서 이 절에서는 핵심 용어들과 함께 사용될 그 밖의 몇몇 용어들과 이들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다음 장부터 전개될 논의를 보다 명료하게 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 살필 대상이 되는 용어들은 ‘상호텍스트성’, ‘인용절’, ‘인용구문’, ‘인용 표지’,

‘인용 표현’, ‘인용 화자’, ‘발화-말’, ‘목소리-어조’, ‘태도’ 등이다.

ㄱ. 인용과 텍스트 사이의 재수용, 그리고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인용과 관련된 용어14)로 가장 먼저 ‘상호텍스트성’을 들 수 있다. 이 용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60년대 중반 크리스테바가 바흐친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도입한

용어로, 텍스트들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15) 김준오(1982/2010)의 표

현을 빌려 “다양한 언어들이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드러내 주고 대화적 배경의 구

실을 하는 ‘대자적(對自的) 상태’”로 관계 맺는 것을 상호텍스트성이라 한다면, 인용

은 다양한 언어들이 대자적 상태로 관계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다양한 언어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제(기법 혹은 장치)로서의 ‘언어

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언어적 행위’는 텍스트의 흡수와 변용을

14) 인용과 비슷한 맥락에서 쓰이는 말로 ‘원용(援用, citation)’과 ‘인유(引喩, allusive)’가 있다.

이들은 ‘끌어오다’라는 의미를 공유하는데, 맥락에 따라 변별적으로 쓰인다. 먼저, ‘원용’은

사전적으로 “자기의 주장이나 학설을 세우기 위하여 문헌이나 관례 따위를 끌어다 쓰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말이 또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특정한 사실을 다른 데서 끌

어다가 주장하는 일”이라는 법률 용어로서 ‘증거조사결과의 원용’과 같이 사용된다는 사실

을 고려하면, 원용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문헌이나 관례)를 대어 자기 주장의 타당

성을 입증한다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미권에서 ‘quotation'이 원발화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citation'은 원발화의 출처를 밝히는

일로 변별되고 있는 맥락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인유'는 문자 그대로

어떠한 예를 끌어와 비유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 역시 문학 용어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이때에는 선행 텍스트(과거의 작품)와 후행 텍스트(현재의 작품이)가 결합하여 새

로운 의미를 창출해 내는 문학적 장치 혹은 기법의 의미를 내재한다. 김준오(1982/2010)에

서는 인유를 “단순한 원천의 차용이 아니라 흥미와 의미를 보다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통에 가치를 두는 시대의 소산”이라고 기술하고 있다(김준오, 2010: 224-225).

15) 상호텍스트성과 관련하여 이 용어의 기원과, 각 학문 분야에서 이 용어를 도입한 배경에

대한 내용은 한국텍스트언어학회에서 편찬한 �텍스트언어학의 이해�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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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는 활동인 ‘재수용’으로 구체화된다.16)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 따라 ‘인용’과 ‘텍스트 사이의 재수용’, 그리고

‘상호텍스트성’을 언어 사용 주체가 텍스트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실

현되는 현상들로 의미화하여 이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필자는 선행 텍스트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자신의

텍스트 안으로 끌어들인다. 따라서 선행 텍스트는 이러한 인용의 과정을 통해 필자

텍스트의 일부로 재수용된다는 점에서 후행 텍스트와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

다.

ㄴ. 인용절과 인용구문

전통적으로 학교문법에서는 내포문(안은문장)의 하위 유형 중 하나로 ‘인용절을

안은문장(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을 다루어 왔고, 이러한 맥락에서 줄곧 ‘인용절’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다만, ‘인용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있어서

는 교과서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현경 한재영 김홍범 외(2018: 458)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2년 �고등학교문법� 교과서에서는 인용격 조사를 인

용절에 포함하지 않은 ㈎의 밑줄 친 부분까지를 인용절로 보았으나, 이를 해설한

㈏의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인용격 조사까지 포함한 부분까지를 인용절로 보았다.17)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문법�, P.165

기환은 당황한 어조로 “무슨 일이지?”라고 말하였다. (직접 인용절)

우리는 인간이 누구나 존귀하다고 믿는다. (간접 인용절)

그 사람은 자기가 학생이라고 주장하였다. (간접 인용절)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문법 교사용 지도서�, P.203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다음 주에 가겠다고 하던데요.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나보고 “시골뜨기, 시골뜨기”라고 놀리자 다른 아이들이 일

제히 따라서 같은 소리로 합창했다.

16) 인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련의 ‘재수용 활동(흡수와 변용)’을 통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17) ㈎와 같은 태도는 6차 문법 교과서에서 확인되며, 4-5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와 같은 태

도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7차는 4-6차 교과서의 태도를 절

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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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가장 최근의 교과서들에서도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례

가 이에 해당한다. 즉, 7차 교육과정 시기에 출판된 2002년 문법 교과서에서 보인

혼란이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출판된 2019년 문법 교과서(언어와 매체)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18)

㈎-1. �언어와 매체� 문장의 짜임 ⑵안은문장(p.93), 미래엔

㈏-1. �언어와 매체� ⑶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p.78), 창비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문법에서 인용절의 범위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인용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지칭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용

절’이라는 용어를 ‘(이)라고’, ‘고’, ‘하고’ 따위가 결합된 부분까지를 명시할 필요가

18) 유현경 한재영 김홍범 외(2018: 458-459)에서는 이러한 혼란이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가

다른 격 조사와 다른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절에서는 조사를 포함하

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준하여 직접 인용절 역시 ‘라고’를 제외하고 따옴표가 사용된 범위

까지로 한정해야 하며(ㅅ), 간접 인용절의 경우는 ‘-다고, -냐고, -자고-, -라고’ 등을 인용

의 부사형 어미로 보아 이러한 어미들을 포함한 부분까지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온당

하다고 기술하고 있다(o').

ㅅ. 수지가 나에게 “나도 네가 좋아.”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절)

ㅇ‘ 수지가 나에게 자기도 내가 좋다고 말했다. (간접 인용절)



- 27 -

있는 맥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말하다, 주장하다, 묻다’와 같은 인용

동사가 상위문의 동사로 기능하는 복합문 전체를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용

구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19)

ㄷ. 인용 표지(reported markers)와 인용 표현(the expression of evidentiality)

규범 문범에서 직접 인용절에 결합하는 ‘라고’와 간접 인용절에 결합하는 ‘고’는

인용의 격조사로서 분명한 문법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직접 인용에 결합하

는 ‘하고’는 동사 ‘하다’의 활용형으로만 정의될 뿐 ‘라고’와 동등한 문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20) 문제는 이처럼 ‘하고’의 문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 보니 ‘라고’, ‘고’, ‘하고’를 인용의 격조사로 통칭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

해, 이 세 언어 형식을 통칭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적어도 규범 문법이나 학교

문법 차원에서는 제시된 바 없는 상황이다.

한편, 후술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의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인용절’과 ‘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이 공통 분모를 지니면서도 변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문장 차원에 국한되는 ‘인용절’의 범위를 넘어 담화 텍스트 차원에서 ‘인

용 표현’이 수용된 것이라면 그러한 관점에 걸맞은 교육 내용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인용 표현을 ‘인용 화자가 의사소통의 상황에

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행 텍스트를 해석적으로 사용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해석적 사용의 결과로 인용 화자에 의해 생산된 이와 같은

인용 표현은 텍스트 전체를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서 인용절에 결합하는 ‘라고’, ‘고’,

‘하고’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데 또한 핵심이 있다. 요컨대, 현 학교문법에서는 인용

절에 결합하는 전형적인 언어 형식으로 ‘라고’, ‘고’를 다루고 있지만, 담화 텍스트적

19) 이필영(1993), 안경화(1995), 채숙희(2011)에서도 인용 술어가 상위 동사로 기능하는 복합문

전체를 ‘인용구문’으로 지칭하고 있다. 참고로, 서태룡 민현식 안명철 외(1995: 523)에 따르

면 ‘인용구문’이라는 용어 외에 ‘완형보문(남기심, 1973)’, ‘완형 동사구 내포문(권재일, 1985)’,

‘완형보절(장경희, 1987)’, ‘내용보문(안명철, 1992)’ 등과 같은 용어가 쓰이기도 한다.

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라고’와 ‘고’는 각각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

사”, “앞말이 간접 인용 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정의되고 있다. 반면, ‘하고’는

‘와/과’의 구어체로 사용되는 격 조사 및 접속 조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인용절에 결합하는

형태로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라고’와 ‘고’는 인용절에 붙여 쓰는 반면, ‘하고’는 붙여 쓰지

않는 것 역시 ‘하고’를 인용의 격 조사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고’는 4-7차 시기 문법 교과서에서 직접 인용에 함께 쓰이는 언어

형식으로 존재해 왔다. 문법 교과서가 검인정 체제로 바뀌면서부터 ‘라고’, ‘고’만을 인용의

전형적인 언어 형식으로 다루고 있는 추세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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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정의되는 인용 표현에는 ‘라고’, ‘고’, ‘하고’만이 아니라 해당 내용이 선행

텍스트로부터 인용된 것임을 나타내는 모든 언어적 형식이 속하게 되는 것이다.21)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인용절’이든 ‘인용 표현’이든 해당 내용이 선행 텍스트로

부터 인용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언어적 형식들을 별도로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 ‘인용 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22)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인용절, 인용구문, 인용 표지, 인용 표현’이 맺는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런 그녀에게 그는 자신이 늘 간직하며 새긴다는 글귀를 꺼내 보여 주었다.

                   그가 꺼내 보여 준 종이에는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

                     子曰, "默而識之, 學而不厭, 誨人不倦, 何有於我哉." 《論語》, 第7 述而篇

➜ 인용구문
말했다.  “라고“ 내가 해낼 수 있을까?진희는  

인용절

인용표지 인용표지

인

용

표

현

[그림 2] 인용절, 인용구문, 인용 표지, 인용 표현의 관계

ㄹ. 인용 화자, 응답적 이해 주체, 해석적 사용 주체, 필자

인용을 통한 의사소통은 언제나 ‘이차적 발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의 이

차적 발화 상황은 ‘일차적 발화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용이 기존의

발화를 전달하는 화행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용을 통한 의사소통이 이차적 발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화 청자뿐 아니라 일차

적 발화 상황의 화 청자까지를 참여자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23)

21) 이때의 언어적 형식에는 큰따옴표, 작은따옴표를 비롯하여 출처를 밝힐 때 사용되는 홑낫

표, 겹낫표와 같은 문장 부호들도 포함된다.

22) 이러한 인용 표지가 피인용문의 구성 문제와 결부되면 인용 화자가 피인용문을 구성하는

양상에 따라 되풀이 표지, 재구성 표지, 관점 표지의 하위 분류 체계를 갖는다. 이에 관해

서는 Ⅱ-2.3에서 상론한다. 또한, 인용 표지로 다루어지는 언어 형식 중의 일부는 인용 화

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경우가 있다. 인용 화자의 태도와 관련

되는 인용 표지에 관해서는 Ⅲ-1.2에서 상론한다.

23) 신선경(1986: 28)에서는 인용의 의사소통 구조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낸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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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차적 발화 상황의 화자를 가리키는 말로 ‘인용 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되, 인용을 통한 의사소통이 문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는 ‘인용 화자’ 대신 해당 맥락을 고려하여 ‘필자’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

고 인용 화자에 대응하는 일차적 발화 상황의 원발화자는 ‘선행 텍스트의 필자’로

표현하여 이 둘을 변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 두고자 하는 것은, ‘응답적 이해 주체’와 ‘해석적 사

용 주체’라는 개념어들이 맺는 관계이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용의 본질이 ‘대

화성’에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응답

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은 인용 화자가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인용의 본

질을 온전히 구현해 낼 때 부각되는 개념어들이라는 정도만 우선적으로 밝힌다. 여

기서 이 개념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응답적 이해 주체’와 ‘해석적 사용 주체’가 결

국 ‘인용 화자’와 동일시되는 지칭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용 화자, 응답

적 이해 주체, 해석적 사용 주체, 필자’는 인용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어떤 국면

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표현을 달리하는 것일 뿐 모두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

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24)

ㅁ. 발화(utterance)-말(speech), 목소리(voices)-어조(tone/accent), 태도(attitude)

‘발화’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되, 특히 ‘현실적인 언어 행위’를 지칭하거나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말의 연속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고자

그림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S2가 자신의 발화에 H2뿐 아니라 S1, H1를 대화

참여자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U1

          S2  H2    A2

         (나) (너) (말하다)  

             

  

             

S=화자(speaker), H=청자(hearer), A=화행(speech act), U=발화(utterance)

어머니는 진수에게 밥을 남기지 말라고 말했다.

이차적 발화 상황

(second speech 

situation)

   S1       H1          U1            A1

                

일차적 발화 상황

(primary speech 

situation)
밥을 남기지 말라

24) ‘응답적 이해 주체’와 ‘해석적 사용 주체’는 동일한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발화를 ‘이해’하

는 국면과 ‘해석’하는 국면을 변별적으로 지칭할 필요에 따라 선택된 용어이며, ‘인용 화자’

는 이 두 국면의 언어 사용 주체를 아울러 지칭할 필요가 있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도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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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인용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어 중의 하나로

‘목소리’를 들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내

적 측면에서 인용을,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적으로 사용

한 결과로 보기 때문에,25) 그 해석의 과정에는 반드시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인용 화

자의 가치 평가 및 ‘태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26) ‘목소리’는 이러한 맥락

에서 부각되는 개념어로서, '비언어적 실체였던 화자의 태도가 모종의 의미를 얻어

언어적으로 실체를 띠게 된 것'으로 의미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용 화자의 태도

가 목소리로 실체를 얻어 실제 텍스트에서 구현될 때에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완

곡한 어조’, ‘비판적인 어조’ 등과 같이 ‘어조’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25) 간(間)텍스트적 측면에서는 인용이 텍스트들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서의 언어적 행위임을 상술한 바 있다.

26) 박진희(2013)에서는 이를 인용구문에 인용 화자의 ‘주관성(subjectivization)’이 투영되어 있

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 연구가 박진희(2013)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그리고 ‘주

관성’이 결국은 ‘목소리’와도 의미적으로 맞닿는 지점이 있음에도, ‘주관성’이 아닌 ‘목소리’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용의 본질을 ‘대화성’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즉,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신의 텍스트 속으로 끌어들이는 행위

는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응답(적 이해) 행위이며, 그러한 응답 행위는 인용 화자의 목소리

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용 화자의 목소리는 또한 그가 선행 텍

스트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어떤 의도로 선행 텍스트를 인용하느냐에 따라 객

관적인 어조를 띨 수도 있고,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어조를 띨 수도 있는 바와 같다.

반면, 주관성은 객관성의 반의어로서 수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는 신

문기사와 같은 특정 텍스트 유형을 벗어나 인용 화자가 인용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태도가 주관성과 어떻게 결부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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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을 위한 교육적 접근

인용 표현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간 문법 교육에

서 다루어 왔던 ‘인용’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표현

의 국면에서 인용이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위해서

는 인용의 담화적 속성이 그것의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부터 유의미하게 드러나

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인용과 관련된 기존의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실태를 반성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단초를 인용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에서부터 찾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용 표현

교육이 확장된 인용의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1. ‘인용’ 관련 기존 교육 내용의 비판적 검토

1.1. 교육 내용의 점검

(1) ‘인용절’과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의 차별화 문제

문법 교육과정에서 ‘인용’은 줄곧 ‘인용절’로서만 언급되어 오다가 2011 개정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용 표현’으로서도 언급되기에 이른다.27) 즉, 이전까지 인용은

내포절의 한 유형으로만 조명되어 오다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소

통의 도구로서 조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교육과정 성

취기준을 내용 요소로 상세화하는 교과서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교과서 사례가 그러하다.28)

27) 본문에서 언급한 2011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8월에 개정 공표한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2009년 12월에 개정한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을 변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인용

표현’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고 기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가장 최근의 교과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것일 뿐,

2011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이전의 교과서들 역시 인용절과 인용 표현에 대한 기술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언어와 매체� 직전 교과서인 �독서

와 문법�에서 ‘인용’ 관련 기술의 비교는 오현아 박진희(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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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너 금요일까지 보고서 내야 돼.”라고 말씀하셨다. 

                          직접 인용절

▪선생님께서 내가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간접 인용절

  

  위 두 문장은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부분을 인용절이라고 한다. 

인용절에는 전성 어미 대신 조사 ‘(이)라고’, ‘고’가 사용된다. 인용절에는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이 있

는데 직접 인용절에는 따옴표를 하고 조사 ‘(이)라고’를 붙인다. 간접 인용절에는 따옴표를 하지 않고 조

사 ‘고’를 붙이는데, 이때 종결어미는 해라체로 바꾸고 대명사도 화자의 관점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 �언어와 매체� (3)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p.78), 창비

  다음으로 인용표현을 알아보자. 이미 존재하는 말이나 생각을 옮겨 표현하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원래의 문장 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고, 원래의 문장을 자신의 표

현으로 바꾸어 옮기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직접 인용

▪일기예보에서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간접 인용

  인용문을 사용하면 전달하는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정보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는 데 반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정보의 출처가 ‘일기 예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직접 인용문을 사용하면 원래의 문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 �언어와 매체� (3)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p.85), 창비

물론, ‘문장의 짜임’을 다루는 맥락에서 확인되는 인용절에 대한 기술은 피인용문

에 결합하는 조사의 종류(‘(이)라고’, ‘고’)와 따옴표의 사용 여부 등 표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문법 요소’를 다루는 맥락에서는 원래의 문장 형식을 유지하느냐의

여부와 직접 인용의 전달 효과에 대한 기술이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 및 형식에 대한 기술 내용의 차이는 ‘문장의 짜임’에서

제시된 인용절의 예문과 ‘문법 요소’에서 제시된 인용 표현의 예문이 현재와 같이

큰 차이가 없는 한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다시 말해, 직접 인용문이 ‘원래

의 문장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술을 제외하면, 적어

도 직접 인용이 ‘원래의 문장 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것’이라는 기술과

인용 표현이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있다’는 기술은 인용절의 특징을 다루는 맥락

에서도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내용29)이라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차이를 근본적인

차이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30) 사정이 이러하다면 인용절이든 인용 표현이든 결국

29) ‘정보의 출처’라는 표현은 ‘안은 문장의 주어’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



- 33 -

학습자에게 남는 것은 인용의 형태 및 형식적 특징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요구한 바를 교과서에서 충분하게 구현해 내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교과서가 그러

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용 표현을 종결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 사동 표현, 부정 표현과 같은 ‘문법 요소’ 중의 하나로 범주화하여, 말 그대로 특

정한 문법 요소에 의해 드러나는 표현 효과가 무엇인지를 기술해야 하는 맥락에 위

치시켰기 때문이다. ‘문법 요소의 의미기능 탐구’에 상응하는 성취기준은 5차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당시만 해도 ‘문법 요소’는 아래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어법, 문장의 종결법, 사동과 피동, 시간표현, 긍정과 부정 등”이었다.

이러한 체재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다가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필요성에 따라 ‘부정 표현’ 다음으로 ‘인용 표현’이 추가된 것인데,31)

이전 시기까지 ‘인용 표현’이 ‘문법 요소’의 하나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이와 같은

교육적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용’을 결

어법(結語法)과 공대법(恭待法), 시상(時相), 태(態), 부정법(否定法)과 같은 특정한

문법 범주(grammatical category)의 하나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교과서에서 인용절과 인용 표현에 관한 기술 내용

이 변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교육과정에서 인용 표현을 문법 요

소의 하나로 언급하였을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일지도 모른다.32)

30) �언어와 매체�(미래엔)나 �독서와 문법�(비상)에서는 문장의 짜임에서 인용절을 다루지만

문법 요소 단원에서는 인용 표현을 다루지 않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인용 표현’이 문법 요

소 중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교과서에서 제외된 것은 여러 이유가

개입된 결과이겠으나, 인용절과 인용 표현에 대한 기술 내용의 차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개입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31) 하이퍼텍스트 시대의 도래로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쓰기

뿐 아니라 문법 영역에서도 인용이 중요한 교육 내용의 하나로 다루어지게 되었을 가능성

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2) 그러나 한편으로, 문법 지식을 새로운 틀로 재조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에서 기존의 체계 및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또한 고려하면, 특정 문

법 범주가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법 요소에 인용

표현을 위치시킨 것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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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3학년 ‘언어’]33)

가) 단어를 품사로 분류해 보고, 각 품사의 특성을 밝히기

나) 단어의 짜임새를 살펴보고, 우리말의 단어 형성 방법을 이야기하기

다)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되는 여러 단어를 찾아 보고, 각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분석하기

라) 문과 비문을 구분하고, 문장이나 글에서 비문을 찾기

마) 문장의 성분을 분석하고, 각 성분 사이의 관계와 문장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기

바) 문장이나 글 속에서 사동‧피동, 시간 표현, 높임‧낮춤 등에 관계되는 문법 요소를 찾아, 그 의미와 

기능을 이야기하기

사) 음운 변동의 주요 규칙을 알고, 그 원인을 밝히기

아)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관계를 따져 보고, 글의 구성 원리를 파악하기

자) 여러 가지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기 

- 5차 시기 중학교(1987.03) 교육과정 해설서(*밑줄 연구자)

[고등학교 ‘문법’]

라. 문장의 구조와 그 요소 사이의 호응

2) 문장의 요소 사이의 호응

문장의 여러 요소들 사이에서는 때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제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현상을 호응이

라 한다. 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경어법, 문장의 종결법, 사동과 피동, 시간표현, 긍정과 부정 

등이 있다.

- 5차 시기 고등학교(1988.03) 교육과정 해설서의 일부 내용 발췌(*밑줄 연구자)

이와 같은 이상의 상황은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하나는, 인용이 “형태소, 관

형어처럼 국어의 특정한 현상이나 구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고 하기 어렵다(이지

수, 2017: 76)”는 점에서 여타의 문법 요소들과 성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개정 교육과정 이후로 현재까지 문법 요소의 의미기능을 탐구하는 대상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의 교육적 필요성, 내지는 중요

성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요구가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 더 이상 인용절과 크게

변별되지 않는 수준으로 교육 내용화되고 있는 인용 표현을 문법 요소의 범주 안에

서 다룰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지금과 같은 문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

해서는 인용 표현이 통사 차원을 넘어 담화 텍스트 차원에서 화자나 필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는 ‘표현의 도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이 가능해질 때야 비로소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인용절의 예문과 인용

표현의 예문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34)

33) 5차 교육과정 ‘언어’ 영역의 중학교 성취기준의 내용은 1, 2, 3학년이 동일하다.

34) 인용절과 인용 표현이 각각 ‘문장의 짜임’과 ‘문법 요소’라는 범주에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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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분류 체계와 기술 방식에 대한 문제

학교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인용을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의 두 체계로 분류하는

방식을 따라왔다. 이는 국어학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이분법

적 분류 방식은 문장의 형태적 차이와 통사적 변형 및 화법상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학교문법이 국정 교과서 체제였을 당시의 7차 문법 교과서가 이후 검인

정 체제로 바뀐 이후에 여러 교과서들의 전범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7차 문법 교과서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⑸ 인용절을 안은 문장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기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①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에 인용격 조사 ‘고, 라고’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②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직접 

인용할 때에는 직접 인용절에 ‘라고’가 붙고, ③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간접 인용할 때에는 

간접 인용절에 ‘고’가 붙는다. 서술격 조사 ‘이다’로 끝난 간접 인용절에서는 ‘이다고’가 아니라 ‘이라

고’로 나타난다.

- 고등학교 �문법� (5) 인용절을 안은 문장(p.165)(*밑줄 및 기호 표시는 연구자)

위의 기술에서 ①은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의 형태적 차이를 언급하고 있으

며, ②와 ③은 화법상의 차이, 즉 직접 인용은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이고, 간접 인용은 “말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더하여,

2015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 국어 교과서 중에는 다음과 같이 ‘하

고’나 ‘-다고, -냐고, -라고, -자고’와 같이 직접 및 간접 인용절의 언어 형식을 추

가하거나, 간접 인용의 경우는 간접 인용문의 통사적 변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

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통사 차원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 범주에 속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용 표현이 통사 차원을 넘어 담화 텍스트 차원으로 그 범주가 확

장되지 않는 한 두 내용 요소의 차별성은 극복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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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인용 표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문구 등을 옮겨 표현해야 할 때가 있다. 이를 

인용이라고 한다.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래의 내용과 형식 그대로 옮기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 

하고, 원래의 내용을 전달하되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을 간접 인용이라 한다.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와 종결 표현에 따른 문장 부호를 사용하고, 인용격 조사 ‘라고’를 붙여 표현

한다. 때로는 ‘천둥이 “꽝!” 하고 울렸다.’에서와 같이 ‘하고’를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간접 인용

은 별다른 문장 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앞말의 종결 어미 ‘-다, 냐, -라, -자’ 등에 인용격 조사 ‘고’를 

붙여 표현한다. 

  간접 인용문은 화자의 관점에서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 인용문과 비교할 떄 인칭,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등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 고등학교 �국어� (2) 문법 요소와 다양한 표현(p.154), 동아출판(*밑줄은 연구자)

문제는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옮기는 것”과 “원래의 내용을 전달하되 말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화법상의 차이로 직 간접 인용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매우 모호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우선, 직접 인용에서 말하는 ‘그대

로’가 원발화에서 어느 것 하나도 수정을 가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다음의 사례에서 ㈎를 ㈏로 인용한 것만이 직접 인용이며, ㈐는 피인용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혹은 원래의 형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측

면에서 직접 인용이 아닌 것인지, 아니면 ‘라고’를 결합시켰으니 직접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의 기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35)

㈎ 선영: “마음을 잘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 선영이는 “마음을 잘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 선영이는 “마음을 잘 잡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35) 직접 인용에 대응하는 원발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

제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원발화를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교과서의 사례를 고려하면 위의

교과서에서 제시한 직접 인용에 해당하는 원발화는 “넌 취미가 뭐야?”일 가능성이 높다.

즉, 교과서에서 ‘그대로’라는 것은 원발화의 내용을 어느 것 하나 변형시키지 않고, 복사하

듯 그대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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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접 인용에서도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역시 모호하다. 위의 교과서 사례에서 직접 인용에 대응하는 간접

인용문의 형식을 고려하면 결국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란 수행 억

양을 중화시키는 것, 교과서의 기술대로 표현하면, 종결 표현을 비롯하여 인칭, 지

시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

다. 그러나 간접 인용이 이렇게 통사적인 변형만 하면 되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이

해되면, 통사적인 변형이 요구되지 않는 문맥에서는 간접 인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 학교문법에서 취하고 있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분류 체계와 기술 방식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3) 외적 발화 동사 중심 ‘구어체 인용’에 한정된 학습 경험 제공

‘인용’은 그 개념적 속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타인이나

자기 자신의 ‘발화(utterance)’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발화 행위(locutionary act)로서

‘화법(speech)’의 한 유형이다.36) 이러한 개념적 속성을 고려하면 아래의 교과서처럼

‘인용 화법’에 의해 ‘발화’된 ‘인용문’을 다루는 과정에서 2차 발화 상황(현재)에 있

는 발화자(전달 화자)가 1차 발화 상황(과거)을 떠올려 이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학습자가 ‘인용’이라는 언어적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아

마땅하다. 더욱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음의 사례는 간접 인용문과 직접 인용

문의 방식이 뒤섞여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는 점에서 실제성 차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37)

36)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용’의 개념 및 유형 분류에 대한 국어학의 논의는 대체로 예스페

르센(Jepersen, 1924)을 참조하여 왔는데, 예스페르센(1924)에서도 ‘인용’을 ‘보고하는 말하

기(reported speech)’로 파악하여 그 유형을 ‘직접 화법(direct speech)’과 ‘간접 화법(indirect

speech)’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37) 본고의 학습자 자료 분석에서 다뤄지겠지만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이 혼재된 형식은

학습자 쓰기 자료에서 쉽게 발견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다만, 본문의 교과서 사례는 인칭의

선택면에서 전달 화자의 시점으로 옳게 간접화하였으나 피인용문에 결합하는 인용 표지가

잘못된 경우인 반면, 학습자 쓰기 자료에서는 큰따옴표 없이 피인용문에 ‘라고’가 결합하여

‘-다라고’가 마치 하나의 간접 인용 어미처럼 선택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해

당 부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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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민주야, 어제 정아 만났어? 

   여학생: 응,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아니, 싶다고? 어……, 뭐지?

- 고등학교 �국어� (2) 우리말의 문장 표현(p.225), 미래엔(*밑줄은 연구자)

다만, 이러한 인용의 전달 화법적 기능이 부각되다 보니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인

용문의 대다수가 구어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이필영(1993, 1995)의 지적대로 인용이 사물 또는 사태가 아니라

‘언어 형식’을 표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때의 ‘언어 형식’이 반드

시 ‘누군가의 말’, 특히 ‘구어 발화’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사전의 개념 정의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더불어 ‘글’이 언급되고 있

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이때의 말과 글이 각각 구어와 문어에 대

응하는 개념으로서 구어체와 문어체라는 구체적인 발화 형식으로 실현되는 것이라

면 교과서의 예문은 대개 ‘구어체 문어’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38)39)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인용문 관련

38) 민현식(1994, 2007ㄴ)에서는 구어(입말), 문어(글말), 구어체(입말체, colloquital style, spoken

style, oral style), 문어체(글말체, literay style, written style)의 개념을 정리하고 각각의

개념을 조합하여 ‘구어체 구어’, ‘문어체 구어’, ‘구어체 문어’, ‘문어체 문어’의 네 가지로 그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최초의 문자 생성 여부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선택을, 최종의 문자 생성 여부는 문어와 구어의 선택을 좌우한다. 예컨대, ‘구어체 문어’는

최초 생성 단계가 음성이며 최종 생성 단계가 문자인 결과로 유형화된 문체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민현식(1994, 2007ㄴ)의 논의와 분류 체계를 따른 것이다. 참고로 구어와 문어는

발화의 종류로, 구어체와 문어체는 특징적인 양식으로 구분해야 함을 주장한 앞선 연구는

장소원(1986)이 있다.

39) 다음과 같이 본문에 제시한 예문 외에 ‘구어체 구어’의 예문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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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40)

부 존재한다. 다만, 어떤 예문이든 최종적으로 교과서에 실렸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

하면, 엄밀하게 말해 교과서에 ‘구어체 구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구어체 구어’로 판별해 낸 것은 그것이 일상 대화에 가깝다는 면에서

‘구어체 문어’와 구별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구어체 구어

동아출판
여학생: 영우는 언제 온대? 

남학생: 동아리방 청소 끝나고 오겠다라고 하던데?

천재

(이성영)

내가 밤 새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철수가 그러는데, 영희가 지금 온대.

친구가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했어.

40) 본문과 학습 활동에 제시된 예문으로서, 학습자에게 과제 형식으로 제시된 예문의 경우는

연구자가 완성형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이

대응하는 경우는 직접 인용문만을 제시하였다.

구어체 문어

금성

진영이가 “너 그 영화 보았니”라고 물었다.  

그는 “내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야.”라고 말했다.

그녀는 “힘을 냅시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내게 “당신도 저것이 보이십니까?”라고 물었다.  

동아

출판

친구가 나에게 “넌 취미가 뭐야?”라고 물었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

시골에 간 수미는 “난 이곳이 맘에 들어.”라고 했다.

후배가 선배에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했다.

민호는 어제 “오늘 떠나고 싶어.”라고 했다.

미래엔

수민이가 “내일 비가 오겠다.”라고 말했다.  

선유가 친구에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했다.

갈릴레이는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

정희는 “우리 오빠가 드디어 귀국했어.”라고 말했다.

비상

(박영민)

그는 나에게 “너는 참 예뻐.”라고 말했다.

수호는 “내가 먼저 갈게.”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 “저도 가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간호사는 나에게 “거기 앉으세요.”라고 말했다.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는 중간중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표 6>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인용 관련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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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연구자)

교과서 예문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인용문의 문체적 제한성은 특정 교육과정

시기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시기를 불문하고 국어과 교

과서에서 줄곧 확인되어 왔던 일반적인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구

어를 문어로 옮기는 것이 인용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음을 시사하

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

를 가져왔다.

먼저, 위의 <표 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용 동사의 선택이 말하

다류와 같은 외적 발화 동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구어체 문

어의 인용문이 생성되었다는 것은 피인용문의 내용이 ‘구어 발화’, 곧 구체적인 음

비상

(박안수)

철수는 어머니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인태는 수정이가 방금 운동장에 나갔다고 말했다.

처음 바다를 본 그녀는 바다가 정말 넓다고 혼자말을 했다. 

신사고

최○○ 양은 “물감 하나에도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봉사하는 매 순간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 산책하시겠어요?”라고 나에게 말했다.

현우는 나에게 내가 앉아 있는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다.

지학사

갑자기 도현이가 나서서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말했다.

아까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니 말이다.

우리 아빠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어. 

엄마가 오늘 저녁은 근사한 데 가서 외식하자고 말씀하셨어.

창비

찬영이는 나에게 “네가 꿈을 이룰 것 같아.”라고 말했다.

선생님께 참여할 방법이 없는지 여쭈었더니 “이웃의 할아버지와 함께 참여해도 된다.”라

고 말씀해 주셨어.

천재

(박영목)

민주는 “수민아, 산책하자.”라고 말했다.

그가 “잘 다녀왔니?”라고 말했다.

준호는 은진이에게 어서 오라고 말했다.

윤주는 내가 읽고 있는 책이 재미있냐고 물어보았다.

천재

(이성영)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진수가 어서 밥을 먹으라고 말했다.

친구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했어.

해냄

에듀

그는 “난 정말 행복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방학 땐 꼭 여행 가고 싶다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생각해 보자고 하셨다.

조카가 나에게 비 내리는 소리가 좋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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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써 밖으로 표현된 ‘누군가의 말’로 구성됨을 뜻하며, 이러한 피인용문의 구성

은 또한 인용 동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인용 화자의 가

치 판단과 태도가 인용 동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하면 인용 동사의 범위

제한은 곧 인용 화자의 의도 표현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이

다.41) 즉, 인용 동사의 선택이 외적 발화 동사를 넘어 믿다, 걱정하다, 반성하다, 판

단하다, 이해하다 등과 같은 인지 동사 차원으로까지 확장되어 인용문을 통한 인용

화자의 표현 의도가 보다 풍부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구어에서 문어로의 전환에 치우친 나머지 문어체 문어의 인용문이

생성되는 과정, 즉 문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다시 문어로 옮기는 과정

에 대한 문법적 학습 경험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국어 교과

서든 문법 교과서든 인용문에 관련된 본문과 학습 활동의 예문이 구어체 문어의 인

용문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어체 문어의 인용문을 다루는 법에 대해

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 쓰기 국면에서 요구되는

것은 문어체 문어의 인용문이므로 이에 대한 문법적 학습 경험을 마련하는 일이 이

루어져야 한다. 선행 텍스트 속 필자의 말(글말)을 자신의 텍스트 속으로 끌어와 쓰

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 확인되는 인용 표현의

다양한 사용 양상을 접한 학습자들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우며, 이는

인용과 표절 사이의 경계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 교육 목표의 재설정

(1)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의 통합적 재구조화 필요

주지하다시피, 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언급된 인용 표현의 효과를

직·간접 인용의 발화 형식을 비교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기존의 학습 활동은 실제 대화 텍스트를 탐구 자료로 제시한다 해도

학습자로 하여금 인용 표현을 ‘소통의 도구’, ‘표현의 도구’로서 깨닫게 하기에는 한

41) 외적 발화 동사 중에서 ‘말하다’ 외에 선택되는 것이 ‘소리치다’, ‘중얼거리다’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얼버무리다, 울부짖다, 횡설수설하다’ 등 외적 발화 동사의 범위 내에서

도 인용 화자의 가치 판단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다양한 동사의 선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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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담화 주체들의 대화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능동성 및 소통성은 단순히

큰따옴표의 사용 여부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박진희, 2018: 86).

특히, 아래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는 단원명에 드러내고 있는 바와 같

이 대다수가 인용 표현을 ‘효과적인 담화’,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 등 실생활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맥락과 연계하여 다루고자 하고 있으나 그 학습 활동의 내용은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을 다루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인용절과 인용 표현의 학습 활동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고등학교 �국어� (2) 올바른 표현, 효과적인 담화(p.268),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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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와 매체� (3) 문법 요소의 효과와 활용(p.76), 비상

문법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언어 사용의 실제’를 내용 체계상의 기저에 둠으로써

단순히 문법적 개념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이해가 국어 생활의 어떠한

측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성과 소

통성으로 구체화되는 인용 표현의 실제성이 단지 실생활의 대화, 신문기사, 소설 등

의 자료 제시 차원으로 구현되고 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기서 연구자는 인용

표현을 비롯하여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이, “특정

언어 형태의 사용 효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장 이

상의 단위를 중심으로 기술(오현아, 2012: 178)”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자 한다.42)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말이 ‘담화’와 같은

독립된 문법 단위를 문법 교육의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

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42) 일찍이 이은희(2000: 31)에서도 언어 사용자의 기본 발화 단위는 개별적인 문장이 아닌 완

결된 하나의 텍스트라는 점에서 국어교육에서 언어 기술의 층위를 문장 이하 단위 중심에

서 벗어나 텍스트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를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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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연구자)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문법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이 모든

국면에서 국어 사용의 실제를 고려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여전히 학습자가 삶의 구

체적인 맥락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언어생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가와 같은 의문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문법 

단위
교육과정 성취기준

문장

2011개정(2011.08)

[중학교문법]

⑺ 문장의 구조를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표

현할 수 있다. 

⑼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맞

게 사용할 수 있다. 

2011개정(2011.08)

[독서와 문법]

2011개정(2012.12)

[고등학교문법] 

⑾ 문장의 짜임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정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⑿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문법 요소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한다. 

2015개정(2015.09)

[중학교문법]
[9국04-06]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2015개정(2015.09)

[고등학교문법]
[10국04-03] 문법 요소의 특성을 탐구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2015개정(2015.09)

[언어와 매체]

[12언매02-05] 문장의 짜임에 대해 탐구하고 정확하면서도 상황에 맞는 

문장을 사용한다. 

[12언매02-06] 문법 요소들의 개념과 표현 효과를 탐구하고 실제 국어

생활에 활용한다. 

담화

2011개정(2011.08)

[중학교문법]
⑽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 

2011개정(2011.08)

[국어Ⅱ-문법]
⑽ 올바른 문장 표현과 효과적인 담화 표현의 양상을 탐구한다. 

2011개정(2011.08)

[독서와 문법]

2011개정(2012.12)

[고등학교문법] 

⒀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하

도록 한다. 

⒁ 담화에서 지시‧대용‧접속 표현의 기능과 효과를 이해한다.

2015개정(2015.09)

[중학교문법]
[9국04-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2015개정(2015.09)

[언어와 매체]

[12언매02-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탐구하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어

생활을 한다. 

<표 7> 문장 및 담화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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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 있다. 즉, ‘문법 지식의 유용성’과 ‘언어 사용의 실제성’은 언어 자료의 실

제성으로도, 담화 단위의 설정으로도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43)

그렇다면 문법 지식이 문장 이상의 단위를 중심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의 진

의(眞意)는 무엇인가. 이것이 적어도 ‘문장 이상의 단위=담화 혹은 텍스트’라는 공식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법 교육에서 ‘담화’ 혹은 ‘텍스트’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부터 논의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44)

이 지점에서 신명선(2005), 주세형(2007, 2009), 김은성(2008, 2012), 남가영(2011), 오

현아(2012), 이관희(2012), 제민경(2015)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45)

이들 연구에서 확인되는 공통된 지적은 담화 텍스트46)가 “문법 교육 내용을 표상

하는 실체(김은성, 2012: 86)”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체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

변화되는 역동적 과정(신명선, 2005: 347)”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상

의 연구들에서 보인 관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제민경(2015: 64-66)에서는

43) 이러한 지적은 근본적으로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법 지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가에 관계된 것으로서, 민현식(1992, 2008), 심영택(2001), 주세형(2005, 2006), 김은성(2006),

신명선(2008), 남가영(2008), 구본관(2009), 구본관 신명선(2011, 2019) 등에 이르기까지 꾸준

히 논의되어 오고 있는 문법 지식의 성격에 관한 논의와 맞닿아 있다. 이관희(2015)에서는

이와 같은 핵심 담론을 문법 교육에서 구성주의가 수용되어 온 양상 속에서 고찰하면서

‘문법 지식의 유용성’과 ‘언어 사용의 실제성’이 결국 ‘언어 수행 자원으로서의 문법을 강조

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44) ‘담화’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이용주(1990)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용주(1990: 1)에서

는 담화를 언어 ‘단위’가 아닌 언어 ‘사용’ 차원의 문제로 보면서, “발신자가 자신의 개인적

인 심리내용을 표현 전달하기 위하여 어휘소 목록에서 필요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한국어

를 지배하는 규칙에 맞도록 결합하여 음성이나 문자로 실체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뒤이어 살펴보겠지만, 본고는 이와 같은 담화의 개념이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텍스

트의 개념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45) 담화 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국어교육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여도 독서, 작문, 문학 등 국어

과 제 영역에서 상당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중 문법 교육에 한정하여 본 연구의 관점 정립에 영향을 준 연구들을 위주

로 살폈음을 밝힌다.

46) 김은성(2008: 336)에서는 ‘담화(discourse)’와 ‘텍스트(text)’라는 용어가 연구자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혹은 병렬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담화’, ‘텍스트’, ‘이야기’, ‘글’ 등의 용어가 상황에 따라 사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문에서 언급한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텍스트’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지

만, 일부 ‘담화’라는 용어가 선택된 경우도 있으며 교육과정과 같은 공식 문서에서도 ‘담

화’라는 용어가 ‘텍스트’보다 먼저 사용되었다는 맥락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는 ‘담화 텍스

트’를 병렬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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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사회적 실천 행위(social practice acts)”47)로 바라보아야 함을 지적하고,

문법 교육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결과물로서의 텍스트’가 아닌 ‘실천으로서의

텍스트’여야 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일련의 연구들은 텍스트를 관찰

이나 기술(記述, description)의 대상이 아닌 “언어 주체와 언어 주체가 구성한 맥락

을 해석(解釋, interpretation)”해 내야 하는 대상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문법 교육에서

담화 텍스트가 단순히 문장 이상의 독립된 문법 단위가 아니라 “언어 운용의 원리

로서의 문법48)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제민경,

2015: 65). 따라서 담화 텍스트를 사회적 실천 행위로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담화 텍

스트를 둘러싼 의사소통의 맥락과 그것을 구성하는 언어 주체인 화자(필자)와 청자

(독자), 그리고 이들의 대화적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의미(메시지)가 중요한 교육

내용이 된다. 이와 더불어 화 청자 간 소통된 ‘의미(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

해 언어 사용 주체의 표현 의도, 대상 인식 방식(태도) 등을 해석하는 활동이 핵심

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담화 텍스트를 언어 운용의 원리, 즉 문법과 관련되는 사회적 실천 행위

로 보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담화 텍스트 중심 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을

마련한다면, 마찬가지로 강조되어야 하는 핵심 교육 내용은 언어 사용 주체의 표현

의도, 대상 인식 방식(태도) 등을 해석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때의 의도, 태도 등

은 담화 텍스트에 드러난 인용 표현의 어휘 문법적 특징, 인용의 구성 방식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인용 표현의 언어화 과정은 또한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해석의

대상이자 탐구의 대상으로서 의의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인용 표현이 화자(필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는 ‘표현의 도구’, ‘소통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

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인용 표현’을 중심으로 언어 단위별로 분절되어 있는 개별

47) 신명선(2002: 236)에서는 텍스트를 ‘읽는 행위’를 ‘사회적 실천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 용

어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이데올로기 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의사소통 주체의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48) 주지하다시피 문법을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실제로 직면하는 언어적 사실의 일반적 질서

(민현식, 1992: 49)”, 곧 ‘언어 운용의 원리’로서 파악한 초창기의 논의로는 민현식(1992), 주

세형(2005), 김은성(2005), 신명선(2006), 남가영(2006), 구본관(2008) 등이 있으며, 비교적 최

근의 논의로는 구본관 신명선(2011)이 있다. 특히, 구본관 신명선(2011)에서는 문법의 본질

을 “언어의 구성 및 운용상의 원리(2011: 263)”에서 찾으면서 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구체

적인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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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지식들을 통합하여 인용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성을 강화하고, 인용 표현

과 국어과 기능 영역의 관련 성취기준을 또한 통합하여 문법 영역을 넘어 듣기 말

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활동을 통해 인용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수행성을 강화하

는 방안을 지향한다([그림 3] 참조).

인용 표현에 관한 통합적 접근을 중시하는 이와 같은 구조화 방안은 문법 지식이

실제 언어 사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법 지식의 실용성’에 대한 논의들에

터해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일찍이 이용주(1985), 민현식(1992), 심영택(1995) 등에

서 이루어져 왔는데, 주세형(2005)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교문법이 모어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이나 언어 사용의 실제를 고려하기보다는 학문문법의 체계

에 따라 ‘부문별’, ‘단위별’로 문법 지식을 제시하여 왔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문

법 교육 내용의 통합적 설계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49)

[그림 3] 인용 표현의 내용 구조화 방안

이와 더불어 인용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어 및 문장

단위에 분절되어 있거나 같은 절 단위 내에서도 인용절과 다른 내포절 사이에서 경

49) 문법 지식(혹은 문법 영역)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이후로도 민현식(2006, 2010), 신명선

(2006), 이관규(2009), 신호철(2010), 구본관(2015, 2016)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

다. 참고로 이관규(2018)에서는 1992년부터 2018년까지 ‘통합’에 관한 문법 교육 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소개하고 있어, 문법을 중심으로 한 영역 통합적 논의가 최근까지도 꾸준히

전개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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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을 띠는 사례들을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논의는 오현아 박진희(2018)에

서 이미 지적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의는 근본적으로 학습자의 문법 개념화

과정과, 이들의 문법 이해 촉진을 위해 언어 단위로 분절되어 있는 문법 지식 체계

에 대한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는 오현아(2016ㄱ, ㄴ), 오현아 조진

수(2016), 오현아(2017), 오현아 조진수 박민신 외(2018) 등의 논의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50) 요컨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천착해 온 바와 같이 문법 지식이 규칙과

개념으로 구성된 독립적 집합이 아니라 구체적인 담화 텍스트로 실현되는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 실제성 및 실용성을 지니는 것으로 학습자에게 교수 학습되기 위해

서는 인용 표현에 관한 교육 내용 역시 관련 지식과 그에 관한 학습자의 수행 능력

이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인용의 의사소통 행위적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인용 표현이 담화 텍스트 차원에서 화자나 필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는 ‘표현의

도구’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인용절의 예문과 인용

표현의 예문이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접

근 방식이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인용이 지니는 특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용의 ‘의사소통 행위적 특성’이란 과연 무엇

인가. 다음의 사례를 보자.

[사례1] 진희는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배려

가 있었기에 자신이 논문을 쓰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절실

50) 여기서 언급한 논의들은 문법 교육 담론에 한정한 것이나 국어학 담론에서도 우리말 문법

단위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총체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시도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고

영근(1993: 202)의 다음과 같은 우리말 문법 체계는 각 단위 부문들 간의 관련성을 가시적

으로 드러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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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느꼈고, 그러한 소회를 친구 미영이에게 털어놓는다. 그러나 일반

직장을 다니는 미영이는 진희의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1. 진희: 논문은 정말 혼자 쓰는 게 아니야.

미영: 그래?

#2. 미영: 진희랑 어제 통화했는데, 논문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구 하더라?

소진: 응? 그게 무슨 말이야? 혼자 쓰는 게 아니라니? 그럼 학위 논문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쓴다는 거야?

위의 사례에서 미영이는 진희의 발화를 소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

나 이 사례에서 진희의 발화 의도는 미영이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였고, 이 때

문에 진희의 발화는 그녀가 말한 그대로 소진이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와 같은 오해의 상황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누군가의 발화를 그대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화자가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한, 때로는 인용 화자가 원발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또 다른 청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였음에도 그 말을 듣는 청자가 그가 처한 상황 맥락에 의해 그 전달

발화를 왜곡하여 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인용 화자가 원발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되, 그 발화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오

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오히려 원발화자가 하지 않은 말을 추가

로 전달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즉, 이

러한 사례들은 인용이 누군가의 발화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보다도, 인용의 의사소통적 행위가 본질적으로 의미 왜곡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여기서 ‘본질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한 의미 왜곡이 의사소통 참여자들 각자가 처한 서로 다른 상황 맥락에

기인하거나, 더 근본적으로는 참여자들 각자가 지닌 사고 방식(체계)의 차이에 기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51) 또 다른 사례로 다음을 보자.

51)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러한 의미 왜곡은 인용의 언어적 행위 그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 기호가 가지는 본유적 속성에 의해서 유도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라캉

(Lacan)(Bruce Fink, 1996; 이성민 역, 2010)에 의하면 언어 기호를 구성하는 기표와 기의

는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표는 기의를 다 보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표와 다른 기표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의를 해석하는 일만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의미 왜곡은 기표와 기의가 갖는 이와 같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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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2019년 10월 17일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영상 자료의 발화 전사)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축구 관계에 대해서는 왜 북한이 소위 관중도, 중계도,

취재진도 없이 경기를 치렀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연철(통일부 장관): 어, 지금 중계 문제하고 관중 문제는 지역 예선에 경우에

는 좀 모호합니다. 중계권 같은 경우에도 지역 예선은 홈

팀이 갖는 것으로 돼 있고, 물론 이제 지역 본선부터는 아

시아 축구연맹이 갖고 월드컵은 피파가 갖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북한이 중계권료와 입장권을

포기, 한 결과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 소강 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자기

들 나름대로, 우리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

의 조치로도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질의자는 북한이 관중도, 취재진도 없이, 축구 경기의 중계조차 하

지 않는 사건에 대한 답변자의 판단을 묻고 있다. 이에 답변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는 “남북 관계

소강 국면을 반영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표명한 반면, 두 번

째 이유를 말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의 조치

로도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와 같이 다른 사람의 해석을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자신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함으로써 발화 내용의 사실성(혹은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도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인용

화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용의 의사소통적 행위가 원발화자가 아닌 인용 화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요컨대, 상기한 사례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

이라면, 의사소통 행위로서 인용이 지니는 이와 같은 특성들이 내포절의 형식을 학

습하는 ‘인용절’과 변별되는, ‘인용 표현’의 학습 내용으로 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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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접 인용’과 ‘피인용문의 재구성’에 대한 교육적 개입 필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어체 문어의 인용문을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에

서 학습자에게 강조되었던 것은 구어 발화를 직접 인용할 때에는 피인용문에 ‘라고’

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점, 그것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피인용문에 ‘고’를 결합시켜

야 한다는 점이었다.

- 고등학교 �국어� (1) 문법 요소와 언어 예절(p.366), 지학사

또한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서법이 중화되며, 인칭, 시칭, 지시

칭의 화시 표현이 원발화자의 시점에서 인용 화자의 시점으로 바뀐다는 점이 강조

되곤 한다(아래의 학습 활동 참조). 그런데 간접화 과정에서 화시 표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는 인용의 대상이 되는 원발화가 문어일 때보다 구어일 때라는 사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화시소(deixis)의 전이는 원발화자와 인용 화자

의 발화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문어에서 문어

로의 전환에서보다 구어에서 문어로의 전환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52)

- 고등학교 �국어� (2) 상황과 대상에 맞는 표현(p.282), 창비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문어에서 문어로의 전환에 의해 생성되는 문어체 문어의 인

용문에서는 서법의 중화와 화시소의 전이와 같은 간접화의 요건이 부각되지 않을

52) 구어가 “상황의존적 대인적 언어 행위(김미형, 2004: 37)”로서 발화 상황의 장면들이 실시

간적으로 언어 표현에 반영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문어에 비해 화시 표현의 출현 빈

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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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문어체 문어의 인용문에 대한 학습 경험이 부족한 현재의

학습자에게는 선행 텍스트 속 필자의 말(글말)을 자신의 텍스트 속으로 끌어들여

피인용문을 구성하게 될 때 직접 인용의 방식을 취하느냐 간접 인용의 방식을 취하

느냐에 따르는 차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또한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인용의 대상이 되는 문어 텍스트의 종결어미가 ‘-다’인

경우는 서법의 중화도 필요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인용문의 구성 차원에서는 단지

큰따옴표만이 직접 인용인지 간접 인용인지를 드러내는 표지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 다음의 학습자 사례53)를 보자.

<박인환(2017), “‘선거연령 만18세 하향’과 포퓰리즘의 정치”,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자료집> 

독일의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서(Echhard Jesse) 교수는 독일 내 선거연령 인하 움직임에 대해 “선거

연령(18세)이 성년 연령(19세)과 다를 경우 혼란과 불명확성을 초래한다.”며 “성년에 도달했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데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성년자에게 우리 국가사회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학습자 텍스트>

� 독일의 한 정치학자 교수에 따르면 “성년에 도달했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HS-412)  

� 독일의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서는 성년에 도달했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HS-312)

위의 사례 �는 학습자가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옮겨 온

경우이며, �는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옮겨 온 경우이다. 그러나 직접 인용이든 간

접 인용이든 피인용문의 내용이 선행 텍스트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두 인용의 방식이 적어도 피인용문의 구성 차원에서는 변별되지 않고 있다. 이 사

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피인용문의 내용을 원발화와 동일하게 옮겨야 한다는

정확성에 대한 인식이 간접 인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규범의 차원에서 보면, 이와 같은 학습자 사례는 문법 교정의 차원에서 인용절에

결합하는 언어 형태의 차이만을 인식시키면 되는 문제로 치부될 수 있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인용의 방식에 상관없

이 원발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와 같은 학습자에게

53) ‘인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표현 양상은 다음 장에서 구체화된다. 여기서는 표현 양

상에서 분석한 자료의 일부를 먼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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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용의 필요성은, 반대로 간접 인용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학습자에게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한다면 �와 같은 결과

물을 내거나 아니면 직접 인용문이기 때문에 ‘고’ 대신 ‘라고’를 결합시켜 완성할 가

능성이 높다. 간접 인용에서 피인용문의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직접 인용에

서 피인용문의 내용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학습자의 머릿속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는 이처럼 따옴표와 절에 결합하

는 특정 언어 형태에 있을 뿐이며, 그렇다면 수행 억양이 결여되는 문어체 문어의

인용문에서 굳이 직접 인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54) 반대로 피인용문의 내용상 직

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가 없다고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간접 인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가능성을 찾는다면,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

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큰따옴표와 직접 인용의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학습자 입장에서 간접 인

용의 방식은 큰따옴표만큼 사실성을 보장해 주는 강력한 장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

에 즉, 타인의 발화와 자신의 발화를 경계 짓는 특별한 장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타인의 발화일지라도, 그래서 심지어는 원발화의 출처를 언급하거나

피인용문의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직접 인용인양 그대로 옮겨 쓴다고 해도, 그것을

특별한 발화상의 경계 없이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이 마치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목소리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기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

다.55)

54) 구어체 문어에서 직접 인용의 표현 효과를 발화의 생생함을 전달하는 것으로 배웠을 학습

자에게 수행 억양이 결여되는 문어체 문어의 직접 인용이 선택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55) 학습자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방식을 선택하는 기저의 심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와

같은 기술은 언급한 대로 하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직접 인용의 기능을 “(발화 장면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demonstrating)(Clark

& Gerrig, 1990)”으로, 간접 인용의 기능을 "전달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telling) 것

(Sternberg, 1982)"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정이 무리한 것만은 아님

을 알 수 있다. 즉, 큰따옴표를 통해 사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태도는 직접 인용이 모방

하듯 드러내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에 상응하며, 타인의 발화를 자신의 발화 안으

로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을 마치 자기 안에 존재하는 목소리인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태도는, 간접 인용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에 상응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클라크와 게리그(Clark & Gerrig, 1990)에서는 직접 인용문

의 피인용문은 원발화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 화자의 것이 아니지만 간접

인용문에서는 피인용문마저도 인용 화자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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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맥락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인용 표현을 자유롭게 부려 쓰는 것이 아직은

미숙한 학습자에게 간접 인용이 이러한 측면에서 수용될, 혹은 선택될 가능성이 있

다는 사실은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간접

인용의 이와 같은 수용 가능성이 학습자가 ‘간접 인용’과 ‘자기 표현’ 사이의 경계를

분별해 내지 못하거나 이 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느끼는 지점들과 맞물렸을

때 그들을 표절의 유혹, 내지는 표절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핀 학습자 사례는 문어체 문어의 간접 인용문에서 서

법의 중화와 화시소의 전이와 같은 간접화의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인용문의

내용 구성’에 관한 언급과 이에 대한 교육적 개입임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이때의 교육적 개입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서는 인용과 표절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과 교과서의

관련 내용을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56)

다음 장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쓰기 윤리’이며, 그것의 핵심은 ‘출처의 명확한 제시’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의 기술’에 있다. 다만, 후자와 관련하여 눈 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연구 결과

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해야 한다는 교육과정상의 언

급이 교과서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의견대로 설문 조사 결과를 고치면 안 된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쓰자”는 ‘나미’의 대화로 반영되어 나타나

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가 이와 같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문어를 간접 인용하는 과정에서 피인용문의 정확성에 함몰되어 있었던 근본적인 원

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모종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요컨대, 학습자는

간접 인용 시 피인용문의 내용을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깨닫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피인용문

의 재구성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보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시 학습자가 간접 인용을 선택하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6)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성취기준은 현재 교과서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일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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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국어③� 2-(1). 보고하는 글쓰기(p.90), 천재교육(*밑줄은 연구자)

⑽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쓰기 윤리란 필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다.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올바르게 인용하기,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

기, 인터넷 등에 허위 내용 및 악성 댓글 유포의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로 글쓰기 등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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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에 따라 학습자에게 간접 인용

시 피인용문을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도리어 이

들로 하여금 인용과 표절의 경계를 더욱 모호한 것으로 느끼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학습자가 표절에 대한 경계로 피인용문의 재구성에 대한 경

직된 인식을 보이는 것이라면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쓰기 윤리’의 핵심

내용으로 언급되었던 ‘출처의 명확한 제시’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의 기술’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명세화하는 일이다.

먼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의 기술’에서 말하는 쓰기 윤리는 교과서의 언

급대로 설문 조사의 결과 조작과 같은 비윤리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규범을 뜻하

는 것이지 인용 화자가 피인용문의 대상이 되는 원발화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힌다는 것’의 의미도 단순히 해당 발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시

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 발화를 인용 화자가 어떤 경위로 접하게

되었는지까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자의 의미로만 이해되

면 앞서 �와 �의 학습자는 예크하르트 예서라는 피인용문의 발화자를 밝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되지만, 사실상 이 발화는 박인환(2017)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재인용의 방식을 통해 제시되어야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이 되기 때문이다.

1.3. 소결론: 인용 표현 교육의 출발점

‘인용’에 관한 기존의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용 표현이 교육과정상에서는 담화 텍스트적 관점에서 ‘표현 효과’를 고려한

취지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교과서의 내용은 ‘인용절’의 교수 학습 내용과 질적

차이가 없다.

2. 직 간접 인용을 문장 형식 및 통사적 변형, 화법상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분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대

로라면, 다음의 사례에서 ㈎와 ㈏를 각각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봐야 하

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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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화 

➜

㈎

마음을 잘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는 “마음을 잘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원문장

➜

㈏

인용의 개념 및 분류 체계에 관한 현 학

교문법의 기술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

다. 

그는 인용의 개념 및 분류 체계에 관한 현 

학교문법의 기술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했다. 

3. 인용절에 관한 학습이 ‘말하다’와 같은 외적 발화 동사 중심의 ‘구어체 인용’에

한정되어 있어 문어를 문어로 인용하는 경우에 대한 학습 경험이 부족한 상황

이다. 이는 위의 2번 문제와 맞물려, 학습자로 하여금 간접 인용이 원문 텍스

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되, 마지막에 간접 인용의 ‘고’만 결합시키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상의 문제들은 결국 이제까지의 ‘인용’ 교육이 그것이 지시하는 개념, 곧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이라는 개념의 테두리 안

에서 다소 한정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비롯되는 한계였다고 판단된다. 텍스트

차원에서 인용 표현의 효과를 다룬다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언어 주체의 행위에 주

목하기보다는 끌어다 쓴 결과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문장

속에 내포된 발화가 얼마나 발화시의 상황을 핍진하게 보여 주는가만이 표현 효과

의 전부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핍진성은 원발화의 모사

(模寫)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인용절이든, 인용 표현이든 언제나 관건은 원발화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확성의 강조는 표절을 경계

하고 쓰기 윤리를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맥락과 결부되는 경우에는 더욱 두

드러진다는 사실을 앞절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인용 표현 교육은 인용의 의사소통 행위적 특성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인용 화자의 적극적인 의미 해석 과정에 주목하여. 인용 화자가 인용

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구성해 나가는가 하는 점을 핵심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 다음 절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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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표현 교육의 방향

매체 언어 환경의 변화로 저작권의 개념 및 소통 윤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인용’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정보 전달의 정확

성이 강조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필요없을 만큼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발화 혹은 담화 텍스트적 차원에서

어떤 표현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탐색하는 일도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하는 핵심 교

육 내용 중의 하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문제 삼

는 것은 정확성의 강조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교육 내용이 그 정확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것이 실제 언어 사용 주체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

는 ‘인용’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러한 정확성에 대한 강조가 학습자로 하여금 ‘인용’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용’과 관련하여 ‘정확성’의 담론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와 의미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선행되어야 하

는가. 본고는 이 지점에서 ‘인용’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그것의 의미를 보다 확장적

으로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다른 사람의 말이

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쓰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개념 정의에서 벗어

나 ‘인용’을 교육의 장에서 의사소통을 추동하는 ‘언어적 행위’57)로서 재조명하기 위

해서는 그것의 본질에 대한 재탐색을 통해 그 개념을 “표현의 힘으로서의 ‘능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식’(주세형, 2010: 270)”의 차원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하

는 것이다.

57) 소통 행위로서 인용의 가치에 주목하여 이를 교육 내용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창덕

(1999), 주세형(2010)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박진희(2013)에서는 이러한 선

행 연구들의 논의에 터하여 ‘인용’을 “언어 주체가 담화상에서 이미 언급된 발화 내용을 전

달하는 언어적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텍스트에 나타나는 다양한 인용의 양상을 문법 교육

의 내용으로 포괄하기 위한 논의를 개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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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용’의 문법 교육적 재개념화58)

정확성 차원의 담론을 벗어나 ‘인용’의 ‘소통성’에 주목하고자 할 때 포착되는 ‘인

용’의 본질은 ‘대화성(dialogicality)’에 있다. 기존의 발화를 자신의 발화 속으로 끌

어들이는 행위는, 일차적 발화 상황에서 화청자 간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자신의 발

화 속으로 개입시켜 이를 또 다른 청자와의 이차적 발화 상황에서 이루어질 상호작

용을 위해 드러내 보여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렇듯 ‘인용’은 기본적으

로 이중의 소통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와 타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에

서 본질상 대화적이다. 다만, 이차적 발화 상황에서 주체가 드러내 보인 일차적 발

화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상황의 묘사나 전달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 아니

라 주체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때의 ‘대화’가 ‘구성된 대화

(constructed dialogue)’59)라는 사실을 간취할 필요가 있다. 인용의 언어적 행위를

통해 주체와 타자 간 공유되는 발화가 구성된 대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발화가 지닌 본질적인 특성을 대화성에서 찾고자 했던 바흐친

(Mikhail M. Bakhtin)의 ‘대화주의(dialogism)’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되

어야 한다. ‘인용’의 소통성에 주목하여 그것의 본질을 대화성에서 찾고자 할 때 바

흐친의 논의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60)

58) 이 항목의 내용은 문법 교육에서 수용해야 하는 인용의 개념이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

용으로 구체화되는 ‘다성적 목소리(polyphonic vocies) 내기’에 있음을 지적한 졸고(2019:

120-127) Ⅲ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인

용의 관계에 대한 당시의 서술을 수정 보완하여 관련 내용을 새롭게 기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고(2019: 120-127)의 서술과 동일하게 제시된 부분은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

이를 밝혔다.

59) 일찍이 Tannen(1989: 101)에서는 보고된 말하기(the reported speech)가 보고된 맥락(the

reporting context)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보고된 맥락의 일부 요소

일 뿐 어떤 형식으로든 다른 사람에 의해 발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박진희, 2019:

118). 본문에서 언급한 ‘구성된 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된 말을 ‘구성된 대화

(constructed dialogue)’로 본 Tannen(1989)의 용어를 차용한 것인데, 이러한 그의 논의 역

시 그 뿌리는 바흐친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60) 바흐친의 대화주의는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위치하는 인간의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

(Vitanova, 2013: 248; 황은하, 2018: 19에서 재인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사

상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그 자신이 언어철학자이자 문학이론가였던 만큼 철

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수용되어 왔다. 이에 비하면 언어교육 분야에서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는데, 특히 국어교육 분야로 한정하면 주로 읽기(김근호, 2008;

유진현, 2016; 이재기 2016) 및 쓰기(김현정, 2010; 이재기, 2013; 장지혜, 2016, 2019;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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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 담화적 속성: 발화의 ‘이질언어성’과 ‘목소리의 차용’

바흐친에 의하면 각각의 발화는 선행하고 뒤따르는 발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연속체의 한 부분을 이루며, 이러한 맥락에서 고립된 발화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즉, 모든 발화는 선 후행 발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 There can be no such thing as an isolated utterance. It always presupposes

utterances that precede and follow it. No one utterance can be either the first or the

last. Each is only a link in the chain, and none can be studied outside this chain. 고

립된 발화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항상 앞서고 그것을 뒤따르는 발화를 전제로 한다. 

어떤 발화도 처음이나 마지막이 될 수 없다. 각각은 사슬을 잇는 하나의 고리일 뿐이며, 이 사

슬 밖에서는 어떤 것도 연구할 수 없다.

- Bakhtin(Emerson & Holquist, 1986: 136)(*밑줄 및 번역은 연구자)

그런데 바흐친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인간의 언어 사용이 나타내는 상호작용적 특

징, 곧 ‘대화성’을 지적한 것이면서 동시에 각각의 발화가 독립적 개인적 조건에 의

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계기(혹은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을 강조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61) 바흐친이 이러한 발화의 특징을 포착

정, 2017; 이재기, 2015, 2017, 2018 등) 영역에서 주목을 받아 왔을 뿐이다. 한편, 문법 영

역에서는 주로 문법 지식과 학습자의 관계를 탐색해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바흐친의 논의

에 주목해 온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문법 영역이 언어 그 자체를 교육 내용으로 삼는 국

어교육의 한 부문이라면 언어의 본질, 언어와 이데올로기, 발화 장르(speech genre)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바흐친의 논의와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보차로프와 코지노프

(Bocharov & Kozhinov, 1997/2004)에서 밝히고 있듯, 바흐친은 1942-1945년 러시아 중등

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문법적 형태와 구조를 가르치는 것에만 주력하였던 당시 교사

들의 교수법을 비판하고, 문법 형태에 잠재되어 있는 고유의 문체적 특성을 학습자가 해석

해 내도록 교수할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문법 영역에서 문법

요소의 표현 효과 탐색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 것은 어휘문법과 문체론의 상호관계를 인

식했던 바흐친의 관점이나 사상을 이미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이제까지 바

흐친의 논의를 본격화하지 않았을 뿐 문법 영역에서도 그의 논의를 수용할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61) 김욱동(1988: 130-131)에서는 바흐친의 언어철학이 일반 언어학과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입장을 달리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의 논의에 따르면 일반 언어학

이 언어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관심을 두는 반면, 바흐친의 이른바 메타언어학

(trans-linguistics)은 사회적 역사적 틀 속에서 언어의 구체적인 수행에 관심을 둔다는 측

면에서 일반 언어학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발화가 선 후행 발화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발화가 지니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전제로 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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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화자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역사 속 무수한 청

자들의 존재를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청자들이 또 다른 ‘복수(複數)의 화자’

로서 발화를 구성한다는 것이 바흐친 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김욱동(1988)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듯,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와 더불어 청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바흐친 이전의 언어학자들, 예컨대 소쉬르나 야콥슨의 논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들에게 화 청자의 관계는 한쪽이 말을 하면 다른 한쪽은 그 말을 듣

는 기계적이고 단일한 것이었다면 바흐친이 인식한 화 청자의 관계는 대화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역할이 계속해서 교체되는 역동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욱동, 1988: 134-135).

� The word (or in general any sign) is interindividual. Everything that is said,

expressed, is located outside the "soul" of the speaker and does not belong only to

him. The word cannot be assigned to a single speaker. The author (speaker) has

his own inalienable right to the word, but the listener also has his rights, and those

whose voices are heard in the word before the author comes upon it also have

their rights (after all, there are no words that belong to no one). 발화(또는 일반적으

로 어떤 기호든)는 상호개인적이다. 말로 표현되는 모든 것은 화자의 "영혼" 밖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만 속하는 것은 아니다. 발화는 단 한 명의 발화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저자(발화

자)는 그 발화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청자도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저자가 그것을 담론의 장으로 끌고 오기 이전부터 그 발화를 알고 있었던 사람도 그 발화에 대

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결국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 Bakhtin(Emerson & Holquist, 1986: 121-122)(*밑줄 및 번역은 연구자)

발화62)가 상호개인적인 것으로서 화자 한 사람에게만 속하지 않으며, 청자 역시

화자와 마찬가지로 발화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바흐친의 위

와 같은 지적은 발화의 구축 과정에서 화자 못지않게 청자가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

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또한 다른 언어학자들과는 확연히 구

별되는 그만의 독특한 인식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요컨대, 바흐친의

관점에서 발화는 화자와 청자가 그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의미를 ‘능동적으로 이해’

임을 알 수 있다.

62) 제시한 바와 같이 원문에는 “The word”라고 기술되어 있으나 바흐친은 진공 상태의 ‘언

어’, 그러한 언어의 한 단위로서의 ‘문장(혹은 단어)’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한 단위로서의

‘발화’를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The word”를 ‘발화’로 번역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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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을 통해 비롯되는 산물인 것이다.

바흐친이 인식한 화 청자의 관계와 이 관계에서 발화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파악

하는 것은 발화가 지니는 ‘이질언어성’을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

하다. 발화가 화자와 청자라는 두 의식 사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복합적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하여 구축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발화에는 어느 한 의식으로만 귀속

되지 않는 여러 층의 다양한 어성(語聲)63), 즉 목소리들이 개입되어 있을 수밖에 없

다.64)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들의 개입, 곧 ‘목소리의 중층성’은 화자와 청자,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역사적 계기에서 비롯되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목소리가

발화에 포함되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모슨과 에머슨

(Morson & Emerson, 1990/2006: 255)의 지적대로, 어떤 의미에서 ‘모든 발화’는 그

것이 포함하고 있는 복수의 화자에 의해 ‘보고된 발화’일 수 있다.

다만, 이 지점에서 드는 의문은 화 청자 사이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구축되는

발화가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으로 비롯되는 이질언어성을 띠면서도 어떻게 일관성

있는 전체를 창조하는 화자(주체)의 목소리로 구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다음과 같은 기술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발화가 복수의 화자

에 의해 ‘보고된 발화’의 형태를 띤다 해도 그것이 단순히 기존의 목소리들을 그대

로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 The following must be kept in mind: that the speech of another, once

enclosed in a context, is - no matter how accurately transmitted - always subject

to certain semantic changes. The context embracing another's word is responsible

63) 신명선(2009: 226)에서도 ‘어성(語聲)’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어성

을 “예상 독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소재 주제에 대해 갖는 입장을 ‘어조(語調)’로 정

의한 바 있다.

64) 바흐친은 발화에 내재한 이 같은 ‘화자의 복수성’, ‘비단일성(非單一性)’을 ‘폴리글로시아

(ployglossia)’, ‘헤테로글로시아(heteroglossia)’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김욱동

(1988)에 의하면 이들 각각은 ‘다어성(多語性)’과 ‘이어성(異語性)’이라는 우리말로 옮겨질

수 있는데, 다어성이 “단일한 문화 체제 안에서 어느 한 언어가 다른 언어와 맺고 있는 상

호작용”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이어성은 “내적으로 같은 언어 안에서 서로 분화되고 서

로 다른 여러 층으로 구분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김욱동, 1988: 223). 이처럼 두 개

념이 지시하는 외연이 다르다면 김욱동(1988)의 지적대로 다어성과 이어성이라는 용어는

변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인용의 본질과 관련하여 드러내고

자 하는 발화의 속성은 ‘다어성’이라기보다는 ‘이어성’에 가까운 개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그것이 표상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해 내기 위해 ‘이어성’ 대신 ‘이

질언어성’이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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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ts dialogizing background, whose influence can be very great. Given the

appropriate methods for framing, one may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even on

another's utterance accurately quoted. 다음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 맥락화된 다른 사

람의 발화는 - 아무리 정확하게 전달되더라도 - 항상 특정한 의미적 변화를 겪게 된다. 그것은 대화

의 배경으로 주어지는 맥락에 좌우되며, 이 맥락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적절한 조건

이 주어지면. 아무리 정확하게 인용된 다른 사람의 발화도 근본적으로 변화를 겪게될 수밖에 없다.

- Bakhtin(Holquist, 1981: 340)(*밑줄 및 번역은 연구자)

위 논의에 따르면 다른 상황에서의 발화가 아무리 정확하게 전달 혹은 인용되었

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한 의미 화용적 변화를 겪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때 의미

의 변화는 대화의 배경으로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추동된다는 것이 바흐친의 관점

이다. 다만, 이때의 맥락은 앞서 살핀 화 청자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역사적 계기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 사회의 문화나 그것의 산물로서 존재하

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65) 결국 바흐친 입장에

서 볼 때, 이데올로기적 맥락과 분리된 발화가 존재할 수 없는 한, “언어적 변화와

더불어 상황적 변화 때문에 어떤 개인이 이전에 한 말을 그대로 전달(송경숙, 2013:

239)”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화 청자(바흐친의 용어로는 주

체와 타자)의 경계에 놓여 있는, 그리하여 절반은 타인의 것으로서 반복 불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질언어적 발화를 화자는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로 구현해 내는

것인가.

� As a living, socio-ideological concrete thing, as heteroglot opinion, language,

for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lies on the borderline between oneself and the

other. The word in language is half someone else's. It becomes "one's own" only

when the speaker populates it with his own intention, his own accent, when he

appropriates the word, adapting it to his own semantic and expressive intention. 살

아 있는 사회 이데올로기적 구체화된 현상으로서, 그리고 이질언어적 목소리를 지닌 의견으로서, 

65) 맥락이 의미 변화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은 사실상 우리에게 익숙한 테제이다. 완벽하게

동일한 발화일지라도 주어진 사회 문화적 혹은 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 없다’라는 동일한 말이 남

한 사회에서는 ‘필요 없다’ 내지는 ‘소용없다’의 의미이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가벼운 거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회 문화적 맥락이 의미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어리다’라는 말이 15세기에는 ‘어리석다’의 의미였지만 현재는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변화한 대표

적인 사례이다.



- 64 -

언어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다. 한 언어 속의 발화는 절반은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것은 화자가 그 말을 자신의 의도와 어조(악센트)에 맞게 전용할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된다.

- Bakhtin(Holquist, 1981: 293-294)(*밑줄은 연구자)

여기서 바흐친이 주목한 것은 화자의 ‘의도(意圖, intention)’와 ‘어조(語調,

accent)’이다. 즉,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이미 남이 사용해 온 기존의 것”이지만,

그가 주어진 발화를 “전유(專有, appropriation)하여 자신의 의미적 표현적 의도에

부합되도록 적응시킬 때”만이 비로소 그 발화가 화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다(김

욱동, 1988: 139-140). 바흐친의 논의에서 ‘대화’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이 ‘어조’ 혹

은 ‘어조의 부여’인 것은 그것이 발화의 ‘이질언어성’ 혹은 ‘다성성’을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내면화하는 핵심수단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화자가 기존의 발화를 그대로

반복 재생하거나 어떠한 하나의 목소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해체하면서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담지한 복수의 목소리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

는 것은,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어진 발화를 화자 자신의 새로운 것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어진 발화에 자신의 독특한 어조를 부여하기 때문인 것이다.66)

이제, 다시 이 항목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바흐친의 대화주의에 주목

했던 것은 ‘인용’이라는 언어적 행위를 통해 화 청자 사이에 공유되는 발화가 선행

발화를 그대로 반복 전달한 결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 의해 ‘구성된 대

화’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바흐친이 인식한 발화

는 사회적 역사적 계기로 주어지는 이데올로기적 맥락 안에서 화 청자 간의 능동적

인 상호작용, 곧 대화적 관계 형성을 통해 구축된다는 것,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맥

락 안에 놓인 이때의 발화(의미)는 반복 불가능하며, 복수의 화자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 화자는 이러한 이질언어적 발화에 자신의 ‘의도’와 ‘어조’를 채워 넣음으로써 주

어진 발화를 새로운 것으로 전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살폈다.

66) 이러한 목소리의 지향, 곧 타자의 언어를 자기화(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화자는 주체(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자기 발화에 내재하는 타자성에 대한 인식은 본 연

구에서 인용 표현을 통해 도달하려는 ‘윤리적 이해력’의 근간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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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면, 인용을 통해 공유되는 발화가 화자에 의해 ‘구성

된 대화’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발화든 기본적으로 이질언어적이며, 반복 불

가능하다는 특징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다. 다만, 한 가지, 바흐친의 논의에서 언급

된 ‘보고된 발화’는 발화의 근본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화된 것이라는 점에

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인용’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흐친의 논의에서 지적된 발화의 이질언어적 속성과

인용이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가 밝혀져야 시작점에서 제기되었던 의문이 온

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가 발화의 이질언어성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유해 가는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발화의 이질언어성과 인용이 맺는 관계의 실마리는 이 과

정을 통해 풀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대로, 화자가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담지한 복수의 목소리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주어진 발화에 자신

의 독특한 어조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나, 이러한 전유화가 처음부터 화

자의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타자의 목소리를 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점차 자신의 목소리로 구성해 가는 단계를 거쳐 전유를 이루어가

는 것(황은하, 2018: 54-55)”으로 볼 수 있다.

타자의 

목소리 

지향

주체의 

목소리 

지향

주체의

개성적 

목소리

<목소리의 차용> <목소리의 전유>

이질언어성

이질언어성의 주체적 구현

가까움

직접 인용의

발화형식

가까움

간접 인용의

발화형식

개성적 

발화 형식

[그림 4] 발화의 ‘이질언어성’과 ‘목소리의 차용’

이러한 단계를 고려하면 인용은 전유화의 첫 단계에서 발화의 이질언어성을 드러

내는 수단이자 표현 양식으로 기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인용 역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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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에 가깝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것의 언어적 형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

면67) 전유화의 단계와 인용의 관계는 위의 [그림 4]과 같이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은 궁극적으로 목소리의 ‘전유’, 즉 주체의 자기 목소리 구현을 위해 그

이전 단계에서 행해지는, 혹은 행해질 수 있는 목소리의 ‘차용’ 현상이다. 그러나 발

화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채로 반복 전달될 수 없기에 이러한 차용 현상 안에서 공

유되는 발화에도 주체의 의도와 어조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인용이 ‘구성된 대

화’로 이루어져 있다는 우리의 애초의 논의는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

만, 이 과정에서 주체는 자신의 대화가 청자에게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이며 인용되

지 않은 말”로 들리기를 바라거나 반대로 그것이 “청자에게 인용부호와 더불어 들

리기”를 바라기도 하는데(Morson & Emerson, 1990; 오문석 외, 2006: 268에서 재

인용),68) 이러한 의도에 따라 주체의 독특한 어조가 부여되는 정도성에 차이가 나

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가 또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형식을 결정하게 되

는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69)

‘인용’이 누군가의 발화(사유나 인식 포함)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그 전달을 누구의 목소리로 하느냐의 문제가 개입될 수 있다. 화자 자신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누군가의 발화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화자는 해당 발

화를 누구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 줄 것

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 전달해야 하는 발화가 화자 자신의 것인지, 타인의 발

화인지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할 것인지, 타인의 목소리로 전

달할 것인지에 따라 인용 주체로서 화자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은 다음과

67) 일반적으로 직접 인용은 형식 위주의 인용, 간접 인용은 내용 위주의 인용인 것으로 간주

되어 왔다(이필영, 1995: 13). 이는 직접 인용이 원발화자의 목소리에 가깝게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의 형식이라면, 간접 인용은 인용 화자의 목소리에 가깝게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

의 형식이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68) 이 문장은 박진희(2019: 122)에서 언급된 것이기도 하다.

69) 정우향(2011: 118-119)에 따르면, Authier-Revuz(1982)에서는 담화 속에 나타나는 이질언

어성을 ‘명시적 이질성(hétérogénéité montrée)’과 ‘구성적 이질성(hétérogénéité constitutive)’

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형태들, 괄호들이나 이탤릭체, 구어에서의

어조 등 발화자와 타자의 말이 접촉했음이 언어적/준언어적 수단들을 통하여 표시되는 경

우로, 후자를 반어적인 담화들이나 자유간접화법처럼 발화자와 타자의 담화 경계가 명확하

게 구분되지 않은 채 연속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 유형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면 [그림 3]에서 직접 인용의 발화 형식과 간접 인용의 발화 형식이 차지하는 부문

은 ‘명시적 이질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외 목소리의 전유가 이루어지는 부문은 ‘구성적

이질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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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70)

인용 화자 

자기 발화

타인 발화

(가) 화자 자신의 목소리

(나) 타인의 목소리

(다) 화자 자신의 목소리

(라) 타인의 목소리

흡수➜

➜

➜

➜

변형

흡수흡수

변형

*이때의 발화는 사유나 인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그림 5]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voicing) 

위의 도식에서 (가)와 (다)는 화자 자신의 목소리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인용 화자

의 목소리가 유지되지만, (나)와 (라)는 타인의 목소리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인용

화자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게 되는 경우로 구별된다. 이때 인용 화자의 목소

리가 유지되는 (가), (다)는 발화의 ‘흡수’가 일어나는 반면, 타인의 목소리를 취하는

(나), (라)는 목소리의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인용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하는 (가), (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

는 인용 화자가 기존의 자기 발화를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한 의도에 따라 발화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자기 발화 인용’으로

불리는 사례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데, 신문 텍스트의 칼럼이나 학술 텍스트에서 자

신의 기존 논의(연구)를 언급하는 경우, 또한 기존 발화에 대한 필자 자신의 생각

및 판단을 인용의 형식으로 기술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누가 한 많은 우리 민족을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열광케 만들었는가. 필자는 서

울 광화문과 시청 광장에 모여 포효하는 관중을 보고 만약 한국에 거스 히딩크형의

위대한 정치지도자가 나타나 우리를 리드한다면 우리의 국력이 세계 4강으로 도약

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현대문어(신문:사설/오피니언-동아일보 2003년) 말뭉치 자료

70) 이러한 발상은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주창한 미드(Mead, 1934; 나은영, 2005)의 논의를

참고한 결과이다. 미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미가 공유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화자

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는 방법과, 반대로 화자 자신의 관점을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Caton, 1993; 이원표, 1999: 87에서 재인용)”이 있음을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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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적인 차원에서 인용 화자의 특별한 의도에 따라 발화의 흡수가 일어나는 것

은 (다)의 경우이다. 이는 화자가 타인의 발화를 전달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형

적인 ‘인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화자가 주어진 발화를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형식적으로 드러내게 된

다. 간접 인용의 발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다)에 해당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인용 화자는 자신이 전달하는 발화가 타인의

발화임을 형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청자는 그것이 인용 화

자의 발화인지, 타인의 발화인지를 알아채기 어렵게 된다. 더 나아가 인용 화자가

타인의 발화를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로 흡수하는 경우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발화

가 아니게 된다.71)

한편, (다)의 경우 특별한 형식적 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화자의 목소리

에서 발화 내용의 출처가 타인에게 있음이 청자에 의해 파악되는 경우가 또한 존재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72)가 이에 해당한다.

(파이넨셜 뉴스, 2019.01.26.)

(중앙일보, 2019.02.22.)

(논객닷컴, 2019.04.04.)

(서울신문, 2019.06.17.)

71) 여기서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로 흡수한다’는 것은 인용 화자가 타인의 발화를 자신의 관

점에서 해석하고 그 결과로 자기 고유의 어조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1.(1)에서

살핀 이질언어성의 주체적 구현이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72)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1252132002745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393132

논객닷컴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0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8030003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066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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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9.08.21.)

우리들은 모두

한 송이의 利子가 되고 싶다

나는 너의 利子가 되고 싶고

너는 나의 利子가 되고 싶다

꽃보다 아름다운 利子가 되고 싶다 (장경린 詩, 김춘수의 꽃 중에서)

제1의 더톰보이가 거리를 질주하오

천만번을 변해도 나는 나

제2의 아모레 마몽드가 거리를 질주하오

나의 삶은 나의 것

제3의 비제바노가 거리를 질주하오

매력적인 바스트, 살아나는 실루엣

…(중략)…

제13의 피어리스 오베론이 거리를 질주하오

살아 있는 것은 아름답다 (함민복 詩, 광고의 나라 중에서)

이른바 ‘패러디(parody)’로 일컬어지는 이러한 표현 방식이 인용임을 드러내는 특

별한 형식적 표지 없이 타인의 발화를 흡수(차용)할 수 있는 것은 원발화의 내용이

이미 수용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이다.73) 차용된 발화가 수용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점에서는 속담과 관용구 등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으나, 패러디는

발화의 출처가 상대적으로 분명한 반면, 속담이나 관용구 등은 그 출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인용 화자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게 되는 (나), (라) 중에서 (나)의

경우는 인용 화자가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거나 주어진 맥락에서 더 많

은 사람(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

지는 방식이다. 다음의 사례74)를 살펴보자.

73) 이는 표현 기법으로서 ‘패러디’가 성립하는 조건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74)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기 위해 편지글의 일부 내용을 연구지가 그대로 옮겨온 것임을 밝혀 둔

다. 원문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917/57700451/1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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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연구자)

윗글의 필자가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온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취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창작물(허구)”임을 필자 스스로

가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발화 내용)을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지 않고 아이의 목소리로 전달한 이유는, 그러한 목소리를

취하는 것이 독자의 감정을 움직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

아버지, 미국에 온 지도 벌써 보름이나 됐네요. 태어나서 이렇게 비행기를 오래 타 보기는 처음이

에요. 저는 뉴욕의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갔답니다. …(중략)… 

아버지, 그런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신문사에 보낸 편지를 인터넷에서 우연히 읽었어요. 어머니는 

‘제 아이는 현재 검찰총장인 채동욱 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뇨? 저는 아버지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뛸 듯이 기뻤어요. 아

버지가 나쁜 사람 혼내 주는 검사 중에서도 최고 짱이 됐잖아요. 우리 반 애들은 무척 부러워하는 눈

치였어요. …(중략)… 

아버지가 저 때문에 회사에 사표를 썼다고 한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알려줬어요. 그 친구는 한국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간첩 잡는 아저씨들이 지난해 선거

에서 못된 짓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려 혼났다고 어머니가 그러던데,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힘없는 전두환 할아버지 재산을 너무 많이 빼앗아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매일 밤늦게까

지 고생하는 아버지에게 큰 상은 못 줄 망정 왜 저를 갖고 이렇게 난리인가요?

어머니는 저에게 “당장은 떨어져 살지만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살 날이 올 것”이라고 늘 얘기하곤 

했죠. 우리 가족은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수군거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부산에서 어머니를 만난 것까지도 트집을 잡는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진짜 아버지 자식이 맞는지 머리카락 뽑고 피도 뽑아 검사해보자고 한다는데 정

말 미친 사람들 아닌가요? 이모가 그러는데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야단이었대요.

아버지, 근데 전 진짜 피 뽑는 것은 싫거든요. 사람들은 제 피와 아버지 피가 같다는 것을 왜 조사

하려고 하나요? 검사 뒤엔 유전자가 조작됐다느니 하면서 또 시비를 붙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 그래

서 그러는데 저한테 피 검사 하자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만에 하나 피 검사가 잘못돼 가지고 저

하고 아버지하고 다르게 나오면 그땐 어떡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 없는 아이가 돼 버리잖아요. 여태

껏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 있을 땐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할 

테니까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2013년 9월 16일

뉴욕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올림

※이 칼럼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온 아이의 입

장에서 쓴 창작물입니다.

최영해 논설위원 yhchoi65@donga.com 

동아일보입력 2013-09-17 03:00수정 2013-09-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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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논설 위원인 필자는 “매일 밤늦게까지 고

생하는” 검찰 총장에게 “상은 못 줄 망정” 왜 혼외 자식 문제를 거론하며 그를 싫

어하고 미워하는지, 왜 혼외 자식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들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으며, 미국이라는 먼 이국 땅에서 아버지 없이 외롭게 크고 있을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피 검사를 요구하며 혼외 자식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난리”를 피

우는 것이 “여태껏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을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

과 판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해 줄 ‘목소리’로 사건의 중심에 있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시인(詩人)이 시적 자아로서 시인 자신과는 다른 타인의 목소리를

취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잘 알려진 ‘진달래꽃’의 시인은 김소월이나 이 시

에서 시인이 취하고 있는 목소리는 여인의 목소리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같이 발화 주체와 목소리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누군가의 ‘입장’이나 ‘관점’을 ‘대변’할 수 있게 된다

는 점이다. 위의 ‘진달래꽃’에서도 시인이 사랑하는 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있는 여

인의 목소리를 취한 것은 그러한 이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국

의 전통적 여인이였기 때문이다. 타인의 발화를 자신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다) 역

시 발화 주체와 목소리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조성

될 수 있다. 가장 감동적인 연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1960년대 당시 인종 차별을 받고 있던 흑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평

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 일부 내

용을 발췌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중략)…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나는 언젠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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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받아들여지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네 명의 내 아이들이 언젠가

는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

(*밑줄 및 번역은 연구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한 위의 내용이 흑인들의 목소리를 대

변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말한 ‘나’의 꿈이 또한 당시 미국 사회를 구성

하고 있던 ‘흑인’ 전체의 꿈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꿈을 꾼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당시의 미국 사회가 각자가 지닌 고유성이 아닌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불평등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흑인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했거나 말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 층위에서 확인되는 인용 현상은 선행 텍스트의 실제적 존재 여

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선행 텍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

로도 그러한 가정 속에서 인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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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용 화자가 타인의 발화를 타인의 목소리로, 혹은 타인의 목소리에

가깝게 전달하는 경우인 (라)는 구어 텍스트에서 ‘성대모사’의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문어 텍스트에서 위와 같은 인터뷰 기사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75) 다만, 이때

는 앞선 경우와 달리 선행 텍스트(기존 발화)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2) 의사소통 행위적 특성: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

발화가 화 청자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여 구축되는 것이라

면 ‘인용’을 통해 공유되는 발화 역시 이러한 화청자의 상호작용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일 수 없다. 다만, ‘인용’이 표현 양식의 하나로서 발화의 특정한 속성을 드러내었

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용’은 또한 발화의 구축 과정에서 포착되는 화청자의 상호

작용을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이라는 행위로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렇

다면 여기서의 과제는 이 두 개념이 지시하는 의미와 관계를 톺아봄으로써 인용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논의부

터 살펴보자.

� Any utterance -from a short (single-word) rejoinder in everyday dialogue to

the large novel or scientific treatise- has, so to speak, an absolute beginning and

an absolute end: its beginning is preceded by the utterances of others, and its end

is followed by the responsive utterances of others (or, although it may be silent,

others' active responsive understanding, or, finally, a responsive action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speaker ends his utterance in order to relinquish the floor

to the other or to make room for the other's active responsive understanding. 한 단

어로 이루어진 짧은 발언에서부터 장편 소설이나 과학 논문에 이르기까지 일상적 대화는, 말하자면 

절대적 시작과 절대적 끝을 가지고 있다. 그 시작에는 다른 사람들의 발화가, 그 끝에는 그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응답적 발화(혹은 그것이 침묵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해도 그것은 능동적 이해를 

나타내는 반응이다)가 뒤따른다. 화자는 상대에게 발언권을 양보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적극적이고 

응답적인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발언을 끝낸다.

- Bakhtin(Emerson & Holquist, 1986: 71)(*밑줄 및 번역은 연구자)

75)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기 위해 인터뷰의 일부 내용을 연구지가 발췌한 것임을 밝혀 둔다.

원문은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59962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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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논의에서 우리는 ‘응답적 발화(the responsive utterances)’가 다른 사람의

발화를 ‘능동적으로 이해’한 결과 얻게 되는 ‘적극적인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은 앞선 논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

로 확인한 바 있었던 화 청자의 ‘대화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다만, 이러한 대화적

관계가 그 관계를 형성하는 화 청자의 ‘존재’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면 대화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화 청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응답적 발화’의 진정한 의미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 The speaker strives to get a reading on his own word, and on his own

conceptual system that determines this word, within the alien conceptual system of

the understanding receiver; he enters into dialogical relationships with certain

aspects of this system. The speaker breaks through the alien conceptual horizon of

the listener, constructs his own utterance on alien territory, against his, the

listener's, apperceptive background. 화자는 자신의 발화와 그 발화를 결정짓는 자신의 개념 

체계가 이해 수신자의 개념 체계 내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는 이러한 체계의 특정 국

면과 대화적 관계를 맺는다. 화자는 청자의 개념적 지평을 깨고 들어가 청자의 영토에서 청자의 지

각 체계에 대항하여 자신의 발화를 구성한다.

- Bakhtin(Holquist, 1981: 282)(*밑줄 및 번역은 연구자)

위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화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화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도가 청자에게 어떻게 의미

화되어 받아들여질 것인지를 고려하는 일이다. 발화가 이데올로기적 맥락에 따라

의미 화용적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라면, 화자는 자신과 다른 맥락에 처해 있을, 그

리하여 근본적으로 자신이 전달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발화를 전달받을 수 없

는 청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도와 최대한 가깝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화자가 청자의 개념적 지평을 깨고

들어가 청자의 영토에서 청자의 지각 체계에 대항하여 자기 자신의 발화를 구성한

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화자가 청자의

개념적 지평을 깨고 들어가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화자의 “대화적 상상력

(The Dialogic Imagination)”76)임을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76) ‘대화적 상상력’은 바흐친의 문학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대화주의’ 특유의 속성을 가리키

는 용어로 이해된다. 신동룡(2005)에서는 이를 “타인을 주체로 보고 자신의 객체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대화적 상상력에 의해 자아가 몰입이나 고립의 늪에 빠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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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화자는 자신과의 내적 대화 체계 안에서 “자기 자신의 발화를 되짚어 봄

과 동시에 자신의 발화를 전달받게 될 청자의 응답을 또한 예견하고 그 응답에 맞

춰 발화를 구성(신동룡, 2005: 92)”함으로써 청자의 개념적 지평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상이 되는 발화는 “상호 모순적인 견해와 관점, 가치판

단들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되는데, 이러한 발화는 화자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것,

혹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의식 속에서 배경의 형태”로 지각(知覺)

되는 것이다(전승희 외, 1988: 89).

� Only now this contradictory environment of alien words is present to the

speaker not in the object, but rather in the consciousness of the listener, as his

appreceptive background, pregnant with responses and objections. And every

utterance is oriented toward this apperceptive background of understanding, which

is not a linguistic background but rather one composed of specific objects and

emotional expressions. There occurs a new encounter between the utterance and an

alien word, which makes itself felt as a new and unique influence on its style. 이질

적인 발화는 화자에 속해 있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청자의 의식 속에, 그의 인식적 배경으로서, 

그의 호응과 반대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발화는 ‘언어학적 배경’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

과 정서적 표현들로 구성된 ‘지각적 배경’을 지향한다. 발화와 이질적 발화 사이에 새로운 만남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새롭고 독특한 문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Bakhtin(Holquist, 1981: 282)(*밑줄 및 번역은 연구자)

중요한 것은 이때의 ‘듣는 사람’은 화자의 내적 대화 체계 안에서 ‘상상의 청자’로

존재하는 또 다른 화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내적 대화 체계 밖에 위치하는 또

다른 타자로서의 청자와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자는 적어도 무

언가를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화자의 청자화(주

체의 타자화), 화자의 청자 지향성(주체의 타자 지향성)이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대

화적으로 이끄는 동인이 되는 것이다.77) 따라서 ‘응답적 발화’란, 화자가 단순히 객

체로 존재하는 청자를 의식하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하였듯, 화자 자신이

않고 타인과 대화를 이루게 된다”고 보는 것이 바흐친의 논지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주체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 방식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아와 타자의

만남, 주체의 성립 문제를 천착했던 해석학의 논의와도 맞닿는다. 특히, 언어분석철학 담론

에서 발화 주체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했던 리쾨르의 ‘통합된 자기’ 개념은 “자신의 의도와

기대를 가지고 말하는 주체이면서, 또한 공적인 삼인칭 인간의 면모를 놓치지 않는 주체

(김선하, 2007: 137)”를 지시한다는 측면에서 바흐친이 ‘대화적 상상력’을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청자로서의 화자’의 개념과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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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청자가 되어 자신의 발화에 뒤따르게 될 발화를 유발하고 예견하는 것을 의미

한다.78)

한편, 화자의 내적 대화 체계 밖에 위치하는 또 다른 타자로서의 청자 역시 그러

한 응답적 발화에 응답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화자와 대화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

고 이때의 ‘반응’은 “동의, 반박, 수용, 적용 등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이재기,

2015: 73)”으로써 화 청자 사이에서 구축되는 발화, 곧 “담론을 살찌우는 능동적인

힘(전승희 외, 1988: 89)”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청자의 능동적인 반응은 내적

대화 체계 안의 화자가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입장에서, 화자의 개념적

지평 안에서 그가 떠올렸을 반응을 지향한 결과로 또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응답’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화자의 ‘응답적 발화’와 그

에 따르는 청자의 ‘응답적 이해’는 대화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각각 초점화할 때 부각되는 개념으로, 화 청자가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

는 것과 같이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있어 담론 속에서 자아내는 문체적 효

과의 면에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79) 구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전승희 외,

1988: 91)”의 관계를 맺는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든 발화가 화 청자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하나

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 � 참조), 화자가 청자의 ‘응답적 이해’를 위해 자신

의 발화를 끝낸다는 것은(� 참조), 이제 모든 발화가 화 청자의 응답 가능성

(answerability)을 향해 열려 있는 채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로 귀결된다. 그런

데 이때의 응답 가능성이 또한 청자의 응답적 이해를 유도하고 예견하는 ‘능동적

반응’의 속성을 띠는 것이라면, 모든 발화가 응답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은

77) 주지하다시피, 바흐친의 관점에서 화자와 청자는 엄격하게 구별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 다

만, 여기서 화자와 내적 대화 체계 안의 청자, 또한 그 대화 체계 밖의 청자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은 대화적 관계를 성립시키는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초점화함으로써 얽혀 있

는 이들의 불가분적 관계를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78) 이재기(2019: 147)에서는 나(화자,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천착했던 바흐친의 논의를 글쓰

기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응답적 이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응답적 감수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 ‘응답적 감수성’ 역시 나의 타자에 대한 진술이 타자의 반응을 예견하고 반

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포착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79) 담론 속에서 자아내는 문체적 효과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적 대화 체계 내

의 화자와 그 밖의 청자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화자의 입장에서 생산한

‘응답적 발화’와 청자의 입장에서 생산한 ‘응답적 발화’에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어조가 부

여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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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청자의 적극적인 개입, 즉 발화 의미에 대한 청자의 ‘적극적인 해석’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요컨대, 발화 의미에 대한 ‘응답적 이해’는 그것의 ‘해석적 사용’을 추동하며, 해석

적 사용은 또한 응답적 이해를 전제로 할 때만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맥락을 통해 추론되는 것이다. 다만,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이 맺는 이

와 같은 순환 관계를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담화 텍스트의 ‘의미 구축’

의 문제로 조망하게 되면,80)81) 이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대상으로 존재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독자의 응답 가능성을 향해 있는 ‘해석 텍스트’가 되며, 이에 따라

해석 텍스트상의 표현 행위로 부각되는 ‘해석적 사용(interpretive use)'이 또한 우

리 논의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인용’의 본질을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에서 찾고자 했던 모두(冒頭)의 논의를 상기하면, 인용 화자에 의해 구

체화되는 ‘해석적 사용’82)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해석적 사용(Interpretive Use)이란,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응답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용 화자의 가

치 평가 행위’로서, 선행 텍스트의 의미를 인용 화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낸 결

과가 인용 표현을 구성하는 단어, 구와 절, 어조와 같은 언어의 총체적 형식 차

원으로 해석 텍스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해석적 사용(Interpretative Use)의 개념 정의

80) 저자와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담화텍스트의 ‘의미 구축’ 문제는 기실 화자와 청자의

대화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발화 구축’ 문제와 동일한 현상을 지칭한다.

81) 이재기(2015: 69-70)에서는 대상 텍스트와 해석 텍스트가 갖는 종결되지 않는 순환적 대

화적 가역적 관계를 ‘해석학적 순환’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글쓰기과 글읽기가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행해질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82) 해석학이 “텍스트의 이해와 해석, 그리고 인간의 창작물과 인간 행위의 이해(Ineichen, H.,

1991/1998)” 문제를 다루는 학문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용 화자의 적극적인 의미 해석

의 결과를 논의하는 ‘해석적 사용’은 해석학의 논의와 포괄적인 측면에서 맞닿는 지점이 있

다. 다만, 해석학은 “인간 현존재에 속하는 존재의 의미(Sinn)로부터 어떻게 다양한 존재의

의의(Bedeutung)가 나누어지는가(Pöggeler, O., 1972/1977)”를 문제 삼는다면, 인용 화자의

해석적 사용은 선행 텍스트를 전제하는 해석 텍스트의 의미 구성이 언어의 총체적 형식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문제 삼는다는 측면에서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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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인용’이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응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해석적 사용의

결과라면, 능동적 이해 주체로서 인용 화자들에 의해 모종의 담론이 형성될 수 있

다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른바 ‘상호텍스트성’83) 속에서 포착되

는 인용 현상을 통해 의미가 구성되어 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은 또한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으로 이루어지는 인용 화자의 의사소통

과정을 살피는 것이기도 하다.84)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취업준비생 김지영입니다. 최근에 저와 같은 청년이자 여

성취업준비생에게 절망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3년째 은행권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는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도 많고, 아예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어려운 취업 현실에서 저희들은 회사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

니다. …(중략)…이 경쟁에서 먼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밀어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외에도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러한 현실일 것입니다. …(중략)…

<청원 합니다>

저희는 채용비리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제보와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92년생 김

지영’에 담았습니다. ‘92년생 김지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상의 청년이자 여성이지만 현실에서 쉽

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이 어딘지도 밝

혀졌지만 청년들의 답답함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받아야 할 책임자들이 모두 면죄부

를 받았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략)…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청년들

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십시오. …(하략)…

                                   

(*밑줄은 연구자)

먼저, 위의 첫 번째 텍스트는 [청와대 청원글]에 올라온 “저는 92년생 김지영입니

다.”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의 화자(필자)는 82년생 김지영과 92년생 김지영이

처한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제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85)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83)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é, intertextuality)'이란 1960년대 중반 프랑스의 문학비평가 크

리스테바가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도입한 용어로, “모든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들과 맺게 되는 명시적이고 암시적인 관계들을 뜻하는 동시에, 모든 텍스트의

구성적 속성을 지칭하는 개념(Charaudeau & Maingueneau, 2002: 327 ; 정우향, 2011: 112

에서 재인용)”이다.

84) 이하 제시될 자료와 그에 대한 분석은 박진희(2018: 89-90)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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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92년생 김지영이 아니라 ‘금융정의연대’, ‘전국금

융산업노동조합 등’이라는 사실이다. 이 텍스트의 중반부에서 화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제보와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92년생 김지

영’에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그 자체로 또한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 채용 비리로 인해 힘든 나날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

는 화자는 은행 채용 비리 문제를 다루는 검찰의 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를 하며 은행권 취업 준비생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정부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

85)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기 위해 청원글의 일부 내용을 연구지가 그대로 옮겨온 것임을 밝혀

둔다. 원문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395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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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텍스트는 “‘92년생 김지영의 청원 글'이 화제”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앞서 살

핀 청와대 청원 글이 인용되고 있다. 이 칼럼에는 실제 청원 글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금융정의연대 등 관련 단체들의 성명 텍스트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청와

대의 청원 글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면, 칼럼은 금융정의연대의 목

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86) 이는 앞서 살핀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

에서 자신의 발화를 타인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사례(㈏유형)에 해당하며, 이러한 텍

스트의 연쇄, 곧 인용 화자들의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의 연속적 과정을 통해

‘불공정한 사회’에 관한 담론이 생산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후략)…

다음으로, 위의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인 화자가 주목한 것 역시 소설 속 화자가

처한 현실이다. 다만, 이 텍스트에서 보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육아를 하는 여성’이

처한 ‘경제적’ 현실이다. 따라서 화자는 맞벌이 여성, 전업주부, 싱글맘들(특정 담화

86)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기 위해 청원글의 일부 내용을 연구지가 발췌한 것임을 밝혀 둔다.

원문은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08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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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화하여 소설 속 김지영의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

다.87) 이 텍스트에서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여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며 또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해당 텍스트가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차

별을 그려내고 있음을 강조한다. 맞벌이, 전업주부, 싱글맘이라는 인터뷰이의 선택

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 속 텍스트의 일부 내

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시작하고 있는 이 글은 이들의 인터뷰 내용이 그러한 소설

속 화자가 처한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경

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또한 드러내고 있다. 즉, 인터뷰이들은 현실 속 또 다

른 김지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텍스트는 육아로 인한 금전적 부담

을 느끼는 인터뷰이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제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위의 서울시 [홍보 포스터]는 소설이 불러일으킨 이와 같은 반향을 고려하

여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30대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홍보하고 있

다. “82년생 김지영 당신의 내일을 서울이 연구합니다”라는 홍보 문구 아래에는 아

87)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기 위해 청원글의 일부 내용을 연구지가 발췌한 것임을 밝혀 둔다.

원문은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71802378077128에서 확인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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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하고 있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신혼부부 주택 공급, 국공립 어린이집 신

설, 찾아가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텍스트

의 생산 목적이 특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도가 또 다른 특정 담화 공동체에게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이

다. 이 텍스트가 20-30대 여성 커뮤니티에 인용되면서 82년생 김지영을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로 한정 짓고 있다는 담론이 형성된 것이다.

      
       …(후략)…

더욱이 서울시의 해당 포스터가 ‘93년생 이진욱’이라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또

다른 포스터와 비교되면서 “남성이 등장하는 홍보물은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면서

여성이 등장하는 광고에선 육아를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것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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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위의 [신문기사]에 인용되면서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이 성 역할을 고착화한

다는 내용이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새롭게 의미화되고 있는 것이다.88) 요컨대, 이상

의 사례들을 통해 인용 화자들의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의 연속적 과정이 사회

적 담론을 추동하거나 형성하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화자→(응답적 이해)청자로 전환(응답적 이해 주체)                               [텍스트 연쇄]

        →(해석적 사용)화자로 전환(해석적 사용 주체)→(응답적 이해)청자로 전환→ ‧‧‧‧‧‧ 해석적 순환

                 텍스트 외부

텍스트 내부

화자 청자

화(청)자 청(화)자

(내부)

텍스트 외부

(내부)

화(청)자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

[그림 6] 인용 화자가 응답적 이해 및 해석적 사용 주체로서 텍스트와 관계 맺는 방식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용 화자는 화자이면서 청자인, 반대로 청자이면서 화

자인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 주체로서 [그림 6]과 같은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로써 새롭게 설계될 인용 표현 교육이 인용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용의 어떠한 특성들을 반영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

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88) 필요한 부분만 제시하기 위해 청원글의 일부 내용을 연구지가 발췌한 것임을 밝혀 둔다.

원문은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777에서 확인 가능하다.



- 84 -

2.2. ‘인용’과 ‘인용 표현’의 범주

(1) 인용의 개념 정립

이제까지의 논의대로, ‘인용’이 더 이상 누군가의 발화를 있는 그대로 옮기는 것

이 아닌,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응답적 이해의 과정을 거쳐 해석적

으로 사용한 결과라고 한다면, 문법 교육을 비롯하여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인

용’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자신의 말과 글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사전상의 일반적인 정의를 벗어나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는 앞서 정의한 ‘해석적 사용’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 ‘인용(引用, Reported Speech)’이란,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담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선행 텍스트에 대

한 응답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용 화자의 가치 평가 행위’, 곧 ‘해

석적 사용’으로 구체화된다.89)

<표 9> 인용(引用, Reported Speech)의 개념 정의(재개념화)

위의 개념 정의에서, ‘언어 사용 주체’란 구체적으로는 인용 화자를 가리키는 말

로서, 구어 상황에서는 화자와, 문어 상황에서는 필자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선행 텍스트’는 인용 화자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생산된

기존의 발화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때의 발화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사유나 판

단, 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관념적 실체까지를 모두 포함한다.90) 다만, 이 지점에서

89) 이필영(1993/1995)에서도 ‘인용’의 개념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인용 화자가 원발화로부터

모종의 언어형식을 취하여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행위에 주목한 바 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인용’이란 “언어 형식을 표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표현하는(나타내는)

것”이다.

90) Jespersen(1924: 290)에서는 보고하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말한 것(생각하거

나 생각한 것), 또는 이전의 어떤 경우에 자신이 말했거나 생각했던 것”으로 정의한 바 있

는데, 이 연구에서 인용의 대상이 되는 발화를 ‘다른 사람’뿐 아니라 ‘화자 자신’까지 포함

한 것, ‘말’뿐 아니라 ‘생각’까지 포함한 것은 이러한 논의를 참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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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용을 이와 같이 정의한다고 할 때, 인용인 것과 인

용이 아닌 것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개념 정의에

서 요구하는 기준 및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인용’을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담화 텍

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본다면, 인용의 첫 번째 기준은 선행 텍스트의

존재를 전제한 발화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용과 비인용을 변별하는 첫 번째 기

준은 그것이 “메타언어적 행위(Brown & Anderson(ed.) 2006: 550; 채숙희, 2013: 4

6에서 재인용)”로서, “언어 형식을 표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표현하는(나타내는

것)”(이필영, 1995: 12)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선행 텍스트의 존재를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메타언어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인용이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별 기준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주지하

다시피, ‘선행 텍스트의 존재 여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

문이다. 더욱이 원본과 복사본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원본을 상정할 수 없는 복사

본(시뮬라크르, simulacre)91)이 실재를 대신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

회 문화적 현상까지 고려하게 되면, 과연 ‘선행 텍스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일

이 가능한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요컨대, 개념 정의를

위한 논의상 인용과 비인용의 경계를 변별하는 기준으로 ‘선행 텍스트의 존재 여부’

를 언급하였으나, 이러한 기준이 선행 텍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

한, 이 연구가 국어학에서와 같이 ‘인용구문’과 ‘비인용구문’을 변별해 내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며, 상술한 바대로 실제 언어 사용의 국면에서는 현실적

으로 선행 텍스트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면, 교육의

국면에서 인용의 정의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것은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의 존

재 여부’를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자신의 언어 표현에 드러내느냐의 여부가 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으로 논의한 ‘선행 텍스트의 존재 여부’는 다

음과 같은 의미로 수용되어야 한다.

91) 시뮬라르크(simulacre)는 시뮬라시옹(simulation)과 함께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그의 저서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여기서 시뮬라크르는 원본 없

는 이미지가 그 자체로서 현실을 대체하고, 현실은 이 이미지에 의해 지배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하태환, 199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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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引用, Reported Speech)’이란,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여, 그것을 자신의

언어 표현에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의 존

재를 인식하였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언어 표현에 드러내지 않은 경우, 또한, 반

대로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

신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92)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

<표 10> 인용(引用, Reported Speech)의 성립 기준(1)

이러한 맥락에 따라 <표 10>에서 언급된 인용의 정의에서 보다 강조되어야 할

두 번째 인용의 성립 기준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담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용 화자가 생산한 텍스트에 선행 텍스트

에 대한 ‘해석적 사용’의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인용의 두 번째 성립 기준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

다.

▪ ‘인용(引用, Reported Speech)’이란,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해석적으로 사용한 결과를 표현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언급하였더라도,

그것이 언어 사용 주체 자신의 해석적 사용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이 아니라면

인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표 11> 인용(引用, Reported Speech)의 성립 기준(2)

92) 이 경우는 ‘표절(剽竊, Plagiarism)’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표절이 원본과 그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복제본을 전제하는 개념이라면, 언어 사용 주

체가 선행 텍스트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원본과 그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표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글쓰기 교육에서 자료 수집 단계의 중요성을 지금보다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인용

화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된 선행 연구를 빠뜨리거나

미처 조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선행 텍스트의 존재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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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은 인용이 인용 화자의 적극적인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

라는 사실을 함의한다. 이러한 관점이 도입됨에 따라 이제 인용과 관련한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언급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해석적으로’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언급하느냐가 된다. 따라서 선행 텍스트

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대로 옮기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인용 화자의 평가적 관점

안에서 인용 화자 자신의 목소리를 구현하는 데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의

미에서 인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 이를

문학 혹은 예술 영역으로 확대하여 논의하면, 인유(引喩, allusive)나 패러디

(parody), 아이러니(irony), 콜라주(collage) 등이 선행 텍스트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

는 문학적 예술적 기법으로서 의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모방’ 이상의 가

치를 띠기 때문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93) 다시 말해, 인용을 표현 기법으로서 조망

해 볼 때, 인유, 패러디 등이 문학적 예술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기법으로서 그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의 논리로 인용 화자의 해석적 사용을 전제로

하는 인용은 의사소통적 학문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기법으로서 그 성립 기준 혹

은 가치가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인용의 유형과 인용 표현의 성립

이 연구에서 정의한 ‘인용’의 핵심 개념은 인용 화자의 ‘해석적 사용’에 있다. 다

만, 학교문법에서 직접 인용을 “본래의 언어 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표

현하는 것”, 간접 인용을 “본래의 언어 형식을 인용 화자가 임의로 그것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필영, 1995: 13)으로 정의해 오고 있다는 사

실을 고려하면, 이 연구에서 강조하는 인용 화자의 ‘해석적 사용’이 마치 간접 인용

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관점에서는 본래의

언어 형식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표현한 것 역시 인용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그

것을 해석한 결과로 본다.94)

93)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이 문어 중심의 인용을 전제할 때 좀 더 유의미한 것이긴 하지만,

구어 상황에서의 인용을 전제할 때에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Ⅱ

-1.2.(2)에서 인용의 의사소통 행위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진행하면서

예시한 [사례 1, 2]를 참고할 수 있다.

94) 이는 이 연구가 모든 발화는 선후행 발화화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바흐친의 대

화주의 관점에서 인용을 개념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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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두 인용 방식 모두에 인용 화자의 관점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라

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이분법적 분류 체계는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통사 차원에서 인용절의 형식과 의미 특성을 학습하는 맥락에서는 이

분류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담화 텍스트적 차원에서 인용 표현의 특성을 학습하는

맥락에서는 인용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인용 화자의 해석적 사용을 중심으로 새롭

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용 화자의 해석적 사용이 주어진

발화를 누구의 목소리에 가깝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

용의 방식을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 속에서 지향성의 문제로 접근하여 유형화하고자

한다.95)

[모방] 직접 인용의 발화 형식 - 직‧간접 인용의 발화 형식 - 간접 인용의 발화 형식 - 자기 표현 [창의]

⬅⬅ 직접화 지향(타자 지향적 표현)                       간접화 지향(자아 지향적 표현) ➡➡
      타인의 목소리 우세                                      화자 자신의 목소리 우세

[그림 7] 인용의 유형과 인용 표현, 그리고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 

위의 [그림 7]에서 좌측으로 갈수록 직접화를 지향하는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며,

우측으로 갈수록 간접화를 지향하는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다. 앞서, 직접 인용과 간

접 인용 모두에 인용 화자의 관점이 개입될 수 있다고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

접화와 간접화 모두에 인용 화자의 관점이 개입된다. 다만, 직접화와 간접화를 지향

성의 문제로 접근할 때 직접화는 인용 화자의 관점이 상대적으로 적게 개입되는 것

이고(따라서 원발화자의 관점이 우세해진다), 간접화는 인용 화자의 관점이 상대적

으로 많이 개입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를 네 가지로 유형화한 것을 다시 가져와 이 논의와 결부시키면, 직접화를 지

향하는 타자 지향적 표현은 아래의 [그림 5]에서 ㈏와 ㈑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사

95) 인용문을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의 두 체계로 유형화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은

일찍이 신선경(1986)에서부터 발견된다. 이 논의에서는 피인용문에 실릴 수 있는 정보의

정도 차이에 주목하여 인용문을 명제만으로 구성된 형식(제1형식), 명제와 양태로 구성된

형식(제2형식), 명제, 양태, 수행소로 구성된 형식(제3형식)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후

방성원(1994), 안경화(1995), 이창덕(1999)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도입하여 이러한 이분법

적 체계를 극복하려는 논의가 이어졌다.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채숙희(2013)에서는 구어에

나타나는 인용의 중간적 방식에 주목하여 이를 자유직접 인용, 반직접 인용, 유사직접 인용

으로 구체화한 바 있다.



- 89 -

례들로 설명될 수 있으며, 간접화를 지향하는 자아 지향적 표현은 ㈎와 ㈐로 유형

화하여 제시한 사례들로 설명될 수 있다.

인용 화자 

자기 발화

타인 발화

(가) 화자 자신의 목소리

(나) 타인의 목소리

(다) 화자 자신의 목소리

(라) 타인의 목소리

흡수➜

➜

➜

➜

변형

흡수흡수

변형

*이때의 발화는 사유나 인식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그림 5]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voicing) 

즉, 직접화를 지향할수록 화자 자신의 목소리보다는 타인의 목소리가 더 우세해

지며, 간접화를 지향할수록 타인의 목소리보다는 화자 자신의 목소리가 더 우세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하나의 연속체에서 양극단을 지칭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사이에는 스펙트럼으로 표현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들이 있

기 마련이다. 이는 ‘충실성(faithfulness)’의 문제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직접화를 지

향하는 타자 지향적 표현은 “원발화자의 사고에 대한 충실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하

는 것(문숙영, 2018: 123)”이라면, 간접화를 지향하는 자아 지향적 표현은 인용 화자

의 사고에 좀 더 충실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간접화의 극

점에는 인용 화자의 사고에 충실한 해석이 지배적이게 되는 순간이 있고, 그러한

순간에 비로소 주어진 텍스트가 인용 화자의 개성적 목소리로 전유되는 현상이 일

어나게 되는 것이다.96)

(3) 인용의 문법적 표지 구성: 되풀이, 재구성, 관점 표지

앞선 논의를 통해 인용의 유형에 따른 인용 표현의 양상을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를 통한 인용 표현은,

특히 [그림 5]의 ㈏, ㈑에서와 같이 타인의 목소리를 취하는 경우 인용 화자가 직접

96) 목소리의 전유는 발화의 ‘이질언어성’과 ‘목소리의 차용’을 논의한 Ⅱ-2.1.(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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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을 밝히거나, 인용 화자의 텍스트에 대응하는 선행 텍스트의 존재가 분명하

게 확인되기 때문에 특정한 문법적 표지가 제시되지 않아도 실현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호텍스트성 그 자체로 인용 표현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용 화자가 자신이 타인의 목소리를 취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선행하는 텍스트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용을 나타내는 특정한 문법적 표지가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 인용을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 새로

운 담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규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인

용을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인용 표현이라면 재개념화된 인용의 정의하에서 인

용 표현은 기존의 학교문법에서 다루었던 ‘라고’, ‘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인용 표현을 구성하는 확장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 바흐친의 다성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뒤크로(Oswald Ducrot, 1930～),97)

그리고 그의 ‘통합 화용론(pragmatique intégrée)’ 및 ‘다성 이론(théorie polyphonique

de l’ énonciation)‘에 따라 프랑스어에 나타나는 다성성의 언어표지들을 분석한 장

인봉(2005, 2010, 2017, 2019)의 논의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장인봉(2005, 2010, 2

019)은 메타발화적 관점에 근거하여 발화 작용에 발화 상대자의 말이 개입되어 있

음을 나타내는 프랑스어의 표지들을 살펴보고 있어 본 연구에 참조점을 제공한

다.98) 장인봉(2019)에 따르면 출발 발화체와 뒤따르는 발화체, 즉 선행 텍스트와 후

97) 연구자가 파악한바 뒤크로(Ducrot, O)의 논의는 국내 불어불문학자들에 의해 일부 내용이

소개된 바 있을 뿐 영문판으로 번역된 단행본이나 학술 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

라서 이정 외(1993)에서 제시된 홍종화(1993)의 논의, 그 외 정우향(2011), 장인봉(2019) 등

을 통해 간접적으로 뒤크로의 이론 및 논의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98) 참고로, 장인봉(2010, 2019)은 뒤크로의 논의에 더하여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 오티

에-르뷔(J. Authier-Revuz)의 ‘메타발화(méta-énonciation)’ 관련 논의를 참조하여 발화작용

의 ‘이질성(hétérogénéité)'을 드러내는 언어 표지들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장인봉(2019)은

프랑스어 donc를 중심으로 그것이 텍스트 내에서 메타 발화로 기능하는 양상을 재구성 표

지, 되풀이 표지, 관점 표지의 차원에서 분석한 논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논

의가 특정 언어 형식의 기능을 분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이유는, 재

구성, 되풀이, 관점 표지가 메타 발화 형식, 즉 인용 표현을 구성하는 발화 형식들을 유형

화하는 데 모종의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

과 유형화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

다. 현 시점에서 연구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인용 표현을 유형화하고 그 분류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 표현의 범주를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를 통해 실현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확대하고자 할 때 기존의 학교문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어떤

문법적 표지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되풀이, 재구성, 관점 표지는 이러

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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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텍스트가 메타적 관계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은 선행 텍스트가 발화되고 난 후

출현하는 ‘되풀이 및 재구성 표지’에 의해서이다.

먼저, 인용 화자가 대화 상대방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전형적인 모방적 메아

리(écho imitatif)(Ducrot, 1984 ; 장인봉, 2019: 88에서 재인용)”로서, 이를 통해 인

용 화자는 자신의 발화 속에서 선행 텍스트 화자의 목소리를 들리게 만든다. ‘되풀

이 표지’는 무엇보다 기존 학교문법에서 다루어 온 직접 인용의 방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따옴표와 ‘라고’를 대표적인 되풀이 표지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즉, 인용 화자는 큰따옴표나 ‘라고’를 통해 자신이 인용하는 발화가 선행 텍스트

화자의 말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같은 방식으로 독자는 인용 화자의

텍스트에서 큰따옴표나 ‘라고’가 사용된 것을 보고, 피인용문에 제시된 발화 내용이

원발화자의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 철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음-” 하고 소리를 내었다.

㈏ 그때 가로수가 ‘쿵’ 하고 쓰러졌다.

㈐ 철수는 곧잘 ‘나무’를 ‘낭구’라고 말한다.

㈑ ‘꽃이 활짝’이라는 말은 하나의 구조를 이룰 수 없다.

㈒ 여기서의 ‘이 사람’이란 철수를 가리킨다.

- 以上은 이필영, (1995: p14, p.185)에서 가져온 사례임(*밑줄은 연구자)

㈓ 남학생들 아무리 탁 때려도 “어머머머!”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남학생 있어요?

㈔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상대방이 안 움직여지면 “쟤 왜 저래? 재 왜 이케 이상

해?”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 “웅범이한테 안, 안부 좀 전해 줘.” 이러면, “세이 헬로우 투 웅법.” 이렇게 말하면 돼.

- 以上은 채숙희(2013: 166)에서 가져온 사례임

위의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발화)를 되풀이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이필영(1995)의 사례에서는 큰따옴표 외에도 작은따옴표가, ‘라고’

외에도 ‘하고’, ‘(이)라는’, ‘(이)란’ 등이 되풀이 표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99) 채숙희(2013)의 사례에서는 ‘이렇게’와 ‘그렇게’가 구어 텍스트에서 선행

발화를 되풀이하는 표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되풀이되는 피인

99) 이필영(1995: 14)에서는 위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면서, 직접 인용이 “원발화자의 생각(관

념)을 인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원발화의 형식을 그대로 옮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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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은 ㈎～㈐에서와 같이 ‘단어’, ㈒에서와 같이 ‘구(句)’, ㈑에서와 같이 ‘문장의 일

부분’일수도 있으며, ㈓에서와 같이 감탄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 될수도 있다. 그리

고 ㈕에서처럼 외국어 문장이 피인용문의 자리에 오는 경우도 있으며, 다음의 사례

에서와 같이 ‘텍스트 전체(문단)’가 피인용문을 구성할수도 있다.

정진석은 그의 논문 ｢‘동아’와 ‘조선’의 언론으로서의 성격과 방향-20년대 전반기 민족지도론의 방

향｣(�한국독립운동사연구� 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에서, 

  일제통치 기간 동안에 발행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민족지였던가, 아닌가 하는 문제

를 한마디로 간단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신문의 논조와 주장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졌

기 때문이다. 동아와 조선은 민족지로 불러도 좋을 정도로 항일적인 제작태도와 이에 걸 맞는 

논조를 보인 때도 분명히 있었다. 조선 민중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민중(또는 민족)의 

표현기관 또는 민족 진영의 구심체로 인식하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지면을 놓

고 보면 민족지로 부를 수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라고 하여, 1930년대 한글신문들을 민족지로 보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 박환(2009: 6-7)(*밑줄은 연구자)

위의 사례는 박환(2009: 6-7)에서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다. 이 논의

에서 필자는 1930년대 한글 신문들이 민족지의 성격을 띠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신과 동일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정진석(1991)의 논의를 텍스트 차원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 사례는 ‘출처 정보의 명시’가 되풀이 표지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또한 주목된다. 인용 화자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자신이 인용한 텍스트가 원텍

스트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특히,이 사례에서

처럼 인용 텍스트가 인용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텍

스트의 화자가 인용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실제로 언급하였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인용 화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인용 화자는 출처 정보를

명시함으로써 자신이 인용한 내용이 원텍스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재구성 표지’는 말 그대로 피인용문이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것

임을 나타낸다. 피인용문이 선행 텍스트의 언어 형식과 동일하거나 그에 가깝게 표

현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되풀이 표지였다면, 재구성 표지는 선행 텍스트에서 언

급된 내용을 인용 화자가 자신이 이해한 방식대로 표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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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말뭉치 사례에서 ‘이른바’, ‘다시 말해’, ‘즉’, ‘다음과 같이’와

같은 표현들은 후행 발화가 인용 화자나 다른 화자에 의해 재구성된 피인용문임을

나타내는 표지들이다.

㈖ 작품대상은 영어로 된 작품으로 지난 1년간 미국에서 개봉된 것에 한한다. 상

은 각 부문의 아카데미 지부에서 전문위원이 5명의 후보를 선정 이것을 이른

바 ‘노미네이션(지명)’이라고 하며 그 후보 명단이 발표되고 본상은 약 3,000명

인 아카데미 전회원의 비밀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현대문어(책: 예술론-연극/영화/방송) 말뭉치 자

료(양병섭(1994), ‘영화, 사랑, 영화예술, 그리고 우리들의 영화 이야기’, ㈜신영

미디어)

㈗ 첫째,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둘째,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에 대해 파악한 다음,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에너지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연구나 시대에 뒤떨어

지지 않는 방송 스타일의 개발 등일 것이다.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현대문어(기타 출판물: 실시, 르뽀) 말뭉치 자료

(신은경(1992), ‘9시 뉴스를 기다리며’, 김영사)

㈘ 피터 싱어의 전략은 대전제가 보편적 도덕이론에 비추어서 정당화될 수 없는

유태-기독교적 특수전통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즉 무고한 인

간존재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현대문어(신문: 생활-과학) 말뭉치 자료(조선일

보사, 1993)

㈙ 존스(Jones)가 주장한 강한 이론(strong theory) 관점에서의 광고 효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광고는 소비자의 지식을 늘려주고, 태도를 변화시키며 설득해서 특정 상표

를 구매하게 한다.

② 광고는 특정 제품의 수요(secondary demand)를 유발하는 원동력이다.

③ 광고는 제품군 전체의 수요(primary demand)를 확대하는 거시적 효과가 있다.

④ 광고는 고유의 심리적 기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조종할 수 있다.

⑤ 가장 성공적인 광고는 공격적인 광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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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비자는 수동적이고 어리석다.

- 이강원 외(2010), 《광고효과와 매체계획》, 커뮤니케이션북스, p.7

모두 특정 대상에 대해 설명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지들이기 때문에 재구성

표지에 선행하는 발화는 인용 화자 자신의 사유나 관념을 포함한 기존 발화이다.

그 기존 발화가 재언급(인용)되는 상황에서 ㈖의 ‘이른바’는 인용 화자의 후행 발화

가 다른 화자에 의해 재구성된 피인용문임을 나타낸다. ‘소위, 소칭’ 등도 ‘이른바’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재구성 표지이다. 또한, ㈗의 ‘다시 말해’와 ㈘의 ‘즉’은 ‘-

ㄴ/는 NP이다’, ‘-다는+NP이다’의 구조와 어울려 후행 발화가 인용 화자에 의해 재

구성된 것임을 나타낸다. 재구성되는 피인용문 역시 단어, 구와 절, 문장의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에서와 같이 문단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각 표지들의 개념을 기술하기 위해

변별적으로 논의하였지만, 사실상 앞서 논의한 되풀이 표지가 재구성 표지와 배타

적 관계에 놓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요컨대, 되풀이 표지로 제시된 ‘라고, 하

고, (이)라는, (이)란, 이렇게, 그렇게’ 등의 언어 형식들은 동일하게 재구성 표지로

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인용의 유형과 그에 따른 인용 표현

을 직접화와 간접화 지향이라는 스펙트럼 속에서 정도성의 문제로 파악하였기 때문

에 비롯되는 결과이다.

[그림 7]에서 제시한 스펙트럼을 상기하면, 되풀이 표지는 선행 텍스트의 언어 형

식과 동일하거나 그에 가깝게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화 지향의 타자 지향적

표현(스펙트럼의 좌측 위치)으로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되풀

이된 피인용문이 선행 텍스트의 언어 형식에서 멀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과 온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혹은 선행 텍스트의 언어 형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

가 있지만 그것과 온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즉 스펙트럼의 중간 지대에서도

얼마든지 되풀이 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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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론� 10권 1호 (2008, 봄철), 169-176

�형태론� 9권 1호의 기고에 대한 논평(1)

시정곤

  송재목의 ｢증거성과 주어제약의 유형론｣은 한국어와 몽골어, 티벳어에 보이는 증거성(evidentiality)과 

관련된 문법표지들을 ‘직접지식’, ‘간접지식’, ‘보고’의 표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주어제약현

상을 관찰한 것이다. 

  ➊유형론적 접근인 만큼,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에 나타나는 증거 표식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가 매우 

돋보이는 논문이라고 하겠다.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로, -더-, -네(직접지식), -겠-(간접지식), -대(보고)에 대

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이들의 주어제약성을 증거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논지는 설득력 있게 다가온

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몽골어, 티벳어를 비교 고찰한 부분도 매우 체계 있게 와 닿는다. 문법범주를 

중심으로 하는 유형론이 음운대응에 비해 관심을 적게 받은 것이 사실인바, 이 논문을 통해 좀더 다각도

의 유형론적 접근이 가능해지리라 기대해 본다.

  다만, ➋증거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낯선 상황에서 개념 설정 및 ➌증거성의 분류 체계에 대한 구체적

인 검토 없이 이를 곧바로 원용하고 논지를 전개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➋왜 국어 문

법에서 증거성 개념이 필요한지, 왜 증거성이 그렇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좀더 체계적으로 접근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이웃 언어들과의 유사 비교가 이루어졌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다. 유형론적 비교 결과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그보다는 이러한 개념이 국어 문법에 얼마나 타

당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주 1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언어 간의 친근관계를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언어 보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➍왜 증거성과 관련한 문법범주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지, 그리고 왜 한국어와 몽골어, 티벳어가 그 비교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가 좀더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에서 세 언어의 증거성 관련 표지들의 특성만으로 볼 때 한국어는 유형론적으로 몽

골어보다는 티벳어에 가깝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➎이 논문이 언어 간의 친근관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문의 목적과 목표가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그것을 위해 

세 언어의 비교 연구가 왜 최상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으면 한다.  

�형태론� 10권 2호 (2008, 가을철), 409-419

�형태론� 기고의 논평에 대한 해명과 질의응답

�형태론� 기고의 논평에 대한 해명  

  1. ｢증거성(e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한국어, 몽골어, 티벳어를 예로 들어｣(�형태론� 9.1)의 

    논평(시정곤)에 대하여

  논평자는 필자의 논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하고 있는 듯하다. 논평의 첫머

리에서 졸고를 ➊‘한국어, 몽골어, 티벳어에 나타나는 증거 표지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가 매우 돋보이는 

논문’이라고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 감사하는 바이다. 그러나 논평의 대부분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지적

하고 있다. 첫째는 ➋‘증거성’이라는 생소한 개념 설정이 과연 한국어에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둘

째는 ✪한국어와 몽골어, 티벳어를 선택한 것은 결국 유형론적인 연구가 아니고 이들 언어의 ‘(계통론적) 

친근관계’를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논평자의 지적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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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텍스트는 송재목(2007), ‘증거성(eividentiality)과 주어제약의 유형론-한국어,

몽골어, 티벳어를 예로 들어’에 대한 시정곤(2008)의 논평과 그에 대한 송재목(2008)

의 해명이다. 송재목(2008)의 ①～⑤는 시정곤(2008)의 ①～⑤를 인용한 것인데, 각

각의 문장들을 대응시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정곤(2008)①: 유형론적 접근인 만큼,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에 나타나는 증거

표식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가 매우 돋보이는 논문이라고 하겠다.

송재목(2008)①: ‘한국어, 몽골어, 티벳어에 나타나는 증거 표지에 대한 상호 비교

연구가 매우 돋보이는 논문’이라고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

  첫 번째, ➋‘증거성이라는 생소한 개념 설정이 한국어에 필요한가’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이다. …(중

략)…

  ‘증거성의 개념설정’에 대해서 필자는 졸고의 머리말(pp.1-2)에서 ✿‘증거성이란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

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원천(information-source)을 나타내는 문법표지’라는 학계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논지를 이끌어갔다. ➌논평자가 지적한 ‘증거성의 분류체계에 대

한 구체적인 검토’는 그 자체가 적어도 한 편의 논문이나 단행본 책이 될 성질의 문제로 간단하게 논문

의 일부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증거성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각주 2

에 든 참고문헌들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➌‘증거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곧바로 원용하고 

논지를 전개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라는 논평자의 지적에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중략)…

  다음은 ‘친근관계’와 관련된 논평자의 두 번째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➍‘왜 증거성과 관련된 문법범주

가 (언어보편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라는 논평자의 지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증거성’이 생소한 개념이라 언어보편적인 특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의 지적이라면, 앞

에서도 밝혔듯이 증거성은 이미 수백 개의 언어에서 검증된 언어보편적인 문법범주의 하나이며 이미 한

국어에서도 증거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논평자에게 되묻고 싶다. 왜 증거성이 연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중략)…

  ✿‘증거성표지의 성격에 있어서 한국어는 몽골어보다는 티벳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필자의 관찰

이 논평자에게는 어떻게 ➎‘이 논문이 친근관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

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할 뿐이다. ‘중국어의 어순이 한국어보다는 영어에 가깝다’는 주장이 ‘중국어와 영

어의 (계통론적) 친근관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새삼스럽게 유형론과 

역사비교언어학의 차이에 대해 여기서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략)…

  졸고에서 필자가 시도한 것은 유형론 중에서도 ‘지역유형론(areal typology)’의 접근방법이었다. 유형론

은 어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대상언어를 선정해서 이들 언어에서의 문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언어

일반적인 특성이나 변수, 분포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유형론에서는 친근관계와 상관없이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간에 관찰되는 유형론적인 특성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역사비교언어학적 

접근 방법에서의 한국어와 주변 언어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계통론적 친근 관계의 연구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해서 주변 언어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

서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한국어와 이들 언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이들 언어들

과의 비교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지역유형론적 연구 방법은 한국어와 주변 언어들에 

대한 비교 연구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필자, 송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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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목(2008)의 ①은 간접 인용구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라고’ 앞의 피인

용문은 시정곤(2008)의 ①에서 언급된 내용과 동일하다. 시정곤(2008)에서 ‘표식’으

로 언급한 것이 송재목(2008)에서 ‘표지’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인용 화자는 작은따

옴표를 사용하여 피인용문이 선행 텍스트의 발화를 그대로 가져왔음을 드러내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정곤(2008)②: 증거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낯선 상황에서 개념 설정

시정곤(2008)②: 왜 국어 문법에서 증거성 개념이 필요한지, 왜 증거성이 그렇게

분류되어야 하는지

송재목(2008)②: ‘증거성’이라는 생소한 개념 설정이 과연 한국어에서 필요한 것인

가 하는 것이고,

송재목(2008)의 ②는 시정곤(2008)의 두 문장을 통합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개념

이 매우 낮선 상황에서 개념 설정”이 “생소한 개념 설정”으로 환언되었으며, “왜 필

요한지”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 환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하

는’을 ‘하고’의 활용 형태라고 보면, 이 두 언어 형식은 되풀이 표지이지만 이 사례

에서처럼 재구성 표지로도 사용될 수 있다.

송재목(2008)✪: 한국어와 몽골어, 티벳어를 선택한 것은 결국 유형론적인 연구가

아니고 이들 언어의 ‘(계통론적) 친근관계’를 밝히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송재목(2008)의 ③～⑤는 시정곤(2008)의 ③～⑤를 작은따옴표를 사용

하여 그대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①의 사례와 동일하다. 주목되는

것은 송재목(2008)의 위의 문장이다. 이 문장은 피인용문이 ‘-ㄴ가’와 같은 의문형

종결어미로 표현되었고, 작은따옴표와 ‘하는’이 사용되어 마치 시정곤(2008)에서 언

급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시정곤(2008)의 ✱, ④, ⑤

등을 재구성한 문장이라는 점에서 되풀이 표지들이 피인용문의 재구성 과정에도 동

원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송재목(2008)✿: ‘증거성이란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원천(information-source)을 나타내는 문법표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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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목(2008)✿: ‘증거성표지의 성격에 있어서 한국어는 몽골어보다는 티벳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필자의 관찰

또한, 위의 사례는 작은따옴표가 ‘라는’와 함께 쓰여 피인용문이 되풀이(직접 인

용)된 형식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과 ‘-다는’이 작은따옴표와 함께 쓰여 직 간접

인용의 중간적 형식, 다시 말해, 되풀이에 가까운 재구성의 형식을 나타낸다는 사실

을 보여 준다. 보통 ‘-다는’과 ‘-다고’는 아래의 사례에서와 같이 선행 발화를 재구

성하는 표지로 기능하지만, 위의 사례에서처럼 되풀이에 가까운 형식에도 동원될

수 있는 것이다.

송재목(2008)❖: 역사비교언어학적 접근 방법에서의 한국어와 주변 언어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송재목(2008)❖: 계통론적 친근 관계의 연구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해서

위의 사례는 인용 화자가 자신의 기존 발화를 재구성하여 언급하는 상황에서 ‘-

다고’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역사비교언어학적 접근 방법에서의 한국어와

주변 언어들에 대한 비교 연구”가 “계통론적 친근 관계의 연구”로 재구성되었으며,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로 재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와 같은 사례들은 되풀이 표지가 인용 화자에 의해 재

구성 표지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며, 따라서 이들 표지가 서로 배타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관점 표지’이다. 장인봉(2019)에서는 ‘관점 표지’를 자

유간접화법에서 ‘발화적 이질성’을 드러내는 언어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다음의 사례

를 제시하고 있다.

Mais à peine eut-il signé ce billet, qu'une idée audacieuse lui surgit: c' était

d' emprunter mille francs à M. Lheureux. Donc, il demanda, d' un air

embarrassé, s'il n'y avait pas moyen de les avoir, ajoutant que ce serait pour un

an et au taux que l'on voudrait. (Madame Bovary, Ⅱ, 14)

그러나 어음에 서명을 하고 나자, 곧 대담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뢰르

씨한테 일천 프랑을 꾸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말을 꺼내기 거북해하면서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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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금액을 좀 변통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고 기한은 일년이고 이자는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덧붙였다. - 장인봉(2019: 92)

위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표시된 부분은 인물의 내적 담화가 서술자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인데, 이때 Donc가 관점의 이동을 알리는 표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장인

봉(2019)의 설명이다. 소설에서 서술자가 주인공의 사유나 감정을 기술하는 방식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인용 표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안경화(1995: 67-69)(*밑줄은 연구자)

이에 따라 인용구문의 유형은 직접 인용구문, 준직접 인용구문, 준간접 인용구문, 간접 인용구문의 네 

가지로 나뉜다. 준직접 인용구문의 다른 특징은 직접 인용구문과 같으나 화시적 표현이 간접화된 유형이

다.

  준간접 인용구문의 다른 특징은 간접 인용구문과 같으나 화시적 표현이 역간접화된 유형이다. 준직접 

인용구문의 술어로 심리 동사류가 쓰인다. 준간접 인용구문의 술어로 화행 동사류만 쓰인다. 화시 구조

에서 시점의 간접화 양상에 따른 인용구문의 유형은 표 4.2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인용구문과 구별되는 준간접 인용구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안경화(1995: 67-69)에서는 인지동사가 쓰인 구문 가운데 다른 특징은 직접인용구문과 같으나 화시적 

표현이 간접인용과 같이 쓰인 구문이 한국어에도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준직접인용구문’이라 명명한 바 

있다.

↑채숙희(2013: 42)(*밑줄은 연구자)

위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채숙희(2013: 42)는 ‘준직접인용구

문’의 개념과 명칭을 언급한 안경화(1995: 67-69)를 인용하면서, 피인용문의 상위문

동사로 ‘보다’와 같은 인지 및 사유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보다’를 비롯하여 ‘판단

하다, 알다, 믿다, 느끼다’ 등의 동사들은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주어 혹은 주체의

내적인 사유나 인식, 지각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철수는 비가 온다고 판단했다. (이필영, 1995: 53)

그런데 이때 ‘비가 온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장의 주어인 ‘철수’이다. 그러나 철수

가 그러한 판단을 한다는 사실을 서술하는 것은 철수의 사유나 인식을 인용하여 표

현한 인용 화자이다. 다시 말해, 인용 화자가 철수의 관점에서 그의 사유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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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앞서 채숙희(2013: 42)도 안경화(1995: 67-69)의 관점

에서 그의 사유나 인식을 서술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인용 화자가

원발화자의 관점을 취했기 때문이다. 인용구문에서 이러한 관점의 이동은 3인칭 주

어와 인지 및 사유 동사의 선택을 통해 드러난다. 다만, 1인칭 주어가 선택되었을

때에는 인용 화자 자신의 내적 사유나 인식, 지각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때는 관점

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3인칭 주어와 인지 및 사유 동사의

선택이 함께 이루어질 때 관점의 이동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들이 관점 표지로 작

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러한 관점 표지의 선택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인용 화자가 원발화자의 내적 사유와 인식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은 원발화자의 관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소설

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관점에서 그의 내적 사유와 인식을 서술할 수 있는 것과 마

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관점 표지의 선택은 인용 화자가 원발화자의 내적 사유와

인식을 해석해 내는 맥락에서 사실상 원발화자의 사고에 충실한 해석을 드러낸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3인칭 주어와 인지 및 사유 동사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

서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다. 그렇다면 관점 표지는 직접화와 간접화의 스펙트럼 속

에서 직접화 지향의 타자 지향적 표현으로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7]의 스펙트럼 속에서 인용 표현을 구성하는 문법

적 표지들의 선택 양상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거듭 강조하는 바는 되풀

이, 재구성, 관점 표지가 배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펙트럼

의 어느 지점에서도 각각의 표지들이 선택되어 나타날 수는 있으나, 특정 지점에서

우세하게 선택되는 경우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방] 직접 인용의 발화 형식 - 직‧간접 인용의 발화 형식 - 간접 인용의 발화 형식 - 자기 표현 [창의]

⬅⬅ 직접화 지향(타자 지향적 표현)                       간접화 지향(자아 지향적 표현) ➡➡
      타인의 목소리 우세                                      화자 자신의 목소리 우세

되풀이 표지
재구성 표지

되풀이에 

가까움

재구성-

되풀이 표지

되풀이-

재구성 표지

재구성에 

가까움

[그림 8] 인용 표현과 문법적 표지 

개성적 

표현(문체)
관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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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적 사용’ 능력의 형성과 목소리 내기

이제까지 논의한바, 인용이 선행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담화 텍

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서,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해석

적으로 사용한 결과를 표현한 것이라면, 인용 표현 교육의 도달점은 ‘해석적 사용

능력을 통한 주체적 목소리의 형성’에 있어야 한다. 발화의 이질언어성과 인용의 관

계에 따라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차용’과 ‘전유’로 차원을 달리하여 논의할 때([그

림 3] 참조), 그렇다면 차용 단계에서는 ‘능동적인 겹목소리 내기’를, 전유 단계에서

는 ‘응답 가능성을 지닌 필자 고유의 목소리 내기’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

을 것이다.

(1) 능동적 겹목소리 내기:

‘모방적 메아리’-‘환언적 되풀이’-‘해석적 재구성’

해석적 사용 주체로서의 인용 화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를 능

동적인 겹목소리 차원에서 구성할 줄 알아야 한다. 직접화 지향의 타자 지향적 표

현에서는 원발화가 되풀이되거나 그에 가까운 언어 형식이 선택되는데, 그 결과로

인용 화자의 목소리는 ‘모방적 메아리’의 형식을 띠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때의 모

방적 메아리가 원발화에 종속되어 그것을 수동적으로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즉, 원발화가 되풀이되는 것은 인용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 안에서 원발화자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들리기를 바라는 맥락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 역시 능동적인

겹목소리 내기의 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원발화가 되풀이되더라도 그 언어 형식이 원발화로부터 거리

가 있는 것(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때 인

용 화자의 목소리는 모방적 메아리가 아닌 ‘환언적 되풀이’의 형식을 띠게 된다. [그

림 8]의 스펙트럼에서 좌측에 가까운 것이 모방적 메아리라면 상대적으로 환언적

되풀이는 우측의 간접화 지향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더 나

아가면, 우측 간접화 지향의 극점에 가까운 곳에서는 원발화의 내용을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해석적으로 재구성한 결과에 의해 능동적 겹목소리가 생산될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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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인용 화자의 능동적 겹목소리 내기는 원발화를 그대로 가져와 모방적 메

아리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원발화를 환언하여 되풀

이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원발화에서 언급된 여러 내용을 통합하여 해석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용 화자의 말은

바흐친의 지적대로 원발화자를 비롯한 타자의 말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인용 화자는 타자의 말에 능동적으로 저항하며 그의 의도를 논박하기도 하고,

같은 맥락에서 그의 말에 능동적으로 투항하며 그의 의도에 공감하기도 하는 해석

적 사용 주체이기 때문이다(Morson & Emerson, 1990/2006: 274).

(2) 응답 가능성을 지닌 필자 고유의 목소리 내기:

‘대화적 상상력’과 ‘저자성’의 획득

목소리의 전유는 인용 화자가 주체적인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한

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고유의 목소리가 ‘응답 가능성(answerability)’을 지닌 것이

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인용 화자의 목소리는 또 다른 인용 화자의 응답적 이해

를 향해 열려 있는 것으로서, 제3의 화자들에 의해 언제든지 새롭게 해석될 수 있

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인용 화자는 이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응

답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선행 텍스트와 대화적 관계 속에서 “자기 자

신의 발화를 되짚어 봄과 동시에 자신의 발화를 전달받게 될 청자의 응답을 또한

예견하고 그 응답에 맞춰 발화를 구성(신동룡, 2005: 92)”하는 ‘대화적 상상력(The

dilogic Imagination)'을 갖춰야 한다.100)

따라서 인용 표현 교육은 단순히 선행 텍스트(기존 발화)를 정확하게 옮기는 법,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옮기는 법을 가르치는 데에서 나아가 인용 화자로 하여금 자

신의 관점에서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주도적인 목소

리로 그것을 끌어들여 평가하는 맥락 속에 두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인용 화자를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는 보고자(reporter)로서가 아

니라, 주어진 발화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해석해 내고, 이를 통해 타자의 언어를 자

기화하는 주체(저자)로서 조망하는 일이 또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00) 대화적 상상력은 인용 화자를 ‘청자로서의 화자’로 조망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에 대해

서는 Ⅱ-2.1.(2)에서 이미 상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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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론: 인용 표현 교육의 지향점

이 절에서는 인용의 보고 담화적 속성과 의사소통 행위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용의 개념을 선행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담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

의 내용을 해석적으로 사용한 결과를 표현한 것을 또한 인용 표현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인용 표현이 직접화 지향의 타자 지향적 표현, 그리고 간접화 지향의 자아

지향적 표현의 스펙트럼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용 표현

의 국면에서 주어진 발화를 누구의 목소리로 전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

는 사실에 주목하여 인용 화자에 의한 목소리 내기의 양상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

고, 직접화를 지향하는 타자 지향적 표현에는 인용 화자가 자기 발화와 타인 발화

를 타인의 목소리로 내는 경우가 속하는 것으로, 간접화를 지향하는 자아 지향적

표현에는 인용 화자가 자기 발화와 타인 발화를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내는 경우가

속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용 표현의 과정에서 되풀이, 재구성,

관점 표지들이 정도성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인용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용 화자의 목소리에 주목한 것은 궁

극적으로 인용 표현 교육이 주체적인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내는 해석적 사용 주체

로서의 인용 화자를 길러내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용절의 구조와 유형에

대한 학습이 통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면, 담화

텍스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의 핵심은 바로 대화적 상

상력을 갖춘 해석적 사용 주체의 형성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

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주세형(2010)에서 제시한 아래의 핵심 능력은 해석적 사용

주체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역량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첫째, 관점 파악하고 드러내기

둘째,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셋째, 사실과 의견을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담화텍스트의 특성 인식하기

넷째, 글쓰기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윤리 정립하기

다섯째, 국어과 교육 전체에서, 더 나아가서 ‘관점’, ‘의견’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능력임을 알기

<표 12> 인용 교육 관련 국어과 핵심 능력의 추출(주세형, 2010: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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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을 위한 교육 내용 선정

인용 표현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

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장에서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이해와 적용 측면, 인용 표현

의 구성과 목소리 내기의 측면으로 나누어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 실제 텍스트

에서 인용 화자가 인용 표현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양상을 분석하여 이를 교육 내

용 요소화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로서 의의가 있는 것

이다.

1. 교육 내용 선정의 고려 요인과 선정 기준

1.1. 내용 요소의 위계화: 학습자 수준 진단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

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는 일이다. 학습자가 ‘인용’을 무엇이

라고 알고 있는지, 또한 학교문법에서 배우는 ‘인용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학교문법에서 다루지 않는 인용과 관련된 문법적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수준을 진단하여야 이 연구에서 새롭게 구안하게

될 인용 표현 교육의 내용 요소를 위계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101)

이 연구에서는 ‘이해’와 ‘표현’ 측면에 해당하는 각기 다른 활동 과제를 부여함으

로써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해’ 활동은 인용의 개념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학교문법에서 다루는 인용구문의 형식과 통사 구조에 대한 개념

적 이해 양상을 진단하는 과제와 그러한 이해가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텍스

트, 다시 말해 교육을 위해 특별하게 가공되지 않은 실제 텍스트 혹은 문장 단위

101)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습자의 ‘개념화 과정’에 기반하여 문법 교육 탐구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는 관점에 근거한다. 오현아(2016, 2017), 오현아 외(2018) 등에서 이와 동일한 접근 방

식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 ‘개념화(conceptualization)’, ‘초점 조절(focal adjustment)’ 등의 용어를 도입해 언

어 사용 주체의 개념화 과정을 바탕으로 문법 교육 내용의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오현아,

2019: 208-209)”하는 것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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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과제로 나누

었다.102) 또한 ‘표현’ 측면은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실제 텍스트를 어떻게 인용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인용 표현을 구성함으로써 목소리를 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구안하였다.

이러한 의도에 따라 학습자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내용 요소의 위계화는 ‘이해’

활동의 경우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이해와 적용 측면’으로 구조화하였으며, ‘표

현’ 활동은 ‘인용 표현의 구성과 목소리 내기의 측면’으로 구조화하였다. 세부 내용

은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항목을 통해 상론한다.

(1)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이해와 적용 측면

먼저,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이해’ 측면을 진단하기 위해 ‘인용의 개념 정의’,

‘시점의 전이’, ‘인용절의 판단’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용의 개념 정의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용의 개념(의미)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인용’과 관련된 언어

형식(형태소)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 경우 함께 적을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 시점

의 전이 과제에서는 다음의 네 개 문장을 제시하여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간

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 보도록 하였다.

(1)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2) 나는 어제 선생님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냐고 여쭈었었다.

(3) 진희는 나에게 자기가 그날 우리 집에 왔었다고 했다.

(4)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그는 “너는 왜 나 같은 애를 좋아햐냐?”라고 말했다.

102) 요컨대, 이 연구에서 각 활동 과제의 성격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이해’와 ‘적용’, ‘표현’

이라는 말은 학습자의 인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이해 및 적용, 표현 활동에 대응

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는 각각의 활동

과제가 이제까지 학교문법(혹은 규범 문법)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

여, 시점의 이동, 인용절의 판단과 같이 학교문법에서 학습 활동으로 다루었던 내용인 경우

는 ‘이해’로, ‘인용절’의 차원을 넘어 인용과 인용으로 보기 어려운 경계 사례를 다룬 경우

는 ‘적용’ 과제로 연구자가 분류하여 판단한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언급을 해 두는 이유는

이 연구에서 설계한 활동 과제들이 학습자의 인지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개념화

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완벽하게 구조화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습자 개념화 과정을 천착하기 위한 과제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

고 구조화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 설계를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앞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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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직접 인용구문에 청자에게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으)마’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간접 인용구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표현

된 발화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이나, 아버지의 발화 내용을 최대한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문장을 바꾼

다면 규범적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간접 인용구문을 생산해 낼 수 있다.

(1)′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마고 말씀하셨다.

다만, ‘-(으)마’와 같은 종결어미 형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학습자 집단의 경우 해당 종결어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

는 것이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았다.

다음으로, (2)는 ‘어제’, ‘오늘’과 같은 시간 부사103)를 포함한 간접 인용구문으로

서, 이를 직접 인용구문으로 바꿀 경우 간접 인용절에 나타난 시점을 해당 발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 전이하여야 한다. 또한 문장의 주어인 ‘나’와 청자인 ‘선생님’의

관계를 고려하여 (2)′와 같은 형식의 직접 인용구문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3) 역시 간접 인용구문을 직접 인용구문으로 바꾸어야 하는 과제이다. 이

경우는 간접 인용절에 나타난 ‘자기’, ‘우리 집’, ‘왔었다’와 같은 표현을 발화자 중심

으로 수정하여 (3)′와 같은 직접 인용구문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104)

마지막으로 (4)는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 한

문장 안에서 시점을 두 번 바꾸어야 하는 과제를 준 경우이다. 이 역시 (4)′와 같

은 정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103) 문숙영(2009)에서는 ‘어제, 그제, 오늘, 내일’ 등의 부사를 발화시에 따라 지시 시간이 달

라지는 화시적 시간 부사로 분류한 바 있다. ‘어제, 그제, 오늘, 내일’ 등과 같은 어휘를 시

간 부사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민현식(1990ㄱ, ㄴ)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민현식

(1990ㄱ)에서는 종래의 시상 논의가 선어말어미에 관한 것만을 주로 다루어 왔음을 비판적

으로 인식하고, 용언의 시상 기능을 돕는 시간 부사와 같은 어휘적 수단도 시상 논의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민현식(1990ㄱ, ㄴ, 1999)에서는 시간 부사를 시

상 기능에 따라 시제 관련 시간 부사, 상 관련 시간 부사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기본 시

제 시간 부사, 부차 시제 시간 부사로, 후자를 문법상의 시간 부사와 어휘상의 시간 부사로

체계화하였다.

104) 다만, ‘그날’과 같은 시간 부사는 “발화시가 아닌 상황시 기준의 조응적 부사(문숙영,

2009: 332)”이므로 (2)에서 ‘오늘’이 ‘내일’로 바뀐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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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는 어제 선생님께 “제가 내일 어디로 가야 하죠?”라고 여쭈었었다.

(3)′진희는 나에게 “내가 그날 너희 집에 갔었어.”라고 했다.

(4)′내가 “난 네가 좋아.”라고 말하니까 그는 나에게 왜 자기 같은 사람을 좋아

하냐고 말했다.

이처럼 여러 문장을 통해 시점을 전이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고자 했던

것은 학습자가 어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지를 살핌으로써 그 양상을 분석하려고

했던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었으나,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점의 전이 능

력을 갖추는 것이 통사 차원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신의 관점으로 수용하고 이

를 문장으로 언어화하여 표현해야 하는 국면에서도 이것이 도구적 차원일지라도 다

소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105)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이해’ 측면을 진단하기 위한 세 번째 과제인 ‘인용절의

판단’은 다음의 여섯 문장을 해결 과제로 제시한 후 각 문장이 명사절, 관형절, 부

사절, 서술절, 인용절 중의 어떤 절로 판단되는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1) 소영이는 내일 여행 간다고 자랑했다.

(2) 희진이는 호영이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3) 우리는 급히 부대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4)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우리 집 가훈이다.

(5) 나는 하루가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을 느꼈다.

(6) 진호는 수영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1), (2)는 ‘다고, 이라고’와 같이 학습자가 인용절에 결합하는 언어 형태에만 초점

105) 물론, 현재와 같은 드릴(drill) 수준의 활동 과제가 실제 표현의 국면에 영향을 미치게 하

기까지는 여러 중간 단계의 또 다른 차원의 활동 과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이필영(1995)의 지적대로, 간접 인용절에서의 시점의 전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

닌 수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면 인용 화자의 관점으로 시점을 전이시키는 활동 과제가

실제 표현 국면에 그 자체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여기

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용의 대상이 되는 발화를 문장으로 옮겨 적을 때에 원발화자

혹은 인용 화자의 관점, 혹은 발화시와 상황시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

거나 이를 어렵게 느끼는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활동 과제가 인용의 대상이 되는 발화를

자기화하여 표현하는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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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출 경우 이를 인용절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우이다. 이에 더하여 (1)

은 간접 인용절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경우는 이를 부사

절로 판단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으며, (2)는 ‘호영이가 자기를 도와줄 것’에만

주목할 경우 이를 명사절 혹은 관형절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2)

는 학습자가 타인의 생각을 나타낸 문장도 인용절로 판단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자 하는 의도에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3), (5), (6)은 인용절과 관형절 모두를 포함한 경우로, 이를 통해 학습자가

어떤 부분에 주목하여 절 판단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4)

는 작은따옴표에만 주목할 경우 인용절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이 전체 문

장에서 주어로 기능하는 것에 주목할 경우 명사절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

우이다.

이처럼 학습자에게 제시한 여섯 개의 문장은, 물론, (1)처럼 학교문법에서 인용절

의 사례로 제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각 어떤 부분에 주

목하느냐에 따라 절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경우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 수행의 결과를 통해 인용절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

하게 작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106)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적용’ 측면에 해당하는 과제들이

다. ‘인용의 사례 판단’,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확인’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인용의 사례 판단’에서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장들을 제시하

고, 해당 문장을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였다. 제

시된 문장은 다음의 다섯 개이다.

(1) 푯말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2)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라고 철호가 슬쩍 자리를 비켜 주었다.

(3)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정선이가 약을 먹었다.

(4)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5) 서울과 멀리 떨어진 시골이라고 약국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섯 개의 문장 모두 인용절에 결합하는 ‘(이)라고, -고’를 포함하고 있어 언어 형

106) 이와 관련하여, 모든 문장을 ‘소영이는 내일 여행간다고 자랑했다.’와 같이 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밑줄을 친 상태로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개입이 학습자가 특정 부분에 주

목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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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만 주목할 경우 이들 모두를 인용의 사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1)과 (4)를 통해서는 학습자가 큰따옴표, 작은따옴표와 같은 형식에 얼마나

이끌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나머지 (2), (3), (5)를 통해서는 학습자가 ‘(이)

라고, -고’의 의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여기서 한 가

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사실상 이 과제에서 제시한 여섯 개의 문장은 모두

어떤 상황 맥락을 전제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들이라는

점이다. 단적으로 (2), (3)의 경우 각각 철호와 정선이가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

해.”, “나 머리가 너무 아파.”라는 식의 발화를 했다는 상황 맥락이 주어지면 이들은

분명하게 인용의 사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인용절의 판단 과제와는 다르

게, 실생활에서는 이처럼 어떤 발화가 인용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있어

상황 맥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탈맥락적

상황에서의 발화들을 제시한 것은 이 과제에서도 인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107)

마지막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확인’ 과제에서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신문 텍스트,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텍스트, 특정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고 있는 칼럼의 세 가지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 텍스트에서 인용된 부

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들을 ‘인용 표현’으로 개

념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문 텍스트의 경우는 ‘-다고’,

‘-다는’과 같은 인용 관련 구문, ‘알려져 있다’와 같이 전해 들은 내용임을 나타내는

동사, ‘-기로 하-’와 같이 전해 들은 내용임이 유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문 등의

형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명 텍스트의 경우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와 같이 해

당 문단 전체가 들은 내용임을 드러내는 표현과 ‘-다면서’, ‘-다는’과 같은 인용 관

련 구문이, 칼럼의 경우는 옛말 인용, 작은따옴표의 사용을 통한 인용, ‘거랬다’와

같은 구어성 인용 표현, ‘-다고’, ‘-다지만’, ‘이라는’과 같은 인용 관련 구문, ‘-해야

되나?’와 같은 직접 발화의 형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108)

107) 다른 한편으로는, 실생활의 사례들이라고 해서 모두 상황 맥락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

는것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는 발화는 최초의 발화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어떤 상황 맥락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탈맥락적 상황에서 인용의 사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과제

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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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표현의 구성과 목소리 내기의 측면

이 국면에서는 학습자에게 선거권 하향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인

용하여 한 편의 짧은 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읽기 자료는 ‘선거

권의 개념과 연령 변화’를 주제로 한 글, 선거권 하향에 찬성하는 글, 이에 반대하

는 글, 그리고 이 두 측의 쟁점을 정리한 글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찬성 측

의 글은 명사형으로 문장이 종결되는 개조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인데, 이 경

우를 특별하게 선택했던 이유는 이러한 비종결 형식의 문장을 인용하는 과정에 학

습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개입시키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

컨대, 학습자가 명사형으로 종결된 문장의 형식을 온전한 문장의 형태로 채워 넣어

인용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선택된 어미 형식들에 학습자의 목소리가 개입될 가능

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네 개의 읽기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쓰되, 첫 번째 경우는 선

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찬반)을 주장하는 글을 쓰도록 하였고, 두 번째

경우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글을 쓰도록 하였다. 이

는 인용 표현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과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르게 구성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장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글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는, 이 연구에서 뒤크로의 논의로부터 도출해 낸 능동적 겹목소리 내기의 구체적

양상인 ‘모방적 메아리’, ‘환언적 되풀이’, ‘해석적 재구성’109)의 측면을 기준으로 삼

았다.

108) 각 텍스트의 원문 내용은 [부록 1] 참조.

109) 자세한 논의는 Ⅱ-2.2,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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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내용 요소의 계열화: 문법적 표지와 의미 해석의 범주 확장

(1) 인용의 문법적 표지 구성과 목소리의 차용 방식 분석

인용 표현 교육 내용 선정의 두 번째 준거는 실제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현상이

다. 즉, 담화 공동체 내 일반 언어 사용 주체의 ‘인용’ 실현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실제성을 확보하고, 그 내용 요소의 범주를 확장하는 일이 또한 수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하는 일이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면, 일반 언어 사용 주체의 인용 실현 방식을 구체화하는

일은 학습자를 인용 표현 교육에서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시키기 위해 비계

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용 화자가 어떠한 언어 형식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지에 주목하

는바, 실제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현상의 분석은 일반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

트의 재맥락화’라는 응답적 이해의 상황에서 필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차용하는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인용의 문법적 표지들이 동원되는지를 밝히는 일로 구체화된

다. 따라서 되풀이 표지, 재구성 표지, 관점 표지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차용되는 방

식을 분석하되, 그 분석의 수준과 범위는 앞서 활동 과제를 통해 진단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한정한다.

(2) 목소리에 수반되는 인용 화자의 태도 해석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에 나타난 이질언어적 발화들을 대상으로 인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어떤 목소리(voice) 혹은 관점

(viewpoint)을 선택하여 이슈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Daniel E, C., 2001: 4).

그리고 그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용 발화에 대한 인용 화자의

태도이다. 따라서 화자가 인용의 과정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차용하는 일은 결국

인용 발화에 대한 화자 자신의 태도를 표명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110)

110) 인용이 인용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는 논의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적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Sams, J.(2007/2010)에서도 인용이 실제로 말한 것을 정확하게 모방하는 것

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실제로 한 말, 그뿐 아니라 그가 말한 방법과 양상들에 대해 현재

화자가 느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St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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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인용을 통해 드러나는 인용 화자의 태도는 어떻게 범주화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담화적 관점에서 보고 언어(Language on reports)의 특징을 논의

한 Thompson, G(1996: 521-523)에서는 우선, 화자가 인용 발화에 대한 자신의 태

도를 명백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전자

의 경우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드러낼 경우, 화자는 인용 발화의 진실성 또

는 타당성에 대해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또는 중립(neutral)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111) 자신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화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평가적 공간(evaluative space)’을 마련하여 인용 발화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화자의 자신은 발화를

그저 객관적으로 전달할 뿐임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G.

Thompson(1996)의 논의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9]과 같다.

            [분명한 태도 표명] ⇨ [인용 발화의 진실성/      [긍정적인 태도 표명]

                                   혹은 타당성]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표명]

[인용 화자]                                                 [부정적인 태도 표명]

             [태도를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음] ⇨ [평가적 공간] 마련 

                                                ⇨ [판단 보류/위임] ⇨ [객관성 표출]

[그림 9] G. Thompson(1996)에서 다룬 ‘인용 화자의 태도’ 관련 논의의 도식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용 화자의 태도는 화자가

어떤 상황 혹은 목적(field)에서 누구를 청자로 하여(tenor), 어떤 유형의 글(mode)

을 통해 인용 발화를 언급하는가와 같은 또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인용 화자의 태도를

명세화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Spronck(2012)에서는 Aikhenvald(2004)의 논의에 의거하여 각 언어권별 인용구문에 나타나

는 인용 화자의 태도를 양태와 증거성 표지를 중심으로 유형론적 측면에서 분석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11) 다만, Thompson, G(1996)에서는 인용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에 대해 묻는 질문이 반드시

인용 발화의 진실성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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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Thompson, G(1996)을 비롯한 여러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인용 화자의 태도를 해석하되, 인용을 ‘전달 증거성 전략

(evidentiality strategy)’의 하나로 본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의 논의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112) 인용 화자의 태도를 논의하고 있는 여러 연구들 중에서도 특

히 증거성의 문법 범주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에 주

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거성이 정보의 근원(출처)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라면 한국어에는 인용구

문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는 기본적으로 인용을 증거성 ‘전략’의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언어화되는지에 관심을 가진 논의라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와 맞닿아 있다고 보았다. 셋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

만,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에서는 화자가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에 대

한 화자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증거성의 보고 표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고 보고, 각 언어마다 이에 해당하는 표지들을 찾아내어 분석하고 있다. 그뿐 아니

라, 각각의 표지들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구체화하고 있어 본 연구에

참조가 된다고 보았다.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는 500개가 넘는 언어를 조사

하여 이 중 약 1/4에 속하는 언어만이 그들 언어 체계 내에서 증거성을 독자적인

문법 범주로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언어들이 정보의 출처를

어떠한 방식으로 언어화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체계화한 유형론적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밝혀낸 보고 표지의 의미 함축은 인용 화자의

태도를 범주화하는 모종의 준거로서도 충분히 의의를 지닐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에 따르면 화자는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정보에

대한 화자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증거성의 보고 표지(the reported marker,

이하 증거성 표지)를 사용하는데,113) 이때 화자는 두 가지 이유에서 증거성 표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한다. 첫째, 화자는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112) Aikhenvald(2004: 1)에 따르면 증거성(Evidentiality)이라는 용어는 Boas(1938: 133)에서

언급된 것으로, ‘정보의 근원(혹은 출처)’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를 가리킨다(This gramm

atical category, whose primary meaning is information source, is called ‘evidentiality’,

in Boas's words(1938: 133).).

113) 한국어의 증거성 범주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남길(1990), 송재목(2007, 2011), 송경안

(2009), 박진호(2011) 등이 있다. 이 중 ‘-다고, -다면서’와 같이 인용구문에 관련된 문법 요

소의 의미 특성을 한국어의 전달 증거성 표지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한 연구로는 김경애

(2002), 송경안(2009), 김진웅(2012), 채숙희(2015, 2019)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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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발화가 ‘객관적’임을 보여 주기 위한 의도에서 증거성 표지를 사용한다.114)

둘째, 화자는 자신이 전해 들은 정보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그것이 믿을 만한 정

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증거성 표지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화자는 자

신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단지 (재)언급할 뿐이며, 그 정보가 지니는 진

실성(veracity)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증거성 표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115) 특히, 두 번째 선택과 관련하여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 180-185)

에서는 인용 화자의 증거성 표지가 지니는 몇 가지 의미 함축(overtones)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참조가 된다.116)

먼저, 화자는 전해 들은 정보를 전달은 하되, 그 정보가 사실인지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사실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거나, 그것의 사

실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함축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사례 5.62,

5.64 참조). 더 나아가면 화자는 자신이 들은 정보의 사실성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함축적 의미도 드러낼 수 있다(5.63, 5.67, 5.68 참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5.66의 사례이다.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 181)

의 설명에 따르면 이 텍스트는 눈먼 척하는 사악한 노인에 대한 신화를 다루고 있

는데, 여기서 자신이 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서술자가 아니라 노인이며, 서술자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의 뉘앙스(epistemic overtones)로부

터 거리를 두기 위해 증거성 표지를 사용한다는 것이다.117)

114) 이 지점은 앞서 살핀 G. Thompson(1996)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115) 이는 국어 인용절(완형보문)의 의미 특성을 발화의 사실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데서 찾

는 국내 국어학의 논의와도 상통한다.

116) 이하 다음 단락을 통해 기술한 Aikhenvald(2004: 180-184)의 논의는 강규영(2017: 82-84)

에서 번역한 내용을 일부 참조하였다. 5.62～5.74까지의 사례는 연구자가 Aikhenvald(2004:

180-185)에서 소개한 사례를 그대로 옮겨와 번역한 것이다. 번역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표

시한 것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영어 원문에 대응하는 증거성 표지를 표시한 것이다.

117)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The reported marker has distinct epistemic

overtones: one does not believe the old trickster's pretences(Aikhenvald, 2004: 181)." 이

맥락에서는 overtones를 뉘앙스로 번역하였으나, 다른 맥락에서는 주로 ‘함축’으로 번역하

였다. 실제로 필자 역시 맥락에 따라 imply라는 표현을 번갈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다시 언급하겠지만, Aikhenvald(2004)에서 논의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attitude)는 뉘앙

스, 즉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목소리(어조)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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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He is said to have completed his studies of medicine.’

(but I wouldn't vouch for it.)

5.63 I am supposed to have killed him.

(I am reported to have killed him; I didn't.)

5.64 ‘They say that house is for me.’

(but I don't vouch for it or am not sure.)118)

5.66 ‘That old man Lungkarda was supposedly crouching down reckoning he was

blind - that he could not see. But he was just crouching down pretending.’

5.67 ‘His so-called land isnt' his'.’

(i.e. the land said to be his does not belong to him.)

5.68 ‘It's a horse according to him.’

(said of a boy playing 'horsies' with a dog.)

5.62 그는 의학 공부를 마쳤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증하지 않을 것이다.)

5.63 내가 그를 죽였어야 했다.

(내가 그를 죽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5.64 그들은 저 집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증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

5.66 Lungkarda 노인은 아마도 그가 앞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웅크리고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시늉만 하고 있을 뿐이다.

5.67 그 스스로는 소위 그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였지만 그렇지 않다.

(즉, 그의 땅은 그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8 그에 따르면 이것은 말(馬)이다.

(그 소년은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과 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화자가 전해 들은 정보가 화자와 청자 모두가 사실로 알고 있는 내용일 경

우 화자는 증거성 표지를 통해 빈정거리거나 비꼬는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다(5.69

참조). 이와 비슷하게 화자는 전해 들은 정보에 대하여 자신이 부정적인 태도를 지

니고 있다거나(5.70 참조), 그 정보에 자신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함축적 의미를 또

한 드러낼 수도 있다(5.71 참조).

118) 5.64와 비교하기 위해 증거성 표지가 없는 다음과 같은 5.65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5.65 That house is for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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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You, so they say, are meant to look after the baby.’ (but I have seen no

evidence of it myself, in fact I have evidence to the contrary.)

5.70 ‘She is beautiful indeed! As if she is beautiful!'

5.71 ‘He is reported to be her father.’

(and yet he abandoned her, and she left her home.)

5.69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이 아기를 돌봐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 사실, 나는 그 반대 증

거를 가지고있다.)

5.70 그녀는 진정 아름답지! 확실히 아름답다고!

5.71 그는 그녀의 아버지라고 보도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버렸고, 그녀는 집을 떠났다.)

증거성 표지가 비동의(非同意)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화자에 의

해 역설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또한 보여 준다. 즉, 화자는 자신이 보고하고 있

는 내용을 믿지 않음에도 증거성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5.72 참조). 증거성

표지가 명제 내용에 대해 의심하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

에서 이해될 수 있다(5.73, 5.,74 참조).

5.72 ‘(It is said) this month the president will raise your salary. Go see it!’

(I am sure this is not true.)

5.73 I gather that perhaps you are going to swim. (lit. ‘from what's been said,

I guess, (but) don't know, (that) you are going to swim.’)

5.74 ‘But rumour has it you didn't give (anything).’

5.72 이번 달에 사장이 너의 월급을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가서 봐!

(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한다.)

5.73 나는 네가 어쩌면 수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나는 추측할 뿐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수영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5.74 하지만 네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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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화자는 인용 발화의 객관성을 드러내기 위해 증거

성 표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의 사실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성

표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해 들은 내용을 인용 화자가 신뢰하지 않는

경우는 의문을 품거나 확신이 없는 태도, 인용 발화를 믿지 않는다거나 그것에 동

의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증거성 표지에 의미적으로 함축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여기서 인용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증거성 표지에 ‘의미적으로 함축’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인용 발화에 대한 긍정이든 부정이든) 인용 화자의 태도가 증거성 표

지에 의미적으로 함축될 수 있다는 것은 곧, 증거성 표지를 통해 인용 화자의 ‘목소

리’를 감지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언어적 실체였던 화자의 태도가 모종

의 의미를 얻어 언어적으로 실체를 띠게 된 것이 바로 ‘목소리’이기 때문이다.119)120)

따라서 여기서 살핀 의미 함축에 관한 논의는 모두 특정한 언어 형태를 통해 확인

되는 인용 화자의 목소리에 상응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인용 화자의 태도가 증거성 표지에 의미적으로 함축될 수 있다는 말은, 그

러한 증거성의 보고 표지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인용 화자의 태도에 관한 의미 범주

는 얼마든지 확장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

기서 부분적으로 살핀 의미 함축의 구체화된 내용, 곧 인용 화자의 태도는 그 의미

범주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

185)에서는 보고 증거성(reported evidentials)이 간접 증거(non-firsthand)의 의미

범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면서, 화자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정보를 나타

낸다는 측면에서 증거성 표지가 또한 ‘의외성(mirative)’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강규영, 2017: 88).121)

119) 이는 이 연구에서 정의한 ‘목소리’의 개념이기도 하다.

120) 앞서 살핀 아이켄발트(Aikhenvald, 2004: 180-185)에서도 화자의 태도를 구체화하는 맥락

에서 ‘overtone(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그 역시 화자의 뉘앙스, 곧 목소리를

인용 발화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문장을 통해 이러한

그의 관점을 간취할 수 있다. In Sochiapan Chinantec (foris 2000: 373-4) the reported

particle néʔH has an overtone of ‘this is what I heard, but who knows if it is true’.

(Aikhenvald, 2004: 182)(*밑줄은 연구자)

121) 박진호(2011)에서는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 성분을 포함하는 문법 요소를

분석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이 논의에서는 ‘-구나’와 ‘-네’를 ‘의외성’을 핵심 의미 성분으

로 지니는 문법 요소로, ‘-은가 보-’나 ‘-은/을 것 같-’은 추측 양태를 핵심 의미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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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증거성의 보고 표지를 통해 인용 발화에 대한 인용 화자의 태도, 곧 목

소리를 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인용의 문법적 표지를

되풀이 표지, 재구성 표지, 관점 표지로 체계화한바,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이들 표

지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인용 화자의 태도를 해석해 내는 일이다. 다만, 각 항목에

해당하는 표지들의 목록이 활동 과제를 통해 진단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한

정된다면, 인용 화자의 태도에 대한 해석 역시 그러한 한정된 표지 목록 내에서 이

루어질 것이다.

2. 내용 요소의 위계화를 위한 학습자 수준 진단

2.1.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이해와 적용 양상

(1) ‘발화’의 ‘전달’ 여부와 ‘출처’에 주목

인용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학습자들의 기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

들은 인용을 ‘말을 옮겨 쓰는 것’, 혹은 ‘발화를 전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용의 개념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말(발화)’, ‘옮기다(전달하

다, 빌리다, 끌어오다, 가져와 쓰다, 사용하다 등에 준하는 표현들)’라는 표현을 언급

한 경우는 총 257명(응답자 수의 69%)이었다.122)

▪ 자신이 생각하는 인용의 개념(의미)을 자유롭게 기술

설문 참여 

인원
참여 인원 구성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419명
대학생 86명 75명 11명

고등학생 333명 297명 36명

총 인원(비율) 372명(88.8%) 47명(11.2%)

하되,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 성분이 부가적으로 들어 있는 문법 요소로 분석하고 있다.

122) <학습자 사례 1>의 [HS-16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상에 대한 언급 없이 ‘옮

기다’에 준하는 표현만 기술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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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의 개념 관련 응답자 중 ‘말’, ‘옮기다’에 준하는 표현을 언급한 경우

응답 인원 참여 인원 구성
‘발화’, ‘전달’에 

주목한 경우
그 외 

372명
대학생 75명 56명 19명

고등학생 297명 201명 96명

총 인원(비율) 257명(69%) 115명(31%)

257명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기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사례 1>

【US-006】 타인의 말을 자신의 말에 가져다 끌어오는 것

【US-009】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대신 전하는 것

【US-010】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혹은 조금의 형태적 변화(어미)를 거쳐 

전달하는 방식이다. 

【US-016】 자신이 한 말이 아닌 말을 자신의 말하기로 옮기는 것

【HS-125】 인용이란 유명한 격언, 혹은 다른 이의 말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HS-137】 인: 끌어당기다, 용: 사용하다. 어떠한 말을 가져와 내가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것

【HS-150】 특수한 목적성을 가지고 말을 끌어 씀

【HS-154】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 쓰는 것이다. 

【HS-158】 이미 쓰여지거나 말해진 말을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것

【HS-161】 끌어다 쓰는 것

【HS-167】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와서(가져와서) 쓰는 방법

【HS-180】 누군가가 한 어떤 말을 내가 전하는 것  

【HS-192】 누군가의 말을 따오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쓰는 것

【HS-193】 남의 말을 베껴서 쓰는 것

【HS-199】 글쓰기나 발표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 신문 등 다양한 자료에서 글

을 따오는 것이 인용이라 생각한다.

【HS-222】 가져다 쓰는 것

【HS-259】 타인이나 어떠한 대상이 한 말 혹은 서술되어 있는 것을 출처를 밝히며 사

용하는 것  

【HS-292】 자신이 말하지 않은 것을 차용해서 쓰는 것

【HS-415】 다른 사람이 한 말, 특정 글에 있던 말을 똑같이 가져와 사용하는 것

반면, ‘그 외’로 분류된 총 115명(응답자 수의 31%)의 학습자들은 글을 쓸 때 인

용이 담당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글의 이해를 돕거나 신

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장이나 글을 참고하는 것, 혹은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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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와 사용하는 것이 인용이라고 기술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사례 2>

【US-055】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있었던 좋은 문장이

나, 좋은 문단 등을 가지고 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US-072】 글을 좀 더 이해를 잘하기 위해 쓰이는 것

【US-073】 글의 이해를 돕거나 신뢰성을 높여 주는 글쓰기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US-075】 원래 있던 지식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힘을 더하는 것

【HS-088】 누군가 창작한 문구를 자신의 글에 빌려 쓰는 것

【HS-109】 어떠한 사실이나 자신의 생각,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정보들을 가져와 

사용하는 것 

【HS-116】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 속에서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창작하기란 쉽지 않

은 일이다. '인용'이란 이미 수세기 전에 태어나 삶의 지혜를 쌓아 세상에 퍼

뜨렸던 사람들, 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깨달은 자들의 도움을 받아 나

만의 새로운 생각(주장, 어떠한 것)을 찾아내고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HS-203】 트위터…? 본래 있는 글을 타인이 참고하여 글 쓰는 것

전체 응답자 수의 31%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학습자 사례 2>는 인용이 글

쓰기 전략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는 학습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인용이 무엇인지에 답하기 위해 인용을 왜 하

는지를 떠올려 본 학습자만이 이러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자 사례 2>는 학습자로 하여금 인용 화자의 ‘의도’를 생각

할 수 있게 만드는 시발점이, 그들에게 의도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인용이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데에 있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말’에 주목한 학습자의 응답 내용 중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 ‘말’의 출

처가 대부분 ‘다른 사람(타인)’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이

전에 했던 말을 인용의 범위 안으로 포함시킨 경우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단 4명(응답자 수의 1.1%)에 그치고 있었다. 이 4명의 응답자 중 3명이 모두 대학

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종의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글을 써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습자에게서 이러한 응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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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사례 3>

【US-021】 발화자가 발화할 때 자신이나 타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는 것

【US-026】 시점상 서술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은 화자 혹은 타자의 발화를 언급하는 것

【US-043】 타인의 말이나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을 발화 시간보다 이후에 다시 쓰는 

것이 인용이다. 

【HS-232】 타인이나 자기 자신이 한 말을 가져와 문장에서 다시 발화하는 것

또한 ‘말’뿐 아니라 ‘생각’을 인용의 범위 안으로 포함시킨 경우도 많지 않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단 22명(응답자 수의 약 6%)뿐이었다. 일부 응답 내용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사례 4>

【US-001】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

【US-012】 자기 스스로 생각한 내용이 아닌, 타자의 생각, 말(명문화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등을 자신의 의도에 맞추어 활용하는 것

【US-015】 발화자가 한 말이나 생각을 문장의 차원으로 옮기는 것 

【US-027】 화자가 아닌 다른 대상의 말, 생각 등을 화자가 가져와 발화하는 것

【US-041】 누군가의 생각이 끼어든 문장이다.

【US-084】 인용이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PPT 자료 참고를 위해 누군가의 영화 

분석문을 인용한다. 누군가의 작품이나 글 혹은 생각을 잠시 빌려 쓴다는 것

【HS-132】 누군가의 관념, 혹은 사상을 끌어와 사용하는 것

【HS-134】 내가 아닌 다른 이가 생각하거나 만든 것을 내가 생각하거나 만든 것의 진

실성,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HS-145】 타인의 생각이나 주장, 발화 등을 이용하는 것

【HS-174】 말을 할 때, 말의 주제와 관련하여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을 활용하여 전달성

과 신뢰를 높이는 것. 또는 화자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주장 등을 말하는 것

‘인용의 사례 판단’ 과제에서도 주어진 사례를 대상으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

정에서 대다수의 학습자가 주목한 것은 그것이 누군가의 ‘말’인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지의 여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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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⑴ 푯말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쓰여 있었다.

설문 참여 

인원
참여 인원 구성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인용 

사례로 판단

비인용 

사례로 판단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대학생 86명 82명 4명 56명 26명 65/21명

고등학생 333명 319명 14명 208명 111명 255/78명

총 인원(비율) 401명(95.7%) 18명(4.3%) 264명(65.8%) 137명(34.2%) 320/99명

3-⑴을 264명(응답자 수의 약 66%)의 학습자가 인용의 사례로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를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푯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전달)’

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직접 인용’이라는

학습자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큰따옴표에 주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큰따옴표 안의 내용이 마침표로 종결된 문장이 아닌 구(句)의 형식

을 취하고 있어도 이를 기존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직접 인용으로 인식한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123) 즉, 피인용문의 형식에 상관없이 큰따옴표의 사용이 인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욱이 큰따옴표가 사용되면

그 안에 인용된 피인용문은 원발화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응답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사례 5>

【US-007】 푯말의 글을 그대로 다시 가져왔기 때문 

【US-074】 직접적으로 문장을 가져와서

【HS-113】 쓰여진 걸 직접 가져와 인용  

【HS-114】 " "을 그대로 사용해서  

123) 주지하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4년 12월 5일 문장 부호 관련 규정의 개정을 주

요 내용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 일부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9호, 2015년

1월 1일 시행)을 고시한 바 있다(국립국어원, “문장 부호 해설”, 2014). 이러한 개정에 따라

인용한 말이나 글이 문장 형식이 아니다러도 큰따옴표를 쓴다는 해설 내용이 추가되었는

데, 이는 해설서에서 밝히고 있듯 실제 언중들의 현실적인 쓰임을 반영한 결과이다. 큰따옴

표의 사용과 관련된 이와 같은 규정의 변화가 아직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을 고려하면, 학습자들의 반응은 규정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기보다는 그들 역시 언

어 사용의 변화에 동참하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 언중으로서 큰따옴표의 현실적인

사용 양상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민현식(2002ㄴ)에서는 따옴표, 묶음표, 이음표에 관련된 문장 부호 세칙

안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큰따옴표의 규정이 개정된 과정을 이해하

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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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20】 푯말에 써 있는 말을 직접 인용을 사용해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HS-124】 푯말이라는 출처와 “출입금지구역”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어서 

【HS-137】 그 말을 그대로 끌어다가 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또한 주목되는 지점은 피인용문의 내용이 반드시 ‘말’이어야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인식하는 학습자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문장을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37명(응답자 수의 약 34%)의 학습자 중에서 그 이유

를 ‘타인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기술한 경우가 27명이었다.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학습자 중에서 그 근거를 기술한 학습자는 총 112명이었고, 이들

중 27명이 아래와 같은 응답 내용을 기술하였는데,124) 이는 인용의 여부를 판단하

는 데 있어 인용되는 내용이 음성 기관을 통해 발화된 ‘말’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일

부 학습자들에게 고착화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자 사례 6>

【US-006】 타인의 말이 아님 

【US-059】 상대방의 말을 인용하지 않은 거라서 

【HS-122】 누군가의 말을 가져와서 쓴 것이 아니다. 

【HS-144】 누가 말했는지 인용의 출처가 없다. 

【HS-174】 푯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푯말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HS-247】 인용의 인은 人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한 것만 인용에 포함된다.

【HS-285】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다.

【HS-287】 어떤 주체가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HS-288】 남이 한 말을 빌려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HS-373】 말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문구이기 때문에     

이처럼 피인용문이 출처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누군가의 ‘말(발화)’이냐의 여부

는 다음의 두 사례에서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124) 112명 중에서 가장 많은 응답 내용을 차지한 것은 푯말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이기 때문에 인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에 준하는 내용이었다([US-045] 알리기 위한 용도

이지 누군가의 주관적 워딩이 아님, [US-057] 그저 알려 주는 거 뿐, [HS-097] 단순히 푯

말에 쓰인 글자를 읽은 것이기 때문이다., [HS-148] 문구가 매우 일반적이다., [HS-259] 한

하게 사용되는 말, [HS-289] 인용이 아니라 사실 전달?, [HS-296]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 [HS-401] 단순한 문구이며 일반적으로 쓰이는 문구이다, 등). 44명이 이와 같은 기술

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내용이 타인의 발화로 볼 수 없다는 27명의 기술 내용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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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⑵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라고 철호가 슬쩍 자리를 비켜 주었다.

설문 참여 

인원
참여 인원 구성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인용 

사례로 판단

비인용 

사례로 판단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대학생 86명 82명 4명 35명 47명 62/23명

고등학생 333명 319명 14명 158명 161명 251/83명

총 인원(비율) 401명(95.7%) 18명(4.3%) 193명(48.1%) 208명(51.9%) 313/106명

▪ 3-⑶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정선이가 약을 먹었다.

설문 참여 

인원
참여 인원 구성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인용 

사례로 판단

비인용 

사례로 판단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대학생 86명 77명 9명 44명 33명 61/24명

고등학생 333명 323명 10명 210명 113명 237/97명

총 인원(비율) 400명(95.5%) 19명(4.5%) 254명(63.5%) 146명(36.5%) 298/121명

먼저, 3-⑵는 이를 인용의 사례로 판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인용의 사례로 보았는지의 여부 그 자체보다도

그 근거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가 학습자들의 인식을 나타내 주는 더 중요한 단

서가 된다. 주어진 문장을 인용의 사례로 판단한 193명(응답자 수의 약 48%) 중에

서 그 근거를 기술한 학습자는 총 162명이었고, 이들 중 101명이 ‘철호의 말’이기

때문에 이를 인용의 사례로 판단했다는 기술을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일부 응답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사례 7-1>

【US-006】 철호의 말이라서 

【US-016】 철호가 대화하라고 말을 했으니까

【US-041】 철호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  

【US-073】 철호의 말을 간접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US-076】 철호가 얘기를 직접한 것을 간접인용 

【HS-122】 철호가 말한 것이므로 인용이다. 

【HS-287】 철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HS-342】 철호가 말한 사실

【HS-375】 철호가 말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또한, 3-⑵를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208명, 응답자 수의 약

52%) 중에서 그 근거를 기술한 경우는 151명이었고, 이 중에서 63명이 철호가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에 준하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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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사례 8>

【US-008】 철호의 말에 대한 인용이 아니라서  

【US-011】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US-013】 직접적으로 발화가 있었던 것 아님. 속마음의 예측 

【US-026】 철호의 발화로 표현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 

【US-038】 철호가 말하며 비켜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일어난 것이라고 

해석 가능  

【HS-102】 철호의 말이 아닌 철호 행동의 의미이기 때문 

【HS-113】 철호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HS-131】 철호가 말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 아님

【HS-164】 다른 출처에서 나온 정보, 말 등을 재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HS-336】 누가 한 말인지 확실하지 않음

【HS-343】 타인의 말이 아니다. 

【HS-386】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와 쓰는 것이 아니라서  

요컨대, <학습자 사례 8>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사실은, 주어진 사례가 인용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것이 누군가의 ‘말’이냐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발

화’된 것이 맞느냐의 여부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3-⑶은 앞선 경우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의 학

습자들(254명, 응답자 수의 약 64%)이 이를 인용의 사례로 판단하였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주어진 문장이 ‘정선이의 말’이기 때문

이었다. 주어진 문장을 인용의 사례라고 본 경우 중에서 그 근거를 기술한 학습자

는 총 206명이었고, 이들 중 149명이 이에 준하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학습자 사례 9-1>

【US-002】 머리가 아프다는 건 말하지 않고 알 수 없다고 생각. 정선이의 말 인용 

【US-006】 정선이의 발화가 예측됨 

【US-013】 머리가 아프다는 정선이의 발화를 인용한 것   

【US-014】 정선이가 직접 말한 내용

【HS-095】 정선이가 한 말이므로. 간접인용 

【HS-104】 정선이가 약을 먹은 이유를 직접 말했을 것 같다. 

【HS-111】 정선이가 말을 했기 때문이다.  

【HS-138】 정선이가 한 말을 전하면서 이야기함 

【HS-149】 정선이의 말을 가져와 사용했다. 

【HS-183】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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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91】 정선이가 한 말을 그대로 가져다 써서  

【HS-342】 정선이가 말한 사실

【HS-347】 정선이가 한 말이 나와서

【HS-364】 아프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편, 앞서 인용의 개념을 기술하는 과정에서도 ‘생각’을 인용의 범위 안으로 포

함시키는 경우가 학습자들에게서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

데, 인용의 사례를 판단하는 과제에서도 3-⑷가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기술한 학습자가 대다수였

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⑷를 비인용 사례로 판단한 학습자는 응답자 수

의 약 87%에 해당하는 350명이었으며, 이들 중 그 근거를 기술한 경우가 261명인

데, 96명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므로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었다.125)

▪ 3-⑷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문 참여 

인원
참여 인원 구성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인용 

사례로 판단

비인용 

사례로 판단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대학생 86명 81명 5명 11명 70명 58/27명

고등학생 333명 322명 11명 42명 280명 231/103명

총 인원(비율) 403명(96.2%) 16명(3.8%) 53명(13.2%) 350명(86.8%) 289/130명

<학습자 사례 10>

【US-022】 생각은 인용이 될 수 없다. 

【US-024】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US-045】 타인의 말이 아님   

【US-048】 단지 자신의 혼잣말일 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US-050】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이지 인용이 아니다. 

【HS-111】 남의 말을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HS-116】 혼자는 이 문장에서 서술자가 생각하는 대상일 뿐이다.

【HS-122】 자신의 생각은 인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HS-152】 나 자신의 생각과 말을 드러내는 것은 인용이 아니다.

【HS-166】 타인의 발화가 아님 

【HS-265】 자신이 생각하는 거지 실제 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125) 비인용 사례라고 판단한 근거를 기술하지 않은 학습자가 89명으로 그다음을 차지하였으

며, 그다음으로는 56명의 학습자들이 작은따옴표에 주목하여 해당 문장이 ‘혼자’를 강조하

는 강조 표현일 뿐이라고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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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에서도 학습자들에게 인용의 사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발화’인가의 여부, 누군가의

발화를 ‘옮겨 온 것(전달)’인가의 여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3-⑸는 발화의 주

체, 즉 출처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기술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3-⑸가 ⑴～⑷의 경우와는 다르게 발화의 주체가 문장에 표

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⑸를 비인용 사례로 판단한 학습자 376

명(응답자 수의 약 94%) 중에서 그 근거를 기술한 학습자는 258명이었으며, 이 중

에서 86명이 그와 같이 응답하였다(<학습자 사례 11>).126)

    ▪ 3-⑸ 서울과 멀리 떨어진 시골이라고 약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설문 참여 

인원
참여 인원 구성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인용 

사례로 판단

비인용 

사례로 판단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대학생 86명 82명 4명 2명 80명 55/30명

고등학생 333명 320명 13명 24명 296명 215/119명

총 인원(비율) 402명(96%) 17명(4%) 26명(6.5%) 376명(93.5%) 270/149명

<학습자 사례 11>

【US-002】 누구의 말을 인용한 것은 아님

【US-004】 인용구처럼 보이는 것의 발화자가 없다. 

【US-006】 타인의 말이 아님

【US-036】 시골이라고 말한 주체가 없다.

【HS-137】 어떤 말을 끌어다가 사용하지 않았다. 

【HS-147】 남의 말이 드러나 있지 않음  

【HS-150】 인용구를 언급한 대상을 알 수 없다. 본인의 생각인지, 불특정 다수의 이야

기인지, 혹은 그 누군가의 발언이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다.

【HS-157】 가져온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음 

【HS-164】 다른 출처에서 나온 정보, 말 등을 재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HS-408】 누구의 어떤 말을 이용한 건지 판단할 수 없다. 

126) 그다음으로는 60명의 학습자들이 [US-024] 인용절인 이유를 모르겠다, [HS-156] 인용이

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없다, [HS-240] 직관적으로 등과 같이 특별한 이유를 찾아 적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는 45명의 학습자들이 [US-056] 상황이다, [HS-121] 상

황에 대한 묘사이므로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 [HS-127] 사실을 그저 말한 것일 뿐이

다, [HS-218] 설명을 한 것이다, [HS-409] 그냥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 뿐 등 일반

적인 사실이나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인용으로 볼 수 없다고 기술하였다. 그다음 39명의

학습자들은 따옴표나 ‘라고’와 같은 인용의 형식에 주목하여 인용의 사례가 아니라고 기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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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의 ‘출처’에 대한 주목은 특히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확인’ 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학습자 사례, 12, 13, 14>).

▪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확인 과제 참여자 수

설문 참여 

인원
참여 인원 구성

㈎ 신문기사 ㈏ 설명문 ㈐ 칼럼

응답자 비응답자 응답자 비응답자 응답자 비응답자

419명
대학생 86명 75명 11명 69명 17명 69명 17명

고등학생 333명 305명 28명 287명 46명 290명 43명

총 인원(비율)
380명

(90.7%)

39명

(9.3%)

356명

(85%)

63명

(15%)

359명

(85.7%)

60명

(14.3%))

‘출처’에 주목한 경우(비율)
359명

(94.5%)
-

348명

(97.8%)
-

310명

(86.4%)
-

㈎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문장 (359명이 해당 문장에 하나 이상 표시함) 

① 안양시는 미세먼지를 낮추고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올 한 해 사업비 10억 원

을 들여 다양한 테마숲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②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녹지 공간을 꾸준히 확대해 나

갈 것이라며, 올해 조성하는 테마숲이 여름철 폭염에 도시열섬 현상을 낮추고 미세

먼지 저감에도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문장 (348명이 해당 문장에 하나 이상 표시함)

① 누룩과 술맛에 관련된 고사 가운데 문신이었던 강릉 태수의 얘기가 전해 온다. 

② 조운흘은 …(중략)…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누룩을 틀에 넣고 밝을 때 힘을 빼고 슬슬 

밟도록 일렀다.

③ 손님과 술상을 마주하면 술을 두어 잔 권한 다음 술맛이 시원찮아 여러 잔 권할 게 

못 된다면서 술상을 물리곤 했다는 것이다.

㈐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문장 (310명이 해당 문장에 하나 이상 표시함)

① ‘딸 가진 죄인’이라는 옛말이 있다.

② ‘첫 딸은 살림 밑천’이라고까지 표현했었다.

③ 그녀가 아들이 아니라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랬다.

<학습자 사례 12>  

【US-004】 안양시장이라는 명확한 발화자와 전했다 라는 발화 사실이 제시됨 

【US-029】 누구의 말을 인용했는지 드러나 있음 

【US-036】 말하는 주체가 확실하다.

【US-009】 최대호가 말한 말을 인용해 온 것이다. 

【HS-097】 밑줄 친 부분 모두 말한 주체가 드러나 있고, 간접인용의 증거라고 생각되는 

‘고’의 형태가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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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사례 13>

【HS-089】 조운흘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 

【HS-126】 강릉태수가 하인에게 말한 것을 다른 글에 쓴 것이기 때문에

【HS-168】 ‘말하기’를 통해서 조운흘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HS-270】 ‘라고’는 없지만 ‘하인들에게 말하기를’을 보고 인용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

<학습자 사례 14>

【US-005】 옛 사람들의 말이 예상됨 

【HS-101】 할머니가 하신 말을 되풀이 함 

【HS-202】 본인이 한 말이 아닌 옛말을 사용해서이다. 

위의 자료를 통해서도, 글의 유형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학습자가 인용 표현을 찾

아내는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발화 주체, 즉 출처가 드러났

느냐의 여부임을 알 수 있다.127) 다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 활동 과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발화 주체, 즉 출처를 분명하

게 밝히는 일이 인용 혹은 인용 표현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이 학습자가 직접 자료를 인용하여 글을 쓰는 국면에

서는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128) 따라서 학습자가 ‘발화’의 ‘전달’

여부와 ‘출처’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인용 표현 교육에서 의의를 지니

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이 자신과 무관하게 생산된 텍스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만

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

습자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127) 물론, 기사문 전체 문장에 밑줄을 긋고, [HS-150] “안양시장과 안양시 관계자가 앞으로

의 계획을 말한 것이고, 기자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라고 기술한 경우도 있

었는데, 이는 기사문이 기자의 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텍스트라는 장르성을 인식한 사례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어진 텍스트의 장르성을 인식하여 인용의 여부를 판단한

경우는 드물었다.

128) 2.2.(1)에 제시된 학습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글쓰기의 국면에서는 인용

을 한다는 것이 ‘주어진 자료를 가져다 쓰는 것’으로 인식되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주어진

글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인용에 대한 개념 지

식의 이해와 적용 과제에서 출처를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지 못한 학습자에게서만 나타

나는 현상이 아니었다는 데에 핵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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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화 사실의 실제 여부와 발화 내용의 복원 여부에 주목

이미 앞서 살핀 사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바 있지만, 이 항목에서 유목

화하여 별도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발화 사실의 실제 여부와 발화 내

용의 복원 여부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말(발화)’에 주목하는 경우 그것이 음성 기관

을 통해 사람의 입에서 발화된 것이냐의 여부가 중요했던 것과 비슷하게, 모종의

발화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인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사례 15-1> 

6-⑴ 소영이는 내일 여행 간다고 자랑했다.

위 문장을 인용절로 판단함

【HS-237】 소영이가 “내일 간다”로 말한 걸 자랑했다 했기 때문

【HS-171】 간접인용. “나 내일 여행 가” 인용

【HS-237】 소영이가 “내일 간다”고 말한 걸 자랑했다 했기 때문

【HS-242】 소영이는 ‘내일 여행간다’라고 자랑했다 처럼 직접인용절로 바꿀 수 있음

【HS-387】 “내일 여행 가” 소영이의 말 간접인용

위의 <학습자 사례 15-1>에서 보듯, 학습자들은 피인용절에서 발화 내용을 추출

하여 이를 실제 발화 형식으로 복원해 내고 있었는데, 이처럼 간접인용을 직접인용

으로 바꾸어 볼 수 있는 경우 발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를 인용절로 판

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절(節) 판단 과제에서뿐 아니라 인용의 사

례를 판단해야 하는 과제에서도 확인 가능한 현상이었다.

<학습자 사례 7-2>

【US-005】 철호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해.”라고 말한 상황이 예측됨 

【HS-169】 직접인용으로 바꾸기가 가능해서 

【HS-259】 간접인용의 예라고 생각됨. 직접인용으로 바꾸면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해”라고 철호가 말하며 자리를 비켰다.

【HS-271】 철호가 말했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해.”가 보여서

<학습자 사례 9-2>

【HS-169】 직접인용으로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HS-271】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가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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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핀 <학습자 사례 7-1>, <학습자 사례 9-1>에서 학습자들은 각각 ‘철호의

말’이냐의 여부, ‘정선이의 말’이냐의 여부에 주목하고 있었는데, 위의 <학습자 사례

7-2>, <학습자 사례 9-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간접 인용

절을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말해 철호와 정선이의 발

화를 원발화 형식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인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대로 [HS-169]처럼 주어진 문장을 직접인용의 형

식으로 바꾸기가 어렵다고 보면 이는 인용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경

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인용임을 나타내는 유표적 표지의 전형성에 주목

이 항목에서는 학습자가 ‘인용절의 판단’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해당 과제에서 제시된 여섯 개의 문장 중 가

장 많은 학습자들이 인용절로 인식한 문장은 6-⑴, ⑵, ⑷의 세 경우였다. 내포절의

유형에 대한 전체 학습자 집단의 판단 결과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

다.129)

[그림 10] 내포절의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판단 결과  

129)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머지 세 문장 즉, ⑶, ⑸, ⑹의 경우는 모두

‘관형절’로 판단한 학습자가 가장 많았다. 판단의 근거를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용

절과 관형절 모두로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혹은 가장

강력하게 인식되는 것은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명사가 수식을 받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 제시하지 않은 ⑶, ⑸, ⑹의 구체적인 응답 결과 및 근거 기술 내용은 [부록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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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수의 약 74%에 해당하는 278명의 학습자가 인용절이라고 판단한 6-⑴에

서는 그 근거를 기술한 197명 중 76명이 ‘소영이의 말’인지의 여부에만 주목하여 절

판단을 내린 반면(<학습자 사례 15-2>), 15명의 학습자는 ‘소영이의 말’인지의 여부

와 함께 피인용문에 결합하는 ‘-고’의 형태에 함께 주목하여 판단을 내렸고(<학습

자 사례 16>), 100명의 학습자가 ‘-고’ 혹은 ‘-다고’에 주목하여 주어진 문장을 인용

절로 판단하였다고 기술하였다(<학습자 사례 17>).

▪ 6-⑴ 소영이는 내일 여행 간다고 자랑했다. (*괄호는 중복 체크)

설문 참여 

인원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US] 67명 19명 2명 3명 9명 4명 49명 37/49명

[HS] 305명 28명 13(1)명 12명 31(2)명 23명 229(3)명 206/127명

372명 47명 15명 15명 40명 27명
278명

(약 74%)
243/176명

<학습자 사례 15-2>

【US-001, 012, 013, 034, 060 등】 소영이의 말이 인용되었으므로 

【US-019, 040】 소영이의 발화를 빌려 왔기 때문이다. 

【HS-237】 소영이가 “내일 간다”로 말한 걸 자랑했다 했기 때문

【HS-265】 소영이가 여행 간다고 직접 말해서

<학습자 사례 16>

【HS-087】 인용격조사 고가 붙었고 소영이의 말을 인용했다. 

【HS-098】 소영이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겨 있고 인용격 조사가 있다. 

【HS-122】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고, 인용격조사 고가 붙어있다.  

【HS-408】 고, 라고 붙여 소영이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긴다.     

<학습자 사례 17>

【US-003, 010, 029, 045 등】【HS-089, 101, 109, 135, 139 등】 인용격조사 고의 사용 

【US-022, 050, 053 등】, 【HS-214, 259, 367 등】 다고

【HS-365】 한다고로 끝맺으며 절의 형식으로 안겨 있음 

마찬가지로 6-⑵, ⑷에서도 각각 대다수의 학습자가 ‘-(이)라고’와 작은따옴표의

사용과 같은 인용의 유표적 표지들에 주목하여 주어진 문장을 인용절로 판단하고

있었다. 128명(응답자 수의 약 34%에 해당)의 학습자가 주어진 문장을 인용절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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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6-⑵에서는 그 근거를 기술한 85명 중에서 59명이 ‘-고’, ‘-라고’를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학습자 사례 18>)130), 192명(응답자 수의 약 50%)이 주

어진 문장을 인용절로 판단한 6-⑷에서는 그 근거를 기술한 115명 중에서 111명이

작은따옴표에 주목하여 가훈을 직접 인용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학습자 사례 19>).131)

    ▪ 6-⑵ 희진이는 호영이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괄호는 중복 체크)

설문 참여 

인원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US] 67명 19명 10(1)명 12(1)명 9명 10명 26명 34/52명

[HS] 303명 30명 64(1)명 43(5)명 52(2)명 50명 102(6)명 187/146명

370명 49명 74명 55명 61명 60명
128명

(약 34%)
221/198명

▪ 6-⑷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우리 집 가훈이다. (*괄호는 중복 체크)

설문 참여 

인원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US] 67명 19명 15(1)명 2명 4명 4명 43(1)명 30/56명

[HS] 306명 27명 82(5)명 37(1)명 21명 24명 149(7)명 190/143명

373명 46명 97명 39명 25명 28명
192명

(약 50%)
220/199명

130) 다만, <학습자 사례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용절에 결합하는 언어 형태의 범위에 대한

인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라고’를 언급한 경우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를 언급

한 경우가 11명, ‘이라고’를 언급한 경우가 5명, ‘-라고, -고’를 둘 다 언급한 경우가 4명, ‘것이

라고’를 언급한 경우가 1명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하나는, 이러한

차이가 인용절의 범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가장 많

은 수의 학습자가 주목한 ‘-라고’의 문법적 지위를 이들이 과연 ‘-다고’의 이형태로서 인식했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

용절에 결합하는 어미를 변별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라고’를 언급했을 가능성은 없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간접 인용절의 어미를 ‘-고’로 제시할 것인지, ‘-다고’로 제시할

것인지의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만일 다른 내포절들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평서문 및 감탄문에 결합하는 간접 인용절의 어미를 ‘-다고’로 제시할 경우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이 이점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131)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문장 부호 규정에서는 작은따옴표의 사용을 1) 인용한 말 안에 또 다

시 인용한 말이 나오는 경우, 2) 인용한 말이 마음속으로 한 말임을 나타내는 경우로만 한정하

고 있어 6-⑷에서처럼 작은따옴표가 그 자체로 인용의 기능한다는 사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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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사례 18>

【US-010, 053, 083】, 【HS-095, 111, 168 등】 라고가 붙어서 만들어진 문장이기 때문에 

【US-011, 057】, 【HS-101, 109, 140, 149, 290 등】 고가 붙어 있어서

【HS-214】 것이라고

【HS-244, 251, 262, 341】 이라고

<학습자 사례 19>

【US-001, 005, 051, 060, 079 등】, 【HS-090, 118, 197, 279 등】 가훈을 그대로 인용

【US-003, 009, 039, 044, 057 등】, 【HS-108, 115, 295 등】 작은따옴표의 사용  

【US-004, 008 등】, 【HS-97, 115, 138 등】 따옴표로 직접 인용되었다.

【HS-116】 문장 통째로 인용됨  

【HS-121】 따옴표 존재. 문장 끌어와 사용

작은따옴표가 담당하는 인용의 기능은 칼럼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확인 과제에서

도 학습자들이 쉽게 주목하는 인용의 전형적인 유표적 표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학습자 사례 20>).

㈐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문장

① ‘딸 가진 죄인’이라는 옛말이 있다. 

② ‘첫 딸은 살림 밑천’이라고까지 표현했었다.

③ 그녀가 아들이 아니라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랬다.

<학습자 사례 20>

【US-003】 관용어구를 작은따옴표를 사용해 그대로 옮겨 놓음 

【US-004】 다른 이의 표현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인용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

【HS-186】 작은따옴표가 붙었다. 

【HS-208】 단어를 따옴표를 사용해서 인용해서  

다만, 6-⑵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 문장이 ‘생각하다’라는 동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맥락에서는 이 사례를 ‘인용절’로 판단한 학습자가 더 많았다

는 점이다. 앞서 살핀 이전 사례들에서 타인의 ‘말(발화)’만을 인용의 범위에 포함시

킬 뿐 ‘생각’은 포함시키지 않은 학습자가 더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는 의외

의 결과로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기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러한 결과

를 재해석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상술한 바와 같

이 ‘라고’, ‘-고(혹은 -다고)’와 같은 전형적인 인용의 유표적 표지들이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인용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다. 6-⑵에서 그 근거를 기술한 총 221명의 응답 내용 중 주어진 문장이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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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절로 판단한 경우와(<학습자 사례 21>), 반대로 ‘생각’이

기 때문에 인용절이 아닌 다른 절을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학습자 사례

22>)는 아래의 단 아홉 건(응답자 수의 약 4%)뿐이었다. 즉, ‘생각하다’라는 동사에

주목하여 모종의 판단을 한 경우보다 ‘라고’, ‘-고’와 같은 인용의 전형적인 유표적

표지들에 주목하여 이를 인용절로 판단을 한 경우가 59명으로 월등이 많았다.

<학습자 사례 21>

【US-005】 (인용절 선택) 희진이의 생각을 인용함 

【HS-170】 (인용절 선택) 누군가의 생각을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에

【HS-176】 (관형절과 인용절 복수 선택) 만약 희진이가 화자에게 말했다면 인용절이 되

고, 그냥 생각한 것을 전지적 시점에서 보면 관형절이다. 

【HS-310】 (인용절 선택) 희진이가 생각함

【HS-374】 (인용절 선택) 희진이의 생각

【HS-381】 (인용절 선택) 인용격조사 라고가 있고 희진이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다.

【HS-419】 (인용절 선택) 희진이의 생각 간접 인용

<학습자 사례 22>

【HS-298】 (명사절 선택) 희진이가 생각해서 

【HS-363】 (서술절 선택) 희진이의 생각에 대한 서술

다른 하나는, 학습자는 문장에서 지시하는 사건, 즉 통사 차원에서 제공되는 정보

를 통사 차원에 국한시켜 해석하지 않고, 이를 화용적 상황 맥락과 관련하여 해석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학습자 사례 2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6-⑵에서 ‘생각하다’에 호응하는 이 문장의 주어가 ‘희진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문장이 희진이의 ‘생각’이 아닌 ‘말’(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고 판단한 학습자가 여러 명 존재한다는 것은 이러한 판단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이 사례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은 인용 화자가 ‘희진이’에게서

그녀의 생각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6-⑵와 같은 문장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HS-150]의 응답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HS-339], [HS-349]에서 호

영이의 말이 간접인용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학습자 사례 23>

【HS-150】 (인용절 선택) 희진이의 생각을 화자가 알고 있기에 희진이가 화자에게 자신

의 생각을 말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HS-152】 (인용절 선택) 희진이의 호영이에 대한 생각을 내가 언급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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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77】 (인용절 선택) 희진이의 말을 직접 인용

【HS-229】 (인용절 선택)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HS-302】 (인용절 선택) 희진이의 말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

【HS-339】 (인용절 선택) 호영이가 희진이를 도와준다는 말을 간접인용함

한편, ⑷의 사례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인용절로 판단한 학습자만큼이나 해당

문장을 명사절로 판단한 학습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음의 <학습자 사례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작은따옴표 안에 포함된 절이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

다는 것에 주목한 학습자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HS-176]

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따옴표 자체의 기능에 먼저 주목하거나, 작은따옴표

가 담당하는 역할을 더 중요한 것으로 파악한 학습자가 현재로서는 좀 더 많다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용임을 나타내는 유표적 표지들의 전

형성이 학습자들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자 사례 24>

【US-012】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HS-091】 가훈의 내용이 주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HS-146】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가 주어 역할

【HS-176】 ‘ ’를 중요시 생각하면 인용절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명사절에 가깝다.

이러한 현상은 6-⑴～⑷와 같은 탇맥락적 문장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신문기사,

설명문, 칼럼과 같은 텍스트 대상 ‘인용 표현 확인’ 과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텍스트를 대상으로 인용 표현을 확인하는 과제에서도 ‘-다고’, ‘-고’와 같이 간접

인용절에 결합하는 전형적인 언어 형태나 ‘전했다’, ‘알려져 있다’, ‘전해 온다’, ‘거랬

다’ 등과 같이 선행절의 내용이 전해 들은 내용임을 나타내는 전달 동사 및 전달

복합 술어에는 비교적 쉽게 주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사례 25>

㈎ 신문기사 대상 기술

【US-015】 기대한다고, ‘다고’가 인용을 표지한다는 느낌

【HS-100】 조성한다, 기대한다, ‘고’라는 말이 있어서

【HS-103】 ‘-한다고’ 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   

【HS-107】 ‘-고 전했다’, ‘-고 밝혔다’ 등 간접인용의 표현을 사용 

【HS-107】 알려져 있다. 이팝나무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HS-249】 알려져 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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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문 대상 기술

【HS-148】 간접적으로 ‘-했다는 것이다’라고 표현함

【HS-163】 마지막 문장에서 ‘-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인용이라고 생각했다.

【HS-199】 ‘전해온다’는 말이 있어서

㈐ 칼럼 대상 기술

【HS-094】 -고 사용

【HS-109】 거랬다, 들은 사실 인용 

【HS-110】 따옴표, ‘이라고’ 사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인용임을 나타내는 유표적 표지의 ‘전형

성’에 주목한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러한 표지들이 담당하는 부차적, 혹은 비전형적

의미기능에는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

항목에서 살핀 3-⑵～⑸는 ‘절(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6-⑴～⑹의 과제에 비

해 문장의 구조나 형식, 어휘 문법적 형태 표지에 주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

었는데, ‘이라고’, ‘-라고’, ‘-다고’ 등에 주목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표지들을 단순히

인용임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의 <학습자 사례

26>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사례 26>

3-⑵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라고 철호가 슬쩍 자리를 비켜 주었다.

위 문장을 인용의 사례로 판단함

【US-023】 부사형 어미 ‘라고’가 결합 

【US-042】 인용 표지 ‘라고’가 사용되고 철호의 말을 빌려 사용했기 때문 

【HS-115】 라고라는 말을 통해 간접인용임을 알 수 있다.  

【HS-139】 인용격조사 고 사용 

【HS-350】 고라는 조사  

3-⑶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정선이가 약을 먹었다.

위 문장을 인용의 사례로 판단함

【US-017】 -고

【US-023】 간접인용절을 만드는 부사형 어미 ‘다고’가 결합 

【US-078】 다고 라는 간접보조사가 사용됨 

【HS-100】 고 라는 말이 있다.

【HS-115】 고를 통해 간접인용임을 알 수 있다.

【HS-139】 인용격조사 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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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학교 학습자의 경우는 동일한 표지가 인용이 아닌 다른 의미기능을 실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으며,132) 고등학교 학습자의

경우는 그러한 사실을 문법 표지에 주목하여 명시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선

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화용적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면서 주어진 사례가 반

드시 선행 발화를 전제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석한 경우도 있

었다. 위의 <학습자 사례 26>에서 제시한 3-⑵와 ⑶의 두 사례가 모두 형태상으로

는 간접 인용절에 결합하는 ‘-라고’, ‘-다고’와 같은 어미들을 포함하고 있고, 맥락상

으로는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해.”라는 철호의 발화, “머리가 너무 아파.”라

는 정선이의 발화를 전제로 하여 생산된 인용구문일 가능성을 동일하게 내포하고

있음에도 3-⑶의 문장이 더 많은 학습자들에게 인용의 사례로 인식된 이유가 무엇

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의 <학습자 사례

27>은 3-⑵는 인용의 사례로 보지 않고, 3-⑶만을 인용의 사례로 판단한 학습자들

만을 별도로 분류하여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응답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학

습자의 응답 내용을 종합해 볼 때, 3-⑵는 철호의 발화를 전제하지 않아도 해당 문

장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비해 3-⑶은 정선이의 발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면 해당 문장의 사실성이 낮아진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 사례 27>

【HS-107】 3-⑵ 철호가 말한 게 아니라, 문장을 쓴 사람이 철호의 행동을 나름대로 해

석한 것 같다.

          3-⑶ 맥락상 정선이가 약을 먹은 이유를 직접 말했던 것으로 보임

【HS-113】 3-⑵ 철호가 했던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니다.

          3-⑶ 정선이가 했었던 말을 인용한 것임  

【HS-125】 3-⑵ 누군가의 말을 사용한 게 아닌 그저 의도이기 때문이다.

          3-⑶ 정선이가 약을 먹은 이유를 인용하여 서술 

【HS-171】 3-⑵ 슬쩍이라는 말을 보아 이 부분은 필자의 생각이고 철호의 말이 아님

          3-⑶ 머리가 아파서가 인용되어 약을 먹는 이유로 쓰임    

【HS-174】 3-⑵ 철호의 내적인 의미 전달일 수도 있다. 직접 발화의 증거가 빈약하다.

          3-⑶ 정선이가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을 해야 화자가 아침부터 머

리가 아프다고를 정선이가 약을 먹었다 앞에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132)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교 학습자들 중에는 국어교육 전공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설

문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문법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맥락이 그러한 응답을 가능하게 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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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의 유표적 표지에 주목하는 경우는 그것의

전형성을 인식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의미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를 인

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학습자 사례 23>, <학습자

사례 27>을 고려하면 학습자들은 주어진 문장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해당 문장이

생산되었을, 혹은 해당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발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화

용적 상황을 떠올리면서 선 후행절의 의미 관계를 살피는 태도를 갖추었다는 진단

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학습자에게 동일한 문법 표지가 인용 외

의 다른 의미 관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일이 비교적 수월

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또한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와 더불어 이 항목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용의 ‘무

표적 표지’에 대한 학습자의 주목 여부이다.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확인’ 과

제에서 제시한 신문기사는 기자의 취재 결과를 보도하는 글이라는 장르성을 바탕으

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인용임을 나타내는 유표적 표지가 없어도 해당 문장이 다

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용구문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문기사의 장르성을 고려하면 모든 문장이 내용상으로는 인용구문일 수 있다는 해

석까지 가능하다. 이미 <학습자 사례 12>에서 살펴본 바대로,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유표적 표지에 주목하였지만, <학습자 사례 28>에서 보듯 ‘가로수길로 조성된다’,

‘조성할 계획이다’, ‘꾀하기로 했다’와 같이 인용의 유표적 표지를 포함하지 않은 문

장에도 주목하거나 기사문의 장르성을 고려하여 모든 내용이 인용된 것이라고 인식

하고 있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학습자 사례 28>

【US-005】 (‘조성된다’, ‘들어갈 예정이다’, ‘기대한다’를 포함한 문장에 밑줄) 시가 말한 

문장을 인용해 정보를 전달한다.

【US-063】 (신문기사 전부 다 밑줄) 어딘가의 계획을 말만 만든 거 같다. 

【US-065】 (신문기사 거의 다 밑줄) 이야기나 해석을 가져와 붙여넣었기 때문

【HS-150】 (신문기사 거의 다 밑줄) 안양시장과 안양시 관계자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한 

것이고, 기자는 이를 토대로 기사를 썼기 때문이다.

【HS-371】 (‘조성한다고’, ‘꾀하기로 했다’, ‘`-한다는 복안이다’, ‘나갈 것이라며’ 등에 밑

줄) 안양시와 안양시장의 계획이나 말을 빌려 썼기 때문

【HS-378】 (‘알려져 있다’, ‘계획이다’, ‘기대한다’ 등에 밑줄) 백과사전을 인용, 시의 계획 

인용, 안양시장의 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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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의 총 응답자 380명 중에서 19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며, 이 중 13

명이 고등학교 학습자라는 사실은 기사문의 장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이루어

지기만 한다면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도 그들 스스로 인용의 무표적 표지를

찾아내도록 하는 일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4) 관형사형 어미 및 연결어미 결합 인용구문의 주목 능력 부족

이 항목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인용임을 나타내는 유표적 표지에 주목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표지가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주목도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앞서 <학습자 사례 2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은 대체로 ‘밝혔다’, ‘전했

다’와 같은 전달 동사를 중심으로 인용 화자가 전해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

하는 과정에서 ‘-다고’와 같은 문법 형태가 또한 인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기능한

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모습을 보였다.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확인’ 과제에

서 제시된 ㈐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문장이 ‘-다고’와 ‘거랬다’를 포함한

③번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133)

㈐ 칼럼

  ➊‘딸 가진 죄인’이라는 옛말이 있다. 이제는 정말 옛말이 되어버린 말. 꽤 오랜 세월 우리

는 남존여비 사상 아래에 살았었다. 집에는 아들이 있어야 했고, 딸 가진 부모들은 늘 약자였

고, 첫 아이로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나면 ➋‘첫 딸은 살림 밑천’이라고까지 표현했었다. 아주 

옛날에는 마치 아들을 낳기 위해 번호표를 뽑듯 딸을 낳았었다. 돌아가진 우리 할머니의 성함

이 장 섭 자 섭 자셨다. 순번으로 ‘3번’이었던 ➌그녀가 아들이 아니라 섭섭하다고 그렇게 이

름이 붙여진 거랬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 

  ➍여성의 인권 신장은 물론이요 남녀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된 이 시점에, 여성들

의 사회 진출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➎여자들이 결혼 생활과 사회생

활을 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져 왔다. ➏그래서 여자들은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하며 남편의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고 빨래를 개키고 아이에게 동화

책을 읽어 주던 엄마의 꿈은, 정말 어린 시절의 기억인 양 희미해지는 것 같다. 화목하고 아

늑한 집안일은 고되고 반복되는 일일뿐, 밖에 나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진 거

다. ➐직장에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지만, 아직까지 분명 예전과 같은 곳들이 더욱 많으며 

육아나 가사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 더욱 많은 것 같다.  지해수 칼럼❘승인 2017.08.09. 15:58

133) <학습자 사례 14>에서 함께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에서 가장 많이 주목한 문

장은 ①, ②, ③인데, ①, ②는 작은따옴표와 같은 유표적 표지의 사용이 학습자의 주목을

끄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앞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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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자가 설문 조사 문항을 구성할 당시, 학습자들이 인용 표현을 포함한

문장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던 ①～⑦의 문장 중에서 가장 주목도가

낮았던 문장은 ⑥(47명), ⑤(9명), ④(7명), ⑦(6명)순으로, ⑦에 주목한 학습자의 수

가 가장 적었다.134) 이와 같은 현상은 ㈎와 ㈏의 텍스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

데, 즉, 인용임을 드러내는 유표적 표지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고+VP’

의 형식이 아닌 ‘이라는+NP’ 형식을 취하는 ④의 경우와 피인용절에 연결어미가 결

합하는 형식을 취하는 ⑦의 경우 다른 문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하는

현상이 ㈎와 ㈏의 텍스트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와 ㈏의 각각에 해당

하는 문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신문기사

➑평촌동 일원 흥안대로에는 키 작은 화살나무 등을 추가로 식재해 보다 풍부한 녹지

띠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 설명문

➒손님과 술상을 마주하면 술을 두어 잔 권한 다음 술맛이 시원찮아 여러 잔 권할 게 

못 된다면서 술상을 물리곤 했다는 것이다.

㈎에서 학습자들이 다른 문장에 비해 ⑧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라는+NP’

에 준하는 ‘-다는+N이다’의 형식이 학습자들에게 인용 표현의 범주로 인식될 가능

성이 낮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용절 판단’ 과제에서 ⑧과 비

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6-⑶, 6-⑹을 대다수의 학습자가 인용절이 아닌 관형절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135) 다만, ⑨에 포함된 ‘-다는 것이다’는

이와 다르게 비교적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인용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학습자

사례 25>를 통해 확인된 바 있는데, 이는 동일한 구조일지라도 ‘-다는 것이다’의 경

우는 그것이 하나의 익숙한 구문으로서 학습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일 가

능성이 있다. ‘-다는 것이다’라는 구문이 이해 국면에서 학습자에게 비교적 쉽게 인

134) 인용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자유롭게 밑줄을 치게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

는 복수 응답을 포함한 것이다.

135) 물론, ⑧을 보다 명확하게 인용 표현을 포함한 문장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신문기사

를 구성하는 문장의 일부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

습자들은 ⑧이 인용절을 포함한 문장이라고 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

라 신문기사의 장르성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문장에 주목하지 못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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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될 뿐만 아니라 표현 국면에서도 학습자를 통해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

증한다.136)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⑧을 비롯하여 6-⑶, 6-⑹과 같은 문장들을 관형절

이 아닌 인용절로 볼 수 있도록 학습자를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⑧을 비롯

하여 6-⑶, 6-⑹과 같은 문장들이 학습자에게 인용절로, 혹은 인용 표현을 포함한

문장들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 자체를 드러내는 데 핵심이 있다.

또한 ⑦, ⑨와 같이 피인용절에 ‘-지만’, ‘-면서’와 같은 연결어미가 결합한 경우에

도 이를 인용 표현을 포함한 문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해당 문맥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⑨는 한 문장에 ‘-다면서’와 ‘-다는 것이다’의

두 표현이 모두 포함된 경우인데, 이 문장에서 ‘-다면서’에 주목하여 해당 문장이

인용된 것임을 인식한 학습자는 17명으로, ‘-했다는 것이다’에 주목한 학습자 62명

과 차이를 보였다.137) 이는 ⑦의 ‘-다지만’과 마찬가지로 ‘-다면서’ 역시 상대적으로

학습자의 주목을 크게 끌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5) 시점의 전이 능력 부족과 직 간접 용어의 혼용

시점의 전이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과제에서는 인칭, 시칭, 지시칭과 같은 화시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5-⑴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을 뿐, 다른 사례의 정답률은

높지 않았다.138) 다만, 5-⑴은 이 문장을 간접인용절로 바꾸는 과정에서 ‘-(으)마’와

같은 종결어미 형식을 사용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학습자 사례 29>의

136) ‘-다는 것이다’가 이해 및 표현 국면 모두에서 학습자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은, 출처

를 분명하게 밝히는 일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

되면서도 그것이 학습자가 자신의 글을 쓰는 국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대

조적이다.

137) 물론 대다수의 학습자는 ⑨가 포함된 해당 문단 전체를 인용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

었다. 그러나 전체 문단이 아닌 ⑨에만 밑줄을 그은 학습자들도 있었으며,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면서’에만 밑줄을 그은 경우, ‘-했다는 것이다’에만 밑줄을 그은 경우도 있

었기에 이들 각각의 경우를 별도로 유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138)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⑴ 문항 응답자 총 369명 중 정답자 348명(94.3%), 오답자 21명(5.7%)

5-⑵ 문항 응답자 총 370명 중 정답자 62명(16.8%), 오답자 308명(83.2%)

5-⑶ 문항 응답자 총 369명 중 정답자 93명(25.2%), 오답자 276명(74.8%)

5-⑷ 문항 응답자 총 367명 중 정답자 103명(28.1%), 오답자 264명(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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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343]과 같이 ‘-다고’를 사용하여 수정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이 과제의 기

술 통계 결과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은 5-⑵였는데, ‘오늘’이라는 시간 부사를

발화가 이루어진 시점인 ‘어제’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HS-343]과 같이 간접 인용절에 나타난 ‘오

늘’을 직접 인용절에도 그대로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사례 29>

【HS-343】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준다고 말씀하셨다.

【HS-343】 나는 어제 선생님께 “제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여쭈었다.139)

직접화 및 간접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진단과 더불어 이 항목에서 주목한 것은 직

접 인용에서의 ‘직접’과 간접 인용에서의 ‘간접’이라는 용어가 학습자들에게 여러 의

미로 혼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혼용이 직 간접의 의미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학습자 사례 30>가 이를 보여 준다. 즉, 간접 인용절을

포함하고 있는 6-⑴, ⑵, ⑶이 이들 학습자에게 ‘직접 인용’이 이루어진 문장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 사례 30> 

6-⑴ 소영이는 내일 여행 간다고 자랑했다.

6-⑵ 희진이는 호영이가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6-⑶ 우리는 급히 부대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HS-170】 6-⑴, 6-⑶ 간접인용으로 바꿀 수 있어서

【HS-177】 6-⑴, 소영이의 말을 직접인용 / 6-⑵ 희진이의 말을 직접인용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HS-170], [HS-177]에게 ‘직접’과 ‘간접’의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

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활동 과제를 불문하고 학습자들의 응답

내용 중 ‘직접’과 ‘간접’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경우를 모아 그 유형을 분류해 보았

다. 먼저, ‘직접’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사례 31-1> 

139) 간접 인용절의 ‘내가’를 직접 인용절로 고치는 과정에서 발화자인 ‘나’와 청자인 ‘선생님’

의 사회 관계칭(social deixis)을 고려하여 ‘제가’로 바꾸지 못하고 직접 인용절에 주어를 삭

제하여 “오늘 어디로 가야 해요?”로 수정한 경우도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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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001】 조운흘이 직접 한 말 (➡조운흘 본인이 한 말)                  

【US-011】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US-040】 강릉태수의 직접 발화 (➡강릉태수 본인 발화) 

【HS-236】 서술자가 직접한 말이 아닌 ‘철호’라는 다른 인물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서술자 본인의 말이 아닌) 

【HS-357】 정선이가 직접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본인의 상태를)

                   

<학습자 사례 31-2>

【US-013】 직접적으로 발화가 있었던 것 아님. 속마음의 예측 (➡실제로 발화가)

【HS-163】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닌 철호의 마음속 의도이다. (➡실제로 언급한 것이)

【HS-183】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어서 

         (➡실제로/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HS-349】 사람이 직접 한 말이나 쓴 내용이 들어감 (➡실제로 한 말) 

【HS-359】 상황 속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슬쩍 자리를 비키며 이러한 문체를 썼을 뿐

이어서      (↳실제로 말하지 않고)

<학습자 사례 31-1>은 ‘직접’이라는 용어가 학습자들에게 ‘발화 주체 본인이 한

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직접’이라는 용어 대신 ‘본인’이라는

말을 넣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와 비슷하지만

<학습자 사례 31-2>는 ‘발화 주체 본인이 실제로̇̇ 말̇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맥락

에서 ‘직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맥락에

서는 ‘직접’ 대신 ‘실제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학습자 사례 31-3>

【US-027】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발화 (➡그대로 발화)

【US-034】 조운흘의 충고가 직접 드러나 있어서 (➡그대로/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US-034】 타인인 할머니의 이야기가 직접 등장 (➡그대로 등장/겉으로 드러나 있음)

<학습자 사례 31-4>

【HS-146】 한 말을 직접 씀. (➡직접 전달함)

【HS-166】 안양 시장이 한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했기 때문에 (➡직접 전달했기 때문에)

【HS-319】 옛말을 직접적으로 썼다. (➡직접 전달했다.)

이에 더하여, <학습자 사례 31-3>은 ‘직접’이 ‘드러내 보인다’는 의미로도, 그리고

<학습자 사례 31-4>는 ‘직접’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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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요컨대, 각 유형의 사용역을 종합하면, ‘직접’이라는 의미는

학습자들에게 ‘발화 주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드̇러낸다’, 혹은 ‘발화 주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을 직접 전달̇̇ ̇ 한̇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간접’이라는 용어는 ‘직접’만큼 사용역의 미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학습자 사례 32-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간접’은 대체로 ‘인용 화자̇̇ ̇ 에̇

의해 대신 전달̇̇ ̇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S-115], [HS-328]

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대신 전달’과 ‘대신 말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 간접의 의

미가 이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 맥락에

서는 ‘간접’이 ‘인용 화자가 대신 전달’이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다.

<학습자 사례 32-1>                               (↱ 인용 화자가 알려주고)

【US-032】 정선이라는 대상이 머리가 아프다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 

【HS-112】 철호가 한 말을 간접적으로 썼기 때문이다. (➡인용 화자가 썼기)

【HS-115】 타인의 말이나 생각을 간접적으로 끌어다가 사용(서술자가 대신 전달) 했기 

때문이다.

【HS-328】 정선이의 상황을 대신 말하였기에 인용이다

【HS-329】 조운흘이 말한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인용 화자가 대신 전달) 

‘직접’과 ‘간접’의 의미가 학습자에게 이와 같이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

면, [HS-170]에서 주어진 문장을 ‘직접 인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한 이유는 발

화 주체인 소영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이 그대로 문장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HS-177]에서 언급된 ‘직접’의 의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희진이 본인이 실제로 한 말(호영이는 나를 도와줄거

야), 우리가 실제로 받은 명령(급히 부대로 돌아와라)이 그대로 문장에 나타나 있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인용이 이루어진 문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HS-170], [HS-177]이 놓치고 있는 것은 ‘간접 인용’

이 함의하는 ‘간접화’의 의미이다. 주지하다시피 ‘간접화’란 인용 화자가 원발화를

자신의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인용구문에서는 인용 화자의 시점만

이 존재한다. 따라서 6-⑴, ⑵에서 각각 소영이와 희진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이 문

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말이 원발화자인 소영이와 희진

이의 시점 혹은 관점에서 표현된 것인지, 인용 화자의 시점 혹은 관점에서 표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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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의 전이’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어진 문장이 발화 주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냐 아

니냐만을 고려한다면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의 혼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더욱이 직접 인용에서 발화 주체의 말을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간접 인용에서 발화 주체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것도 결국은 모두

인용 화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전달’과 ‘대신 전달’은 표현만 다를 뿐 지시하는

의미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직 간접의 의미를 변별하는 입각점이 될 수 없는 것이

다.

2.2. 인용 표현의 구성과 목소리 내기의 양상

해석적 사용 주체가 ‘모방적 메아리’, ‘환언적 되풀이’, ‘해석적 재구성’의 방식을

통해 능동적인 겹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에 비하여, 해석적 사용 주체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학습자는 대부분 ‘모방적 메아리’의 단계, ‘모방적 메아리와 환언적 되

풀이’의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나, 일부는 ‘환언적 되풀이와 해석적 재구성’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로 한다.

(1) 모방적 메아리 단계

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변형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모방

하여 자신의 글에 옮겨 적되, 자신의 주도적인 목소리로 그것을 끌어들여 평가하는

맥락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행 텍스트에 필적할 만한 다른 적합한 목소리

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전부인 양 그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었다.

① 출처에 대한 부족한 인식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선행 텍스트의 내

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어진 자료를 인용한다는 것이 그

것을 ‘있는 그대로 옮겨 오는 것’, ‘자료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된 결과일 가능성

이 높다. 앞서 살핀 과제 수행의 결과에서 누가 한 말인지가 드러나 있느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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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인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것과 달리, 인용의 의미가 이처

럼 옮겨 오는 것, 가져오는 것 정도로만 이해되었다는 것은 학습자가 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에서 선행 텍스트에 나타난 필자의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0) 전

술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자신의 주도적인 목소리로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끌어들

여 이를 평가하는 맥락 속에 두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더라도 출처를 밝

히지 않은 채로 기술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

는 일이 가능하다고 해도, 여기서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글쓰기 사례에서처

럼 적어도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표현하

지는 않을 것이다.141)

<학습자 사례 33-1>

【원문 텍스트】 

∘청소년을 보호와 간섭 및 타율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율적인 삶을 강조하

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어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절실

-출처: 최창렬(용인대 교수)(2017),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여부’

⑵ 반대 입장: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한 반대입장은 우선, 입시중심의 교육제도 하에

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교육이 제대로 되어오지 않았고, 고등학교 재

학 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18세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타인의 영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출처: 김종갑‧김선화(2017),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

【HS-217】 (주장하는 글) 청소년을 보호와 간섭 및 타율적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자

140) 혹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앞 장의 자료에서 인용할 것”이라는

글쓰기 과제의 조건에 충실하게 응한 결과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글을 읽고 평가할 독자(연구자)가 이미 앞 장의 자료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글이 출처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

더라도, 이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들이 필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에서 선행 텍

스트에 나타난 필자의 목소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서 주어진 자료를 인용한 것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141) 이 지점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글을 출처에 대한 인식이 명백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를 인식했다면, 다시 말해 내가 쓰려고 하는 문장이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옮겨 오는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했

다면, 그래서 그것을 마치 내 고유의 생각인 것처럼 쓰는 것이 어색하거나 문제라고 인식

했다면, <학습자 사례 32-1>과 같은 결과물은 생산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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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삶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어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절실하므로 만 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HS-289】 (주장하는 글) 저는 ‘만 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

다. 우선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하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교육이 제대로 되어 오지 않았고,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의 비중이 많을 

텐데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만큼 자신의 의견과 생각보

다 타인, 특히 친구들에게 휘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학습자 자료 33-1>의 [HS-217]은 만 18세의 선거권 보장에 찬성하는 근거를

최창렬(2017)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옮겨 오고 있으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HS-289]는 18세의 선거권 보장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종갑 김선화(2017)에서 정리한 글을 옮겨 오고 있으나 역시 출처를 드러내

고 있지 않다. 다만, [HS-289]는 찬성 측의 글을 전부 그대로 옮겨 온 [HS-217]과

는 다르게, ‘우선～비중이’까지는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고 있지만

‘많을 텐데～때문입니다’까지는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약간 변형시키는 수준에서 옮

겨 오고 있음이 확인된다.142)

목소리 내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 사례는 필자의 목소리로 전유되어 있는 텍

스트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문제 상황은 여기에 나타난 필자의

목소리가 학습자 고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들 고유의 목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전

형적인 표절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들이 글쓰기 과제의 조건에 따라 앞 장의 자

료를 가져다 쓰는 과정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고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됨으로써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목소리

인 것처럼 표현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적 상황이다. 더욱이 모든 학습자에게 동

일한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학습자 집단이 또한 존재

한다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인용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힘을 실어 준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나타난 목소리 내기의 양상은 사실상 출처의 비닉에 따른 ‘무

매개적 홑목소리’143)로 결론지을 수 있다. 자기 고유의 목소리를 담은 텍스트를 생

142) 학습자 개별 인터뷰가 보충되어야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앞 문장까지는 원

문의 내용을 베끼듯 그대로 옮겨 오다가 마지막 문장에서는 소극적이나마 자신의 목소리

로 원문의 내용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학습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는 일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143) ‘무매개적 홑목소리’는 바흐친의 용어로, 이 연구에서 지향하는 ‘능동적 겹목소리’의 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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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까지 그 과정을 매개하고 있는 선행 텍스트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매개적’이며, 필자 자신의 목소리로 전유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홑목소

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유형에서 또한 주목되는 현상은 원문 텍스트에서 출처를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온 부분 중에서 빈도수가 높았던 문장이 선거권의 정의를 기술한 부분

이었다는 사실이다. <학습자 사례 33-2>의 [HS-402]에 언급된 바와 같이, 선거권

에 대한 정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며, 특정한 누군가

의 발화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처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이 높다. 이것은 마치 속담이나 관용구처럼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기 어렵거나, 이미

같은 언어 문화권의 구성원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

인 내용이기 때문에 출처 밝히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학습자 사례 33-2>

【HS-353】 (주장하는 글) 나는 ‘만 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에 찬성한다. 선거권

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를 만 18세부터 갖기에 충분

하다고 생각한다.

【HS-349】 (주장하는 글)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

다. 사람들은 평등한 선거권을 위해 오랜 세월 투쟁을 해왔고 이 역사만으

로도 숭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S-402】 (주장하는 글) 나는 만 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

로 선거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부터 선거권

을 가지게 된다. 

점에 놓이는 목소리 내기 방식이다.

【원문 텍스트】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략)… 사람들은 평

등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지난한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기에 선

거권은 그 역사만으로도 숭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중략)… 선거는 국

민의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

계적으로는 일정한 연령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령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한 것인데, 세계적으로 

16세부터 21세까지 다양하다.            -출처: 김정미(2017), ‘선거권 연령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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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와 같은 내용 기술은 ‘정보 전달’을 위해 신문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맥락

에서 훨씬 더 높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해당 내용이 잘 알려진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신문기사가 전해 들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라는 인식이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습자 사례 33-3>

【HS-353】 (주장하는 글)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표현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일정한 연령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하

였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량부터 선거권을 가

지게한것인데, 16세~21세까지 다양하다.

[HS-353]은 이러한 특징을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례이다. 이 학습자는

<학습자 사례 33-2, 3>에 드러난 바와 같이 주장하는 글을 써야 하는 맥락에서보

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써야 하는 맥락에서 원문 텍스트의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그대로 옮겨 와 쓰고 있음에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

으로 신문기사가 공적인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장르성을 지닌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② 출처 인식과 따옴표 사용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글에 옮겨 오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

가 아님을 드러내기 위해 큰따옴표를 사용하거나 출처를 밝히는 모습을 보이는 경

우도 있었다. 다만, 출처를 밝히는 방식에는 학습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최창렬의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여부’를 보면”과 같이 원텍스트의

필자와 그 글의 제목을 함께 언급한 경우에서부터 “독일의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

서 교수”와 같이 발화자만을 밝히는 경우,144) “앞서 글에서도～써져 있듯이”와 같이

발화의 출처를 불분명하거나 모호하게 언급하는 경우까지 다양하였다.

144) 사실상 에크하르트 예서 교수의 발화는 박인환(2017)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인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발화를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 즉 2차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어떻게 인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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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사례 34> 

【HS-088】 (주장하는 글) 위에 주장에 찬성한다. 최창렬의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여부’

를 보면 ‘인지능력, 도덕성,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능력은 성인 수

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는 부분이 나온다. 이를 통해 능력에 차

이가 없는 두 집단에 선거권에 대한 여부의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된다.

【US-051】 (주장하는 글) 만 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것에 반대한다. 앞서 글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성년자에게 우리 국가 사회의 운명과 미

래를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

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써져 있듯이. 나 또한 이말에 전적으로 동의

하기 때문에 18세의 선거권 보장에 반대한다. 

【HS-284】 (주장하는 글) 나는 ‘만 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서교수는 독의 내 선거 연령 인화 움

직임에 대해 “선거 연령(18세)이 성년 연령(19세)과 다를경우 혼란과 불명확

성을 초래한다”며 “성년에 도달했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

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

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성년자에게 우리 국가사회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일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가치

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성년의나이가 되지 않은 자

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모순이므로 위주장에 반대한다. 

【HS-303】 (주장하는 글) 독일의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서는 “선거 연령(18세)이 성년 

연령(19세과 다를 경우 혼란과 불명확성을 초래한다.”라고 말하며 ‘만 18세

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다. 이와 같이 선거 연령을 낮

추는 것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성인이 가지는 선거권

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선거권의 가치를 폄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목소리 내기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유형의 학습자 글에는 ‘선행 텍스트 필자의 목

소리’와 ‘학습자 자신의 목소리’라는 이중의 목소리가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

만, 그러한 두 목소리가 능동적인 겹목소리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텍스트 필자의 지배적인 목소리에 의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

겹목소리’의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

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주어진 자료에서 찾아 옮겨 오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

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지를 밝히기보다는, 선행 텍스트 필자의 목소리에

종속되어 그러한 목소리를 인용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주장이 논증이되었다고 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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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HS-088], [HS-284]) 선행 텍스트 필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US-051])”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HS-303]의 경우는 에크하르트 예서의 발

화를 인용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를 그 다음 문장부터 설

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선 사례들과 차이를 보이지만,145) “선거권의 가치를 폄

하하는 게 아닌가”라는 마지막 문장은 선행 텍스트의 목소리에 지배당하거나 그 목

소리를 메아리처럼 모방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모방적 메아리와 환언적 되풀이의 중간 단계

앞선 유형에 속해 있는 학습자들이 주어진 글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기는 데

급급한 특징을 보이는 경우였다면,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습자들은 모방적 메

아리 단계의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그것을

직접 인용구문의 형식이 아닌 간접 인용구문의 형식으로 인용함으로써 선행 텍스트

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수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속한다. 다만, 그러한 간접 인용구문이 언급한 바와 같이, 표면상 간접 인용구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도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 인용구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모방적 메아리와 환언적 되풀이의 중

간 단계에 있다고 보았다.

① 선행 텍스트의 복제: ‘-다라고 하다’, ‘-다는 것’류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종결어미 ‘-다’에 ‘라고’ 및 ‘라고’의 활용 형태를

결합시킨 ‘-다라고’, ‘-다라는’이 학습자 글에서 마치 간접 인용절에 결합하는 어미

‘-다고’처럼 사용되고 있는 현상이다.

<학습자 사례 35-1>

【HS-260】 (주장하는 글) 앞 장의 자료를 참고 했는데,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획일적

으로 구분하여 성숙함과 미성숙함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간의 발달 과정과 

145) 선행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러한 설명 역시 에크하르트 예서 교수의 발화(“아

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성년자에게 우리 국가사회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선

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선거권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가 뜻하

는 바를 자신의 관점에서 환언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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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발달 정도를 무시하고 다양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폄하에 불과하다

라는 찬성 측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다.

【HS-219】 (주장하는 글) 청소년에게 자율적인 삶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

어 사회적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절실하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HS-339】 (주장하는 글) 독일의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서는 선거연령(18세)이 성년 

연령(19세)와 다를 경우 혼란과 불명확성을 초래한다라고 언급했다.

【HS-131】 (정보-전달하는 글)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은 우

리나라의 입시제도 하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교육이 제대

로 되지 않았고 타인에게 청소년이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인의 의

견에 종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S-131】 (주장하는 글) 만 18세의 인지, 도덕성 등이 성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료도 

있고 높아진 교육수준과 인터넷 덕분에 정보의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졌다 

라고 국회 입법조사처의 ‘선거연령 인하의 쟁점 및 고려사항’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만 18세는 충분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HS-272】 (주장하는 글) 자료집에는 후진적 정치오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

다. 라고 나와있는데 적극 동의한다. 

위의 <학습자 사례 35-1>는 ‘-다’에 이끌리는 문장이 선행 텍스트에 기술된 내용

을 거의 그대로 옮겨 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 앞뒤에 큰따옴표가 있었다면 그

것이 직접 인용구문의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HS-131]에서 종

결어미 ‘-다’와 ‘라고’ 사이를 띄어 쓰고 있는 점, [HS-272]에서 종결어미 ‘-다’에 마

침표를 찍고 그다음에 ‘라고’를 쓰고 있는 점은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

들이 해당 문장을 직접 인용구문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보면 위의 사례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못한 학습자의 실수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큰따옴표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것이 학습자의 머릿속에는

존재하는 현상을 보여 주는 사례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다양한 학습자의 글에서 빈번하게 발견되며, [HS-1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학습자의 글에서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큰따옴표를 누락시킨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생각해 보게 한다. 더욱이 [HS-291]에서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성년자에게”와 같은 원문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 아니라

“아직 성인처럼 성숙하지 못하다”로 피인용구문을 변형시켰음에도 직접 인용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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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라고’를 선택하고 있는 점, [HS-287]처럼 원문 텍스트에서 “있음”으로 종

결된 표현을 “있다”로 옮겨 오면서 간접 인용구문에 결합하는 ‘고’를 선택하고 있는

점, [HS-417]처럼 ‘라고’의 ‘고’를 누락시키거나 [HS-269, 155, 290]처럼 ‘-다고’의

‘고’를 누락시키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학습자들이 직접 인용구문과 간접

인용구문의 형식을 혼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도 볼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 사례 35-2>

【HS-291】 (주장하는 글) 만 18세가 지금 선거권을 얻지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성

인처럼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인데 위 글에서 “인지능력, 도덕성,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능력은 성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음”

이라고 한 것과 같이 …(후략)…

【HS-287】 (주장하는 글) 최창렬 교수께서는 인지 능력, 도덕성,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능력은 성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고 말합니다.

【HS-417】 (주장하는 글)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성숙함과 미성

숙함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간 발달 과정과 개인 발달 정도를 무시하고 다양

한 인간의 능력에 대한 폄하에 불과하다라 하였다.

【HS-269】 (정보-전달하는 글) 18세가 된 청소년들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 능력과 정치

적 판단을 할 수 있다 주장한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중략)…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타인의 영향에 미칠 수 있다 주장한다.

【HS-155】 (주장하는 글) 에크하르트 예서는 선거 연령이 성년 연령과 다르면 혼란과 

불명확성을 초래한다 하지만, …(후략)…

【HS-290】 (주장하는 글) 찬성측의 글에 따르면 인지능력, 도덕성, 자율성 등의 측면에

서 청소년의 능력은 성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하니 …(후략)…

특히, [HS-287]에서 더 나아가면 [HS-312, 301], [US-019]와 같이 원문 텍스트에

서 ‘-다’로 끝나는 문장까지를 그대로 옮겨 오면서도 직접 인용구문에 결합하는 ‘라

고’가 아닌 ‘-고’나 ‘-는’을 결합시켜 간접 인용구문에 결합하는 ‘-다고’와 그것의 활

용으로 볼 수 있는 ‘-다는’, ‘-다는 것’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해당 인용구문이

실상은 직접 인용구문에 가까운 것이나 그것을 마치 인용 화자에 의해 재구성된 혹

은 간접화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학습자 사례 35-3>

【HS-312】 (주장하는 글) 독일의 정치학자 에크하르트 예서는 성년에 도달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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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HS-301】 (주장하는 글) 고등학교 재학의 비중이 높은 18세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

하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타

인의 영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후략)…

【US-019】 (주장하는 글) 즉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18세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결과

가 아니라 타인의 영향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례의 제시는 학습자를 이렇게 혼동시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밝히는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다라고’나 ‘-

다 하다’와 같은 형식들이 아래의 구어말뭉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어를 구어로 인용할 경우에 발화될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구어적 표현이 학습자 텍스트에 영향을 미쳐 직접 인용구문과 간접 인용구문의 형

식을 혼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해석이다.

자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것은에 끝에, 그대는 나의 세상을 나는 그

대의 세상을 함께 짊어지고 새벽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라고 돼 있죠, 여러

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는, 뭐예요?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구어말뭉치(교양국어 강의 전사) 자료146)

다른 하나는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었던 인용의 방식이 구어에서 문어로의 전환이

었기 때문에 구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수행 억양이 간접 인용구문으로 전환되면서

중화되는 현상은 학습자에게 비교적 익숙한 반면, ‘-다’로 종결되는 문어를 다시 문

어로 간접 인용하는 방법은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인바, 피인용문의 구성 방

식에 대한 이와 같은 지식의 결여가 직접 인용구문과 간접 인용구문의 형식을 혼동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해석이다.147)

어떠한 경우든 이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문어에서 문어로의 올바른 간접 인

용 방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학습자 글쓰기 사

146)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의 현대 구어말뭉치 중에서 ‘-다라고’를 검색하면 총 173건의

자료가 나온다. 본문에 제시한 것은 그중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

147) 이에 대해서는 Ⅱ장에서 상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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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선행 텍스트 필자와 학습자 자신의 목소리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겹목소

리의 양상을 보이지만 앞서 살핀 모방적 메아리의 단계에서와 같이 그것이 여전히

선행 텍스트 필자의 목소리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 겹목소리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선행 텍스트의 변형: ‘이라고 하다’, ‘-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로 종결되는 피인용문이 원문 텍스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온 사

례를 살펴본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는 피인용문이 될 원문 텍

스트의 문장을 어휘 교체 및 구(句)의 변형과 같이 소극적 차원에서나마 변형시키

고 있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두 사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사례 36>

【HS-285】 (정보-전달하는 글) 반대측의 입장에서는 선거나이를 낮추는 것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끌여들어(↔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미성년자에게) 우리나

라의 미래를 바꾸게 하는 것은(↔우리 국가사회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모순일 뿐만 아니라) 정치

오염 등에서 청소년을 구제하는 방법(↔정치오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라고 한다.

【HS-249】 (정보-전달하는 글) 찬성 측의 입장은 청소년들한테도 삶에 선택과 책임이 따

르다는것을 알게 해주고(↔청소년들도 그들의 삶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강조하고148)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어(↔

자율적인 삶을 강조하고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HS-285]에서는 원문 텍스트의 “미성년자”를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미래를 결

정하는”을 “미래를 바꾸게 하는”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청소년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변형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HS-249]에서

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을 알게 해주고”로 바꾸는 등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학습자 자신의 말로 표현하려

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NP이라고 한다’, ‘-다는

것이다’와 같은 인용 표현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제시한 두 사례가 모두 자신이 접한 정보

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맥락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49) 앞서 살펴본 바

148)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옮겨 오는 과정에서 “자율적인 삶을”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149) 물론, 주장하는 글에서도 소극적 차원에서 피인용문을 변형시키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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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대다수의 학습자들은 신문기사처럼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맥

락이 주어지는 경우 비록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더라도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 오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

려하면 동일한 맥락에서 피인용문이 될 원문 텍스트의 문장을 소극적이나마 변형시

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의외의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사례에서 또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 즉 이러한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

인가 하는 점이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 사례의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 전달’의 맥락을 ‘보고(혹은 보도)하기’가 아닌 ‘설명하기’로 수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 이들 학습자는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전달받는 독

자(혹은 청자)에게 자신이 접한 정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를 고민한 결과로

해당 정보를 자신이 이해한 방식대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소극

적 차원에서든 적극적 차원에서든 주어진 내용에 수정을 가했다는 것은 필자 자신

의 해석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다음 항에서 살펴

볼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인용문의 변형 및 재구성은 이처럼 원문 텍스트

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을 때 얻어지는 결과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극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피인용문의 변

형은 선행 텍스트 필자의 목소리에 여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 겹목소

리의 양상을 보이는 것이지만 능동적 겹목소리를 내기 위한 이전 단계로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환언적 되풀이와 해석적 재구성의 단계

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선행 텍스트 필자의 목소리에 종속되어 있거나 그가 가지

는 권위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도적인 목소리로 선행 텍스트의 내

용을 끌어들임으로써 필자의 목소리를 객관적인 평가 맥락 속에 두는 경우이다. 다

시 말해, 타자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인용 표현을 구성하되, 자신의 글에 언표화될

타자의 목소리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하나의 비계이자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볼 학습자들은 ‘능동적인 겹목

소리’를 낼 줄 아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선행 텍스트의 재구성: ‘-다는 것이다’



- 158 -

모방적 메아리와 환언적 되풀이의 중간 단계에서 살펴본 ‘-다는 것이다’는 ‘-다’

로 종결되는 피인용문이 선행 텍스트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거나, 그것에 수정

을 가하더라도 그 수준이 어휘 교체 및 구나 절 차원에서 표현을 변형하는 정도의

소극적 차원에 머무는 경우였다면, 여기서 살펴볼 동일한 형식의 ‘-다는 것이다’는 인

용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피인용문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한 경우이다. 즉, 선행 텍

스트의 내용을 되풀이하더라도 필자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 것

인지를 인용 화자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 결과를 독자에게 설명하는 경우이다.

<학습자 사례 37>

【HS-341】 (주장하는 글)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에 의하면 의지능력, 도덕성, 자율성 

측면에서 청소년의 능력은 성인 수준에 도달한다. 이는 곧 청소년이 성인에 

못지 않은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US-009】 (정보-전달하는 글) 선거권 연령문제에 대한 논라이 확산되고 있다. 찬성 측

에서는 청소년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의 주체라는 

주장을 편다. 최창렬 교수는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측은 청소년의 정치의사는 주변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HS-394】 (주장하는 글) 선거가 가능한 나이보다 성인이 되고 나이가 더 많다면 당연

히 청소년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일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HS-146】 (주장하는 글) 김정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일정 연령이상부터 선거권

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연

령부터 선거권을 가지게 한 것인데, 세계적으로 16세부터 21세까지 다양하

다“라고 언급하였다. 곧, 선거권은 적절한 선택능력, 사리분별능력이 필요하

고, 그에 따른 책임또한 질 수 있는 시민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HS-341, 146]에 언급된 ”이는, 곧“과 같은 표현은 ‘-다는 것이다’에 이끌리는 문

장이 선행 텍스트 필자의 목소리를 인용 화자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음을 드

러내는 표지이다. 요컨대, 이때의 ‘-다는 것이다’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환언적 되

풀이 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선행 텍스트의 재맥락화: ‘-다고 하-’류 및 의문형 어미의 동원

선행 텍스트 필자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환언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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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 주장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선행 텍스트 필자의 목소리

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는 능동적인 겹목소리를

낼 줄 아는 인용 화자로서 피인용문이 될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재맥락화150)한다.

<학습자 사례 38-1>

【US-037】 (주장하는 글) 또한 미성년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 즉 만18세라고 미성숙한 것도 아니고 만 19세로 성인이 

되어도 반드시 성숙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HS-132】 (주장하는 글) 만 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해준다 하는 이들은 차라리 의무교육

을 마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들까지 보장해준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만 18세는 선거권을 부여받아선 아니된다.

【HS-391】 (주장하는 글) 게다가 나라가 정하는 교육방식이 적용되는 건 청소년들인데, 

막상 영향을 받을 청소년들에겐 투표권이 없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청소

년이 배제된 선거는 어른들 입맛맞추는데 급급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HS-116】 (주장하는 글) 찬성 측 얘기대로라면 그 누구도 인간의 발달정도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정해진 나

이인 만 19세에서 하향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들에서 인용 화자인 학습자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필자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그 주장이 어떤 측면에서 타당성이 떨어지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원문 텍스트에는 실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읽어 가며 파악한 필자의 논지(목소리)를 자신이 재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US-037]의 밑줄 친 부분에서 인용 화자는 ‘만 19세로 성인이 되면 성숙하다고 말

할 수 있다’와 같은 필자의 목소리를 전제하면서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용 화자가 전제한 필자의 목소리는 원문 텍스트에 실제적으

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전제’이다. 그러나 인용 화자가 이러한 ‘전제’를

필자의 ‘목소리’로 인식한 것은 만 18세를 미성숙하다고 보는 필자의 주장이 만 19

세는 성숙하다고 보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HS-132]

에서는 만 18세의 선거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들까지 보장해 준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HS-391]에서도 필자

150) 이원표(2005: 121-122)에 따르면, ‘재맥락화’라는 용어는 Linell(1998)이 Bakhtin의 ‘재개념

화’라는 용어를 바꾸어 소개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언어 표현, 개념이나 명제, 사실, 논증,

평가, 가치 등 다양한 담화 요소들이 원래 존재했던 맥락으로부터 추출되어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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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을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목소리로 표현하면서 그러한 주

장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HS-116]에서는 찬

성 측의 주장대로 “인간의 발달 정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사

실을 인정하게 되면 선거 가능 연령을 법에서 성인으로 규정한 만 19세보다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요컨대, 이 과정에서 필자의

주장을 비판하는 인용 화자의 목소리는 ‘-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 하

는 것은 -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다(고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라면/-

다고 하면 -다고 할 수 있다’와 같은 인용 표현들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학습자 사례 38-2>

【HS-115】 (주장하는 글) 그런데 만약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고 가정해보자. 미

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권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선택을 하

라는 것은 모순이다. …(중략)… 이 예시로 ’소년법‘을 들어보자. 소년법에 따

르면 만 19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죄를 지어도 성인만

큼의 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차별이고 성인의 권리가 침해된 건

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없애는 것이다. 만약 투표권이 만 18세부터 주어진

다면 다른 법률까지 개정하느라 많은 불편함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래

서 나는 선거 연령을 하향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US-042】 (주장하는 글) 18세와 19세. 1년의 차이에서 우린 성인으로서의 성숙과 청소

년으로서의 미성숙 그 기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중략)… 이미 학교

에서도 학교 회장, 부회장 선거, 실장 선거 등을 통해 학생들은 어떤 후보가 

잘 이끌어내는 리더쉽(십)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법을 알고 있다. …(중략)… 우리나라의 꿈은 아이들이라

고 말한다.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힘에 보탬이 되는 것이 바로 선

거권이 될 수 있다. 

한편, [HS-115]는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에 나타난 쟁점을 자신의 상황으로 재

맥락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고 가

정해 보자”, “만약 투표권이 만 18세부터 주어진다(고 하)면”151)과 같은 인용 표현

의 사용은 인용 화자가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맥락으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방증한

다. [HS-115]는 또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와 같이 선행 텍스트

151) 여기서의 ‘-다면’을 ‘-다고 하면’의 줄임말로 분석한 것은 이것이 원문 텍스트의 말(주장)

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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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목소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년

법’이라는 또 다른 맥락의 사례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그렇다면 이게 차별이고

성인의 권리가 침해된 건가? 아니다”와 같은 내적 대화체 구성의 표현들을 사용하

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US-042]는 ‘-ㄹ까’, ‘-ㄴ지’와 같

은 의문형 어미들의 사용이 내적 대화체를 구성하는 표현의 일종임을 확인시켜 주

는데, 이러한 내적 대화체의 사용은 학습자가 능동적 겹목소리를 내는 인용 화자임

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습자 사례 38-3>

【HS-092】 (주장하는 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며 성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

가 보장되는 것과 반면 청소년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 선거권이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

이라고 생각된다. 

【US-006】 (주장하는 글) 이는 선거 연령 저하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 논리에 입각하

면 발달 과정 중 어디서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는지가 의문

이다. 가령 선거권을 만 18세까지 보장한다고 하면 만 17세는 선거를 할 수 

없냐는 비판이 나오게 되고, 또 만 17세까지 보장하면 만 16세에 관한 비판

이 나올 수 있다. 

【US-039】 (주장하는 글) 학교 밖의 교육으로 성장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도

우리나라 성인 선거율이 몹시 낮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교외 교육에서 어

른에게 올바른 선거에 관한 교육은 힘들 것이라 사려(료)된다.

<학습자 사례 38-3>은 내적 대화체 구성의 다양한 방식을 또한 보여 준다.

[HS-092]의 ‘-는가’와 [US-006]의 ‘-는지’는 인용 화자 자신의 목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의문형 어미들이며, [US-006]의 ‘-냐는’과 [US-039]의 ‘-느냐’

는 선행 텍스트의 필자를 비롯하여 인용 화자의 주장에 반대하는 또 다른 타인의

목소리를 구현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는 의문형 어미들이다. 이처럼 학습자는 자신

의 목소리뿐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타인의 목소리를 자신의 발화 속으로

적극 끌어들임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의 글을 ‘능동적인 겹목소리의 담론’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2.3. 소결론: 과제 수행 결과의 한계점 및 분석 결과 종합



- 162 -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설문 조사형 활동 과제를 바탕으로 인용에 대한 학

습자의 이해와 적용 수준을 진단하고, 이와 더불어 학습자가 인용 표현을 구성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진단해 보았다. 과제 수행과

그에 따른 분석 결과가 학습자에게 제시된 활동 과제로부터 비롯되는 것인 만큼 본

연구에서 설계한 과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152) 그

러한 제한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분석된 결과가 지니는 의의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인용 표현의 확인 과제에서는 제시된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인용 표현의

목록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목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 역시 해당 표

현 목록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다. 반대로, 특정 인용 표현에 주

목하지 못한다는 결과 분석 역시 텍스트에 그러한 표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

재한다. 이에 더하여, 특정 인용 표현에 주목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 학습자들에게

‘라고’, ‘고’만큼 인용을 실현하는 언어 형식으로서 분명하게 인지되지 못했기 때문

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표현의 빈도수나 텍스트의 길이,

텍스트의 내용, 단순한 부주의 등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 언어 형식에 주목하지 못

하게 만든 또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텍스트를 연구 목적에

맞게 가공하지 않는 한, 하나의 텍스트 안에 다양한 인용의 방식과 표현을 포함하

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수의 학

습자가 주목하지 못한 특정 언어 형식을 변별해 내고 그 원인을 인식 부족으로 진

단했던 것은 반대로, 해당 인용 표현의 빈도수가 낮았음에도 소수의 학습자에게는

동일한 언어 형식이 인용 표현으로 분명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학습자가 직접

작성한 기술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이라는 맥락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목하지 못한 다수의 학습자들 중에는 그것의 의미기능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의 영향으로 미처 주목하지 못한 경우가 함께 존재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당할 것이다.

한편, 글쓰기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발견된 한계점은 “필요한 내용을 앞 장의 자

료에서 인용할 것”이라는 조건이 학습자에게는 연구자와 학습자 사이에 출처를 분

152) 다만,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한계는 실제 400개가 넘는 과제 수행의 결과물을 분석한 결

과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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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암묵적 신호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것이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글쓰기 과제

를 수행한 총 390명 중에서 출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표절의 위험에 놓이게 된

경우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특정 내용이 본인의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

가 많았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 글에서 관점 표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3인칭 주어와 인지(사유)

동사로 구성된 인용구문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은 학습자에게 제시된 자료

자체의 한계에 그 원인이 있다. 즉, 제시 자료에 그러한 표현이 도출될 수 있는 맥

락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다. 김정미(2017), 박인환(2017), 최창렬(2017) 등 3인칭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는 있었고, 실제로 글쓰기 자료에서 “용인대학교 최창

렬 교수님은([US-091]”, “건국대 박인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HS-242]”, “이

교수('에크하르트 예서'를 가리키는 표현임)가 미성년을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놓고서는[HS-346]”과 같은 학습자 나름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으나, 김정미(2017)을 제외하면 모두 주장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인지(사유) 동사보

다는 ‘지적하다, 언급하다, 주장하다’ 등의 발화 동사들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점 표지와 관련하여 현재로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인지

(사유) 동사를 포함한 인용구문을 인용 표현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점, 인용의 무

표적 표지에 주목하지 못한다는 점, 즉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이해와 적용 차원

에서 진단한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과제와 그 과제의 수행 결과가 지니는 이상의 한계점을 전제

하면서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학습자에게 인용은 ‘말을 옮겨 쓰는 것’, ‘발화를 전달하는 것’ 정

도로 이해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때의 ‘말’은 음성 기관을 통해 발화된 것

이어야 하며, 자신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학습자 집단이 보인 특징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말’이 아

닌 ‘생각’이거나, 누군가가 ‘실제로’ 발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리하여 주

어진 문장으로부터 발화 내용을 복원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는 해당 사례를

인용으로 보지 않았다. 여기서 ‘누군가가 실제로 발화한 것이냐’에 주목하는 경향은

직접 인용에서 ‘직접’의 의미를 ‘발화 주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이러한 의미 이해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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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구문과 간접 인용구문을 혼동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간접 인용구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발화 주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이

그대로 문장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직접 인용이 이루어진 문장으로 인식

하는 모습을 보인 사례가 실제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직접화’의 의미

를 실제 발화 사실의 여부와만 관련지어 이해하고, ‘간접화’의 의미를 ‘시점의 전이’

와 관련하여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인데, 이처럼 주어진 문장이 발

화 주체 본인이 실제로 한 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냐 아니냐만을 고려한다

면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의 혼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

에서 문제적이다.

둘째, 학습자들은 발화의 출처를 드러내는 직접적인 표현, 말했다, 전했다 등의

전달 동사, 큰따옴표, ‘라고’, ‘고’와 같이 해당 문장이 인용임을 나타내는 유표적인

표지들에 쉽게 주목한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고 말했다’, ‘-다는 것이

다’로 종결되는 문장은 대다수의 학습자에게 인용 표현으로 분명하게 수용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라고’, ‘-다고’와 같이 어떠한 언어 형식이 ‘라고’

와 ‘고’를 포함하고 있으면 이를 무조건 인용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 또

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라고’와 ‘고’를 포함한 언어 형태가 인

용이 아닌 다른 의미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

용의 무표적 표지에는 주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해당 문장을 인용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도, 학습자

들은 그 단서를 특정 언어 형태가 담당하는 의미기능에서 찾기보다 해당 문장이 환

기하는 화용적 상황 맥락으로부터 의미를 추론해 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간접

인용구문에서 발화 내용을 복원해 낼 수 있느냐의 여부를 인용 혹은 인용절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셋째, 피인용문에 관형사형 어미나 연결어미가 결합하여 인용구문을 구성하는 경

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다는 것이다’의 형식을 제외

하면 대다수의 학습자는 ‘-다는 복안이다’, ‘남녀 차별이라는 말이 나온 지’153)와 같

이 피인용문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거나 관형절의 수식 구조 안에 인용절이 내

153) 이 경우에는 ‘복안’이라는 단어의 생경함, ‘남녀 차별’이라는 말의 일반화가 해당 구문을

인용구문으로서 주목하지 못하게 만든 또 다른 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론한 바와 같이 동일한 구문이 일부의 학습자들에게는 인용구문으로서 인식된다는 사실

은 ‘-다는’, ‘이라는’의 언어 형식이 인용 표지로서 분명하게 인식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결과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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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되어 있는 경우, ‘-다지만’, ‘-다면서’와 같이 연결어미가 결합한 경우는 해당 문장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인용구문으로서 주

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용 표현을 구성하는 표지 목록을 다양화함으

로써 의미 해석의 범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자가 특정 인용

표지에만 익숙할 뿐 그 외의 다른 인용 표지에 주목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실제 사용 국면에서 부려 쓸 수 있는 인용 표지가 다양하지 않다는 사실로도 이어

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 과제는 그들에게 내재된 인용 표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서도 주목할 수 있다.

학습자 글쓰기 사례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인용 표지는 ‘-다라고 주장했다’에

서 확인되는 ‘-다라고 하다’류이다. 이와 더불어 ‘-다는 것이다’ 역시 학습자 글에서

쉽게 확인되는 인용 표지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표지들이 학습자 글에서 형

식상으로는 간접 인용구문을 형성하지만, ‘-다’에 이끌리는 문장이 원문 텍스트의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여 옮긴 것이라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직접 인용구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아래 [그림 11] 참조).

             

[원문 텍스트]

A는 B다.

인용

➡

[학습자 텍스트] 

A는 B다라고 하다. 

A는 B다는 것이다. 

a가 b다는 것이다.

a가 b이라고 한다.

   C한다는 것이다.   

(원문 텍스트의 복제)

(원문 텍스트의 복제)

(원문 텍스트의 변형)

(원문 텍스트의 변형)

(원문 텍스트의 재구성)

[그림 11] 학습자가 생산한 인용 표현(간접 인용구문)의 구성 양상 

이처럼 제한된 표지들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선행 텍스트 필자의 목소리에 전적으

로 의존하여 그 목소리를 메아리처럼 반복하거나, 그 내용을 변형하더라도 어휘 및

구(句)를 교체하는 모방적 메아리와 환언적 되풀이의 중간 단계에서 수동적인 겹목

소리를 내는 양상을 보였다. 물론,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재맥락화하

여 능동적인 겹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대다수의 학습자들에게서 발견

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인용의 문법적 표지와 의미 해석의 범주를 확장함으

로써 학습자가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텍스트에

서 주체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 다양한 인용 표현을 효과적으로 부려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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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텍스트에서 해석적 사용 주체에 의해

인용 표현이 사용되는 양상을 고찰하여 이를 교육 내용 요소로 변환시키는 일이 수

행되어야 한다. 다음 절에서 내용 요소의 계열화를 위해 실제 텍스트에 나타나는

인용 표현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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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 요소의 계열화를 위한 문법적 표지와 의미

해석의 범주 확장

주지하다시피,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의 담론을 응답적으로 이해한 해석의 결

과를 자신의 텍스트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목소리를 개입시키

는 방식은 인용의 문법적 표지를 통해 구현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장에

서는 Ⅱ장에서 고찰한 ‘되풀이’, ‘재구성’, ‘관점’ 표지의 세 축을 중심에 두고 각각의

표지들이 실제 인용 표현을 통해 구현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

에서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직접화를 지향하느냐 간접화를 지향하느냐와 같은

정도성의 문제로 파악한 바 있으므로,154) 이에 대응하는 되풀이 및 재구성 표지가

온전히 배타적 관계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 선행 텍스트의 복제 및 변형과 관계된 표지(되풀이 표지)로 제시한 언어

형식들은 직접화를 지향하는, 다시 말해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원문에 가깝게 전달

하려는 과정에서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선행 텍스트의 해

석적 재구성에 관계된 표지(재구성 표지)로 제시한 언어 형식들은 간접화를 지향하

는, 다시 말해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요약한 결과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동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절은 장르 중심 텍스트 분석155)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

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 교육을 위한 내용 요소를 선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학

습자가 실제 텍스트에서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인용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양상

을 고찰하고자 한다. 예컨대, ‘-다고 말하다’류나 ‘-다는 것이다’는 선행 텍스트의 내

용을 되풀이하거나 재구성하여 표현할 때 동원될 수 있는 인용의 언어 형식이지

만156) 이는 학습자에게 이미 익숙한 인용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154) ‘되풀이 표지’와 목소리의 중첩에서 ‘되풀이’를 ‘모방적 메아리’, ‘환언적 되풀이’로 세분한

것도 이와 같은 정도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155) 선행 연구에서 살핀 바대로, 신문텍스트에 나타나는 인용구문을 분석한 연구(정여훈,

2014) 라디오 뉴스 인터뷰에 나타나는 인용구문을 분석한 연구(조정민, 2018) 등이 있다.

156)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만이 아니라 일반 텍스트에서도 ‘-다고 말하다’, ‘-다는 것이다’에

포함된 피인용문이 선행 텍스트와 내용상 어느 정도로 일치하느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

도성의 문제이므로 이 두 형식이 사실상 되풀이와 재구성의 두 표지로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Ⅱ장에서 설명한 바 있으나 언어 형식을 달리하여 예시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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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교육 내용 요소의 우선 순위로 삼지 않는 것이다. 이보다는 피인용문

에 연결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관형사형어미를 비롯하여 접사 및 조사 등이 결합하

여 인용구문을 구성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학습자가 그와 같은 언

어 형식을 인용 표현으로서 주목하지 못하는 맥락을 고려한 결과이다.157)

3.1. 선행 텍스트의 되풀이와 목소리의 전유

(1) 연결어미 결합 구성 층위

연결어미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피인용문에 결합되는 연결어미 역시 다양할 것이

나,158)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피인용문에 대한 인용 화자의 평가적 태

도 표현을 위해 동원되는 양태 관련 연결어미이다. 박재연(201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양태 범주는 주로 선어말어미, 종결어미와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으

나 일부 연결어미의 의미도 양태적 관점에서 파악된 바 있다. 박재연(2019)에서는

연결어미가 양태와 연관되는 경우를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연결어미가 양태와 연관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연결어미의 의미 자체

가 양태 범주와 연관되는 경우이다. 둘째, 연결어미 자체가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선어말어미와 연결어미가 결합한 어미 연쇄가 결과적으로 양태적 의

미를 산출하는 경우이다.

-박재연(2019: 467)

“내가 간다.” → 그가 간다는 것이다. (원발화의 되풀이)

“내가 갈게.” → 그가 간다는 것이다. (형식상 수행억양의 중화, 내용상 원발화의 되풀이)

“(나는) 더 못 있겠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 그가 간다는 것이다. (원발화의 의

미해석. 내용상 원발화의 되풀이로도, 형식상 재구성으로도 볼 수 있음)

구어를 문어로 인용하는 상황을 예시하였으나 문어를 문어로 인용하는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되풀이와 재구성의 교집합이 발생할 수 있다.

157) 이하 이 절에서 제시한 사례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에서 제공한 세종말뭉치(현대

문어 자료 중심)임을 밝힌다. 말뭉치 이외의 자료는 별도로 출처를 밝혔다.

158) 참고로, Fraser(1980; 유현경 한재영 김홍범 외, 2018: 665에서 재인용)에서는 담화 표지

가 어떻게 선 후행 담화 관계를 표시하는가에 관심을 둔 결과, 이것이 대조적 기능(e.g.

but), 연접적 기능(e.g. end), 추론적 기능(e,g, so)의 세 종류 중 하나로 나누어진다고 논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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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구문에 결합하는 연결어미의 경우는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박재연(2019)의 설명 방식을 차용하면, 이 항목에서 살펴볼 사례들은 연결어미

자체가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인용문과 연결어미가 결합한

연쇄체가 결과적으로 양태적 의미를 산출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선행

발화의 내용에 가깝게 피인용문의 내용을 구성하면서 모종의 양태를 표현하는 연결

어미를 결합시켜 인용 화자의 목소리를 개입시키는 방식이다.

�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지만 이 말을 뒤집으면 세 살 때 본 것, 느낀 것

은 평생의 추억으로 남는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사고와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뿌리가 된다. (책: 체험 기술적 텍스트-일반, 이어령(2003), 뜻으로 읽는 한국어 사

전, 문학사상사)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지만 사람이 남

기는 이름은 유형물로써의 이름이 아니고 그의 생애가 이룬 업적에 대한 무형의

명예가 되는 것이다. (기타 출판물: 실시, 르포, 유자효(1997), 세상의 다른 이름:

삼성언론재단총서 ⓛ, 박영률출판사)

첫 번째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

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표준국어대사

전)’인 ‘-지만(-지마는)’이 피인용문에 결합하여 ‘-다고 하지만’과 같은 인용의 언어

형식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위의 �와 �의 인용 화자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와 같은 속담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속담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응답적으로 이해함으로

써 그 목소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목소리가 담고 있지

못한 의미를 짚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위의 두 사례는 원발화가 ‘-

다’로 종결되고, 이 형식이 고스란이 피인용문에서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화자의 목소리가 전유되어 나타나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

‘-지만’이 함축하는 ‘반대’의 의미가 좀 더 부각됨으로써 피인용문에 대한 인용 화

자의 태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는 아래의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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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도시락에는 여러 가지 반찬을 담기가 어려워 영양을 골고루 섭취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 만든 지 수 시간이 지난 뒤의 찬밥과 반찬을 자녀가 먹기

때문에 맛도 떨어지고 더불어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도 쉽다. 요즘은 보온 도시락

이 나와 다소 개선되기는 했다지만 아무래도 도시락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신문: 사설/오피니언, 조선일보 사설(93), 조선일보사)

�의 인용 화자는 ‘요즘은 보온 도시락이 나와 다소 개선되기는 했다’고 하는 타

인의 목소리를 자신의 글에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의 제기형 목소리를

차용하는 것은 인용 화자인 필자가 도시락의 단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자신의 주장

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긍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즉, 영양

섭취면에서 도시락의 단점을 지적하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러한 자신

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필자 자신이 먼저 언급함으로써 그러한 문

제제기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조’의 의미만이 아니라 ‘연접’, ‘추론(인과관계)’ 등 다양한 의미를 실현하

는 연결어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인용문에 결합할 수 있는 연결어미

의 종류도 다양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피인용문에 결합하는 연

결어미의 목록을 정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인용문에 연결어미가 결합하는 구성이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되풀이함과 동시에 해당 명제에 대한 인용 화자의 태도를 구

체화하는 표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2) 동사 결합 구성 층위: ‘-다 해서'류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유형은 ‘-다'로 종결되는 피인용문에 형식 동사 ‘하다

'의 활용 형태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다'에 이끌리는 문장을 통해 기존의 발화가

되풀이되며, 그 뒤에 ‘해서’, ‘해도’와 같은 ‘하다'의 활용 형태들이 결합하여 피인용

문에 대한 인용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게 된다.

� 주희는 책나라를 노크했다. 문이 열리고, 스쳐 지나가면서 몇 번 보았을 뿐인

정사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남자 직원들은 만화 빌린다 바둑 둔다 해서 가깝게

어울리는 듯했는데, 여자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다. “저, 옆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인데……” “아, 압니다.” “전화 좀 한통 쓸 수 있을까 해서요.” (책: 상상적 텍스트

-일반, 김종광(2003), 모내기 블루스, 창작과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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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에서 밑줄 친 “남자 직원들은 만화 빌린다 바둑 둔다 해서”는 인용 화자

가 언급하고 있는 대로 남자 직원들의 기(旣)발화를 되풀이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러나 뒤에 “여자 직원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기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기발화에 이어지는 상황이 인용 화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 준

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가깝게 어울리는 듯했는데”와 같은 기술에 주

목하면 피인용문에 기술된 발화가 실제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인용 화자의 짐작에

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는 차용된 목소리가 필자 자

신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 발화가 아니라 인용 화자

의 가정에서 비롯된 발화임을 보여 준다.

� 그다음으로 신문에 쓰는 논설은 필자의 신체적·정신적 컨디션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해서 소설이나 논문의 원고처럼 두었다가 내일 쓰기로 미루

거나 금세 생각이 풀리지 않는다 해서 몇 시간씩이나 붓을 끌고 갈 수도 없다.

신문의 논설은 고작해야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사이에 탈고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책: 총류-정보, 최정호(1977), 정치와 언어, 일지사)

위의 �에서 밑줄 친 두 부분의 ‘-다 해서'에 이끌리는 문장은 필자 자신이 신문

에 기고하는 논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논설의 글쓰기 방식을 독자에게 설명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컨디션이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거나

“금세 생각이 풀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는 논설을 쓰는 과정에 있는 필자 자신이나

그 과정에 놓일 수 있는 필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이루

어진 발화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례에서 ‘-다 해서'는 후행절에 “～갈

수도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은 문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절에서 조

건으로 언급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용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159)

159) ‘-다 해서’는 ‘-다고 해서’의 ‘-고’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의 ‘만화 빌린다 바둑

둔다’에서와 같이 완형보문 형식의 인용 발화가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는 ‘-고’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사례에서의 생략은 그 조건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본문에 제시한 사

례에서는 ‘-다 해서’와 ‘-다고 해서’의 의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고’가 생략되

는 원인과 ‘-다 해서’와 ‘-다고 해서’의 형식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인

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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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형사형 어미 결합 구성 층위: ‘-다는 NP’류

세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관형사절의 수식 구조 안에 피인용문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이다. 피인용문에 ‘-는 것’이 결합하여 종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는 NP’가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절과 이어지는 구성은 학습자들이 인용구문으로서 크

게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했다.

� (1) 증거성표지의 성격에 있어서 한국어는 몽골어보다는 티벳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송재목, 2007: 20)

(2) ‘증거성표지의 성격에 있어서 한국어는 몽골어보다는 티벳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필자의 관찰이 논평자에게는 어떻게 ‘이 논문이 친근관계를 완

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할 뿐

이다. (송재목, 2008: 411)

위의 사례는 인용 화자가 자신의 기존 발화를 인용하는 맥락을 보여 준다.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 발화를 그대로 옮겨 오되, 작은따옴표

를 사용하여 ‘-다’와 ‘-는’의 경계를 구별하고 있다. 즉, 작은따옴표 안의 피인용문이

기존 발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온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계 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다’에 이끌리는 피인용문이 원발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

겨 온 것인지가 사실상은 불확실하나, ‘-다’로 종결되는 완결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는 점에서 원발화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왔거나 그에 가깝게 옮겨 온 것으로 전제

되어 독자에게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 검정(檢定)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이어, 국정(國定)인 국사교과서가 현 정

부를 미화한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교과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설 출판사가

제작·발행한 검정교과서와 달리,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실상 직접

제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차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검정교과

서는 교육부가 검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제작과정을 출판사와 출판사가 선정한

연구·집필진이 맡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엔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다. (신문: 기타(독자투고, 인물, 화제, 용어 등), 조선일보 2002년 특집

기사, 조선일보사)

위의 사례에서 밑줄 친 부분은 국정 교과서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 혹은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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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목소리를 차용하는 차원에서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때 인용 화자의

태도는 특정 문법 형태소를 통해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피인용문이 결합된 해당 문

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다. 즉, 인용 화자는 국정 교과서의 문제가 정부 산하

기관이나 특정 출판사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중

대한 사안이라는 사실을 타인의 목소리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간접적

으로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접사 및 조사 결합 상당 구성 층위: ‘-다기보다(는)’류

이 항목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사례는 ‘-다’로 종결되는 완형보문에 접

사 및 조사 등이 결합하여 특정 구문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 나머지 참여자들의 경우는 사건 직후 전의 무혐의 처리되었다('동아일보' 1992

년 12월 29일자 1면). 또한 이후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 자체가 대통령 선거

에 대한 불법적 관권 개입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기보다는 불법적 도청사건으로

취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동아일보' 1992년 12월 22일자 1면). (책: 사회-

경제/금융/경영, 박승관(1994),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 전예원)

�는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기(旣)발화의 출처를 드러내고 있어 해당 발화가 되

풀이되는 것임이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 사례에서 인용 화자는 인용구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앞뒤로 제시된 발화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취하고 있다. 인용 화자의 태도나 주장을 드러내고 있는 사례는

다음의 �를 통해 확인된다.

� 둘째는 우리가 진실로 무엇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하는지와 관계된

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구촌 이웃끼리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대자

연과도 조화롭게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비인간적으로 왜곡시

키고 있는 내적인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 이를 슬기롭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갖 사회적 분열, 대결과 갈등을 진정으로 지양시켜야 하고, 우

리의 삶이 더이상 시장, 화폐, 권력이나 자본의 독재와 같은 외적 강제에 종속되

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사관계가 참으로 올바르게 개혁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흔히 이야기하듯 '노사관계의 민주화'라기보다는, 노사관계 자



- 174 -

체의 지양(止揚)이다. (잡지: 사회-환경/공해, 장일순 외(2001), 녹색평론 33호, 녹

색평론사)

�의 밑줄 친 부분에서 ‘노사관계의 민주화’는 작은따옴표의 사용이 보여 주듯,

기(旣)발화를 되풀이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용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

은 그 뒤에 이어지는 “노사 관계 자체의 지양”이라는 표현에 있다. 인용 화자는 비

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보다’를 중심

으로 앞에는 기발화를, 뒤에는 자신의 의견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구성 방식을 취

함으로써 ‘보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3.2. 선행 텍스트의 해석적 재구성과 목소리의 전유

(1) 연결어미 결합 구성 층위

앞서 살핀 유형과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살피고자 하는 것은 피인용문에 연결어

미가 결합한 경우이다. 아래의 �에서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인용구문, 즉 “남자들

이 그걸 원한다”는 앞서 제시된 “내숭 떠는 여자 그런데 내 여자만은 순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남자들의 발화를 인용 화자가 해석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되,

이를 남자들의 목소리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 인용구문에

“앞의 행동으로 인해 뒤의 사실을 어찌할 수 없음의 뜻(이희자 이종희, 1999: 117)”

을 나타내는 어미인 ‘-는데야’를 결합시켜 피인용문에 대한 인용 화자의 태도를 표

현하고 있다.

� 내숭 떠는 여자 그런데 내 여자만은 순결했으면 좋겠다는 남자들의 주문에 여

자들은 걸려들고 만다. 권력을 쥐고 있는 남자들이 그걸 원한다는데야 어쩌겠는

가. 그래서 여자는 고고한 백조처럼 내숭을 떤다. (책: 사회-정보/자연/여성, 하은

경(1995), 그러나 매춘은 없다, 새길)

� 나는 언제나 형식의 문제라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모

양이 곱다느니 사치하다느니 하는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까짓 것이야 좋을

대로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또 형식은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조차

때로는 믿지 않으나(그것은 너그럽게 모든 표현 형식의 시험기란 해석을 붙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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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신의 문제에 가서는 그렇지 않다. (책: 체험 기술적 텍스트-수필, 설창수

(1986), 설창수전집-5, 시문학사)

한편, ‘-는데야’와 같이 연결어미 그 자체의 의미기능을 통해 인용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또 다른 연결어미로는 �의 밑줄 친 부분에서 확인되는 ‘-느니’가 있다.

완형보문의 종결어미 ‘-다’에 결합하여 ‘-다느니’ 자체가 인용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

는 어미로 기능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인용 화자가 기발화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나열하여 제시하면서 특정 화제에 대한 발화가 여러 사람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다

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동사 결합 구성 층위: ‘-다 하겠다’류

두 번째로 살피고자 하는 유형은 화자 자신의 견해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다시 말

해 인용 화자가 특정 현안에 대한 기존의 자기 생각을 인용구문의 형식으로 표현하

는 ‘자기인용구문’이다.

조선 후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실

학(實學)이 영조(英祖)(1725～1776)와 정조(正祖)(1777～1800)를 거쳐 순조조(純祖

朝)(1801～1834)에 이르는 동안 극성하였는데, 이러한 실학의 대두는 조선 후기의

문화 전반에 걸쳐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책: 예술론-미술, 안휘준

(1980), 한국회화사, 일지사)

위의 사례에서 인용 화자는 조선 후기 실학이 대두된 것이 “조선 후기 문화 전반

에 걸쳐 매우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는 자신의 견해를 ‘-다 하겠다’와 같은

인용구문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치 제3자의 견해가 전달되고 있는 듯한 효과

를 발휘하고 있다. 여기서 완형보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필자 자신의 발화는 기

존의 발화를 되풀이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문제, 위의 사례에서는 ‘조선 후기 극성

하였던 실학’에 대한 필자 자신의 해석 및 평가를 발화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핀 항목의 ‘-다 해서’와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인용 화자

는 어떠한 이유에서 자신의 발화를 인용구문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인가. 자기인

용구문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는 박나리(2014)에서 이에 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박

나리(2014: 79)에서는 자기인용구문에서 확인되는 이와 같은 표현이 화자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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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비확정], [불확실]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인 반발을 완화시키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참고하면 위의 사례에서도 필자는 실학의 대두가 중대한 의의를 지

닌다고 단정하지 않고 “지닌다 하겠다”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심리적인 반발을 완화시키려는 화용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관형사형 어미 결합 구성 층위: ‘-다는/라는(란) NP’류

되풀이 표지에서 살펴보았던 ‘-다는 NP’에서 ‘-다’로 종결되는 완형보문의 내용이

원발화에 가깝게 표현된 것이었다면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완형보문의 내용

이 인용 화자에 의해 해석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이다.

� 이미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의과학자의 연구와 실험, 문헌을 통해 검증이 알려

진 이론이기 때문이다. 누워서 잠만 자면 아픈 몸이 나아진다는 식으로 설명하니

통 납득되지 않았다. 그 말을 믿고 선뜻 구매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을 것이란

추측이 든다. 고질병이나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데 낫게 해준다는 데 뭘 못 사겠

는가? (매일경제, 2019.09.02.)

� '영어에서는'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영어가 국제표준어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수점 표기를 자국 기준에 맞추라는 요구인 셈이다. (신

문: 보도해설-사회, 동아일보 2003년 기사: 사회, 동아일보사)

� 그러므로, 교육이란 말의 영어 'education'의 기원은 라틴 말 'educare'에서 왔고,

그 뜻은 '끄집어낸다'는 것이었다. 타고난 성능을 이끌어 내어 발달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란 말이다. (책: 예술론-문학론/문학사, 조지훈(1996), 지훈전집5, 나남출판사)

�에서 “누워서 잠만 자면 아픈 몸이 나아진다”라는 발화나 �에서 “사실상 소수

점 표기를 자국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와 같은 발화는 인용 화자가 주어진 문맥에

서 원발화자의 의도를 해석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타인의 목소리를 차용하는 방식으

로 표현한 것이다. 해당 인용구문 다음에 의존명사 ‘식’과 ‘셈’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즉, 실제로 그러한 발화가 있었다기보다는 앞선 문맥의 관점

에 따르면, 그러한 논지에 따르면 원발화자가 결국 주장하는 것은 밑줄 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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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접사 및 조사 결합 상당 구성 층위: ‘-다기보다(는)’류

마찬가지로 재구성 표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다기보다는’ 구문은

완형보문에 이끌리는 피인용문의 내용이 원발화의 내용에 가깝게 표현된 것이 아니

라 인용 화자의 해석적 재구성의 단계를 거쳐 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 경험적 사례로부터 귀납적으로 일반 법칙에 이르는 경우가 이러한 것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학문적 설명은 근본적인 또는 새로운 법칙의 발견에 관계된다기보

다는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 일반 법칙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subsumption)시키

는 데 그친다고 할 수 있다. (책: 예술론-문학론/문학사, 김우창(1977), 심미적 이

성의 탐구, 솔출판사)

� 꽁트 이후 현대 인식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도 인식의 최종 근거가 인간의

의식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바슐라르 이후의 인식론은 과학의

근거설정에 있어 현상학적 입장의 부적절함을 충분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상학은 우리에게 <인식>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해 준다기보다는 인간의

<의식>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 출판물: 인문-

철학/사상, 이정우(1994), 미셀푸코의 담론공간 개념과 주체의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위의 �에서 “대부분의 학문적 설명은 근본적인 또는 새로운 법칙의 발견에 관계

된다”라는 발화는 인용 화자가 학문적 설명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해석적으

로 재구성하되, 이를 타인의 목소리를 차용하는 인용구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

다. 해당 문장이 특정 사실로부터 추론된 화자의 주장을 완화해서 표현하는 ‘-할 수

있다’의 구문으로 완결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마찬가지로 �에서도 현상

학이 “<인식>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해 준다기보다는”이라는 발화는 ‘결국’이라는 말

이 드러내듯 인용 화자가 앞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는 맥락에서 자

신의 해석을 인용구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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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선행 텍스트의 관점 구성과 목소리의 전유

인용 화자는 선행 발화를 응답적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태를 직접 경험한 참여자를 주어로 내세우거나 그 사태 속 원화자의 목소리를 취

함으로써 전지적 시점에서 해당 사태를 묘사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인용 화자에

의해 언급되는 발화는 그것이 분명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정적 제보이나 그것이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때, 인용 형식을 ‘유표화’하거나 인용 형식을 ‘무표화’하는 인용 화자의 선

택은 객관성을 획득하는 기제로 동원된다.

(1) 인용의 유표적 표지 구성 층위

① ‘3인칭 주어+의문형 어미 결합’류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유형은 3인칭 화자를 주어로 하는 피인용문에 의문형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의 인용 화자는 결혼 생활과 사회생활의 병행이 어렵

다고 느끼는 우리 사회 여성의 관점에서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되나?’와 같은 목소

리를 차용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그들의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의 인용

화자 역시 원주민 자신들의 기원 신화가 백인들의 문화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사

실이 원주민 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추정적으로 제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원 신화가 잘못돼서 백인들의 크고 새로운 우주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차용하고 있다.

� 여성의 인권 신장은 물론이요 남녀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된 이 시

점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이 결혼 생활과 사회생활을 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져 왔다.

그래서 여자들은 굳이 꼭 결혼을 해야 되나?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공감신

문, 지해수 칼럼, 2017.08.09.)

� 그 대신 이 원주민은 자기들의 기원 신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것이다. 이 원주민은 기원 신화가 잘못돼서 백인들의 크고 새로운 우주를 제

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무시무시한 의심을 할 수 있을 뿐이

다. (책: 인문-일반, 김흥규 윤구병 엮(1994), 길은 길을따라 끝이 없고: 한샘 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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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문고1, 한샘출판주식회사)

위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는 인용 표현상의 특징은 인용 화자에 의해 차용된 발

화 주체의 목소리가 따옴표를 동원한 직접 인용구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와 �에서 또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의심을 할 수 있을 뿐이다”처럼 목소리의 차용 뒤에 인용 화자의 추정이 이어진다

는 점인데, 이러한 추정은 인용 화자가 차용하고 있는 목소리가 실제 발화를 전제하

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의문형 어미를 동원하여 발화 주

체의 생각이나 심리적 태도를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따옴표와 같은 직접 인용구문

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일 가능성이 높다.

② ‘3인칭 주어+-다고 보다’류

두 번째로 살펴볼 유형은 3인칭 주어에 ‘보다’, ‘믿다’와 같은 인지 동사가 결합하

여 인용구문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다. 발화 주체의 인지(사유) 및 심리 상태를 표

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핀 유형과 동일하지만, 인지(사유) 동사가 인용구문의

상위 동사로 결합하여 간접 인용구문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효석의 ‘나무-인간’의 세계는 그가 읽었으리라 짐작되는 존 스튜어트 밀과 오스

카 와일드의 저작에 나무의 비유로 나타난다. “밀은 어느 종교든 인간이 어떤 선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런 선한 존재는 자신이 인간에게 준

모든 능력이 뿌리를 드러낸 채 말라비틀어지기보다는 잘 자라고 번성하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쓴 바 있다. 인간의 개별성을 옹호하고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싶

어했던 밀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고 믿었다. (방민호(2018), 세계를 바꾼 현대작가들, 글사다리)

위의 사례에서 인용 화자는 존 스튜어트 밀을 주어로 하여 그가 믿고 있는 바를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용 화자가 원발화자의 관점에서 그의 생각

을 추정하는 일이 가능하고, 이를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인

용 화자가 원발화자의 사유를 그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사상을 간

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구문을 통해 명제 내용에 대한 인용 화

자의 확신의 태도가 감지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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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의 무표적 표지 구성 층위

① ‘3인칭 주어+-기로 하-’류

첫 번째 유형은 3인칭 주어에 ‘-기로 하-’가 결합한 구문이 인용구문과는 형식상

관계없지만 실상은 보고된 발화임을 전제한 경우이다. 다음의 사례에서 밑줄 친 부

분은 인용 화자가 취재를 통해 전해 들은 내용을 표현한 문장이다.

현장 직원들과 지사인원은 사우디 리아드지사로 철수하기로 했다. 건교부와 해외

건설협회도 유사시에는 건교부에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신문: 보

도해설-경제, 한겨레신문 2003년 기사: 경제, 한겨레신문사)

요컨대, 위 사례는 ‘-기로 하-’의 형식으로 피인용문을 구조화함으로써 사태의 실

현 가능성을 높이는 담화상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박진희, 2013: 76). 이

구문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태의 확정성’ 내지는 ‘사태의

고정성’이라는 의미기능을 갖게 되는 것은 ‘-기’에서 비롯되는데, 미정의 사실이지만

원발화의 내용을 이러한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표현한 것은 인용 화자인 기자의 해

석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160)

② ‘3인칭 주어+-ㄴ/ㄹ 것으로+-고 있-’류

두 번째 유형은 의존명사 ‘것’ 앞에 관형사형 어미 ‘-ㄴ/ㄹ’과 진행상을 표현하는

보조 용언 ‘-고 있-’이 결합한 구문이 인용구문과는 형식상 관계없지만 실상은 보

고된 발화임을 전제한 경우이다. 인용구문과 형식상 관계없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

핀 유형과 동일하지만 진행상을 표현하는 보조 용언의 구성이 결합하여 발화의 현

장성을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국립보건원은 지난해 1년간 400명의 에이즈 감염자가 새로 확인돼 전체 감염

자가 2008명으로 늘어났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실제 감염자는 확인된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은 5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건원측은 추정하고 있다. (신문: 보도해설

-사회, 동아일보 2003년 기사, 동아일보사)

160) 이관희(2011)에서도 신문텍스트에서 ‘-기로 하-’ 구문이 지니는 의미기능을 분석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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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언젠가는 민주산악회가 또 다시 깃발을 휘날리며 재건될 것임을 확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악회의 하부 조직인 일선 지부의 정서가 `산악회 재건'

에 모아지고 있으며, 최회장이 해체 선언에서 언급한 `때를 기다리자'는 대목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산동우회원들은 일요일인 14일 또 다시 산행

을 하기 위해 모인다. (잡지: 총류-시사/일반, 경향신문 1993년 ‘뉴스피플’, 경향신

문사)

�의 인용 화자는 국립보건원이 추산한 실제 감염자 수를 전달하고 있으며, �의

인용 화자는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소외된 야당 의원들이 산악회의 재건을 통해

정치 활동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이 전

달하고 있는 정보는 모두 인용 화자인 기자가 국립보건원과 민주산악회 의원들 혹

은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정이지만 인용구

문이 아닌 관점문의 형식으로 표현함으로써 해당 발화의 사실성을 높이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인용 화자가 전해 들은 내용에 대한 사실

성을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구문을 통해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인용

화자의 확신의 태도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성에 대한 인용 화자의 믿음에 근

거한다.

③ 3인칭 동작주의 과거시제 중심 행위 서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유형은 3인칭 주어의 행위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았/었-’과 결합하여 서술되는 경우이다. 문장의 주어는 ‘보고자의 역할’을 하거나

문장이 기술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한 참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김종현, 2000:

86), 이 사례에서 3인칭 주어는 해당 상황을 직접 경험한 참여자의 역할을 한다.

지난해 10월 마틴즈버그에 사는 앰버 팩은 학교에서 돌아온 딸의 몸에 멍이 들어

있어 걱정했다. 멍 자국은 누군가 주먹으로 인한 타박상으로 보였다. 딸 아이는 제

대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으나 학교 버스에 올라타면서 울기 시작했고 학교를 가

기 싫어했다. 어머니 팩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기 위해 녹음기를 사서 딸

아이의 머리띠에 숨겨 넣어 뒀다. 학교를 다녀온 후 녹음기를 확인한 팩은 학교에서

일어난 녹음된 내용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학교 교사와 보조교사들이 딸 아이와 다른 아이들을 위협하고 얼굴을 때렸고, 이

빨을 뽑아버릴 것이라는 폭언을 일삼았다. 또한 말을 듣지 않으면 점심을 주지 않겠

다고 협박까지 했다. (뉴시스, 국제일반기사,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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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 역시 인용 화자인 기자가 사건 취재를 통해 전해 들은 내용을 바탕으

로 작성된 것이지만, 그것이 전해 들은 내용임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지도 나타나

있지 않다. 즉, 인용 화자는 보고문이 아닌 관점문의 형식을 통해 행위 주체의 동작

을 묘사함으로써 사건의 실제성과 사실성을 높이는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이 과정에서 인용 화자는 과거의 상태뿐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지시하는 ‘-았

/었-’의 문법 요소를 동원함으로써 3인칭 주어의 동작이 과거의 선행 동작 이후 지

속된다는 결과상과 완결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3.4. 소결론: 분석의 한계점 및 학습 범주에 따른 교육 내용

요소의 제시 방안

이상으로 인용 화자가 해석적 사용 주체로서 실제 텍스트를 통해 인용 표현을 구

성해 내는 양상 및 그를 통해 드러나는 인용 화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다만, 여기

서는 인용의 문법적 표지를 되풀이, 재구성, 관점 표지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던

Ⅱ장의 논의에 따라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를 원발화에 가깝게 되풀이하는 경우,

선행 텍스트를 해석적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선행 텍스트 화자의 관점을 취하는 경

우로 나누어 그 양상을 고찰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학습자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조사와 어미 등의 결합 구성에 의한 인용 표현에 한하여 그 양상을 고찰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실제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구성 양상을

분석하는 기준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들 표지가 배타적 관계에 놓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서의 분석 내용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 세 표지들이 하나의 인용구문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지적해 두고자 한다. 또한, 여기서 고찰한 내용이 결국 교육 내

용 요소를 계열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와 표현

이라는 학습 활동의 구체적인 국면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해 국면에서는 여기서의 내용이 모두 다루어

질 수 있지만, 표현의 국면에서는 학습자가 인용 표현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이 선별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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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을 위한 교육 내용 설계

1. 인용 표현 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1.1. 인용 표현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기존 핵심 역량의 탐색

(1) 윤리적 이해력과 인용 표현 교육

인용 표현은 근본적으로 자기 발화에 내재하는 타자성을 인식할 때 온전하게 이

루어질 수 있다. 인용 표현이 이와 같은 인식 과정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것이라면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윤리적 이해력’이다.

호주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 하나인 윤리적 이해(Ethical understanding)161)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주어진 문제를 탐구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 지는 법을 학습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에 따

라 학습자들은 다양한 교과서에 제시된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위치와 딜레마를 연

구하며 윤리적 이해를 발달시켜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추론, 공감, 상상력을 작용

시켜 모종의 판단을 내리고, 각각의 관점에서 여러 입장들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그런데 이 학습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미치는 영향력을 깨닫는

것이다. ‘윤리적 이해’의 학습 대상이 되는 언어 교육의 내용은 언어가 어떻게 언어

사용 주체들의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와 더불어 언어가 어떻

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지와 같은 것 등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윤리적 이해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타인이 사용하는 언

어에 대한 ‘성찰(reflectiveness)’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에 핵심이 있음

을 시사한다. 인용 표현 교육 내용이 쓰기 윤리를 다룬다고 할 때, 그 내용이 표절

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산해 낸 글

에 대한 책무성을 갖게 하는 일이어야 함은 이러한 핵심 역량의 탐색을 통해 얻어

161) 이에 관한 이하 기술은 호주 교육과정 문서(Ethical Understanding learning continuum)

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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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결과이다.

(2) 대화적 문식력과 인용 표현 교육

인용의 속성을 대화성에서 찾고자 할 때, 해석적 사용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국

어 인용 표현 교육과 맞닿을 수 있는 두 번째 핵심 역량은 ‘대화적 문식력’이다. 정

혜승(2013)에서는 문식성의 대화적 속성을 강조하여 ‘대화적 문식성(dialogical

literacy)'의 개념을 “인간이 텍스트를 통하여 자신과 스스로 대화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하고 조절하며, 텍스트를 매개로 다른 인간과의 대화를 통하여 의미와 관계를

구성하고 협상해 가는 능력과 행위(정혜승, 2013: 9)”로 정립한 바 있다.162) 그리고

대화적 문식성의 핵심어인 ‘대화’가 필자와 독자가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양상

을 포착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적 문식성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텍스트 Pn

텍스트 P1

텍스트

텍스트 F1

텍스트 Fn

독자필자

맥락

[그림 12] 대화적 문식성 모형(정혜승, 2013: 11) 

인용 역시 인용 화자가 독자로서 선행 텍스트의 화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자로서의 자기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는 ‘내적 대화체 구성’이라는 구체적인 인용 표현의 형태로 텍스트에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 능력은 대화적 문식력을 구성하는 하

위 요소로서, 의미를 구성하고 협상하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162) ‘대화적 문식력’은 ‘대화적 문식성’을 능력화한 개념어로 파악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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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핵심 역량을 고려한 성취기준의 상세화

(1) ‘인용 담화의 대화성’에 대한 이해와 인용 표현의 ‘윤리적 사용’

핵심 역량을 고려한 첫 번째 인용 표현 교육의 성취기준은 인용 담화의 대화성에

대한 이해와 인용 표현의 윤리적 사용과 관련된다. 인용이란 언어 사용 주체가 선

행 텍스트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담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서, 인용 화자의 해석적 사용으로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1) 문법적 기준

- 형태적 기준: 인용표지의 조사와 어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통사적 기준: 인용구문의 구조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담화적 기준: 인용의 원발화자와 인용 화자의 해석 구조를 이해한다.

2) 매체적 기준

- 구어 장르 기준: 연설, 대화, 토론 등의 인용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 문어 장르 기준: 설명, 주장, 보고 등의 인용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 복합 장르 기준: 미디어, 영화 등 복합 장르의 특성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3) 윤리적 기준

- 사실적 기준: 인용 내용의 사실과 허위 여부를 분별한다.

- 해석적 기준: 인용의 의도가 순수한지 나쁜 의도가 있는지 분별한다.

<표 13> 인용 표현의 문법적, 매체적, 윤리적 기준을 고려한 성취기준의 설정

먼저,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이 인용구문에 대한 문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는 점에서 문법적 기준을, 그러한 사용이 텍스트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매체

적 기준을, 그러한 사용이 또한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하위에 세부 성취기준을 위와 같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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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태를 해석하는 인용 화자의 관점’과 인용 표현 방식의 관계

설정

핵심 역량을 고려한 두 번째 인용 표현 교육의 성취기준은 사태를 해석하는 인용

화자의 관점과 관련된다. 인용 화자가 텍스트에 나타난 사태 혹은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

양한 방식의 인용 표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 인용 표현의 해석

적 사용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163)

사태를 해석하는 인용 화자의 관점에 따라 인용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표 14> 인용 화자의 관점과 사태 해석을 고려한 성취기준의 설정

이 성취기준은 인용절과 인용구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맥락과 필자

의 의도에 맞는 올바른 인용 능력의 함양을 지향한다. 이와 더불어 텍스트에 나타

난 인용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취기준의 달성을 위해서는 문맥적 의미, 필자의 심

리적 태도,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주어진 인용 표현의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인용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이해하고, 인용 화자의 의

도와 인용 발화에 대한 태도 등이 인용 표현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탐구하

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이 성취기준을 지도할 때에는 인용된 발화의 의미

를 구체적인 상황 맥락과 관련하여 이해시키고, 여기에 나타난 화자 혹은 필자의

심리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163) 이와 같은 성취 기준은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하 7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으로 제

시되었던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 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9학년 문법 영역의 성

취기준으로 제시되었던 ‘담화 또는 글 구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10학년 문법 영역의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었던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을 안다.’ 등과 흐름을 같이한다. 이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 기술 방식을 참조하여

성취기준의 내용을 상세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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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표현 교육 내용 조직의 기준 및 층위

2.1. 인용 표현 교육 내용 조직의 기준

(1) 개념 지식의 이해와 적용 수준을 고려한 위계적 내용 조직

Ⅲ의 교육 내용 선정의 고려 요인과 선정 기준에서 상세화된 바 있듯이, 인용 표

현 교육 내용 조직의 첫 번째 기준은 학습자의 ‘개념 지식의 이해와 적용 수준’이

다. 이 연구에서 진단한 결과 대다수 학습자에게 인용은 ‘말을 옮겨 쓰는 것’, ‘발화

를 전달하는 것’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의 ‘말’은 음성 기관을 통해

발화된 것이어야 하며, 자신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

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인용의 개념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반드

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언어 사용 주체에 화자 혹은 필자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

과, 인용의 대상에는 말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학습자들은 말했다, 전했다 등의 전달 동사, 큰따옴표 ‘라고, 고’와 같이 해

당 문장이 인용임을 나타내는 유표적인 표지들에 쉽게 주목하는 반면, ‘라고, 고’를

포함한 언어 형태가 인용이 아닌 다른 의미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인용문에 관형사형 어미나 연결어미가 결합하여

인용구문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

려하면, 인용의 기능을 하는 전형적, 비전형적 사례를 통해 동일한 언어 형태가 주

어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학

습 활동과 인용 표현을 구성하는 표지 목록을 다양화함으로써 의미 해석의 범주를

확장하는 학습 활동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2) 이해와 표현 활동의 학습 범주를 고려한 계열적 내용 조직

인용 표현 교육 내용 조직의 두 번째 기준은 ‘이해와 표현 활동의 학습 범주의

고려’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실제 텍스트에서 크게 주목하지 못했던 인용 표

현, 즉 피인용문에 연결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관형사형어미를 비롯하여 접사 및 조

사 등이 결합하여 인용구문을 구성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양상을 고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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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연결어미 결합 구성 층위에서는 ‘-다지만’, ‘-다는데야’, ‘-다느니’를, 동

사 결합 구성 층위에서는 ‘-다 해서’, ‘-다 하겠다’를, 관형사형 어미 결합 구성 층위

에서는 ‘-다는 점’, ‘-다는 식’, ‘-라는 요구인 셈’, ‘이란 말이다’를, 접사 및 조사 결

합 상당 구성 층위에서는 ‘-다기보다는’을 중심으로 인용 화자에 의해 해당 표지들

이 선행 발화를 되풀이하거나 재구성하는 맥락에서 동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구문 구성 차원에서는 3인칭 주어에 의문형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다고 보다’, ‘-

기로 하다’, ‘-ㄴ/ㄹ 것으로 -고 있-’ 등이 결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용의 문법적 표지들은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의 양상을 탐구하는

맥락에서 학습자가 주목해야 하는 언어 형식들로 교수 학습될 수 있다. 다만, 학습

자가 인용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국면에서는 여기서 다룬 문법적 표지들 중

실제 글쓰기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선별하고, 이를 글쓰기 전략 차원에서

교육 내용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글쓰기 전략을 인용 표현 교육 내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164)

첫째,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필자 자신이 먼저 언급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그러한 반론을 타인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함으로써 문제제기

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화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 동원되는 대표적인 언어 형식으로 ‘-다지만’을

들 수 있다.

<표 15> 인용 표현의 글쓰기 전략(1)

� 우선 도시락에는 여러 가지 반찬을 담기가 어려워 영양을 골고루 섭취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 만든 지 수 시간이 지난 뒤의 찬밥과 반찬을 자녀가 먹기 때

문에 맛도 떨어지고 더불어 소화 장애를 일으키기도 쉽다. 요즘은 보온 도시락이 나

와 다소 개선되기는 했다지만 아무래도 도시락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신문:

사설/오피니언, 조선일보 사설(93), 조선일보사)

164) 각 전략에 해당하는 예문은 이미 Ⅲ-3절에서 다룬 것이므로 구체적인 분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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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인용 화자는 특정 대상을 비판한다는 부담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전략에 동원되는 대표적인 언어 형식으로 ‘-다는 NP(-다는 점/-다는

주장/-다는 비판 등)’를 들 수 있다.

<표 16> 인용 표현의 글쓰기 전략(2)

�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고교 증설을 비롯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외면한 채 학교가 오히려 입시 경쟁에 편승해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

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수영반 편성은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를 고려할 때 재

고돼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잡지: 인문-교육, 우리교육 편집부(1994), 우리교육 중

등용, 우리교육 편집부)

셋째,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특정 사실로부터 추론된 것임을 비단정적

으로, 즉 완화해서 표현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독자의 심리적인 반발

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 동원되는 대표적인 언어 형

식으로 ‘-다기보다는 ～다고 할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표 17> 인용 표현의 글쓰기 전략(3)

� 경험적 사례로부터 귀납적으로 일반 법칙에 이르는 경우가 이러한 것이다. 그

러나 대부분의 학문적 설명은 근본적인 또는 새로운 법칙의 발견에 관계된다기보다

는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 일반 법칙에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subsumption)시키는

데 그친다고 할 수 있다. (책: 예술론-문학론/문학사, 김우창(1977), 심미적 이성의

탐구, 솔출판사)

� 꽁트 이후 현대 인식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무도 인식의 최종 근거가 인간의

의식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바슐라르 이후의 인식론은 과학의 근

거설정에 있어 현상학적 입장의 부적절함을 충분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현상학은 우리에게 <인식>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해 준다기보다는 인간의 <의식>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타 출판물: 인문-철학/사상, 이

정우(1994), 미셀푸코의 담론공간 개념과 주체의 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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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 내용 조직의 층위

(1) 영역 내적 통합: 인용 관련 문법 지식의 통합적 재구조화

이 연구에서는 ‘인용 표현’을 중심으로 언어 단위별로 분절되어 있는 개별 문법

지식들을 통합하여 인용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성을 강화해야 함을 논한 바 있

다. 이를 바탕으로 문법 영역 내용 체계의 핵심 범주가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

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인용’의 문법 교육 내용 체계를 상정해 볼 수 있

다.165)

실제

• 인용 방식에 따른 자료

- 입말 인용(구어 자료), 글말 인용(문어 자료)

• 텍스트 유형에 따른 자료

- 신문 텍스트 인용, 법률 텍스트 인용 , 학술 텍스트 인용, 문학 텍스트 인용

지식 탐구와 적용 태도

• 인용의 개념

• 인용구문의 구조

• 인용구문의 특성

• 인용구문의 의미기능 탐구

• 인용 화자의 의도와 발화 내용

  의 사실성 점검 

• 주어진 목적에 알맞은 인용 형

  식의 선택

• 인용의 가치와 중요성

• 올바른 인용에 따른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  

<표 18> ‘인용’의 문법 교육 내용 체계(박진희, 2013: 86)

이는 박진희(2013)에서 이미 제시한 것이기도 한데, 이 논의에 따르면 ‘실제’ 범주

에서는 인용구문의 다양한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되, 인용하고 있는

자료의 성격과 텍스트 유형을 고려하여 구어 및 문어 자료, 신문 텍스트, 법률 텍스

트, 학술 텍스트, 문학 텍스트 등을 활용한다. 또한 지식 범주에서는 인용의 개념,

인용구문의 구조 및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인용과 인용구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탐구와 적용’에서는 실제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구문의

의미기능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인용 화자의 의도와 발화 내용의 사실성을 점검

하며, 자신이 인용 화자가 되어 주어진 목적에 알맞은 인용의 방식을 선택하는 활

동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태도 범주에서는 인용의 가치와 중요성 및

쓰기 윤리 의식을 갖추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165) 주지하다시피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교육 내용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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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 외적 통합: 읽기 및 쓰기 영역으로의 전이 가능성 탐색

이 연구에서는 또한 인용 표현과 국어과 기능 영역의 관련 성취기준을 또한 통합

하여 문법 영역을 넘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의 활동을 통해 인용 표현에

대한 학습자의 수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향함을 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및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 중 인용 표현과 관련되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3～4학년군

[4국02-04]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4국03-03]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쓴다.

▪초등학교 5～6학년군

[6국02-04]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6국03-04] 적절한 근거와 알맞은 표현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중학교 1～3학년군

[9국02-06]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9국03-10]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고등학교 1학년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0국03-05]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표 19> 2015개정 교육과정 읽기 및 쓰기 성취기준 중 인용 표현 관련 내용

학습자가 인용 표현 교육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능력이 ‘해석적 사용’에 있고, 그

것이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응답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용 화자의 가치

평가 행위라고 할 때, 위의 성취기준 중에서 [4국02-04], [9국02-06], [10국02-01],

[10국02-03]은 ‘응답적 이해’와 연계되며, [4국03-03], [6국02-04], [6국03-04], [9국02

-07], [9국03-10], [10국02-02], [10국03-01, 02, 05]는 ‘인용 화자의 가치 평가 행위’

와 연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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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표현 교육을 위한 영역 통합적 교육 내용의

계열화

3.1. 인용구문의 이해 및 적용 차원

(1) 교과서 내용 기술: 인용의 정의와 인용절

‘인용’이란 화자 혹은 필자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기존에 한 말이나 생

각, 글의 내용을 자신의 말과 글 속에 활용하되, 그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때,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한다’는 것은 인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화자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를 기술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인용’ 행위가 문장으로 표현될 때에는 ‘기존의 말’이 인용 화자의 말 속으

로 내포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인용절을 포함하는 문장인 인용구문은 누가 한

말인지를 밝히는 발화의 주체(출처)와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 피인용문, 그리

고 피인용문에 결합하는 인용 표지, 마지막으로 인용절을 안은 상위 문장의 서술어

인 인용술어를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

                     NP   +         CP        +      K    +    V

                   영희는      [�｛집에 간다.｝�]     (라)고     말했다.  

                  발화 주체  [｛피인용문｝인용표지1] 인용표지2   인용술어

                                             ∥         ∥

                                         인용 부호  인용격 조사(+일련의 문법 요소들)

[그림 13] 인용구문의 기본 구조(박진희, 2013: 32) 

인용은 인용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원발화의 내용을 얼마나 해석적으로 재구성

하느냐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인용은 인용 화자가

원발화의 ‘언어 형식’에 가깝게 표현한 것이며, 간접 인용은 인용 화자가 원발화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바대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직접 인용의 피인

용문은 원발화의 언어 형식과 동일할 수 있지만, 간접 인용의 피인용문은 원발화의

언어 형식과 동일할 수 없다. 다만, 간접 인용에서 피인용문에 작은따옴표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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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그것이 원발화의 언어 형식과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 학습 활동의 구성

① 인용구문의 어휘 문법적 표지: 전형성과 비전형성의 탐구

첫 번째 활동은 인용구문을 구성하는 어휘 문법적 표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동

일한 언어 형식이 인용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학습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예문

들을 활용할 수 있다.166)

가. 밖이 시끄럽다고 미자가 문을 닫았다.

나. 한쪽에 있으면 어떻게 찾겠냐고 엄마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

다. 동생한테 주라고 미숙이가 음식을 싸 주었다.

라.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지 말자고 각자가 자기 음식값을 냈다.

위의 사례들에서 ‘-다고, -냐고, -라고, -자고’가 인용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

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모두 생각해 보게 하는 활동을 구안할 수

있다. 그리고 인용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예문들에서 ‘-다고, -냐고, -라

고, -자고’와 같은 언어 형식들이 어떤 의미기능을 담당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용의 언어 형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위의 사례에처럼 인

용 외에 다른 의미기능을 담당하는 사례를 학습자가 직접 찾아보게 하는 활동도 구

안할 수 있다.

② 인용구문의 통사 구조: 내포절의 통사 구성 탐구

일반적으로 학교문법에서 인용절은 내포절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다

른 절과 통사적으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특히, ‘(이)라고, 고, 하고’를 인용의 부사

격 조사로 보면,167) 다른 절은 어미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인용절은 조사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접 인용에 결합하는 ‘(이)라고’를 조사로 보

166) 해당 예문은 구종남(2016: 75-76)에서 가져온 것임.

167) 이와 같은 관점은 고영근 구본관(2009/20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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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의 사례에서 (가)와 (나)의 ‘이라고’ 앞에 결합한 “오늘 거기에 갈걸”과 ‘출

입 금지 구역’은 명사절이나 명사구가 되며, 문장 안에서 밑줄 친 전체 부분은 부사

구가 된다. 또한, 간접 인용절에 결합하는 ‘-다고’를 어미로 보면, (다)의 밑줄 친 부

분은 부사형 어미가 결합한 부사절로 볼 수 있다.

가. 철희는 “내가 오늘 거기에 갈걸.”이라고 말했다.

나. 그 푯말에는 ‘출입 금지 구역’이라고 씌어 있었다.

다. 소영이는 내일 여행 간다고 자랑했다.

라. 진희가 줄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 진희가 졸업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편, (라)의 ‘-다는’에 이끌리는 밑줄 친 부분은 명사인 ‘소식’을 의미적으로 보충

해 준다는 점에서 관형사절로 볼 수 있으나, 이때의 ‘-다는’이 ‘-다고 하는’의 줄임

말이라고 보면 (마)는 인용절로서 통사적으로 ‘하다’를 보충하는 관형사절과 구별되

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인용구문은 다양한 각도에서 통사구조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탐구 대상이 된다.

③ 인용구문의 의미 구조: 사실성과 증거성의 탐구

인용구문의 의미 구조를 탐구하는 데 있어 핵심은 인용구문이 관념적 사태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피인용문에 실리는 발화 내용은 사실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예컨대, 다음 두 예문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168) (가)는 어떤 사건에서 발생되는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나)는 소문 또는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이필영,

1995: 33). 따라서 (가)는 사실성을 전제하지만 (나)는 사실성이 아니라 증거성의 의

미 특성을 갖는 것이다.

가. 나는 순이가 피아노 치는 것을 들었다.

나. 나는 순이가 피아노 친다는 것을 들었다.

즉, (나)에서 화자는 ‘피아노 친다’에 부합하는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지만,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용구

문의 이와 같은 의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용구문이 의미 구조상 사실성을 전제

168) 해당 예문은 이필영(1995: 32)에서 가져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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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음에도 특정한 맥락에서는 사실 구문으로 수용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④ 인용구문에서 시점의 간접화: 관점 표지의 탐구

직접 인용구문과 간접 인용구문이 호환되는 과정에서 원발화자와 인용 화자의 시

점이 상호 이동한다는 사실은 직 간접 인용구문의 구조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용구문에 원발화자와 인용 화자의 시점이 투영되어 있다는 사

실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음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직접 인용은 간접 인

용으로, 간접 인용은 직접 인용으로 바꾸어 보게 하는 활동을 마련한다.

가.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주마.” 하고 말씀하셨다.

나. 나는 어제 선생님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냐고 여쭈었었다.

다. 진희는 나에게 자기가 그날 우리 집에 왔었다고 했다.

라.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그는 “너는 왜 나 같은 애를 좋아하냐?”라

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발화자의 시점으로, 혹은 인용 화자의 시점

으로 바꾸기 어려웠던 표현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말해 보게 함으로써 인용구문에 인용 화자의 시점이 투영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점을 이동한다는 것이 단지 어휘나 어미 차원의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발화자의 관점, 혹은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사태를 해석하

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또한 관점 표지를 활용한 다음의

인용구문을 사례로 들어, 인용 화자가 원발화자의 내적 사유와 인식을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은 원발화자의 관점을 충분하게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도

록 한다. 즉, 학습자는 “밀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와 같은 인용구문

이 생산될 수 있는 이유가 인용 화자가 ‘밀(John Stuart Mill)'의 내적 사유와 인식

에 충실한 해석을 해 내었기 때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개별성을 옹호하고 그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싶어했던 밀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방민호

(2018), 세계를 바꾼 현대작가들, 글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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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용 표현의 구성과 목소리 내기 차원

(1) 교과서 내용 기술

① 인용 화자의 사태 해석과 인용 표현

다음의 사례에서 동일한 진희의 발화가 수정, 희원, 윤호, 효빈에게 다르게 표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희: 나 아무래도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 수정: 진희가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대.

↳ 희원: 진희가 모임에 오기 어렵대.

↳ 윤호: 진희가 우리 모임에 못 온대.

↳ 효빈: 진희가 어디 아픈지 모임에 못 오겠대.

수정, 희원, 윤호, 효빈의 발화는 진희의 불참을 알리는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

서는 동일하지만 진희의 원발화가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차이는 인용 화자가 진희의 발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인용

화자가 원발화자의 의도를 잘못 해석할 경우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② 인용 표현의 유형

인용 표현은 해당 내용이 다른 텍스트로부터 인용된 것임을 나타내는 모든 언어

적 형식을 가리킨다. 인용 화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원발화의 내용을 얼마나 해석적

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

지로, 인용 화자가 원발화의 ‘언어 형식’에 가깝게 표현한 것을 직접 인용 표현, 인

용 화자가 원발화의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바대로 표현한 것을 간접 인

용 표현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직접 인용 표현에 동원되는 일부 언어 형식은 간접

인용 표현에도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표현을 구성하는 언어 형식을 배타적으

로 유형화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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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활동의 구성

① 응답적 이해의 실패와 탈맥락적 인용 현상 탐구

첫 번째 활동은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응답적 이해의 실패로 인용이 올바르게 이루

어지지 않은 사례들을 탐구하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169)

위의 대화에서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전여옥은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정신이 낳은 미숙아이다.”라는 유시민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으나,

그가 이 말을 한 의도를 고려하여 응답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원발화자의 의

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당 발화를 인용함으로써 원발화자인 유시민과 의견 충

169) 해당 사례는 정우향(2013: 13)에서 제시된 것을 가져온 것임.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탄핵안 가결, 충격과 파문> 방송(2004년 3월 12일) 중 유시민과 

전여옥의 대화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정신이 낳은 미숙아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표현하더군요. 저는 상

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가치를 체현하

고 있는 정치인인데 좀 미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실수도 잦았고 또 오류도 많고 그렇습니다.

전여옥: 또한 유시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숙아다 이랬는데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키

운 뒤에 나와야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이비다. 

유시민: 또 저런 식으로 인용하시는군요.

전여옥: 네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서 생각한 걸 얘기한 것입니다. 

유시민: 자 매우 비열한 인용방식입니다.

전여옥: 제가 비열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자: 지금 논의가… 그런… 예… 

전여옥: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국민의 한 사람인 거 다 아니까요. 전여옥 씨 생각을 말씀하세요. 대통령 나가라 그 얘

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전여옥: 네 그렇습니다. 

유시민: 그리 말씀하시면 되고.

전여옥: 그렇습니다. 그 얘기 했잖습니까?

유시민: 저도 국민이니까요. 저도 대통령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여옥: 유시민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저는 또 받아들입니다. 

유시민: 국민은…그러니까 국민을 빙자하지 마시고 전여옥이 노무현 퇴진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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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을 빚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단편적인 사례일 뿐 일상의 대화 상황에서 탈

맥락적인 인용 때문에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갈등이 양산되는 사례

는 매우 많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잘못된 인용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 후 이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구안함으로써 인용의 과정에서 응답적으로

이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② 인용의 방식과 표절, 미디어의 가짜 뉴스 탐구

실제 텍스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용의 방식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오게 되면

출처에 대한 부주의, 잘못된 인용, 탈맥락적 인용 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표절

의 문제와 정보의 조작과 관련한 미디어의 가짜 뉴스 문제를 학습 활동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표절은 인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용의 방식에 대한 정

확한 지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학습자들은 계속해서 표절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170)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직접 인용의 방식을 통해 그대로 옮겨 오는 것이

아니라면, 인용 화자의 관점에서 해당 내용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피인용문이

될 선행 텍스트의 재구성 기준이 또한 모호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인용의 방식

과 표절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학습자 수준에 맞는 선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제7조 (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③ 연구자는 연구문헌 연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및 연구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술 방식을 달리

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

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

170) 경제 인문사회연구회(2013: 87)의 �연구윤리 평가기준 및 사례집�에서는 표절을 “다른 사

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典據)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引用)하거나 차용(借用)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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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어의 첨삭, 동의어 대체 등의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저술을 발췌하고 조합하

여 마치 자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다만, 발췌 조합에 있어 소

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 표시 또는 인용 표시

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2010. 7. 16. 개정(*밑줄은 연구자)

한편, 가짜 뉴스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큰 관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디서 생산되는지, 그리하여 그러한 잘못된 정보에 어

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포니(B. Froney, 2017)에서는 가짜 뉴스를

“실제 언론 보도처럼 보이도록 가공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잘못된 생각을 유도하는

정보로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여론을 움직이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동기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짜 뉴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가짜뉴스의 역사는 건국 역사만큼이

나 오래되었다. 1777년,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이 작성했다는 편지들이

공개된 적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는 진심으로 이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과연 전쟁에서 승리를

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었다. 20년 후 워

싱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적들은 이 편지들을 인용하면서 그가 영국에 동조했

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편지들은 모두 가짜였다. 아직도 편지의 출처는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계속 확산되자 워싱턴은 어쩔 수 없이 임기 말련에 이 문

서들이 자신과는 관련 없는 “완전한 위조”라고 발표했다.

- 포니(2017: 2), ‘세상의 온갖 가짜 뉴스’ 중의 일부 내용 발췌(*밑줄은 연구자)

위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짜 뉴스 생산의 핵심에는 인용이 문제가 되

고 있다. 이 경우는 ‘잘못된 인용’, ‘왜곡된 인용’을 넘어서 그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

문에 과연 해당 발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 발화의

사실 자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비윤리적 인용’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특정 시기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비윤리적 인용으로 인

해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일은 오늘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200 -

‘프란치스코 교황, 트럼프 지지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다’라는 제목의 위 기사는

WTOE 5 News라는 웹사이트에 게재된 것이었다. 해당 사이트는 현재 인터넷상에

서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6년 6월 이 기사가 처음 올라왔을 때의 조회수는 10만

회 정도였다고 한다. 이 기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바티칸시티로부터 전달되었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미국 뉴스 웹사이트 ‘버즈피드’(Buzzfeed)

‘에 의해 ‘가짜 뉴스’로 판명되었는데, 이러한 판명이 명확하게 내려지기 전까지 많

“I have been hesitant to offer any kind of support for either candidate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but I now feel that to not voice my concern would be a dereliction of 

my duty as the Holy See. (…중략…) Though I don’t agree with Mr. Trump on some issues, 

I feel that voting against the powerful political forces that have corrupted the entire 

American federal government is the only option for a nation that desires a government that 

is truly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For this primary reason I ask, not as the Holy 

Father, but as a concerned citizen of the world that Americans vote for Donald Trump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제안

을 주저해 왔지만, 나는 이제 나의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 것이 교황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이라고 느낀다. (…중략…) 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 연방 

정부 전체를 타락시킨 강력한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투표는 진정으로 국민과 국민을 위한 정부를 

바라는 국가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론적인 이유로 나는 교황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우려하는 시민으로서 미국인들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하기를 요청

한다.  

-WTOE 5 News, 날짜 및 작성자 기재되어 있지 않음(*밑줄 및 번역은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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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이 이 기사 내용에 현혹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티칸시티에서 보도했다

고 하는 교황의 위와 같은 발화가 기사 내용과 함께 인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원

발화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인용 화자의 구미에 맞는 부분만을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제시하는 탈맥락적 인용도 문제이지만, 위의 사례에서처럼 발화 사실 자

체를 조작하는 비윤리적 인용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용 표현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③ 인용의 문법적 표지와 목소리의 차용 방식 탐구

인용 화자는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자신의 글 속에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어진

내용을 누구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 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를 네 가지로 유

형화한 바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읽기 텍스트로

제시한 후 각 유형에서 인용임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용 화자의 표현 전략을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물론 루즈벨트 대통령의 활동과 역할 방식은 부분적으로 협상 그 자체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

었다. 그는 협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주된 요인들은 교전 당사국들간의 힘

의 균형과 그들의 국내적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교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할 수 없

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즉 회담을 개최하고 회담장소를 제안했고 화해적 움직임을 위한 정당성

과 구실들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때 중재자로서 루즈벨트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발생하는 것

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각 당사자들의 국내적 흥정에 주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사회-일반, 강성학(1999),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사무라이: 러일 전쟁의 외교와 

군사전략, 고려대학교 출판부)

(나)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무늬 질화로가 깨어졌어요.…(중

략)… 오빠―그러나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쇠 같은 거북무늬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예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갔습니다. 

    눈물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사랑스런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후략)…               -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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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자기 발화를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한 경우이고, (나)는 자기 발화를

타인의 목소리로 표현한 경우이며, (다)는 타인 발화를 화자 자신의 목소리로 표현

한 경우, (라)는 타인 발화를 타인의 목소리에 가깝게 표현한 경우이다.

(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 인용 화자는 “각 당사자들의 국내적 흥정에 주된 영향

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활동과 역할 방식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선행 문장을 근거로

추론하여 얻은 자신의 개인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했다.”와 같은 단

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다고 할 수 있다’와 같은 인용구문과 양태 표현의 결합 구

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인 반발을 완화시키는 의사소

통 전략을 취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밝히기 전에 “협상 테이블 위해

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과 같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되는 목

소리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도 화자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독자들의 심리적

반발을 고려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나)의 화자는 ‘누이 동생’의 목소리를 통해 1920년대 후반 당시의 노동 현실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라)의 화자는 인터뷰이의 목소리에 가까

운 형식으로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의 선택을 통해 인용 화

(다) (1) 이에 따라 인용구문의 유형은 직접 인용구문, 준직접 인용구문, 준간접 인용구문, 간접 인

용구문의 네 가지로 나뉜다. ➊준직접 인용구문의 다른 특징은 직접 인용구문과 같으나 화시

적 표현이 간접화된 유형이다. 준간접 인용구문의 다른 특징은 간접 인용구문과 같으나 화시

적 표현이 역간접화된 유형이다. ➋준직접 인용구문의 술어로 심리 동사류가 쓰인다. - 안경

화(1995: 67-68) 

    (2) 안경화(1995: 67-69)에서는 ➌인지동사가 쓰인 구문 가운데 다른 특징은 직접인용구문과 

같으나 화시적 표현이 간접인용과 같이 쓰인 구문이 한국어에도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준

직접인용구문’이라 명명한 바 있다. - 채숙희(2013: 42)

(라) -<꾿빠이 이상><밤은 노래한다>에 이어 세 번째 역사소설인데요. “30대에는 역사소설을 쓰

겠다”는 옛날 인터뷰를 봤습니다. 작품 활동도 장기적으로 계획하시나 봅니다. =알고 보니 제

가 계획적인 사람이네요. (웃음) 역사소설이라기보다 자료를 열심히 찾아서 진지하게 쓰는 소

설은 기력이 쇠하는 마흔 이후에는 어려울 테니 30대에 쓰기로 한 거예요. 외로워도 외로운 

줄 모르고 쓸 수 있을 때 힘든 소설을 쓰자는 거였죠. 나이가 들면 코믹 소설을 쓰고 싶은 마

음이 있어요. 제가 되게… (망설임) 웃기거든요. 칼럼에서는 억압이 없으니 그런 면이 드러나

죠. 단, 소설에서는 젊어서 진지할 대로 진지하다가 점점 가벼워지고 싶었어요. (김혜리, ‘김혜

리가 만난 사람’, 인터뷰 기사,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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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거나 원발화자의 발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발화가 인

용된 것임을 드러내는 문법적인 표지가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시(詩)에서 시적

자아에 의한 목소리의 차용이 시인의 사유가 시적 자아의 목소리를 통해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의하며, 인터뷰의 장르성이 인터뷰이의 발화가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함의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인용의 과정이 누군가의 목소

리를 내는 일임을 깨닫는 것, 또한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이 인용의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다)-(2)의 화자는 (다)-(1)의 화자가 기술한 내용을 해석적으로 재구성하여 ③과

같은 간접 인용구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때 사용된 ‘-다고 보다’와 같은 언어 형

식은 원발화자의 관점에서 그의 사고에 충실한 해석을 드러내는 데 동원되는 인용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선행 텍스트와의 대화적 관계 형성과 재맥락화

주어진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 등을 표현하는 글쓰기 활동 이전

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응답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

고 이러한 ‘응답적 이해’를 위해서는 선행 텍스트의 화자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용 화자가 선행 텍스트의 화자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한

다는 것은 스스로를 선행 텍스트의 독자로서가 아니라 선행 텍스트의 필자로서 위

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행 텍스트의 필자가 직면했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재맥락화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응답적 이해는, 다시 말해 진정한 이해는 자기 스스로의 관점

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재구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 있

는 아래의 사례에서 학습자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야 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사례 38-2>

【HS-115】 (주장하는 글) 그런데 만약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고 가정해보자. 미

성년자인 청소년들에게 선택에 대한 책임권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선택을 하

라는 것은 모순이다. …(중략)… 이 예시로 ’소년법‘을 들어보자. 소년법에 따

르면 만 19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죄를 지어도 성인만

큼의 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게 차별이고 성인의 권리가 침해된 건

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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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없애는 것이다. 만약 투표권이 만 18세부터 주어진

다면 다른 법률까지 개정하느라 많은 불편함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그래

서 나는 선거 연령을 하향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학습자는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선

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였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기술

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소년법의 예를 들면서 소년법이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듯 선거권 제한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을 주장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차별이고 성인의 권리가 침해된 건가? 아니다.”와 같은

내적 대화체의 구성은 이 학습자가 선행 텍스트와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선행 텍스트와의 대화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선행 텍스트에서 다루는 주제가 학습자 자신의 문제와

결부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혹은, 그러한 주제가 아니더

라도 동료 학습자들과 토론하면서 주어진 문제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

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⑤ 선행 텍스트의 해석적 재구성과 목소리 내기

학습자가 작성해야 하는 글이 경험이나 감상이 아닌 주장이나 논리를 담아 내는

것이어야 한다면, 학습자는 ‘해석적 사용 주체’로서, 그리고 실제 독자에게 파급력을

가진 ‘저자’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현안(주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171) 그리고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에

나타난 다양한 관점과 가치들에 응답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

다. 실제 글쓰기 국면에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자신이 먼

저 언급하는 전략, 자신이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표

현하는 전략,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특정 사실로부터 추론된 것임을 완화해

서 표현하는 전략을 떠올리고 해당 전략들에 동원되는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

의 주장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171)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저자정 정체성 표현에 주목한 이은석(2019), 학습자가 기사 쓰기

의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쓰기 맥락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주목한 권은선(2019)

등의 연구에 주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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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인용 표현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해석적 사용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문

법, 읽기와 쓰기 영역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해석적 사용(interpretative

use)’이 선행 텍스트에 대한 응답적 이해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인용 화자의

가치 평가 행위라고 할 때, 이러한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능동적 읽기’와 ‘비평적

글쓰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문법 교육에서 이루어진 인용 표현 교육은 인용

표현의 탐구에만 머물러 있었던바, 텍스트에서 직접 인용구문이 발휘하는 표현 효

과가 발화의 생생함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한 앎이 학습자

가 실제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 무엇인지, 인용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실제

적으로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석적 사용 중심’의 인용 표현 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Ⅱ장에서는 기존의 교육 내용을 비판

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문법 교육이 담화 텍스트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

음에도 인용절과 변별되는 인용 표현 고유의 교육 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 실제 텍스트에 나타나는 인용 표현의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때 학교문법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분류하는 기준과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습 활동의 내용이 외적 발화 동사 중심 ‘구어체 인용’에 한정되어 있어 문어를 문

어로 인용하는 방식에 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정확성만을 강조한 결

과 피인용문을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학습자가 경직된 인식을 갖게 되는 문제를 초

래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인용의 개념을 ‘언어 사용 주체가 선행 텍스트에 능동

적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담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정립하고, 인용

표현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실제 담화 텍스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인용의 다양한

양상을 교육의 국면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바흐친의 논의에 의

거하여 인용의 본질이 대화성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인용 발화의 보고담화적 속성

을 발화의 이질언어성과 목소리의 차용 현상에서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의사소통 행

위적 특성은 텍스트의 연쇄에서 확인되는 응답적 이해와 해석적 사용 현상에서 찾

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인용 표현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인용의 문법적 표지와 의미 해석의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고 보고,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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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서 발화가 복수의 목소리 중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여 주는 것에 두었던

뒤크로(Ducrot)의 논의에 의거하여, ‘되풀이, 재구성, 관점 표지’에 따라 인용 표현이

구성되는 방식을 논하였다.

Ⅲ장에서는 인용 표현 교육 내용 요소의 위계화 및 계열화를 위해 인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및 표현 수준을 진단하고, 학습자가 주목하지 못했던 조사와 어미

결합 층위를 중심으로 실제 텍스트에 실현되는 인용 표현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

저, 인용에 대한 개념 지식의 이해와 적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발화의

전달 여부와 출처, 그리고 발화 사실의 실제 여부와 발화 내용의 복원 여부에 주로

주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용임을 나타내는 유표적 표지의 전형

성에는 주목하는 반면, 동일한 표지가 인용 외의 다른 기능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는 주목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습자들은 관형사형 어

미 및 연결어미 결합 인용구문에 주목하지 못하였고, 시점의 전이 능력이 부족하며,

직 간접 용어를 혼용하는 모습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학습자가 직접 작성한 텍스트를 분석하여 그들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인용

표현의 구성과 목소리 내기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선행

텍스트의 목소리에 종속되어 그것을 그대로 옮겨 오는 ‘모방적 메아리’, 선행 텍스

트의 일부 내용을 단어 및 구절 차원에서 교체하는 수준의 ‘환언적 되풀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선행 텍스트의 화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단계를 거쳐, 타인의 발화를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

고 분석하는 ‘해석적 재구성’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를 이끄는 일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이와 더불어, 되풀이, 재구성, 관점 표지를 중심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인용 표현

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되풀이와 재구성을 중심으로 한 인용 표현의 양상은 연결어

미 결합 구성 층위, 동사 결합 구성 층위, 관형사형 어미 결합 구성 층위, 접사 및

조사 결합 상당 구성 층위로 나누어 각각의 언어 형식을 통해 구현되는 인용 화자

의 태도를 분석하였으며, 관점 구성을 중심으로 한 인용 표현의 양상은 인용의 유

표적/무표적 표지 층위를 중심으로 각각의 언어 형식의 의미기능을 분석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교육 내용 요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 및 표현과 같은 학

습 범주에 따라 분석 결과를 재정렬하는 일이 또한 필요함을 논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앞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적 사용 중심의 인용 표현 교

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계하였다. 먼저, 목표 층위에서는 ‘인용 담화의 대화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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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와 인용 표현의 ‘해석적 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성취기준과, ‘사태를 해석하

는 인용 화자의 관점’과 ‘인용 표현 방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성취기준을 설정

하였다. 다음으로, 교육 내용 조직 층위에서는 영역 내적 통합 차원에서 인용 관련

문법 지식을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영역 외적 통합 차원에

서는 인용 표현 관련 교육 내용을 읽기 및 쓰기 영역과 통합적으로 교수 학습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용 표현 교육을 위한

영역 통합적 교육 내용을 ‘인용구문의 이해 및 적용 차원’과 ‘인용 표현의 구성과

목소리 내기 차원’으로 계열화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용의 개념을 ‘새로운 담화 텍스트를 생산하는 의사소통 행위’로 규정

함으로써 인용 화자의 해석적 사용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를 인용의 범주에서 제외

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인용의 개념이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에게

인식된다면,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주체적인 해석 과정 없이 수동적으로, 혹은 형식

적으로 자신의 글에 옮겨 오는 행동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본

다. 또한, 인용을 인용 화자의 목소리 내기의 문제로 조망하였다는 점도 이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인용 표현의 교육 내용이

언어 형식의 의미기능을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 누구의 목소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용 화자의 태도는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인용의 문법적 표지를 되풀이, 재구성, 관점 표지의 세 가지로 유형화한 것

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특히, 관점 표지의 경우 나머지 표지들과 동

일한 범주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천착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용의 유형과 관련한 학교문법의 분류 체계를 비판하고, 인용의 양상

을 직접화와 간접화 지향이라는 스펙트럼 속에서 정도성의 문제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속체의 설정은 양극단 사이의 무수히 많은 중간 단계들(직 간접

의 혼합적 방식)의 존재를 인용 표현의 범주로 포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그러한 의의가 다른 한편으로는 인용 표현이 아닌 것의 경계를 모

호하게 만드는 문제를 초래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인용

표지와 언어 형식의 일대일 대응과 유형화 문제는 이 연구에서 인용 표현의 범주를

확장하였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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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용의 문법적 표지와 의미 해석의 범주를 확장하기 위해 실시한 인용 표

현의 텍스트 분석이 언어 형식별, 인용구문별, 구어와 문어의 텍스트 유형별 양상을

고려하여 종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 과제 수행 결

과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조사와 어미 등의 결합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인용 표현에

주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인용 표현의 양상을

위주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을 뿐이다. 여러 변인들을 고려한 인용 표현의 양상

분석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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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에게 제공된 설문조사형 과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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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내포절의 유형 판단’ 과제 수행 결과

▪ ⑶ 우리는 급히 부대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설문 참여 

인원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US] 69명 17명 5명 54명 1명 3명 6명 37/49명

[HS] 305명 28명 16(1)명 200(7)명 18(1)명 22명 58(7)명 198/135명

374명 45명 21명
254명

(약 68%)
19명 25명 64명 235/184명

                                *괄호는 두 개 이상 체크한 인원 수, 중복 체크 총 인원 9명

<⑶ 관련 대표적 근거 기술 사례>

【US-012】 명령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절 / 【HS-102】 명령을 꾸며서

▪ ⑸ 나는 하루가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을 느꼈다.

설문 참여 

인원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US] 67명 19명 20(2)명 35(2)명 7(1)명 8명 0명 36/50명

[HS] 305명 28명 114(3)명 114(4)명 32명 40(1)명 10(2)명 190/143명

372명 47명 134명
149명

(약 39%)
39명 48명 10명 226/193명

                                *괄호는 두 개 이상 체크한 인원 수, 중복 체크 총 인원 8명

<⑸ 관련 대표적 근거 기술 사례>

【US-009】 (관형절로 판단) 의존명사 것 수식 / 【HS-147】  

▪ ⑹ 진호는 수영이가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설문 참여 

인원

해당 문항 

응답자

해당 문항 

비응답자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판단의 근거 

기술/무응답

419명

[US] 68명 18명 4명 41(1)명 2명 6명 16(1)명 36/49명

[HS] 305명 28명 24(2)명 187(4)명 21명 40(1)명 39(4)명 189/145명

373명 46명 28명
228명

(약 60%)
23명 46명 55명 225/194명

                                *괄호는 두 개 이상 체크한 인원 수, 중복 체크 총 인원 7명

<⑹ 관련 대표적 근거 기술 사례>

【US-043】 얘기를 수식 / 【HS-143】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 관형절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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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grammar education focused

on interpretative use in the reported speech

Bak, Jin-hui

The study emphasizes that ‘reported speech' in its function to associate the

preceding text with the speaker's own words should be included as part of

grammar education, as it is a type of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The study aimed to establish speakers’ improvements in ‘interpretative

usability’, as the final goal of arriving at expressions of evidentiality. To this

end, the study explored how the citation speaker interprets and uses the

preceding text, and how the voice of the speaker is involved in the process of

languaging. If the reported speech is the result of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the result will necessarily reflect the speakers’ and

listeners' voices together.

To design new educational objectives and educational content for expressions

of evidentiality, the study critically reviewed current educational practices. As a

result, the study found that even though current practices introduce discourse

and textual perspectives, these do not capture the content inherent in quotative

expressions and how they differ from quotative clauses. It also found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criteria and methods for classifying direct quoting and

indirect quoting in grammar instruction in schools, when it comes to the various

ways that evidentiality in actual text can be expressed. In addition, the study

found that the content of learning activities was limited to ‘verbal quotations',

which do not provide a good enough learning experience on how to quote

spoken language as written language, and this leads learners to believe that the

emphasis is on accurately reconstructing a written statement .

To address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existing educational conten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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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reported speech as ‘communication behavior in

which language-using subjects actively respond to leading texts to produce new

text'. In addition, by expanding the category of expressions, various aspects of

reported speech made in actual discourse can be addressed by grammar

education. The study emphasized that the nature of reported speech is

interactive, based on Bakhtin’s discussions, and sought to find the essence of

reported speech in ‘heteroglossia' and the ‘borrowing of voice'. It also sought to

find the communicativ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reported speech in the

responsive utterances and interpretative use phenomena identified in the chain of

text. In addition, in reference to Ducrot who showed how utterances reveal the

overlapping of different voices, the study looked at the way in which

expressions of evidentiality are constructed.

The ideal learner targeted in this study is ‘a person with a unique voice'. The

person who has their own voice is someone who recognizes the presence of

others inherent in their speech through reported speech. They are not subjugated

to reported speech and can convey various views and values within those voices

when using their own voice. However, learners often remain at the level of

being dependent on the voice of the preceding text and replacing some of the

contents at the word and phrase level. Therefore, the study discusses the need

to lead learners to actively explore the intent of what the speaker of the

preceding text wanted to convey, and then to move on to the stage of

evaluating and interpreting other people's words from their own perspective.

The study found significance in setting one goal of education as conveying

the nature of reported speech as interactive, and to grow learners as ‘responsive

understanders’ and interpretative users, ultimately leading them to their own

voices through reported speech.

*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grammar education, r

eported speech, expression of evidentiality, Bakhtin' dialogsim, a

nswerability, interpretative use, reported markers, voicing, st

udent's expressions of evidentiality

* Student Number : 2015-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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