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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구어 문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

하고, 종결 표현 사용에 있어 발화자의 언어 사용과 선택 이유를 귀납적으로 밝

히어 구어 문법 종결 표현의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일상 화 말뭉치의 기능, 형태, 억

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구어 문법 종결 표현 교육의 구체적인 실현태를 보이고

자 한다.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구어 연구가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구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구어 문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추동하는 유의미한 연구들이 축적되었

다. 그러나 국부적인 문법 요소의 빈도, 구조나 기능, 사용 제약 연구에 그쳐 구

어 문법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틀을 마련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구어 문법에 한 정의를 화에서 나타

나는 규칙, 구어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발화의 규칙에

서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하 다. 본고는 화자가 왜 그 표현과 억양을 선택

했는지 청자는 어떻게 느끼는지 심리적 배경과 생성 과정에도 주목한바, 구어란 

화자 선택항의 집합체이고, 문법은 언어 형태 선택의 원리, 과정으로, 구어 문법

은 구어 맥락과 발화의 결합 그 자체로 정의하 다. 이와 더불어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구어 문법의 독자성을 담보하 다. 유관 개념

과의 차이점을 살피어 구어 문법의 위상을 공고히 한 후, 언어의 변이성, 수의

성, 화자 중심성과 청자 중심성을 구어 문법의 개념적 준거점으로 설정하 다. 

여러 문법 항목 가운데 종결 표현 항목은 구어 화에서 학습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종결 표현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며 청자에 한 화

자의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실생활 의사소통 맥락에서 활용도가 높

은 문법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종결 표현이라도 어떤 억양을 문말에 얹

느냐에 따라 의미 기능, 태도가 달라지므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

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결 표현의 교육은 문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

며, 구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는 비종결어미로 종결된 형태까지 포함하지 못했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 터하여 종결 표현을 어미복합체와 조각문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설정하 다. 종결 표현 사용 양상을 조망하기 위해 20-30  한국어 

모어 화자 30명,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30명, 총 60명의 일상 화 말뭉치를 수

집한 후, 다섯 가지(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표출 및 



- ii -

관계 유지) 기능에 따라 형태와 억양을 비교하 다.

상위 기능별 형태적 특징을 살핀 결과, 두 집단의 모두 ‘-어’, ‘-지’, ‘-야’를 

많이 사용한다는 공통적이었으나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먼저, 정보 요구 기능에

서 한국어 학습자는 범용 어미를 주로 사용하고 고유 어미 사용이 적었다. 또한 

모어 화자는 부사류 조각문을 많이 생성하 고 중첩 표현을 통해 명사류 조각문 

꼬리를 형성하 으나 한국어 학습자는 그러지 않았다. 행위 요구 기능에서는 ‘-

라’, ‘-어요’가, 행위 제공 기능에서는 ‘-을까’가 모어 화자에게서만 나타났다. 정

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다’는 두 집단의 사용률이 비슷하 으

나 ‘-네’는 한국어 화자에게서만 실현율이 높았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는 틀 표

지어로 기능하는 ‘-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나’ 사용 맥락이 달랐다. 

하위 기능별 억양 실현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여전히 ‘평서법 = 하강

조, 의문법 = 상승조’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 H%로 실현한 

[물음] 기능을 제외하고는 전부 L%에 쏠림 현상을 보 기 때문이다. 반면 모어 

화자는 [알림] 기능 수행에 있어 ‘-ㄴ가’, ‘-을까’를  LH%와 결합하여 불확실한 

정보를 표현하고 조각문 끝에 M%를 얹어 미정, 비단정을 표시하 다. [시킴]을 

실현하는 억양에서 모어 화자 집단은 조각문과 L:%를 결합한바, 장음화를 통해 

완곡함을 증 하 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의 차이에 관여하는 선

택 기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시행하 다. 그 결과, 명제에 한 태도 

측면, 청자와의 관계 측면, 구어 양식과 관련된 측면 세 가지에서 차이를 보

다. 먼저 개념적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기존 지식 체계에 없는 신정보를 

마주하 을 때 지식의 내면화 정도에 따라 종결 표현을 선택하 다. 그러나 한

국어 학습자는 가장 무표적인 ‘-다’를 사용하 다. 과거의 체험을 회상할 때, ‘-

더라’, ‘-더라고’ 등을 떠올리기보다 초급에서 다루어 틀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

되는 ‘-어’를 사용하여 안전도를 높이는 것도 마찬가지 심리에서 기인한다. 둘

째, 인적 측면에서 모어 화자는 친한 사이지만 공손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의

도적인 중도 종료 발화, 화계 변동 등으로 진술 강도를 조절하 다. 반면, 한국

어 학습자는 형태와 억양을 통해 공손성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거

나, 반말하는 화는 공손하지 않은 화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셋

째, 구어 양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모어 화자는 일상 화 사용역에 맞는 친 성, 

협동성 형성을 위해 종결 표현을 선택하 다. 또한 억양의 변주, 공화(共話), 중

첩 구성, 인용 표지 생략, 틀 표지어 등을 통해 진술의 초점화 전략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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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인식과 산출 둘 다 못하거나, 인식하고 있되 산출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어 문법 종결 표현 교육 내용을 구안하 다. 표현 

차원과 이해 차원으로 나누었고, 전자는 발화 수행 차원에서 전형적 쓰임에 기

반한 핵심 문법 교육을, 후자는 발화 인식 차원에서 수의적 쓰임에 기반한 적용 

문법 교육으로 분류하 다. 이에 따라 종결 표현 교육의 목표를 실행적 목표와 

지식 탐구적 목표로 설정하 다. 교육 내용의 구성은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

점, 화자의 역할과 청자의 역할,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 교재 및 교육 과정에의 

적용, 문법 교수 지식에의 적용 층위에서 설계하 다. 교수·학습 방안은 종결 표

현의 확장적 의미 층위, 장르 특수 층위까지 아우르도록 선택항의 생성 및 확장

을 위한 초점 교수를 제안했다. 또한 공화 학습을 예시로 진술 태도와 방식에 

한 탐구 학습법을 상세화하 다.     

 본 연구는 구어 문법 종결 표현의 특징과 준거를 종합적으로 논하고,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말뭉치 구축을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언어의 동적인 면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구체적인 현실태를 보 다는 점에서 구어 문법 연구가 학문적 성숙기로 넘어갈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사 말뭉치와 음성 말뭉치를 함께 분석하

여 구어 문법의 외연을 넓혔다는 데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인위

적 규범성에 터한 핵심 문법 외에도 자연적 규범성, 용인성, 선호성을 근거로 하

는 적용 문법의 범주를 교육의 자기장 안으로 끌어와 구어 문법이 현장에 반

될 수 있는 실질적 토 를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이다. 

 주요어: 한국어 문법 교육, 구어 문법, 구어성, 실제성, 일상 화, 언어 변이,

구어 말뭉치, 종결 표현, 종결어미, 어미복합체, 조각문, 발화 말 억양

 학번: 2014-3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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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구어 문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

고, 종결 표현 사용에 있어 발화자의 언어 사용과 선택 이유를 귀납적으로 밝히어 

구어 문법 종결 표현의 교수・학습 내용과 방안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일상 화 말뭉치의 기능, 형태, 

억양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구어 문법 교육의 구체적인 실현태를 보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 교육은 언어 사용 측면에서 규칙, 규범에 맞도록 사용하

는 측면인 언어 능력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언어 사용의 적절성까지 포함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법 교육에서의 적절성은 언어 수행에 초점을 맞추

어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적 수단을 전략에 따라 사

용하는 차원이다. 적절성의 문제는 학습자의 숙달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규범

적 문법 교육 외에 언어 수행에 따른 실제적 문법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

에서 비롯된다. 살아 있는 문법 지식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직

결되는 부분이다.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도서관에 가서 책에 있는 한

국어 문장만을 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국인 친구들과,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

와 자유롭게 화하고, 소통하기 위함이다. 해외 거주 중인 학습자도 유튜브

(YouTube),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텀블러(tumblr)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소통하고 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

간으로 화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 다. 구어 능력 향상에 한 욕구도 이에 

상응하여 증 되었다. 이를 위한 실제적 문법 교육은 규범 문법, 학교 문법, 표준 

문법과 각점에 있는 개념으로 이것만 옳고 다른 것은 잘못이라는 배타적 관점

이 아니라, 문법의 용인성, 선호성에 터하는 구어 문법 관점이다. 

레베카 휴즈(Rebecca Huges, 2002:11)는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를 비교하며 

문어 담화가 보수적, 계약적(contractual), 격식적(formal), 논리적인(logical) 데 

비해, 구어 담화는 상호 교류적(inter-personal)이며 그 자체가 변화가 발생하는 

장소(locus of change)이고, 비격식적(informal), 수사적(rhetorical) 특징을 가진

다고 하 다. 문어 담화는 권위를 인정받았지만(prestigious), 구어 담화는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며(stigmatised) 이러한 구어의 본질과 문어에 한 높은 평가를 

지금까지 구어가 교수와 연구 상으로 인식되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하 다.(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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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2017:38) 전통 국어학에서도 이런 관점은 마찬가지 다. 구어는 불완전하고 

무질서한 존재로 별도로 존재하는 규칙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구어와 문어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구어를 굳이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도 하 다. 그

러나 구어는 문어와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규칙과 질서가 있고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되는 화자의 의도, 기저 원리가 존재한다. 패터슨(Ken Paterson, 2018)이 “전통

적인 문법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구어 문법 항목 역시 학습자들이 알아야 할 사용

의 규칙,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관점과 상통한다. 

언어는 변화한다. 언어를 바라보는 집단의 시각이나 견해가 변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전히 정확성에만 머물러 있는 문법 교육은 이러한 언어의 역동성인 면

모를 감색(減色)할 것이며 실제성에 기반한 연구라 보기 어렵다. 한국어 교육 연

구에서 ‘실제성’이란 단어는 꾸준히 언급되는 개념인바, 한국어를 최 한 자연스

럽게 반 하여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능한 실제에 가까운 언어 표현을 교수하고

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본고의 실제성 개념에는 2019-2020년이라는 시

간적 개념과 서울이라는 공간적 개념이 포함된다. 현 를 살아가는 한국어 학습

자에게, 고맥락 사회에서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스스로 발화의 강도

를 조정하여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한 구어 문법 교육 항목으로는 종결 표현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종결 표현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며 청자에 한 화자의 태도를 가장 잘 드

러내는 지점으로 중요도가 높다. 같은 종결 표현이라도 어떤 억양을 문말에 얹

느냐에 따라 의미 기능, 태도가 달라지므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

나기도 하다. 종결 표현은 형태에 따라 여러 억양이 매칭되기도 하고, 의미에 따

라 특정 억양이 선호되어 쓰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종결 표현

의 교육은 문어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어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비종

결어미로 종결된 형태와 억양까지 포괄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구어에 드

러난 어미복합체와 조각문 전체 사용 양상 및 억양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을 구분하여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문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구어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문

법 항목의 발현 양상이 있으며 이는 실생활에서의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과 접하

게 관련된다. 실생활에서 구어성이 높은 표현을 사용 가능한 언어밭을 확장하는 것

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더욱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데 도움

이 된다. 구어 문법에 기반한 다양한 교수・학습 내용은 학습자들이 교실 밖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환경과 교실 내 환경과의 격차를 줄이고, 규범 한국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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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변칙적 사용을 접하게 하여 풍부한 언어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한다. 둘

째, 학습자가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사용역과 맞지 않는 항

목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소통 문제를 일으킨다. 구어에서 문어성이 높은 항목을 

사용하거나 반 로 작문에서 구어성이 높은 어휘나 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유창성이 떨어지고 원 발화자의 의도를 곡해할 수 있으며 구어 중에서도 

친 감을 드러내기 위한 상호작용에 실패하여 인간관계에도 향을 줄 수 있다. 후

자는 장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작문 평가에서 구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감점 요

인이 된다. 

그동안 구어에 기반한 문법적 특징 및 의미 기능 기술이나 한국어 수업 및 교

실 상황에서 구어를 충실히 반 하자는 당위론적 논의는 있었으나, 구어가 무엇

인지, 구어 문법이 무엇인지에 이론적으로 출발하여 실제 사용 양상을 통해 교육 

내용으로 구안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는 세 가지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시적으로는 성별, 연령, 직업, 고향, 거시적으로는 시공간, 사회 공동체, 

역사, 지역, 경제 상황과 결부되는 구어의 특징을 문법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구어 문법을 왜 배워야 하는가에 한 뚜렷한 목적 의식이 부재

하여 교육적 필요성을 주장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교실에서는 문법에 맞는 표현

을 우선하여 교수하고 구어에서 변주되는 여러 표현은 혼자 드라마나 노래를 통

해 익히고, 주변 한국인 친구와 친해져서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

고 여겨졌다. 셋째, 구어는 발화 분석뿐 아니라 비분절적 요소 분석이 함께 수반

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어를 표기 수단인 문자로 쓰자마자 이

미 그것은 구어가 아닌 구어를 의도로 했던 문어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할리데이(Halliday, 1991:32)는 문법 체계에서 상 적 빈도는 언어 전체 

체계를 위한 의의를 갖는 개연성(probability)이라고 하 다. 단일 사례(single 

instances)도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패턴, 즉 경향성을 예측하는 토 가 

된다는 뜻이다. 특히 구어 문법에 터한 연구는 언어 사용을 수용성, 경향성의 문제

로 보므로 단일 사례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별다른 해결책 없

이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하는 것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실제 

한국어를 교실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오되, 전사 말뭉치와 음성 말뭉치를 모두 활

용해 비분절적 요소도 분석 상으로 삼을 수 있다. 모든 음성은 문자로 표기될 수 

있고 모든 문자는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나, 그렇다고 구어 문법 

연구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구어와 문어를 구분할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적

으로 필요한 요소만 위계화하여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듯 구어 문법은 독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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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종결 표현의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교육적 구도를 정립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교수자, 학습자, 문법 교육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교수자에게는 구어 문법에 나타나는 종결 표현을 하나의 문법 현상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구어에 작용하는 근본적 이치로 바라보도록 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된다. 다양한 맥락 요인에 따라 선택 가능한 수행적 지식의 관점

에서, 비규범적 표현도 전략적 언어 자원들 중 하나인 적절한 문법적 가능태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둘째, 학습자에게 구어다운 구어 사용 능력 증 를 가져온

다. 그동안 의문형 어미에는 ‘-어, -습니까, -는가, -니, -냐’,  명령형 어미에는 

‘-어, -어라’, 청유문 어미에는 ‘-어, -자, -(으)ㅂ시다’ 등이 교수되었다. 그러나 

이는 문어 문법에서 기반한 형태로 실제 구어에서는 다르다. 구어는 형태적으로 

종결된 어미도 있으나 운율적 요소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연결

어미가 종결어미화되어 쓰이거나 종결어미로 끝맺지 않은 조각문이 사용된다. 여

러 구어 문법적 지식의 제공은 학습자로 하여금 상황에 따른 사용 의미가 다름을 

파악하고, 사용 맥락이나 분위기에 맞게 조절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여, 효과적

인 구어 생산으로 이어진다. 셋째, 한국어 문법 교육 측면에 있어 실제 의사소통 

담지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어 운용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

가 된다. 그동안의 구어 문법 연구는 국립국어원의 세종 구어 말뭉치를 활용한 

연구가 많았으나 해당 말뭉치는 1998년부터 2007년에 구축된 것으로 현재의 구

어 모습을 오롯이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사용을 위한 문법적 지식을 위해 

말뭉치를 분석하고, 종결 표현 중 교수학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유의미한 현상을 

선정한다면 문법 교육의 내용 기술이 풍부, 다양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천착하여 구어 문법 기반에서 종결 표

현 교육을 제안하고, 실천적 차원에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어, 구어 문법, 종결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Ⅱ장), 한국어 학습자

와 모어 화자의 종결 표현 사용 양상을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Ⅲ장)을 거쳐,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Ⅳ장)하는 순서로 논의

를 진행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가 상정한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구어 문법 교육을 개념화하고, 구어 능력 증 를 위한 실현태로서 종    

결 표현을 이론적으로 탐색한다. 

둘째, 일상 화 말뭉치에 나타나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    

습자들의 종결 표현을 비교하여 분석·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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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어 문법 종결 표현에 한 교육 내용 조직 원리를 구안하고 교육 내

용 및 방안을 상세화한다.

2. 연구사
본 절에서는 구어 문법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연구들을 조

망하고 본 연구의 연구사적 위치를 확인한다. 검토 상인 구어 문법 선행 연구

는 국외는 어권과 일본어권 그리고 국내 연구로 나누어 고찰한다. 해외의 구

어 문법 연구는 국내 연구보다 일찍 시작된바, 한국어 구어 문법의 이론적 정립

에 참고가 될 수 있어 시행하기로 한다. 종결 표현은 종결 표현의 형태·기능에 

한 연구, 종결 표현의 억양에 한 연구로 나누어 기술할 것이다.

2.1. 구어 문법에 대한 연구

1) 국외 구어 문법 연구

어권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

LT)이 주된 외국어로서의 어(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교수법으

로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구어 문법의 개념도 주목되었다. CLT의 최종 목

표가 언어 사용자 간의 의미 협상, 상호작용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성이 보장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실제성에 한 관심은 카터와 매카시(Carter & MacCart

hy, 1995:207)가 “모국어로서의 어와 EFL/ESL 역에서 문어체만 거의 독점

적으로 다룬 책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책처럼 말하는 어를 구사할 위험이 

있다”1)라고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구어 문법’이라는 용어는 매카시와 카터

(McCarthy & Carter, 1995)의 ‘구어 문법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

야 하는가(Spoken Grammar: What is it and how can we teach it?)’라는 저

널에서 비롯되었다. 1990년  초반 말뭉치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문어, 구어 

어 말뭉치 구축이 시도되었고 화 문법에서 고빈도로 쓰이는 표현들이 발견된 

것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 바이버 외(Biber et al, 1999)의 구어와 문어 어의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re are dangers, in both English as a mother tongue and EFL/ESL 

domain, of producing speakers of English who can only speak like a book, because their 

English is modelled on an almost exclusively written version of th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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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맨 문법(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카터와 매카

시(Carter & McCarthy, 2006)의 어 캠브리지 문법(Cambridge Grammar of 

English)이 등장하며 어 교육에서 구어 문법에 한 관심이 크게 증 되었다. 

구어 문법의 표적 연구에는 카터와 매커시(Carter & McCarthy, 1995), 쿨

렌과 쿠오(Cullen & Kuo, 2007), 힐리어드(Hilliard, 2014), 켄 패터슨(Ken pat

erson, 2018)이 있다. 해당 연구는 문어 문법과 비교하여 구어 문법의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한 연구들이다. 먼저 카터와 매커시는 구어 문법의 특징으로 공

동 구성(co-construction), 시상의 전략적 사용(strategic use of tense-aspect 

system), 상황적 생략(situational ellipsis)을 주장하 다. 쿨렌과 쿠오는 화 

문법(conversational grammar)과 구어 문법을 동의어로 보고, 구어 문법은 비공

식적인 상황, 즉흥적, 무계획적, 현재 진행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수정의 기회가 

없다고 하 다. 또한 면  면 상황에서 발생하므로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된 맥

락, 인간관계 요소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문법적인 선택뿐 아니라 관계

를 결속하여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양상이라고 주장하 다. 이는 브라운(Brown, 

1994)이 구어 문법의 상은 협력과 상호 맥락 민감성(contextual sensitivity)

을 전제로 말하고 듣고, 의미를 협상하고 상 방의 발화에 즉각 반응하는 가장 

고도화된 상호작용 말하기 양식이라고 지적한 바와 상통한다. 힐리어드는 생략, 

머리와 꼬리, 간투사, 맞장구 표현, 구 덩어리 표현을 연구하 다. 아울러 표현 

방식의 사용 시간이 짧고 부가의문문과 같은 생산적인 문법 구성, 담화 표지 등 

고정된 어휘・문법적(lexicogrammatical) 단위, 문어 문법의 표층 구조를 파괴한 

작은 쌍(Cullen & Kuo, 2007:365)도 연구되었다. 

에긴스(Eggins, 2004)는 사용역(register)의 세 변수를 장, 주체, 양식임을 주

장하며 양식(mode)에 따른 두 가지 언어 수행을 구어와 문어로 보았다. 이에 따

라 말차례 교 , 맥락 의존성, 동적 구조, 동시성, 일상 어휘, 비표준적 문법, 문

법적 복잡성, 빈약한 어휘, 부사어 사용2)을 구어 문법의 특징으로 들었다. 이 외

에도 단어의 순서 바꾸기와 생략(word order and ellipsis), 강조, 모호한 언어

(vague language), 담화 표지, 맞장구 역시 어권 구어 문법의 특징으로 연구

된 바 있다(Ken paterson, 2018).  

2) 어 구어 말뭉치에서는 anyway, then, though, actually, really, of course, just 

등 부사어 사용이 많이 나타난다. ‘너희들은 그럼 친구인지 꽤 오래된 거지(You’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then)?’, ‘나는 사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I’ve got a 

bit of bad news, actually).’에서 마지막에 붙은 ‘then, actually’를 예로 들 수 있

다.(Ken paterso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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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어권에서의 구어 문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

권에서 구어 문법은 일 일 화이면서 주로 친 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화

를 상으로 한다. 부분 구어 일상 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알아낸 구어의 

특징이며 자연스러운 일상 화(natural everyday conversation in English)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둘째, 구어 문법 교육은 학습자에게 규칙의 

역이 아니라 선택의 역임을 알도록 하며, 상 방과 공동으로 화를 구성하

여 유 감 증진, 원활한 의미 협상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문

어 문법과 달리, 구어 문법은 어휘 통사적 단위가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을 더욱 

강조한다. 

다음으로 일본에서의 구어 문법 연구사를 살펴보겠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가

까운 지리적 조건에서 언어 문화적으로 많은 접촉이 있어 왔다. 두 언어는 교착

어로서 계통적 유사성과 구조적 유사성 외에도 어휘, 형태, 통사 규칙이 비슷하

다. 일본에서의 문어, 구어 문법을 살피는 것은 문법적으로 유사한 한국어 구어 

문법 연구에도 시사점을 줄 것이다.3) 먼저 고노로쿠로(河野六郞, 1994:3-4)는 

음성에 의한 말의 실현과 문자에 의한 말의 실현이 절  같은 것일 수 없다고 

하며 언어의 존재 양식을 말해진 언어(하나시코토바)와 쓰인 언어(가키코토바)4)

로 별하 다. 여기서 하나시코토바(話し言葉)와 가키코토바(書き言葉)는 본고

가 살피는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에 응되는 개념이다. 전자는 말해진 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 및 문체이며, 후자는 쓰인 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 및 

문체를 일컫기 때문이다. 해당 개념은 주로 ‘구어체’, ‘문어체’로 번역되는데 話し

(하나시)는 ‘이야기’를, 言葉(코토바)는 ‘말’을 의미하고 ‘書き(카키)’는 ‘쓰기’이므로 

직역하면 ‘이야기 말’, ‘쓰기 말’이 된다. 

이에 해 이시구고와 하시모토(石黒·橋本, 2014)는 격식을 차리는지 아닌지(あ

らたまり／くだ) 딱딱한지 부드러운지(硬さ／軟らかさ)로 구분하 고, 저장 가능성

3) 일본어에서 ‘문어체’는 헤이안(平安) 시  등의 쓰인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고어의 문

체를 말한다. 일본의 메이지(明治) 시 의 언문일치 운동을 겪고 제2차 세계 전 후

에 널리 사용하게 된 ‘쓰인 언어’에 사용되는 문체가 ‘구어’라 불린다. 신문, 잡지, 논

문, 소설 등 현  일본어의 부분의 쓰인 언어는 구어를 사용하는 셈이다.(김진아, 

2019:60) 반면, 한국어의 ‘문어체’는 보통은 고어를 가리키지 않고 현 어의 ‘문장체’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김진아, 2019:401) 

4) 하나사레타 코토바(話された言葉: 말해진 언어)는 음성언어로서의 존재 양식을 가진 언

어로 쓰인 카카레타 코토바(書かれた言葉: 쓰인 언어)와 조를 이룬다. 이 두 단어는 

노마 히데키(野間秀樹)의 연구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으며 원서에는 ‘쓰여진 언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접미사에 의한 피동과 ‘-아/어지다’에 의한 피동이 겹쳐진 것이다. 피

동 표현의 중복을 피하고자 ‘쓰인 언어/써진 언어’ 중에 전자를 선택하여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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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즉시성과 휘발성(即時性と揮発性)  보존성(保存性), 화·청자가 직접 

면하는가에 따라 직접성  간접성(対者的直接性／対者的間接性)으로 구분하 다. 

구어의 즉시성, 휘발성, 직접성에 기인하여 생략, 반복, 축소가 일어난다. 예컨  

‘무엇을 하고 있어(何をしているの)？’에 해 ‘숙제를 하고 있어(宿題をしている)’ 

신 ‘숙제(宿題)’라고 답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효율을 고려했을 때 여러 기능어

가 생략된 채 실질어만 언급한 것으로 정보 수집에 있어 효율적이다. 또한 하나시

코토바에는 모음 탈락(ている→てる), 자음 변동(わたし→あたし, すみません→す

いません), 자음 모음의 음운 변동(ければ→きゃ, れは／れば→りゃ, ているのだ→

てんだ, まったく→ったく, ではないか→じゃん) 등 종결형의 축약, 변형이 일어난

다. 고가쿠카(岳樺, 2016)는 드라마 시나리오와 일본어능력시험 듣기 스크립트에

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약형을 살피었다. 그 결과 ‘-(으)ㅂ니다[のです(だ)→んで

す(だ)], -하고 있다(ている→てる), -래(という→って), -는 것은(ては/では→ちゃ

/じゃ), -지만(けれども→けど)’이 전체 준말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

다. 이 외에도 ‘–하지 않으면 안 돼(なきゃならない→なきゃ)’, ‘-일지도 몰라(か

も知れない→かも)’ 등도 추출되었다. 해당 연구와 같이 개인적으로 구축한 말뭉치

에 기댄 하나시코토바 연구도 있으나 보다 규모가 큰, 일본 국립 국어 연구소에서 

구축한 규모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물이 더 많이 축적되었다. 

일본 학술 DB인 CiNii5)에서 구어 문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어권과 

마찬가지로 구어와 문어 균형 코퍼스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0년 

이래 문과계 일본어 연구에 있어 풍부한 용례를 수집할 수 있는 코퍼스의 사용

이 일반화되었다. 말뭉치 분석 도구가 함께 발달함에 따라 정 한 분석, 기술이 

가능해져 연구자의 직관에 의존한 일본어 연구사에서 벗어나 실제 일본어의 실

체를 반 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규모 코퍼스에는 BCCWJ, CSJ가 표적이다. 

현  일본어 문어 균형 코퍼스(Balanced Corpus of Contemporary Written 

Japanese: BCCWJ)는 일본 국립 국어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코퍼스로 현  일본

어 글쓰기 언어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서적, 잡지, 신문, 백서, 블로그, 

인터넷 게시판, 교과서, 법률 등의 장르에 걸친 11억 439만어의 데이터를 축적

한 코퍼스이다. CSJ(Corpus of Spontaneous Japanese)도 말하기 코퍼스로 전

체 약 660시간, 약 70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이다. 일본어 교육뿐 아니라 음성 

언어 정보 처리, 자연 언어 처리, 음성학, 일본어학, 심리학, 사회학, 사전 편찬 

5) 일본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사이트(https://ci.nii.ac.jp)인 CiNii는 일본 학회·협회 및 

학에서 발행하는 연구 논문, 조사 보고서 등의 정기 간행물, 국립국회도서관의 잡

지기사 색인 등, 학술 논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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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발화자의 숫자에 따라 독화(独
話)와 화(対話)로 나뉜다. 독화에는 학회 강연, 개인적 체험담 전하기, 낭독, 

재낭독 등이 포함되고 화에는 과제 화, 자유 화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상 자료를 포함한 일본어 일상회화 코퍼스(日本語日常会話

コーパス, The Corpus of Everyday Japanese Conversation: CEJC)6)를 활용

한 연구가 나타나 비언어적, 준언어적 양태도 함께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일본어 구어 연구는 담화 기능에 따라 의뢰, 거절, 사과, 권유, 주장 화행에서 

담화 전략과 어휘·문법 표현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전달 수단에 따라서는 

전화 통화, 좌담, 이야기 들려주기(ものがたり)가 행해졌는데, 이 중 리레이렌(李

麗燕, 2000)은 일본어의 이야기 들려주기 전개 패턴을 분석하여 문법, 어휘 외

에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지식이 있음을 시사하 다. 또한 담화 상황에서 맞장

구(あいづち) 전략, 맞장구 상자에 따라 여성끼리의 화, 모자(母子) 간의 

화 사용에 주목한 연구 문법이나 어휘 연구에서 나아가 담화에서 필요한 전략 

즉, 회화 관리(会話管理), 담화 관리 방법을 주장하기도 한다. 맞장구는 어권 

구어 문법에서도 중요한 특징으로 언급된바, 일본어에서는 청자가 화에 참여

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기술이다. 메이나드 외(メイナド 他, 1993)에 따르면 

일본어 화자는 맞장구를 어권 화자들보다 약 2배에 달하는 빈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발화 순서의 관점, 조 연구의 관점, 일본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방면으

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호리구치(堀口, 1997:42)에 따르면 맞장구란 “화자가 

발언하는 동안 청자가 화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잘 공유했음을 전하는 표현(話し

手が発話権を行使している間に聞き手が話し手から送られた情報を共有したことを

伝える表現)”으로 그렇구나(そう), 응(うん) 등이 해당된다. 맞장구는 넓은 의미

의 담화 표지에 속하기도 하는데, 일본어의 담화 표지 연구에는 발화를 시작할 

때 원만하게 도입하기 위한 ‘저(あのう), 그래서(それで)’ 등에 한 연구가 이루

어졌고, 발화하려고 할 때 내용을 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아(あ), 에(え)’ 등

의 표현이 사용됨이 연구되었다. 이 밖에도 호칭(~さん), 응답(はい), 놀람이나 

감동 표지어(あら, まあ) 등 넒은 의미의 담화 표지에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하나시코토바 연구 중 ‘종결 표현’을 중심으로 검색한 결과, ‘문체 시

6) CEJC는 2018년 12월 50시간 분량의 데이터를 공개하 고 주석 등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여 2021년 말에 200시간 전체 회화가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말뭉치는 언어학이나 

일본어 교육, 심리학, 인지과학, 정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AI 등 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계에서도 주목받고 있다(https://www2.ninjal.ac.jp/

conversation/cejc.html 참고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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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와 ‘중도 종료 발화’에 관련한 연구물이 축적된 것을 확인하 다. 먼저 문체

시프트란 한국어로 말하자면 해요체에서 해체로, 반 로 해체에서 해요체로 상

 높임의 등급이 전환되는 것이다. 일본어에서는 非丁寧体에서 丁寧体로의 이

행을 스피치레벨 업시프트(speech level up-shift), 丁寧体에서 非丁寧体로의 이

행을 스피치레벨 다운시프트(speech level down-shift)라고 한다.7) 관련 연구에

는 김아란(2017, 2018)이 표적이다. 김아란(金アラン, 2017)은 친 한 일상 

화(Non-Polite Conversation)의 종결을 살핀 결과, 높은 등급으로의 전환은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 FTA)에서 청자와 심리적 거리를 두기 

위한 전략임을 확인하 다. 이어 김아란(2018)은 일본인 학생 2명을 기준자로 

삼아 같은 나이의 친 도가 다른 3명(고/중/저)을 상으로 의견 불일치 상황에

서의 발화를 수집했다. 그 결과 친하지 않은 관계일수록 완화 표지(~かな, ~み

たいな), 필러(filler)를 많이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계 변동은 친 도가 보

장된 사이에서 사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비아냥거림으로 들릴 수 있다고 주의

를 표했다. 해당 연구는 종결 표현을 선택의 상으로 보고, 심리적 거리와의 관

계를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일본인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에서 기인

하여 뒷말을 생략되는 중도 종료 발화가 빈번하다. 특히 뒷부분을 생략한다고 

해서 반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윗사람에게도 사용 가능하다. 예컨  ‘静かにや

れば？’, ‘今行かなきゃ’은 직역하면 ‘조용히 하면?’, ‘지금 가지 않으면’이라는 뜻

이다. 그러나 실제 화에서는 ‘조용히 하면 어떨까’, 즉 ‘조용히 해 주세요’를,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지금 가야 한다’를 뜻한다. 토모코(池谷知子, 

2020:43)에 따르면 추천할 때도 ‘팔면(売れば)?’, ‘고기 먹으면(お肉食べれば)?’과 

같이 화자의 주장, 요청을 끝까지 말하지 않고 ‘–면(-れば)’을 이용해 화자가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조심스럽게 드러낸다고 하 다. 비슷한 예로, ‘왔을 

때 말해 줬다면(来た時ゆってくれれば)’도 현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은 사실에 

한 유감, 불만족을 나타낸다. ‘왔을 때 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言ってくれれば

よかったのに)’, 혹은 ‘왔을 때 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말해 주지 않았어

(言ってくれればよかったのにどうして言わなかったの)?’라고 말하는 신 중도 

7) 김아란(2018:89)은 경어체(けいたい, 敬体)에 하십시오체, 해요체가 포함되고, 보통체

(じょうたい, 常体)에 해체, 한다체가 속한다고 하 다. 한다체는 ‘-다(だ)’로 종결되

는 문체이므로 해라체로 바꾸어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중체(丁寧体) 비정중체(非丁寧体)

일본어 경어체(敬体) 보통체(常体)

한국어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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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발화를 택하 다. 아울러 어권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앞의 발화에 한 

관련성, 결합성을 나타내는 공화(共話)에 주목한 것을 볼 수 있다. 미즈타니(水

谷, 1993)는 공화를 “하나의 발화를 혼자 완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 둘

이서 만들어 가는 사고방식8)”으로 정의하고 구어 문법은 그때 쓰이는 말투라고 

하 다. 이에 따라 상 의 발화를 이어받아 완성하는 화 형식뿐만 아니라 맞

장구, 촉진 표현, 비서술어문, 완충 표현 등 화자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간투

사, 동의를 구하는 표현 등에 한 구어 문법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상으로 일본어 구어 문법 연구를 살핀 결과, 다음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

다. 첫째, 일본어 구어 문법 연구는 구어 말뭉치에 기반하여 유의어 및 같은 의

미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을 구어 말뭉치의 용례도 분석하 다. 이를 통해 유의

어의 빈도와 공기 관계를 밝히거나 문법의 화용적 쓰임을 밝히는 연구가 다수 

축적되었다. 둘째, 그중에서도 종결 부분의 생략과 화계 변동에 한 연구가 축

적되어 친 도, 권력 관계, 나이 등 여러 담화 요소에 따라 분석하 으며 한일 

조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셋째, 어권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어 문법의 

관점은 문어 문법을 표준 일본어라고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 다. 표준 문법

(standard grammar) 외에 독특하고 특별한 자질이 있다는 입장에서는 자연스러

운 발화에 주목하 음을 알 수 있다.

 

2) 국내 구어 문법 연구

구어 문법은 한국어 교육 전반에서 새롭고 중요한 역으로 인식됨에 따라,  

구어를 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구어를 상으로 하는 연

구는 화용론, 담화 분석, 구어 어휘 표제어 등재를 위한 사전학 연구를 포괄하여 

시행되었다. 이 중 한국어 교육에서 구어 문법에 주목한 연구를 중심으로 초점

화하여, 구어 문법의 본질 및 현황 파악 연구,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한 구어 담

화 차원의 연구으로 별하여 살피도록 한다.

먼저 구어 및 구어 문법의 본질 파악을 위해 개념과 내용을 파악한 연구에는 

지현숙(2006, 2009, 2010), 민현식(2007), 유혜원(2009), 목정수(2010, 2011), 

배진  외(2013), 김현지(2015, 2018), 홍종선(2014), 백승주(2016)가 있다. 지현

숙(2006)을 필두로 구어 문법의 본질에 해 즉시성, 실시간성의 특징을 기반으로 

8) 원문은 다음과 같다. ひとつの発話を必ずしもひとりの話し手が完結させるのでなく，話

し手と聞き手の二人で作っていくという考え方にもとづいたか.(水谷, 1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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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지 제안한 연구들이다. 해당 연구는 구어에서의 규칙이

라는 큰 틀에서 즉각적으로 문법에 맞는 구어를 만들어내기 위해 문법을 구어 문

법으로 보고, 구어 규칙에 ‘지식’과 ‘사용’을 결합한 교육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김현지(2015)는 가장 최근의 연구기도 하고 관련 내용이 종합된 ‘외국인 학

습자를 위한 한국어 구어 문법(2018)’ 책으로도 출간된바, 자세하게 살펴보겠다. 

해당 연구는 구어 문법 교육 내용으로 철자 변이형, 간투사, 담화 표지, 구어 

어휘, 맞장구, 덩어리 표현 등 형태·어휘적 요소와 조각문, 어순 전위, 생략과 반

복, 의문형 등 통사적 요소로 나누었다.9) 기존 연구들과 달리 문어 문법과의 관

계 규명에서 시작하여 억양 단위, 순서 교  단위, 화제 단위 등 구어의 단위까

지 반 한 명시적인 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어순 

전위, 생략과 반복, 맞장구 표현 외에 한국어 교재에 거의 제시되지 않은 덩어리 

표현<N이 장난이 아니야, N 같은 거, (으)ㄴ/는 아닌가?>,10) 조각문도 함께 추

출하 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해당 연구에서 제시한 10가지 내용 이외에도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요소가 많이 보충되어야 한다. 구어에서 쓰이는 조사, 연결어미, 종결어미라

든가 부정 표현, 추측 표현, 희망 표현 등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구어 특수 표현

들 등 빠진 내용이 많다. 둘째, 구어 문법 교육 내용을 선발하기 위한 자료가 분

명하지 않다. 김현지(2015:58)는 21세기 세종 말뭉치의 일상 담화, 전화 담화, 구

매 담화, 진료 담화, 강의 담화, 발표 담화 6개를 합쳐 반복적으로 도출되는 요소

를 추출하 다고 언급하 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문법 요소를 코딩하고 어떤 

빈도 이상을 교육 내용을 추출했는지 기술되어 있지 않아 교육 내용 요소 중 ‘구

어 어휘, 맞장구 표현’ 등도 발표나 강의에서도 고빈도로 측정된 것인지 알기 어

렵다. 특히 같은 내용을 책으로 출판한 김현지(2018:16)에서는 어떻게 도출되었는

9) 김현지(2015:64)는 여섯 개 말뭉치를 통해 형태・어휘적 내용 요소 7가지, 통사적 내용 요소 

4가지를 추출하 다. 이를 바탕을 문어 문법과 비교하여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형태・어휘적 요소 통사적 요소

문어 문법에 구어의 속성이 
덧붙여진 요소

철자변이형, 접속부사, 
덩어리 표현

어순전위, 의문문 형식, 
생략과 반복

구어에서 비롯된 새로운 
요소

구어 어휘, 간투사, 
담화표지, 맞장구 표현

조각문

10) 김현지(2018:133-140)는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덩어리 표현을 제시한

다. 예컨  ‘N 같은 거’의 경우 한국어 교재에는 ‘같은’을 ‘사과 같은 얼굴’처럼 비유

의 상으로만 제시하지만 상을 지칭하면서도 이외의 예시가 생각나지 않을 때 사

용하는 완곡한 면 표현으로 ‘N 같은 거’는 유용한 표현이다. ‘그 수업은 퀴즈 같은 

거 너무 많아서 빡센 수업이야’ 라고 한다면 퀴즈뿐만 아니라 퀴즈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많아서 권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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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분은 생략한 채, 21세기 세종 말뭉치 중 “일상 화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

여 구어의 특징을 논의하겠다”라고 하여 교육 내용 추출의 기준이 모호해졌다. 셋

째, 하나의 문법 현상이 중복되어 설명되어 있는바, 명확한 교육 내용으로 구획하

는 것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가령 ‘A: 얘기 나온 김에 피아노 한번 쳐 봐. B: 피

아노?’에서 B의 발화는 ‘조각문’에서 하나의 단어 조각문에 포함될 수도, ‘의문문 

형식’에서 상 의 말을 반복 발화하는 적극적인 반응으로 포함될 수도, ‘생략’ 부

분으로 설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한 구어 담화 차원의 연구를 보자.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한 구어 담화 차원의 연구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소논문 53편, 

학위논문 151편으로 349편 중 204편, 즉 58.45%로 구어 문법 연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의 구어 문법 동

향을 분석한 김풀잎(2020:119)은 구어 문법의 연구를 ① 본질, ② 현황, ③ 교

육 과정 및 교재, ④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한 담화 차원의 연구, ⑤ 오류· 조 

분석, ⑥ 평가, ⑦ 말하기 교육·방법, ⑧ 발음·억양, ⑨ 습득, ⑩ (구어성, 복잡성 

등의) 측정, ⑪ 기타로 나누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④라고 하

다. 전체 구어 담화를 문법의 관점에서 문법 요소, 어휘, 담화 표지, 학습자와 한

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사용 양상을 바라보는 것은 구어 담화의 특성을 적극적

으로 한국어 교육 연구에 도입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11) 

먼저 단일 문법 항목 혹은 덩어리 표현이 담화상에서 사전에 없는 독특한 기능

을 수행하게 됨을 밝힌 연구에는 <보조 동사 ‘-어 가지고(최소현, 2015)’, ‘-어 

가지고와 -어 주다 구문(이승지, 2019)’, ‘-ㄴ/ㄹ 것 같다’, ‘ㄹ 것이다, -ㄴ/ㄹ 듯

하다, -ㄴ/ㄹ 듯싶다(황지 , 2019)’, ‘의문문(박진철, 2019)’, ‘-는 것이다(조민

, 2017)’, ‘-아/어서(이 준, 2018)’, ‘-는데(김경임, 2015)’ ‘-거든, -잖아(박동

화, 2017)’ ‘조사(윤보은·이동은, 2018; 황선 , 2007; 정보 , 2004; 주은경, 

2003; 사리나, 2018; Yasotarin Prawporn, 2018; 궈진, 2017; 윤단비, 2017; 

사수진, 2016; 진길남, 2016; 지혜 , 2014, 권미림, 2013)’, ‘-거든요(한송화, 

2016)’, ‘-거든, -더라(김명희, 2013)’, ‘요(김지미, 2019; 이소정, 2019)’, ‘종결

어미(한송화, 2018)’, ‘-다(박재남, 2013)’, ‘– (김 아・조인정(2012)’, ‘-다고/다

니/다니까/다면서(임학혜, 2016)’, ‘종결기능 연결어미(박동화, 2017; 손마정, 

2014; 한미월, 2016)’,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손옥현・김 주, 2009)’> 등이 있

11) 이하 2.1.항 2)의 기술은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논의인 김풀

잎(2020)의 내용을 토 로 하 음을 밝혀 둔다. 언급된 문헌의 서지 사항은 김풀잎

(202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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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종결 기능 연결어미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던 문법 요소가 문법적, 의미

적 변화가 일어나며 기능이 전용(轉用)된 것으로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기

제와도 함께 논의되었다. 다음으로 구어 담화에서의 어휘 차원은 <‘죽다(김현지, 

2019)’, ‘얼마 전에/아까/이따(가)/나중에(김연주, 2018)’,  ‘좀(김승옥, 2012)’, ‘괜

찮다(김채중, 2018)’, ‘-지 뭐(김문기, 2018)’, ‘많이/너무/되게(김현지, 2018)’, 

‘감탄사(박정아, 2018)’, ‘됐어(안주호, 2014)’, ‘자기(정지현, 2015)’, ‘그냥/막/좀

(안정아, 2015)’, ‘아무튼/어쨌든/하여튼(김상훈, 2013)’, ‘그냥(심란희, 2011)’, 

‘막(안정아, 2008)’, ‘되게(안주호, 2003)’, ‘그런데, -는데(전 옥, 2005)’,  ‘접속

부사(배진 , 2014)’, ‘그러-계열 접속부사(하 우, 2015)’, ‘그러니까/그니까/근까

/그까(전 옥, 2017)’, ‘그래(오현주, 2007)’> 등이 있다. 구어 담화에서 추출하기

도 하고 문어와 비교하여 빈도와 기능을 비교한 연구물이 축적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문법 교육에서 구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문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추동하는 유의미한 연구들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국부적인 문법 요소의 

빈도, 구조나 기능, 사용 제약 연구에 그쳐 구어 문법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틀

을 마련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또한 구어 문법에서 ‘구어’에 더 무게를 

둔 연구가 상 적으로 많으므로 구어 ‘문법’ 연구, 나아가 구어 문법 ‘교육’ 연구

로의 방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상술한 구어 문법 연구는 연구 상과 그 관

점에 따라 구어에 방점이 있는지 문법에 방점이 있는지로 나뉘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Ⅰ-1]과 같다.  

            
[그림 I-1] 연구 대상에 따른 무게 중심

구어에 무게가 있는 연구는 축약, 생략, 억양, 반복, 어순 전위 등 구어의 특성

에서 비롯된 표면적 현상과 담화 표지, 호칭 등 어휘 분야 연구들이다. 반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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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무게 중심이 있는 연구는 구어에서의 사동, 피동, 시제, 높임, 양태, 종결 

표현을 고찰하거나 구어성, 복잡성을 측정하는 연구다. 그동안 왼쪽 원으로 표현

되는 ‘구어’ 연구에 치중된 것은 구어가 어디까지를 구어로 보아야 하는지 구어, 

구어체, 구어성 등의 개념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 구어의 특성을 먼저 명확히 하

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구어 문법에서 ‘구어’에 한 개념과 특성 연구

가 먼저 이루어지고 점차 용법(usage)이 아닌 사용(use)으로의 말하기 능력 향

상을 위한 ‘문법’ 연구가 뒤이어 따라오는 수순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가 강조

하는 것은 “구어 문법 그 자체보다 구어적인 환경을 강조한 언어 교육이다”라고 

언급한 배진  외(2013:34)도 문법과 구어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출발하고자 하

는 본고의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12) 따라서 구어 문법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어 문법에서 말하는 구어가 무엇인지, 문법이 무엇인

지 파악하여 구어 문법을 바라보는 접근법을 모색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외와 국내 구어 문법에 관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언어권 모두 구어 말뭉치에서 공통적으로 구

어 문법 연구가 출발하 다. 바이버(Biber, 2009)에 따르면 말뭉치 분석 방법은 

말뭉치 중심 접근법(corpus-driven approach)과 말뭉치 기반 접근법

(corpus-based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말뭉치 자체의 분석을 통

해 언어 기술 방법론과 이론을 세우려는 방식이고, 후자는 연구자의 직관을 중

심으로 하며 말뭉치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연구 방법이다. 최근에는 실제 구어 

자료를 말뭉치로 구축한 후 말뭉치의 통계 자료를 사용함과 동시에 이론 검증에 

있어 말뭉치 예문을 사용하는 혼합적 연구가 실행되고 있는바, 바이버는 이에 

해 매우 유용한(highly informative) 방법론이라고 평가하 다. 구어 문법의 

연구 상은 머릿속에서만 그렸던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다. 사람들의 실제 사용 

양상에 근거하므로 데이터, 재료의 집합체인 말뭉치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

해 경험적, 실증적, 계량적 언어 형상을 조망할 수 있다. 한국에도 국가 주도 구

어 말뭉치가 있고 이를 활용한 선행 연구가 많았다. 한국어 교육의 말뭉치는 크

게 두 가지로 별되는데, 하나는 한국어 모어 화자 말뭉치이고 다른 하나는 한

국어 학습자 말뭉치이다. 전자는 학습자의 이해 목적 한국어 말뭉치로 학습자의 

교수・학습을 위해 수집한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생산한 말뭉치이다. 후자는 숙

12) 그러나 배진  외(2013)와 본고는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의 관계 규명에 있어 다른 

입장이다. 전자는 둘을 통합하자는 관점이고 후자는 구어 문법을 독자적으로 보는 관

점이라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관련 내용은 3)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과의 관계에서 후

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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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도에 따라 학습자가 생산한 한국어 말뭉치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중간언어의 

성격을 지닌다. 2000년  초까지 수집된 세종 말뭉치13)는 전자에 해당되고, 국

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14)는 후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구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변하며, 학습자의 구어 원시 말뭉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세 언어권 모두 구어의 즉시성, 실시간성, 직접성, 현재성, 자율성, 양방

향성, 교류성에 기인하여 구어 문법의 특성으로 <반복과 삽입, 축약, 생략, 첨가, 

도치> 등을 다룬다.15) 나아가 담화에서의 구어 문법은 맞장구, 발화 교정, 덧붙

임말, 담화 표지, 간접 표현, 화제 유지 및 전환, 공화 등의 현상이 연구되었으며 

교육과 연계되어 교재의 구성 방안이나 교수·학습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구어 문법 연구에서는 세 언어권 모두 비언어적 표현인 고개 끄덕임, 시선, 눈 

맞춤, 손짓, 몸짓, 웃음, 휴지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과 말의 강약, 억양,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말투 등 준언어적 표현에 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음성적 실현을 

통한 비분절적 요소의 통합적 고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세 언어권에서 구어 문법 연구의 상은 상 방과 직접 마주 하여 이

야기하는 ‘ 인 의사소통’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말하기의 상황(공식적/비공식

적), 참여 방식(혼자 말하기/상 와 말하기), 목적(설즉, 설명, 정보 수집, 친교 

및 정서 표현)(전은주, 1999:76-81)”에 따른 구어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가

장 전형적이고 중심적인 장르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일상 화는 “일상 

언어 생활 중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말하기 양식(이창덕 외, 2000:293)”이자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도 맞닿아 있는 사용역인 것을 알 수 있다.

13) 21세기 세종계획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어의 총체적 현실을 반 하는 규모 국

가 말뭉치 구축을 목적으로 국립국어원이 주관한 것이다. 말뭉치 구축과 함께 전자사전 개

발, 문자 코드 표준화, 국어 정보화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말뭉치 중 국어 기

초자료는 현  문어, 현  구어를 상으로 검색 가능하며 현  구어 정보는 다음과 같다.

ㅇㅇ

매체 및 장르(1단계) 매체 부가 정보(2단계)

화면이 있는 방송 녹화 전사 사회, 생활,예술론, 인문,총류

화면이 없는 방속 녹음 전사 사회,생활,예술론,인문,자연,체험기술적텍스트,총류

기타 녹음 전사 - ㅇㅇ  

14) 2015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구축된 학습자 말뭉치는 142개국 93개 언어권을 숙

달도에 따라 수집했으며 원시 말뭉치, 형태 주석 말뭉치, 오류 주석 말뭉치로 이루어져 있

다. 원시 말뭉치의 경우 전체 표본 수 26,152개(3,784,091어절) 중 구어는 표본 수 1,810

개(831,525어절)로 6.9%에 불과하다. 형태 주석 말뭉치의 6.8%(표본 1,255개), 오류 주석 

말뭉치의 15.4%(표본 754개)가 구어가 차지하는 부분이다. 구어 말뭉치는 국립국어원에서

도 꾸준하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구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15) 상술한 구어 문법의 특성에 해 1.2항의 1) 구어 문법의 개념과 특징에서 예문과 

함께 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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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결 표현에 대한 연구

1) 종결 표현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어에서 종결 표현은 문말(文末)에 위치하여 문장의 끝을 맺는 역할을 한

다. 종결 방식, 종결형, 종결법, 종지법과 더불어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나타낸다

는 점에서 문체법, 의향법으로 쓰이기도 한다. 문체법에 한 연구는 국어 문법

서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이익섭·임홍빈(1983), 왕문용·민현식

(1993), 민현식(1999), 허웅(2000), 남기심·고 근(2009), 구본관 외(2015), 고

근·구본관(2018) 등의 연구는 형태적, 통사적,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종결어

미가 문법 범주 중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종결어미만을 중점적으로 살피어 문장 종결형의 기능인 통사적 기능과 의미 

화용적 기능을 아울러 살핀 연구에는 이성 (1998), 한길(2004), 윤석민(2000), 

김태엽(2001), 권재일(2004), 신현단(2008) 등이 있다. 해당 연구들은 종결어미

의 기능을 문장을 종결하게 함과 동시에 더 큰 단위인 텍스트와 관련하여 문장 

밖 다른 요소들에 한 정보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텍스트 차원에서의 종결형을  

명제 내용에 한 화자의 견해 및 태도 표현이라 본 셈이다. 이성 (1998)은 화

자가 문장을 종결하기 위해 어떤 형식을 선택하기보다 명제 내용과 청자에 한 

심적 태도를 표현하므로 문장 종결법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에 문장 종결법이

라는 용어 신 의미 기능이 중심이 된 ‘심적 태도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을 역

설하 다. 윤석민(2000)은 종결어미가 가지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아울러 문

장 종결법, 문장 종결형을 제시한다. 전자는 화자의 양태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

이고 후자는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형식인 것이다. 이렇게 선어말 어미, 보조 

용언, 복합 형태들이 응집되어 통사적 연쇄 부분이 종결 기능을 수행하며, 화자

의 양태는 “문장 종결형은 단순히 문장을 종결하게 하면서 더 큰 단위인 텍스트

와 관련시키는 통사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장 밖의 다른 요소들에 한 

정보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 중 하나가 문장에 담긴 명제 내

용에 한 화자의 견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윤석민, 2000:16)”이라는 언급에

서 잘 드러난다. 

한편, 김태엽(2001)은 종결어미를 이루는 문법 요소를 상세히 고찰하여 종결

어미가 맥락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층위에 해 밝혔고, 한길(2004)은 문장 종결 

표현을 의향법으로 설정한 후, 종결어미에 주목해 화용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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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 다. 권재일(2004)도 한길(2004)과 마찬가지로 문장 종결법을 ‘의향법’으로 

정의하고 “언어 내용 전달 과정에서 청자에 하여 화자가 가지는 태도를 실현

하는 문법 범주(권재일, 2004:7)”라고 하 다. 그동안의 종결 연구와 다르게 ‘현

 구어’를 화 자료로 사용하 고, 구어 문법 체계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적

극적으로 알린 연구로, 본고의 논의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신현단

(2008)은 사용 맥락에 따라 문법 표지가 다양한 수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종결어미 교육 내용을 제시하 다. 

지금까지 종결 표현의 연구를 살핀 결과, 종결 표현이 담화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상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수행하는 문법 

범주로 본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아울러 특정 문장 종결이 다양한 문장 종결형

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 동일한 언어 형식이 화용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

미 기능을 나타내고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 형식이 동일한 의미 기능을 나

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의 종결 표현과 기능 연구는 유혜령(2009), 강현화·홍혜란(2010), 

최 란(2012) 등이 있다. 해당 연구들은 문법 항목의 실제적 쓰임은 기능 종결

에서의 기능을 범주화하여 형태와 화행과의 관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으로 발현되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종결 표현을 비교하 다. 유

혜령(2009)은 문장 차원에서의 화행과 담화 차원의 그것을 구분하여 실제 사용

에서 일 다, 다 일로 나타나는 문형과 화행 간의 응 양상을 체계화하 다. 

강현화·홍혜란(2010)은 명령, 권고, 요구, 요청, 청유로 화행을 나누고 한국어 모

어 화자의 화행에 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최 란(2012)은 종결 표현을 “발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가 말을 끝맺으면서 다양한 발화 의미를 듣는 이에게 전달하

는 문법 표현”이라고 정의하 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종결 표현을 약속, 시킴, 권유, 알림, 물음, 추측, 이유, 감탄, 강조 등 9가지 상

황에서 비교했다. 그러나 권재일(2004)에서 공개한 5시간 분량의 순수 구어 자

료에 드라마 본을 추가 분석하는 것에 그쳐, 현  구어의 모습을 포착하기 어

렵다는 점, 드라마 본은 실제 구어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 한계이다. 

이상에서 살핀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학에서의 종결 표현은 평서

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또는 상  높임법인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요체를 살핀 연구가 많다. 문장이 종결되는 부분이 청자에 

한 의향을 나타내고, 청자에 한 화자의 우를 나타내는 상  높임법과 겹쳐 나

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종결어미의 형태, 통사, 화용적 특징을 함께 살피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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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법에 근거한 화용론적 접근이 확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의 종결 표현 논의는 화행과 같이 등장하여 사용 맥락, 화자 의도까지 파악한 연

구가 축적되어 가고 있다. 종결 표현을 담화적 측면에서 살피어 표현의 선택을 하

나의 전략으로 보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내용 추출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국어학 논의와 달리, 종결 표현은 종결어미와 더불어 선어말 

어미, 양태 표현, 시제 등과 결합하여 ‘문법적 연어 구성’, ‘우언적 구성’, ‘의존어 

구성’을 상으로 문장의 화행 의미를 살폈다. 그러나 종결 표현을 말하는 이의 

입장에 치우친 개념으로 정의하여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에는 상 적으로 덜 

주목하 다는 점,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통해 종결 표현이 나타나지 않은 구문과 

기타 장치로 실현된 경우를 오류로 보았으나 연구 방법이 실제 구어 다면 억양이

나 휴지 등에 의해 의미가 통하므로 오류로 처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어 문법에서 억양 단위와 통사 단위의 상관성을 살

핀 연구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2) 종결 표현의 억양에 대한 연구

억양에 한 연구는 국어학의 논의 중에서도 억양 음운론, 실험 음성학에서 

다루어졌다(이호 , 1996, 1999; 김선철, 2005; 이호 ·손남호, 2007; 오재혁, 

2011). 억양 음운론 연구는 피어험버트(Pierrehumbert, 1980)의 이론을 기반으

로 억양의 생성에 한 화자의 언어 능력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억양 구

(intonational phrase: IP), 중간구(intermediate phrase: ip), 음절(σ), 고저악센

트(T*), 경계 음조(T) 등 음운 표시 방법을 사용하 다. 또한 억양구와 중간구의 

경계 음조를 음운론적으로 규정하고 음운록적인 억양 곡선과 음석학적인 F0 곡

선 사이의 관계를 살피어 한국어의 핵억양(nuclear tone) 분류와 더불어 억양 

단위에서 드러나는 운율적 특성과 지각을 파악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구어 담화에서 억양의 음향적 분석을 통해 문법성과 화용성을 고찰한 연구에 

이 길(1999), 조민하(2011, 2014, 2015, 2017, 2018a, 2018b, 2019), 신지

(2017)이 있다. 이 길(1999)은 화맥 속에서 돋들림 현상과의 관계에서 초점과 

억양의 운율적 역할에 해 논하 다. 조민하(2011)는 일상 화의 억양 분석을 

통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를 고찰하 고, 이후 –거든(2014), -잖아(2015), 양

태성(2018a), 공손 전략(2018b), 감탄문(2019) 등의 연구를 통해 종결 표현와 

억양의 기능의 상관성을 꾸준히 살피고 있다. 억양 선택에 화자의 태도가 개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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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는 것으로 본고와 관점을 같이하는 연구들이다. 또한 구어에서 운율 표지

와 형태 표지의 분포와 기능을 살핀 신지 (2017)은 문장 종결 방법을 형태 표

지와 운율 표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형태 표지에 의

한 문장 종결, 즉 문종결의 형태 표지에 의한 문장의 종결은 문종결의 형태 표지

가 문장 유형을 결정하는 반면, 운율 표지에 의한 문장의 종결, 즉 종결 억양에 

의한 문장의 종결에서는 종결 억양의 유형, 즉 운율 표지의 종류가 문장 유형을 

결정한다고 하 다. 이러한 두 구분은 종결 표현의 형태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결 표현은 두 가지 이상의 문체법에 두루 통용되는 통용 어미와 그렇지 

않은 고유 어미로 별되는바, 신지 (2017)의 운율 표지에 의한 종결은 통용 어

미에, 형태 표지에 의한 종결은 고유 어미로 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는 발화 말 억양 연구가 문법적, 화용론적 의미 기능까지 아울러 

살피어 구어 문법의 역과 본격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

존의 통사론, 의미론 등 문법 연구는 전사 말뭉치를 상으로 하여 구어 특유의 

호흡, 짧은 작업 기억, 순간적인 판단력 등을 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음

운론, 음성학 연구자들은 말소리 말뭉치를 상으로 하 으나 억양 곡선 분석에 

주목하여 문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화용적 특성 및 생성 기제를 자세히 다루었

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구어 문법 연구는 문법학자들과 음운·음성학 연

구자들의 만나는 곳으로 서로의 연구 외연을 넓히고 협업할 수 있는 장이 될 필

요가 있다. 그동안 구어 문법의 연구는 문법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 맥락적 

해석에 초점을 두어 운율적인 분석은 추상적인 면에 그쳐 있었다. 따라서 종결 

표현의 억양을 음향적으로 분석한다면 문법성과 화용성을 보다 정치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억양 연구는 오미라·이해 (1994)이 포괄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외국어와 한국어 억양 비교 연구, 지각과 산출 연구, 

억양 교육 방법과 Praat를 이용한 수업 효과 연구가 축적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는 종결 표현이 같은 형태를 지니되 다른 억양 구조로 의미 분화가 생기는 상황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다. 교과서에 억양에 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의미 전달에 있어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함을 보이며 억양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다음으로 제갈명

(2010)은 종결 억양의 화용적 의미 변별에 초점을 두고 억양 교육의 효과를 보

으며 최주희(2010)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억양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억양

에 따른 화용 의미를 제시했다. 권성미(2011)는 ‘-거든’, ‘-든데’, ‘-(으)ㄹ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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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ㄹ걸’ 등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이는 경우에 억양에 한 문법 표지성

을 논하 다. 그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동일한 문법 형태더라도 의미가 다

를 경우 각각 다른 억양으로 발화한다고 하 다. 이후 중국인 학습자들을 상

으로 인식·산출 실험을 통해 인지 정도와 산출 문제를 분석하 다. 김지현(2018)

은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 30명, 한국인 모어 화자 20명을 상으로 억양에 

한 인식과 산출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은 화자의 태도에 따라 다른 억양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 전달 수행을 제 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비슷하게 이지은(2020)은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항목 중 고빈도로 

쓰이는 ‘-거든’, ‘-는데’, ‘-(으)ㄹ걸’, ‘-(으)ㄹ 텐데’ 4항목을 상으로 중국인 

중·고급 학습자의 실현 양상을 보고 교육 효과도 검증하 다.

 상기 연구들은 학습자들의 언어를 직접 연구 상으로 했다는 점, 억양의 본

질적 기능과 담화 사용에서 해석된 확  기능을 분리하여 음운론적 요소와 화용

적 상황에 한 포괄적 이해를 확인하 다는 점, 억양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일

부는 교육의 효과까지 검증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LH%, HL%, 

LHL%, HLH%16) 등으로 실현되는 종결 억양이 문장의 유형(sentence type)을 

결정하는 데서 나아가 화자의 감정 및 태도를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감정 및 태도는 준언어적(paralinguistic) 행위로서 화자의 정서적 태도를 나

타내며 청자와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일종의 부호인 셈이다. 

이상의 종결 표현의 형태, 기능, 억양 연구를 살핀 결과, 종결 표현의 범위, 기

능, 통사 제약, 사용역 비교 연구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기능, 형태, 운율

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며 세 가지의 유기적 상관관계에 해서는 명징하게 기술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말뭉치 기반의 계량적인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출현 빈도만을 간단하게 비교했을 뿐, 분포 특성과 더불어 담화 참여자가 선택

한 요인에 해서는 부가되지 못하 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말뭉치에서 몇 개가 

나왔다, 문맥에서 이러한 의미 기능으로 쓰인다 등의 단순한 접근에서 나아가 

상술한 세 측면의 상호 관계와 선택 이유를 아울러 살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의 범위 및 절차

16) L은 저조, H는 고조, %는 억양구의 문말 경계 성조, 즉 종결 억양을 뜻한다. 저조

는 선행 음절과의 상 적 음높이가 낮아진 최저점에, 고조는 선행 음절과의 상 적 

음높이가 높아진 최고점의 변곡점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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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구어에서 종결 표현을 개념화하고 그 양상을 살펴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범위와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Native Korean: 

NK) 30명,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Foreigners as Korean learners: FK) 30명, 

총 60명이다. 60명의 일상 화는 모어 화자 집단 약 300분(25,909어절), 한국

어 학습자 집단 약 300분(19,195어절) 총 600분(45,534어절)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일상 화란 직접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수행되는 면(面)  면 화를 

일컫는다. 메이나드 외(メイナド 他, 1993:62-63)는 회화를 분석하는 데에 다음

과 같이 7가지 종류가 있음을 지적하 다.

ⓐ 연구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
ⓑ 소설, 드라마 기타 연구 논문에서 추출한 대화
ⓒ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 일부를 녹음, 녹화한 것
ⓓ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회화를 그대로 녹음, 녹화한 것
ⓔ 연구자나 연구에 관계있는 사람 중 대상자를 선택해 수집한 대화
ⓕ 연구자와 연구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고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수집된 대화
ⓖ 앙케이트 등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수집된 대화 

물론 ⓓ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수집된 발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동

의 없이 이루어진 녹음, 녹화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IRB)’에 저촉되

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텔레비전, 라디오, 드라마 등도 본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 준(準)구어이지 완전한 구어는 아니다. 이에 본고는 ⓕ 연구자가 참여하지 

않은 자연 발화를 수집하도록 한다. 연구자나 연구 관계자는 연구 의도를 알고 

있어 연구 흐름 및 목적에 이끌어 갈 가능성이 있으며, 앙케트를 통해 수집된 

화는 일방적인 화로 상호작용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집된 일상 화

는 면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미리 준비된 텍스트 없이 청자와 화자가 직접 

만나 실시간으로 생산하는 담화로 학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만나는 구어 종류이

기도 하면서 문어와 구어가 가장 다른 특징을 보이는17) 장르기도 하다. 

연구 상의 의미 자질을 세분화하여 살펴보겠다. 김진아(2019:79)는 담화 종류

를 미리 쓰인 원고가 없는 경우 자유도가 강해진다고 하여 ‘자유 담화’, 쓰인 텍스

트가 있을 경우 구속성이 강해진다고 하여 ‘구속 담화’로 나누었다. 또한 주제의 유

17) 륄레만(Rühlemann, 2007:11)은 구어의 여러 종류 중 “일상 화에서 문어, 구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찾을 수 있다(Conversation is where we find the most 

outstanding differences between speaking and writing)”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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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매체의 유무에 따라 전자는 ‘비주제 담화’와 ‘주제 담화’, 매체에 따라 ‘직접 담

화’와 ‘매체 담화’로 분류한 바 있다. 본고의 연구 상은 즉흥성에 터하므로 자유 

담화, 비주제 담화에 해당한다. [±매체성]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라인, 위챗이나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거쳤다면 [+매체성], 그렇지 않다면 [-매체성]을 나타

낸다. 본고의 연구 상은 시간적, 관계적 거리뿐만 아니라 공간적, 물리적, 신체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로, 실시간에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직접 담화에 해당된다. 

헤이라인과 디웨일(Heylighen & Dewaele, 1999)은 격식적인 스타일(formal 

style)과 비격식적인 스타일(informal style)로 나누었는데, 본고의 연구 상은 

비격식적인 스타일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계성]은 지위, 권력에 따른 상하

관계와 관련한다. 브라운과 길먼(Brown & Gilman, 1960)에 따르면 힘(power)

은 위계를 결정짓는 요소인데, 연장자-연소자, 부모-자식, 고용주-고용인, 귀족

들-농부들, 장교-사병 등과 같은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의 높고 낮음과 관

계하는 비상호적 관계라 하 다. [+위계성]이 수직적 관계, [-위계성]이 수평적 

관계라고 하면 화·청자 간의 상하 지위 격차가 없으므로 수평적 관계이다. 또한 

양방적 기능을 가지는 상관적 장면에 해당한다. 

할리데이(Halliday, 1964)의 장(field), 주체(tenor), 양식(mode)의 변별에 터

하면 다음과 같다. ‘장’은 이야기 주제의 전문성 여부와 관련하는데, 본고의 연구 

상은 비전문적,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수다 떨기로 볼 수 있다. ‘주체’는 화자와 

청자가 각자의 주관적 척도에 의해 [+친 성]을 가지는 동등한 존재로,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반말을 하는 사이다. 친 성(intimacy)은 유 감(solidarity)과 관

련하므로 화·청자는 심리적 가까움에서 비롯된 상호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양식

은 구어 양식 중에서도 사적이고 비전문적인 환경에서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식이다. 이상의 연구 상 자질을 정리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음 을 

표시하면 <표Ⅰ-1>과 같다. 

+ -
±양방향성 대화형 담화 강연, 방송, 연설형 담화
±매체성 매체를 통한 담화 면 대 면 담화(직접 담화)
±전문성 전문적 담화 비전문적 담화
±친 성 친 함 친 하지 않음
±위계성 수직적 관계 (상하 지위 격차 있음) 수평적 관계 (상하 지위 격차 없음)
±격식성 격식적 담화 비격식적 담화

<표 I-1> 연구 대상 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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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기존의 구어 문법 연구가 전사 말뭉치를 연구 상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본고는 구어에서의 문법의 사용 원리는 언어 소리를 상으로 하는 

억양 분석이 협응(協應)되어야 한다고 본바, 말소리 말뭉치도 함께 분석한다. 음

성학·음운론 연구18)와 달리 구어 문법에서의 말소리 말뭉치는 문법 표현이 맥락

에서 가지는 담화 기능, 생성 기제와 과정에서 기능 파악을 위한 보조적 수단이

다. 전사 말뭉치만 분석한다면 구어 문법의 기본 단위인 억양을 제 로 보지 못

하고 운율의 준언어적 양태 의미를 함께 살피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K-ToBI(한

국어 운율 기술 규약) 주석 방식 로 피치 궤적(contour)을 함께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Ⅱ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구어, 구어 문법을 정의한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구어 문법 위상을 점검하

고, 구어 문법의 종결 표현 기능, 유형, 억양과 종결 표현의 실현 요인을 살핀다. 

둘째, Ⅲ장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말뭉치를 구

축하고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이때 기능에 따른 

형태뿐만 아니라 억양 등 운율 요소도 함께 고찰한다. 셋째, Ⅳ장에서는 Ⅱ장에

서 살핀 구어 문법 개념을 토 로 종결 표현의 기능-형태-억양의 흐름과, 이를 

토 로 문법성과 화용성의 관계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의 차원과 목표를 설정한

다. 또한 Ⅲ장의 말뭉치 분석을 통해 발견된 두 집단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지점을 중심으로 교수 학습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한다. 끝

으로 Ⅴ장에서는 주요 결과 정리 및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실험 음성학 연구는 소리의 특성, 분석 방법에 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성 진동 

시작시간(Voice Onset Time: VOT), 음높이(pitch), 음길이(length), 높낮돋들림

(Pitch Prominence: PP), 모음의 형성음(포먼트) 등을 분석하여 발성 유형, 음향적 

특징을 측정한다. 이호 (1996:16)에 따르면 음성학은 말소리의 어느 측면을 연구 

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조음 음성학(articulatory phonetics), 음향 음성학(acoustic 

phonetics), 청취 음성학(auditory phonetics)으로 나뉜다. 조음 음성학은 말소리를 

발음할 때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연구 상으로 하며, 음향 음성학은 음파의 물리적 

특성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청취 음성학은 말소리의 청취 및 인식을 연구하는 분야다. 

이 중 구어 문법에서 형태 요소 기능과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음향 음성

학’ 분야를 접목하여 문법 형태소와 억양의 물리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이 문법적 기능

과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양상을 살피는 단계가 필요하다.



- 25 -

연구 내용 연구 절차 연구 방법

Ⅰ장
서론

• 연구 목적과 필요성
• 국외(영어권 국가, 일본) 
및 국내(한국) 선행연구에서 
구어 문법 연구 검토
• 종결 표현 연구 검토

Ⅱ장
 이론적 기반 탐색

• 구어 문법의 위상 정립, 
개념적 준거 설정
• 구어 문법에서 종결 표현
의 양상과 실현 요인 고찰

• 문헌 연구

Ⅲ장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상 고찰

• 한국어 모어 화자(NK), 외
국인 한국어 학습자(FK) 일
상 대화 및 사후 인터뷰 녹
음 및 전사

• 말뭉치 구축 후 양적 분석
• 사후 인터뷰(FUI) 후 질적 
분석
• 프라트(Praat 6.0.19)에 출
력되는 신호의 파형, 음높이, 
스펙트로그램 분석


• 두 집단의 종결 표현 기
능, 형태, 억양 비교 분석

Ⅳ장
교육적 적용

•종결 표현 교육 내용 설계
(차원, 목표, 내용, 방법)

• 교수·학습 내용 조직
• 교수·학습 방안 예시

Ⅴ장 
결론

• 요약 
• 제언

<표 I-2> 연구 절차 및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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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구어 문법의 종결 표현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본 장은 구어, 구어 문법, 구어 종결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론적

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구어를 어떠한 관점

에서 보고 있는지 논의하여 구어 문법 개념 도입을 위한 토 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어 문법의 개념과 위상을 정립하고 개념적 준거를 탐색한다. 2

절에서는 구어 문법의 종결 표현에 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종결 표현의 

기능, 유형, 억양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실현에 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논의하며 본 장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1. 구어 문법에 관한 개념적 논의
1.1. 구어에 대한 개념 정립

1) 구어의 특징과 유형
구어 문법 체계를 구축하기에 앞서 그 구성 요소인 구어에 한 개념을 짚어 

보고, 특징과 유형을 살펴보자. 1990년 후반부터 국어학, 국어 교육학에서는 언

어의 음성 발화를 직접적인 연구 상으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하 고, 

한국어 교육학에서는 2009년 이후 구어 관련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19) 

최근에는 문어 상 연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하고 미묘한 용법을 더 

정교하게 분석하여, 설명할 수 있는 관찰 상으로서 구어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구어를 면 하게 정의하기 위해 우선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사전

에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❶ <언어>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구두어, 입말. 
❷ <언어>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음성 언어. 

모두 언어학 전공 용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❶의 ‘구어’는 구두어, 입말과 동의어

로 등재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텍스트 양식(style)에 따라 나누었을 때 격식적이

19) 김풀잎(2020:117)은 한국어 구어 문법 교육 연구의 편수가 두 자릿수로 늘어난 시

기를 2009년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학위논문은 지현숙(2006)을 시작으로, 소논문은 

박희 (1999)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2012년은 관련 연구물 수가 두 

배 가까이 급증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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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를 말한다. 구두어 또는 입말과 동의어로 ‘ 화’라

는 키워드로 인하여 실시간성, 상호작용성, 화·청자 간 즉각적인 피드백 등을 떠올

리게 한다. 구어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상 화에서 쓰는 입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사전적 의미 ❷처럼 ‘음성’이라는 매체가 부가되어 쓰이기도 한다. 

❷는 최종 실현 매체가 글이 아니라 음성 언어라면 모두 구어이므로 용어의 원형

적인 속성을 지닌 개념적 정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❷번은 종류(type)에 터한 

분류로 문자 언어이면 문어, 그렇지 않으면 구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

다. 요컨  구어는 음성을 통해 실현된 언어 자체, 자료체로서의 구어(❷)이자 음

성으로 표현된 언어로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표현 양식(❶)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어의 특징을 살펴보자. 자료체로서의 관점(❷)에 의거하면 구어는 

음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음성 언어(spoken language)인 반면, 문어는 문자

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문자 언어(written language)다. 구어와 문어의 차이점

을 다루는 연구(노 규, 1996; 이기갑, 2002; 권재일, 2004; 김미형, 2004; 이

성하, 2008; 김주필, 2011; 서상규·구현정, 2005 등)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다

양한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구어의 특징으로는 다양성, 즉각성, 친교성, 표

현성, 포함성, 구체성, 상황 의존성이 있으며(노 규, 1996:21-38) 발신자와 수

신자의 분명성, 화자와 청자 사이 활발한 상호작용, 시간 및 공간의 공유성, 말

소리 세기, 높낮이, 빠르기, 장단, 몸짓, 표정 등 보조적 수단 활용(김주필,  

2011:227)을 들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구조적 간결성, 문법적 형태의 풍부성, 문

장 구조의 다양성, 논리적 비약 현상, 유사한 음운 어휘 통사 구조의 사용, 지시

어의 반복(서상규・구현정, 2005)이 특징적이다. 반면, 문어는 단순성, 계획성, 

제보성, 서술성, 분리성, 추상성, 구성, 정태성, 명시성, 논리성, 격식성, 문맥 

의존성(노 규, 1996)과 필자와 독자 공간 분리, 언어 처리 시간  다름, 지시 

상을 볼 수 없어 지시 상 비가시적, 보조적 활용 수단은 글자 크기, 모양, 

색깔에 변화, 문장 부호, 여백, 도표, 삽화 사진 등의 활용(김주필, 2011)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구어는 자유로운 순서 교 , 양방향적 소통과 같이 면성이 확

보되었을 때 따라오는 표현 양식인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언급된 구어와 문어의 특징을 종합하여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나타내면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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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구어 유형에 해 살펴보자. 구어는 상황 맥락, 발화 장면 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 지위, 만남의 횟수 등에 기반한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에 크게 ‘격식적’과 ‘비격식적’을 나누었으나 ‘공식

적’, ‘비공식적’ 또는 ‘공공성’, ‘비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격식성’

과 ‘공식성’이 혼용에 해 신인환(2017:198)은 참여자 역할 관계 요인과 상황적 

요인으로 나누어 구성 요소를 살피었다. 참여자 역할 관계는 국가성, 제도성, 사회

성, 직무성, 상황적 요인은 다시 공동 목표의 집단성인 ‘참여자 상황 요인’과 국가

성, 제도성, 사회성, 직무성을 띠는 ‘물리적 상황 요인’으로 나뉜다. 주스(Joos, 19

67)는 ‘주제, 청중, 상황’을 기준으로 구어 유형을 나누되, 주제를 의사소통 내용, 

청중을 화 참여자, 상황을 물리적 환경에 입하 다. 이때 물리적 환경은 신인

환(2017)에서 나눈 참여자 상황과 물리적 상황을 포함한다. 주제, 청중, 상황은 

할리데이(Halliday)의 장(field), 주체(tenor), 양식(mode)과 비슷한 맥락이다.20) 

또한 주스(Joos, 1967)는 격식성이 높은 순부터 나열하여 연설, 토의, 상담, 일

상, 친 한 스타일로 나누었다. 연설, 토의는 일방향이며 일 다 의사소통이라는 

점, 상담, 일상, 친 한 스타일은 양방향이며 일 일 화라는 점에서 친 성과 

격식성이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양방향성 담화(dialogue), 일방향성 담

화(monologue)로 나눈 뒤 담화 역을 구분한 연구로는 김형정(2002), 오재혁 

외(2014)가 있다. 김형정(2002:243)은 양방향성 담화 중 격식에 해당되는 것은 

업무상 화, 토론, 회의이고 비격식에는 일상 화가 해당된다고 하 다. 일방향

20) 할리데이의 세 개념에 한 설명은 구어 문법과 기타 문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1.2.

항의 4) 구어 문법의 위상에서 자세히 다룬다.

구어 문어

[그림 Ⅱ-1] 구어와 문어의 특징 워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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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담화에는 연설, 강의, 강연, 발표, 보고, 발제 등이 격식적이고 경험담, 화, 

동화 등 이야기 들려주기가 비격식에 해당된다. 오재혁 외(2014:237)는 한 발 더 

나아가 주체에 따라 전문 역과 일반 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주체(tenor) 영역(field)
전문 일반

일방향 격식적 강연, 연설, 강의 설교 개회사/폐회사, 주례사, 축사
비격식적 전문적인 경험담 들려주기 일상적인 경험담 들려주기

양방향 격식적 전문가 상담, 회의 인터뷰(사적인 내용)
비격식적 면담 일상 대화

<표 II-1> 구어의 유형 분류(오재혁 외, 2014:237)

한편, 매커시와 카터(McCarthy & Carter, 1997)는 서사, 고유 이야기, 행위 

속에서의 언어, 논평하기, 서비스 상황에서 말하기, 토의와 토론, 언어 학습과 상

호작용, 의사 결정과 결과 협상 등 8가지 구어 유형을 제시하 다.21) 해당 분류

는 기능에 따라 나눈 것이다. 이 외에도 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판매 화, 교

실 담화, 진료 화, 정치 화로 구분하거나 발화 목적에 따라 제보 화, 설득 

화, 친교 및 표현 화로 나눌 수 있다. 또한 화자의 수, 지위, 주제의 고정성 

등을 토 로 화, 면접, 토의·토론, 협상, 발표, 연설로 분류할 수도 있다. 구어

가 사용되는 개별적인 상황을 모두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목적, 상호성, 격식성, 

내용을 기반으로 략적인 분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구어의 유형은 크게 일방향, 양방향 화로 나뉜다. 

격식성에 따라 격식성, 비격식성으로, 참여자간 관계에 따라 수평적, 수직적으로, 

화의 주제와 상황에 따라 전문적, 일반적으로 나뉘며 다양한 구어 장르가 포

21) 매커시와 카터(McCarthy & Carter, 1997:10)는 구어 유형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제시하며 더 많은 구어 유형이 포함될 수 있고 하나의 유형이 다른 유형과 겹쳐 일어

나기도 하고, 다른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고 하 다.

   

서사(narrative) 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일련의 일상적인 일화들(anecdotes) 

고유 이야기(Identifying)
사람들이 자기 자신, 살아온 일생, 거주지, 직업 또는 직업 관련 꿈,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해 이야기하는 것들 중 추출된 것

행위 속에서의 언어

(language in action)

사람들이 요리, 짐 싸기, 가구 옮기기 등 무언가 행동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록된 데이터

논평하기(comment 

elaboration)

사물, 사람, 이벤트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에 해 일상적인 의견과 

논평을 일방향적으로 전달하기

서비스 상황에서 

말하기(service encounters)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화 추출물

토의와 토론(debate and 

argument)

어떤 직책이나 의장의 유무에 관계없이 입장을 취하고 논쟁을 

추구하며 자신의 의견에 해 의견을 설명하는 데이터

언어 학습과 상호작용(language 

learning and interaction)
제도화되거나 비공식적인 학습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

의사 결정/결과 협상(decision 

making/negotiating outcomes)

의사 결정 / 합의를 향해 노력하거나 솔루션에 한 문제를 통해 

협상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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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 중 일상 화는, 양방향성 담화, 비격식적 담화

이고 의사소통의 주제는 일반 역에 속한다. 이때 참여자의 관계는 친 하고 

수평적인 관계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다. 기능의 측면

에서는 에피소드 전달, 서사와 자기 노출을 통한 고유 이야기가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친교 화에 해당된다.  

2) 구술성, 구술력, 구어성

구어 문법에 한 인식이 확장되기 이전부터 구술성(Orality), 구술력(Oracy), 

구어성(Colloquial feature) 개념이 오랜 기간 논의되었다. 구어 논의에 있어 ‘구

어체’, ‘구어성’, ‘구어적’ ‘구술성’ ‘말성’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왔다. 이는 

‘orality’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1차적으로 목적한 바와 최종 실현 수단이 분리됨에

서 기인한 현상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을 때, 휴 폰을 꺼내서 통화

를 누르기보다는 카카오톡(Kakaotalk), 라인(Line), 위챗(WeChat) 등 비음성적 

수단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경우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이들은 1차적으

로 목적한 바는 ‘구어’ 지만 최종 실현 수단은 ‘문어’가 된 예이다. 

먼저, ‘구술성’은 문학이나 문화가 가진 구술 중심 언어 체계로 주로 문학, 인

류학, 사회언어학에서 쓰이는 용어다. 먼저 민담이나 판소리계 소설 등 구비 문

학 연구에서는 정형구의 활용, 장황한 수사, 장면 극 화, 다중 시점에 입각한 

서술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데 기억하기 쉽도록 사용되는 장치, 즉 구비 문학

적 속성을 ‘구술성’으로 본다. 인류학, 사회언어학에서의 구술성은 옹(W. J. Ong)

의 1982년 ‘Orality and Literacy’에서 출발하 다. 이 책은 ‘구술성’과 ‘문자성’

으로 번역되었고, 타고난 말의 속성으로 쓰기(writing)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 구사하는 언어를 1차적 구술성으로 정의하고, 기술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의

식과 문화가 2차적 구술성으로 변화했다고 하 다.22) 구술이란 가장 오래된 커

뮤니케이션 기술로서 모든 미디어 소통 양식에 기반이 되고 새로운 미디어 발달

과 함께 지속적으로 잔존하거나 변화되어 온 셈이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22) 옹(W. J. Ong, 1982, 이기우·임명진 역, 1996:62-82)은 구술 언어의 특징으로 다

음과 같이 아홉 가지 특징을 제시한다. ① 종속적이기보다 첨가적, ② 분석적이기보

다 집합적, ③ 장황하거나 다변적, ④ 보수적이거나 전통적, ⑤ 인간의 생활세계에 

착됨, ⑥ 논쟁의 어조가 강함, ⑦ 객관적 거리 유지보다는 감정이입적 또는 참여적, 

⑧ 항상성이 있음, ⑨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상황 의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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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Ong, 1982)의 구술성 개념을 꾸준히 접목하여 연구해 왔다. 이후 라디오, 텔

레비전과 같은 전자 미디어의 등장으로 제1의 구술성에 기반하 지만 인쇄 문화

에 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둔 제2 구술성에 주목하 다. 말을 기술적으로 매개

하는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상호작용 메시지가 ‘지금-여기’에서 벗어나 시공간적

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통화처럼 구

어 중심,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나 댓글, 이메일처럼 문자 중심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는가 하면 구어와 문어의 경계가 불분명한 복합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한

다. 텍스트, 음성, 음악, 사진, 그래픽을 결합하여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하고 

동 상을 촬 ·편집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려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도 한다. 

이렇듯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사고가 청각적 사고에서 시각적 사고로 바뀌고 생

활양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 다. 점차 언어 표현이 전자화되고 중매

체가 발달하며 문자 문화, 인쇄 문화를 포함하면서도 이전의 의식을 담고 있는 

말과 감각을 지닌 새로운 구술성으로의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구비 문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쓰이는 ‘구술성’과 달리, 언어 능력 중 화

법 능력을 의미 요소로 지니는 ‘구술력(oracy)’도 있다. 해당 개념은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앤드류 윌킨슨(Andrew Wilkinson, 

1965)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윌킨슨은 어 교육에서 문자 언어 능력을 가리키

는 용어로 ‘literacy’가 존재하지만 구두 언어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는 없다고 역

설하며 그동안의 어 교육이 문자 언어에 치우친 불균형적 언어 교육을 했다고 

비판하 다.23) 윌킨슨은 ‘oracy’를 음성 언어 기능의 보편적인 능력(general 

ability in the oral skill)로 정의하고, 문식성(literacy)이 사람과 글과 관련되는 

반면, 해당 개념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관련된다고 하 다. 

여기서 ‘Oracy’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가. 이주섭(2001:7)은 ‘literacy’를 

‘문식성(文識性)’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참고하여 ‘음식성(音識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심 택(2004)은 ‘literacy’를 ‘문식성’으로 번역하면 ‘식’의 개념으로 

23) 윌킨슨 관련 서술은 다음을 참고하 다. <1965년 앤드류 윌킨슨은 ‘구술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 다. 그는 인간의 발달과 문화에서 교육적 삶과 교사들이 아이들

의 구술 발달을 읽고 쓰고 세는 능력만큼 진지하게 다루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 이 용

어를 사용했다. The term ‘oracy’ goes back to 1965s, and is credited to 

Andrew Wilkinson. He used it in an attempt to give educational and 

pedagogical life to the primacy of speech in human development and culture, 

and to ensure that teachers treat children’s oral development no less 

seriously than they treat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ability to read, write 

and count. (Robin Alexander, 20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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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활동인 읽기 위주의 뜻으로만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literacy’는 문

자 언어 소통 능력을 뜻하는 ‘문통력(文通力)’으로, ‘oracy’는 ‘구통력(口通力)’이 

적합하다고 하 다. 또한 문(文)과 짝이 되는 음성 언어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음’ 보다는 ‘구’가 더 적절해 보여 음통력이 아닌 구통력을 채택하 다고 언급하

다. 여러 번역어 중에서 본고는 구술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어 ‘구술력’을 사

용하도록 한다. 구술력에 해 이창덕(2011:215)은 초기에는 음성 언어를 이해

하고 음성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으로 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단

순히 음성언어의 이해와 표현 능력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상황 맥락을 파악하고, 상호작용을 통하여 화행 목적과 관계 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확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구술력

을 ‘종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으로 정의하 다. 같은 개념에 해 박창균(2007:27

5)은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듣고 말하는 능력)이며, 언식성 교육은 듣고 말

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하 다. 

마지막으로 구어성(colloquial feature)이란 “문어와 다른 구어의 특징을 아우

르는 말로, 문어와 비하여 구어로 인식되는 정도(안의정, 2007:94)”를 말한다. 

구어성을 통계적인 기법으로 검증한 연구들은(안의정, 2007; 안의정, 2008; 안

의정, 2009; 안의정, 2016; 강혜림, 2019) 공통적으로 G2값을 선택하 다. G2값

은 두 말뭉치 간의 유의미성 검증에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리치 외(Leech, 

Rayson, Wilson, 2001)가 처음으로 BNC를 상으로 G2를 채택하여 구어성 측

정에 사용한 것에서 출발한다. 리치 외는 G2값을 선택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꼽는다. 첫째, 어휘 빈도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둘째, 피어슨

(Pearson)의 카이제곱 검증이 언어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기는 하지

만, 이는 고빈도의 차이는 잘 드러내는 반면 저(低)빈도에서는 신뢰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카이제곱 검증에 비해 언어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기 때문이

다.24) 또한 안의정(2008:109)은 이 방법에 해 기존의 국어학적 연구에서 구어

24)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We need a statistic that does not require the data to be 

distributed in a particular pattern. Many statistical tests assume that data are in a so-called 

‘normal distribution’. With linguistic data such as word frequencies in texts this is often 

simply not the case and invalidates the use of such measures. 2. We need a statistic that 

does not over-or under estimate the significance of difference between two samples. The 

Pearson chi-squared test, one of the most commonly-used measures, has been shown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rare events;the G2 has been proved better in this regard. 3. 

We need a statistic that is insensitive to differences of size between two samples. Again, 

Pearson’s chi-square test has been shown to be poor in this respect, whereas G2 performs 

better.(Leech et al, 2001:16, 밑줄은 연구자)



- 33 -

의 정의에 따라 문체의 차이로 구어를 판별하는 기준보다 과학적이며 구어의 정

도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서술하 다. 안의정(2008)은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한국어 어휘의 구어성과 문어성

을 측정하여 이를 어휘 목록으로 정리하 다. 세종 말뭉치의 문어(9,014,915어

절), 구어(968,177어절)에서 G2값 측정 결과를 목록으로 제시한 후, 구어성 높은 

어휘는 음운의 축약으로 만들어지는 준말이 많은 점(젤, 첨, -니깐, -란, 맘먹다 

등), 감탄사는 부분 구어성 점수가 높게 나온 점(아, 뭐, 음, 아니 등),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시-, 님, -(스)ㅂ니다 등)가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안의정(2009)은 G2값을 이용하여 플러스로 판정된 낱말을 새로 추가하자

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사전의 구어 표제어를 분석하 다. 분할표와 공식을 통

해 해당 단어의 G2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음 은 플러스, 즉 구어가 문어보다 

상  빈도가 높은 어휘에 해당한다.25)

어형 표지 절대 빈도 상대 빈도 +/- G2값구어 문어 구어 문어
한테 JKB 1875 2721 193.7 30.2 + 3747.6
에게 JKB 403 33682 41.6 373.6 - 3217.9
이랑 JKB 299 67 30.9 0.7 + 1179.8
이랑 JC 257 66 26.5 0.7 + 987.9
랑 JC 666 238 68.8 2.6 + 2376.4
랑 JKB 870 209 89.9 2.3 + 3388.2

하고 JC 703 668 72.6 7.4 + 1777.5
과 JKB 428 22057 44.2 244.7 - 1568.0
와 JC 634 48185 65.5 534.5 - 4390.4

<표 II-2> {한테, 에게}, {이랑/랑, 하고, 와/과}의 G2값(안의정, 2009)

아울러 안의정(2016)은 안의정(2009) 목록을 토 로 구어성 어휘를 4등급으

로 구분한 뒤 실제 한국어 학습자 작문의 구어성을 측정하 다.26) 구어성 측정

25) 안의정(2009) <부록 3 구어와 문어의 빈도 비교와 G2값>에서 발췌한 것으로 상  빈

도는 10만 마디당으로 정규화한 수치다. 플러스(+)는 구어가 문어보다 상  빈도가 높

은 경우이고 마이너스(-)는 문어가 구어보다 상  빈도가 높은 경우이다. 접속조사(JC), 

부사격조사(JKB) 중에서 구어성과 문어성이 차이 나는 예로 ‘한테, 에게’, ‘이랑/랑, 하

고, 와/과’를 선정했다. 하고(JKB), 과(JC), 와(JKB)는 부록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표 Ⅱ

-2> 내용을 통해 ‘한테’, ‘이랑’, ‘랑’, ‘하고’는 구어가 문어에서 상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와’, ‘과’는 마이너스로 문어에서 상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같

은 플러스더라도 ‘이랑/랑’이 ‘하고’보다 구어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6) 안의정(2016:45)은 a는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에 모두 나타나지만, b는 구어에

만 나타나는 어형이라고 하 다. 따라서 a는 구어성 점수를 구할 수 있지만 b는 문어 

말뭉치에서 빈도가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없다. 안의정(2008:98)은 문어 말뭉치에서 

빈도가 0이면 구어성 점수가 계산되지 않지만 b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어휘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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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먼저 G2값이 높은 어형(어휘)를 등급화한 후, 적용 방식을 고려하여 기존 구

어 장르로 구어성 점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텍스트의 구어성을 측정하는 방식

을 제안하 다. 전체 텍스트를 형태소 분석한 후, 구어성 어휘를 거른 후 공식에 

따라 구어성을 계산한 것은 ‘구어성’이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객관적이고 정확

한 수치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어휘 비교에 한

정된 점, 구어성 점수가 친 한 화보다 설교에서 높게 나온 것이나 학술 강연

에서 어휘 1등급과 2등급 유형이 많이 나온 점에 해 ‘예외’로 단순히 넘긴 점

이 아쉽다. 또한 서상규(2013:84)가 지적한 바와 같이 G2값만으로는 해당 낱말

의 문어성과 구성을 바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구어성이 플러스(+)로 판정되어 

구어 올림말이 판정된 경우라도 문어 말뭉치에 적지 않은 빈도로 나타나면 이런 

특성은 고려되지 않고 무시된다는 점이 한계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구술성은 문학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주로 쓰이

며 구비 문학적 속성, 가장 오래된 커뮤니케이션 기술로의 의미를 지닌다. 구술

력은 화법 분야에서 쓰여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 담화 수용

과 생산 능력을 일컫는다. 구어성은 문어와 비하여 구어로 인식되는 정도이다. 

구어 문법은 구어의 성질인 구술성과 구어성을 기반으로 문법이 결합된 개념이

므로 학습자의 ‘구술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의 구술력은 발음, 어휘, 

표현, 담화에 관계되는 지식에서 나아가 심리적 태도, 상 를 이해하는 능력, 한

국 사회의 고맥락 문화 맥락 이해 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3) 구어의 매체와 관념

다음으로 구어의 매체와 관념 층위 결합을 위해 구어와 구어체의 관계, 구어체

의 특징, 격식성과 공식성, 매체와 층위 개념을 순서 로 살피겠다. 먼저, 구어

(spoken language)는 구어체(colloquial style)의 속성을 포괄한다. 구어는 표현 

양식(style)과 표현 종류(type)를 포괄하여 쓰이는데 구어체의 번역에서 알 수 있

듯 구어체는 이분법이 불가한, 연속적인 형태로 포현되는 스타일(style)의 역이

기 때문이다. 단어를 먼저 살펴보자. 구어체는 구어에서 쓰이는 문체, 문어체는 

49.8%에 해당되는 18,207개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안의정(2016)은 구어 말뭉치

에만 나타나는 목록(5,042개)과 구어성 점수가 높은 유형(2,878개), 즉 a범주와 b범

주 모두를 상으로 구어성 어휘 등급을 정하 다. 

     
a 담(다음), 젤(제일), 근데(그런데), 널(너를), 이쁘다(예쁘다)

b 이케(이렇게), 하구(하고), 짝다(작다), 너무너무, 요렇게, 예예, 네네, 무지,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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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에서 쓰이는 문체인데, 구어에 한 정의가 학자마다 달라 구어에서 쓰이는 

문체의 범위도 같이 불분명해졌다. 민현식(1994, 2007)은 ‘구어체’는 “구어의 특

질이 현저한 것으로 화 지향적 문체”이고, ‘문어체’는 “문어의 특질이 현저한 

것으로 문장 지향적 문체”라고 구분하 다. 또한 구어와 문어의 판정은 말하기와 

듣기의 과정을 통하는 최종적 음성 실현 여부에 달려 있으나 구어체와 문어체의 

판정은 읽기와 쓰기의 과정을 통하는 최초의 문자 생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

다. 언어가 실현된 매체가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지만, 이미 그 전 단계에서 1

차적으로 언어가 실현된 목적에 따라 ‘구어체’와 ‘문어체’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

에 ‘구어체 문어, 문어체 문어, 구어체 구어, 문어체 구어’27)로 구분된 것이다. 

노 규(1996:18)는 격식적 문어, 비격식적 문어, 격식적 구어, 비격식적 구어로, 

구현정(2005:4)은 구어, 문어적 특성을 지닌 구어, 구어적 특성을 지닌 문어, 문어

로 나누었다. ‘격식적’, ‘문어적 특성을 지닌’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의사소통 상

방과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것이고 ‘비격식적’, ‘구어적 특성을 지닌’은 거리

감이 비교적 없는 장면을 뜻하므로 구어의 상호작용 특성에 터해 구어와 문어를 

구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상규(2013), 이현희(2014)는 구어

와 문어를 연속선상에 위치시키고 구어와 문어 안에 구어성이 높고 낮음의 정도에 

따라 전형적인 구어, 구어성이 높은 구어에 가깝게 된다고 하 다. 점점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문어와 구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바,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있

다. 그러나 공식성(officiality)과 격식성은 각 초점이 참여자의 심리적 거리에 놓

이는지 참여자들의 역할 관계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른데28) 두 개념이 혼재되어 

‘구어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 기여점을 변별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구어체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격식성(formality)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formality’에서 ‘form’은 형식을 의미한다. 형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곧 언어의 

표준 형태와 발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언어를 ‘형식’으로 

27) 민현식(1994:38)은 다음과 같이 네 역으로 나누었다. ·구어체 구어: 일상 화, 

강의 언어, 무원고 즉석연설이나 토크쇼류의 담 프로그램 언어, ·문어체 구어: 글이

나 원고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읽는 형식을 취하는 연설어, 보도어, ·구어체 

문어: 소설 화문, 시나리오, 희곡, 광고문처럼 화문의 구어체가 문자화하여 나타

나는 문어, ·문어체 문어: 전형적 문어체로 구어 상황이 전제되지 않고 논설문, 설명

문, 교과서 문장, 기사문처럼 읽거나 씀을 전제로 한 문어. 

28) 신인환(2017)에 따르면 발화 장면은 공식성에 따라 공적 장면, 사적 장면으로 나뉘

고, 격식성에 따라 격식적 장면, 비격식적 장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둘은 물리적 상

황 요인과 참여자 상황 요인에서 일부 교집합을 가지나 참여자 관계 요인에서 공식성

은 사회적 역할에 방점이 있고, 격식성은 수직적 거리 요소와 수평적 거리 요소에 따

른 심리적 거리에 방점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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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면 ‘형식적인’, ‘격식성’을 의미하는 ‘formality’는 전형성(典型性), 적격성(適格

性), 정형성(定型性)을 뜻한다. 헤이라인과 디웨일은 격식성을 정의하는 두 축으로 

모호함(fuzziness)과 상황 의존성(context-dependence)을 제시한 바 있다.29) 격식

성이 형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킬수록 

격식성에 가까워진다. 제도적으로 마련된 양식은 계획된(planned) 부분이므로 화자

의 개인적인 감정이 이입되지 않은 채(personal detachment) 객관적 관점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청자의 상호 응을 유발하는 것도 형식과는 어긋날 수 있는 요소이므

로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심리적인 거리는 플러스(+)로 유지하여 수직적·수평적 거

리를 ‘멀리’로 유지하고자 한다. 

그간 구어와 구어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인식되어 왔다. ‘구어’는 실시간성, 상

호협력성, 상호작용성, 상황 의존적, 비격식성, 즉각성, 순간성, 양방성, 정보의 순차

성, 무계획성, 구체성, 다양성, 동태성, 모호성, 자연 발생성, 화 상  지향성, 현

장성을 특징으로 가진다. 해당 특성으로 인해 ‘구어체’는 구조적 간결성, 문장, 지시

어 반복, 음운 변동, 조각문, 미완결된 문장, 격조사 미실현30), 변형 어순 등을 특징

으로 갖게 된다. 그 밖의 구어 특수 표현으로 맞장구, 순서 교 , 뭐, 좀, 그래, 그

냥, 어디, 글쎄, 아니와 같은 담화 표지, 주저어, 부가어와 같은 군더더기말도 있다. 

이상 기존의 구어의 특성으로 여겨진 것들은 구어체는 음성으로 실현되는 구어

의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구어성이 높은 부분만의 특징적인 양식만을 상으로 한 

것을 알 수 있다. ‘비격식성 = 구어체’, ‘격식성 = 문어체’는 잘못된 인식으며 의사

소통 행위로서 표현된 언어는 상황(setting), 목적(purpose), 문맥(context)에 따른 

특징적인 양식을 살펴야 한다. 사회적으로 규명된 상황인지, 자연스러운 상황인지, 

화 주제가 청자와 공유 지식 범위가 넓은 주제인지 좁은 주제인지 화 참여자

29) 헤이라인과 디웨일(Heylighen & Dewaele, 1999)은 격식적인 스타일(formal style)

은 거리감(detachment), 정확성(accuracy), 견고성(rigidity), 무게감(heaviness) 등의 

특징을 갖게 되는 반면, 비격식적인 스타일(informal style)은 유연성(flexible), 직접

적(direct), 함축적(implicit), 주관적(involved), 낮은 정보성(less formative)이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 다. 격식성에 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 표면(surface) 격식성

과 심층(deep) 격식성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언어 표현의 관습적 형태, 정해진 형태

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고 후자는 표현된 의미에 한 명료한 이해를 위해 표현의 

모호성을 피하는 것이라고 하 다. 심층 격식성은 애매모호함과 상황의존성의 조합

(combinations)으로 보고 모호함이 줄어들수록, 상황 의존성이 감소할수록 격식성은 

증가하고 비격식성은 감소한다고 주장하 다. 

30) 목정수(2013:39-40)는 격조사 미실현에 하여 “그동안 국어학계에서는 격조사 생략으

로 다루었으나 <중략> 이는 생략의 기제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조사 없는 것이 기본이고 

조사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화자가 담화적 효과를 노리고 사용한 결과”라고 지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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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이 복합적으로 ‘구어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

자. A와 B는 회사 동료 사이다. 그들이 회사 밖에서 만났을 때와 회사 안에서 만

났을 때 종결 표현은 달라질 것이다. 둘만 아는 비 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 때는 비격식적 장면이다.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므로 상  높임

법 중에서는 반말, 구어성이 높은 문법 항목을 사용할 것이다. 반면, 같은 화 참

여자도 회사 안에서 만났을 때, 제3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회의 자리에서는 해요체 

혹은 하십시오체를 쓸 수 있다. 이것은 참여자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서가 아니라 

발화 장면이 공식적 장면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회사 조직의 구성원이라

는 사회·제도적 관계, 회사라는 직무적 공간이라는 변수가 작용한 셈이다.

따라서 본고는 표기 수단으로서의 방식으로 구어 매체와 문어 매체를 별하

고(매체 층위), 언어 존재 양식으로 ‘구술성’과 ‘기술성’의 개념을 택하 다(관념 

층위). 구술성은 옹(Ong, 1982)의 Orality 개념에서 착안한 것이다. 격식성(-), 

심리적 거리감(-), 모호성(+), 상황의존성(+), 계획적(-), 공유된 지식(+)의 성질

을 포괄한다. 반 로 기술성은 격식성(+), 심리적 거리감(+), 모호성(-), 상황의

존성(-), 계획적(+), 공유된 지식(-) 등 언어가 발화되는 상황과 주제와 관련하

는 개념으로 구술성과 상 되는 개념이다. 또한 언어 산출의 매체에 따른 구분

을 ‘구어/문어’로 표기할 경우 표현 양식으로서의 구어인지 자료체로서의 구어인

지 불분명하므로 ‘구어 매체’와 ‘문어 매체’로 표기하게 된 것이다. 관념 층위와 

매체 층위를 결합하여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31)

 

[그림 Ⅱ-1] 매체 층위와 관념 층위의 결합

위 그림에서 χ축은 관념 층위, y축은 매체 층위고 회색 역은 매체 층위와 

31) 여기서 격식성과 표현성은 A-H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닌 구술성, 기술성과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특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점선으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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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 층위에서 나타나는 구어의 변이 실현역이다. χ축은 발화 양식을 결정하는 

1차적인 목적 층위로 언어의 존재 양식을 가리킨다. y축은 매체 층위로 1,2 사

분면은 모두 구어 매체, 3,4분면은 문어 매체에 해당된다. 발화 종류(type)를 나

타내므로 배타적 성격을 띤다. 음성으로 실현된 모든 언어는 구어 매체, 문자로 

표기된 모든 언어는 문어 매체이므로 2차적 표현 층위라고 할 수 있다. 관념적 

구술성과 관념적 기술성은 상 적인 정도로 연속체적 성격을 가지므로 양쪽 화

살표로 나타냈다. 점선은 구술성과 기술성과 관련된 성격을 나타내며 회색 역

을 가르는 구분 선이 아니다. 

점선을 살펴보자. 격식성은 기술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구술성과 표현

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격식성은 기술성이 증가할수록 증가되고, 표현

성은 구술성이 증가할수록 낮아진다. 헤이라인과 디웨일은 표현성(expressivity)

이 커질수록 모호함이 줄어들고, 문맥 의존성이 커질수록 모호성이 커진다고 하

다. 표현성은 ‘일종의(sort of, kind of)’처럼 발화 중간에 사용되거나 발화 마

지막에 ‘~같은 거(and things like that/or something/and stuff like that)’로 

실현된다. ‘그러-’, ‘이러-’, ‘저러-’ 등 지시어와 용어 사용이 빈번한 것도 좋

은 예가 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표현성을 높이기보다 ‘아, 그거 있잖아, 그

거!’, ‘막 쫌 그래요’ 또는 방언 ‘거시기’, ‘머시기’32) 등을 사용해 모호성을 높인

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모호함이 그

만큼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어는 지시 상이 가시적 상황에 의존

하므로 표현성이 감소한다. 모호성 표지는 화자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

능하여 선택했거나, 청자가 이해했을 것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사용된다. 혹은 

순간적으로 적정한 단어를 찾지 못했을 때 안이 된다.

다음으로 구어와 문어 변이역을 살펴보자. A, B, C, D는 구어 매체다. <A>는 

구어 매체 중에서도 가장 구술성이 높은 역으로 친 한 사이의 화, 친 한 

사이의 전화 화, 친한 사람에게 이야기 들려주기 등이 해당한다. <B>는 업무 

화, 토론, 회의, 친하지 않은 사람과의 화, 인터뷰 등이 해당한다. <C>는 면

접, 자기 소개, 강의, 강연, 학술 회 발표, 도중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연설, 

기자회견, 법정에서의 심문(審問) 등이 포함된다. <D> 역에는 기술성이 가장 

높으므로 연설, 청중 피드백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읽는 연설, TV나 라디오의 

뉴스, 학원 발제, 다큐멘터리 내레이션, 연극· 화·드라마의 사33), 시·소설의 

32) 우리말샘에 따르면 ‘거시기’는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 

또는 사물을 가리키는 명사, 하려는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거나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로 등재되어 있다. ‘머시기’는 거시기의 방언(전남), 무엇의 방언(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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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독이 해당한다. 또한 허번 클락(1996, 김지홍 역, 2009:18-19)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교회 신자의 교리서 암송, 농구 심판의 반칙 선언, 신랑과 신부의 결혼 

서약 등도 포함되므로 <D>로 갈수록 메시지 수신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

한 채 정보, 생각, 감정을 전달하는 구어임을 알 수 있다. 

E, F, G, H는 문어 매체다. <E>는 기술성이 높은 문어이므로 법문(法文), 공

문, 계약서, 보증서, 서약서, 합의서, 진단서 등이 예시가 된다. <F>는 칼럼, 사

설, 신문이나 잡지의 인터뷰 섹션,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이, <G>는 소설, 시나

리오, 시, 만화책, 동화책, 한국어 교재, 사적인 편지, 수필, 일기, 트위터에 올리

는 글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H> 역에는 문어 매체이지만 관념 층위에서

의 구술성은 높은 언어 사용역으로 TV 예능/팟캐스트/ 화/유튜브 자막, 카카오

톡/라인/위챗에서의 메시지, 아프리카TV, 카카오TV, 트위치 스트리밍 또는 인스

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의 시청자들의 실시간 자막 화 등이 해당된다. 

설명을 위해 인위적으로 8개의 역으로 나누어 예시하 으나 언어 사용 측면

에서 구술성과 기술성의 특성이 혼재하므로 <A>와 <B>를 명확히 나누기는 어

렵다. 예컨  <C> 역에 속하는 강연의 경우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

이라면 <C>에 가깝고 써 온 원고를 보고 읽는 형태라면 <B>에 가까울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메시지는 <H>에 배치되어 있으나 지도 학생으로서 교수님

께 보내는 카카오톡이나 학회 간사로서 회원 전체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메시지는 <G> 또는 <F>에 근접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다. 

정리하자면, 구어가 격식적 발화 장면에서 나타날 때, 전형적인, 설정된 형식

과 틀에서 출발한다. 이때 격식성은 참여자 관계 요인의 심리적 거리와 가장 중

요한 변별 요소다. 관념 층위에서 기술성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구술성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진다. 격식성과의 관계로 설명하면, 

심리적 거리와 격식성은 정비례 관계이다. 심리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격식성(格

式性)은 증가하고, 심리적 거리가 감소할수록 격식성은 감소한다. 심리적으로 가

깝게 느낀다면 상 적으로 비격식성은 증가하고 구술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

다. 코흐와 오스트라이허(Koch & Oesterreicher, 1994)가 구어성과 문어성의 

차이를 소통 매체와 언어 향성34) 측면의 2차원적 차원에서 규명한 후 언어 향

33) 화, 드라마의 사는 본(시나리오) 작가가 따로 있고 이를 외워서 그 로 수행

하므로 계획적(planned)이다. 따라서 D 역의 예시로 들었으나 출연자가 본이나 각

본에 없는 말이나 연기를 즉흥적으로 수행된 부분(애드리브 등)은 비계획적

(unplanned)이므로 D보다는 구술성이 높은 역에 속해야 할 것이다.

34) 이진희(2003)는 코흐와 오스트라이허(1994)에서 구어성과 문어성의 개념은 종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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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도에 따라 위치를 설정하는 것도 이러한 구분과 궤를 같이한다. 매체적 차

원에서 음성적, 자소적 특성이 위 그림에서 y축인 매체 층위, 언어 향성 차원에

서 구어적, 문어적 거리감을 나타낸 것은 χ축인 관념 층위라고 볼 수 있다.

이상 심리적 거리감, 모호성, 격식성과 비격식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옹의 구

술성을 관념 층위로 설정하 고, 음성으로 표현되면 모두 구어 매체로 구분하는 

매체 층위를 결합하여 보 다. 이러한 표기 수단으로서의 방식과 언어 존재 양

식으로서의 구분은 구어의 범위와 특징을 면 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1.2. 구어 문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지금까지 구어란 무엇인지에 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본 항에서는 

구어 문법에 한 이론적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어 문법의 개념과 

특징을 살피고 범주 및 층위를 면 히 고찰한다. 이후 문어 문법과 등 유관 개념

과의 관계 속에서 구어 문법의 위치 및 자리매김을 살피고, 구어 문법의 개념적 

준거에 해 논의할 것이다.

1) 구어 문법의 개념과 특징 

모든 언어는 체계가 있고 체계 아래 규칙이 위치한다. 구어라고 해서 예외는 아

니다. 구어는 얼핏 보면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잘 살피면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시 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먼저 국외와 국내 학자별 

구어 문법에 한 정의를 살펴보자. 

적(Duktus), 언어표현의 상황, 사용된 다양한 변형들에 의해 구분된다고 하면서 이를 

‘언어 향성’이라 명명하 다. 또한 구어 장르 중에서는 친 한 화, 전화 통화, 면접

이나 자기소개, 설교, 학술 강연 순으로 구어적 언어 향성이 약해진다고 언급하 다.

연구자 내  용 

Carter &
McCarthy 

(1995, 2006)

대화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법적인 특징으로 쓰기에서는 거의 드
러나지 않거나 다르게 기능하는 요소 
Spoken grammar is common grammatical features found in a conversational 
corpus that were rare or which functioned differently in writing.(Carter & 
MacCarthy, 1995)
문어와 다르고 독특한 요소로 구어 문법 자체를 특징 짓게 하는 요소 Many 
are the elements which hallmark it and make it peculiar and different from 

<표 II-3> 학자별 구어 문법의 개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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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구어 문법은 ① 음성 언어 속에서 나타나는 규칙, ② 실제 

언어 사용을 위한 기술, ③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자질 세 가지 자질을 공통적

으로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공통 자질 ①을 살펴보자. 부분 연구에서

는 문법을 언어가 구성되고 작동되는 규칙의 체계로 본다. 구어 문법의 상은 

언어 현상 전반을 상으로 하므로 언어학과 일맥상통하는 넓은 의미로서의 문법

이다. 따라서 규칙의 연구 상은 어휘, 문장 구성 및 이해 능력에 한정되는 협

의의 개념이 아닌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담화, 화용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

념인 것이다. 이에 더하여 본고는 구어 ‘문법’은 의미가 소통되는 의사소통 상황

35) 덧붙여, 지현숙(2006)은 구어 능력(spoken language ability)은 구어를 사용하여 

화자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내기 위한 독립적이고 내재적인 능력, 구어 문법 능

력은 ‘구어 능력’에 도구성을 부여한 개념으로 구체적인 의사소통 기능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발휘하게 하는 도구적 장치라고 하 다. 즉, 지식(knowledge)

과 기술(skill)이 통합된 형태인 것이다.

the grammar of written language.(Carter & MacCarthy, 2006)
Cullen & 

Kuo
(2007)

대화 상황과 같은 구술 담화에서 나타나는 체계적인 문법 현상의 현현(顯現) 
Spoken grammar is the manifestation of systemic grammatical phenomena in 
spoken discourse that arise from the circumstances in which conversation.

Ken 
Paterson, 

(2018)

교사, 말뭉치 연구자들에 의해 서술되어 왔지만, 아직 우리의 일상적인 교수
법의 일부가 되지 못한 대화의 문법 요소들 Elements of the grammar of 
conversation that have been noticed by teachers and described by corpus 
researchers, but haven’t yet become part of our everyday teaching syllabuses.

지현숙
(2009)

즉각적으로 문법에 맞는 구어를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법적인 규칙에 대한 지식과 사용을 위한 기술 발휘가 결합되는 언어 체계35)

유혜원
(2009) 

음운 층위, 통사 층위, 담화 층위의 세 층위가 서로 교류하고 어떤 층위의 
필요가 다른 층위의 영향을 미치는 상호 적용 규칙

목정수
(2010)

대화체 구어 자료를 근간으로 한국어 문법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문법 
틀(frame)

조민하
(2011)

의사소통상에서 사용된 구어를 대상으로 음성·음운, 형태, 어휘, 담화·화용적 
변수들이 기능하는 원리를 해석적으로 규명하여 체계화하는 것

정명숙
(2011) 발화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데 적용하는 규칙 체계

이주미・
김수은(2012)

음성을 기반으로 하고 언어 산출 기술과 상호작용 기술뿐 아니라 언어 규칙, 
사회 문화 규칙, 담화 지식까지 역동적으로 사용되는 것

정예랜 
외(2013)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와 담화 조직 능력, 참여자 관계에 맞는 적절한 
상호작용 능력, 정보와 의견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능력, 언어 행동으로 호
감도를 높이는 능력의 하위 기술

김현지
(2015)

구어가 지닌 질서와 규칙(p.49-50),
구어 발화 속에 내재한 질서와 규칙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된 요소(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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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하므로 언어가 운용되는 근본적인 이치를 찾아내는 ‘과정’에 주목한다. 따

라서 문법을 “언어의 구성, 운용상의 원리(구본관·신명선, 2011:263)”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은 구어의 다양성만큼 언어 현실에 가깝게 설명 가능하

고 올바른 문법을 위한 의도적인 개입인 ‘규범’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이점이 

있다. 또한 구어 문법의 목표 중 하나가 문법에 한 의식(awareness) 고양을 

도달점으로 하는바, 규칙보다 상위 개념인 원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으로 공통 자질 ②에 해서는 실제성, 진정성을 화두로 시작된 구어 연

구의 전제로 볼 수 있다.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교섭하기, 갈등

이 생겼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기,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친 감을 표현

하기, 상 방의 말 경청하기 등이 포함된다. 의사소통이 인간관계를 떠나 성립될 

수 없음을 고려하 을 때, 상호 교섭적 기능을 위한 구어 문법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예컨  구어 종결 표현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

되 부드럽게, 공손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변주 가능한 부분으로 관계적 목적에

서 유의미하게 다루게 된다. 언어의 실제 사용을 위한 구어 문법은 상 와의 인

간적인 유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한 관계 목적과도 관련한다. 따

라서 구어 문법을 전제하는 문법 연구는 문법에 한 명제적, 지식적 측면뿐 아

니라 방법적 측면으로 아우르게 되므로 말하기 교육과도 접점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통자질 ③에 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다. 국외의 

구어 문법 연구들은 부분 화 말뭉치를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구어 문

법= 화 문법’이라고 여기고 논의를 진행한다.36) 구어 문법을 연구하겠다고 한 

후 별다른 언급 없이 상호작용성, 실시간성을 특징으로 가지는 ‘ 화’에서 드러

나는 문법 표현을 연구한 경우는 구어에서 강의나 뉴스 보도 등의 격식적 말하

기를 제외한 구어성이 높은 담화만을 구어 문법 상으로 본 셈이다. 일상 화

처럼 순수하게 말해진 것만을 구어로 볼 것인가, 연극 화, 드라마, 화 화, 

뉴스, 방송, 계획 연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 등 발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쓰인 것 혹은 쓰인 것을 읽는 행위, 만화와 소설 화처럼 작가가 말하기의 모

형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것 등을 구어로 볼 것인가에 따라 구어 문법의 정의도 

달라진다. 구어 문법의 정의는 미시적, 거시적, 안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시적 정의(A)의 구어 문법은 구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상호 협력

36) 쿨렌과 쿠오(Cullen & Kuo, 2007:362)에서 관련 원문을 찾을 수 있다. 

   We are therefore using the term spoken grammar synonymously with conversational 

grammar, in keeping with the way the term is normally used in the literature(e.g. Biber 

et al, 1999; Brazil, 1995; Carter & McCarthy, 1995, 2006; Leech,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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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의미 완성’으로 본다. 화자와 청자가 협력적으로 화의 주제와 명제를 

완성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서 교 와 담화 표지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이러한 특징에 터하여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준비되지 

않은 말하기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규칙이 바로 구어 문법이다. 이때 목표 유형에 

따라 정보 제공, 협동 착상, 협동 과제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매커시

(McCarthy, 1998, 김지홍 역, 2010:28-29)에 따르면 노팅엄 말뭉치37)는 구어를 

① 정보 전달 관련(transactional) 맥락, ② 전문적(professional) 맥락, ③ 현장 

교육(pedagogical)맥락, ④ 공적인 친교(socialising) 맥락, ⑤ 사적으로 친 한 관

계(intimate) 맥락으로 나누었다고 하 다. ①은 가게나 음식점 등에서 주인과 고

객 사이의 일상적인 화, ②는 회사 모임, 회사 동료 직원과의 이야기, 회사 간부 

모임이 해당된다. ③은 교사와 학생 사이 화, 모둠 화, 짝과의 화, ④는 참

여자들에 의해 전개되는 사교적 활동, 문화적 활동으로 일상적 활동의 부분에 

해당한다. 파티 준비 화, 기차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가족끼리의 화, 친한 친구와의 화는 ⑤에 해당한다. 다섯 가지 모두 직

접 면성, 상호작용성, 쌍방향성, 상황의존성, 직접성이 실현된 협의(狹義)의 화

를 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말뭉치를 바탕으로 한 매커시(McCarthy, 1998)의 

연구는 구어 문법을 미시적 정의(A)로 본 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어를 넓게 보면 거시적 정의(B)가 가능하다. 구어 문법을 ‘구어에서 특징적

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규칙화한 것, 구어를 조직하는 원리’로 본다면 구어는 [±

상호작용성], [±격식성] [±실시간성] [± 면성] 여러 의미 자질로 구분되는 모

든 장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령 교장 선생님의 연설은 [-상호작용성], [+격

식성], [-실시간성], [+ 면성]이라는 네 가지 변수에 의해 성격이 결정되지만 

교장 선생님의 연설에 드러나는 규칙도 구어 문법이다. 구어가 일상 화, 업무 

화, 강의, 발표, 독백, 보도, 토론, 토의 등 모든 장르를 포함한다고 보는 관점

37) 매카시와 카터(McCarthy & Carter, 1995:207)에 따르면 노팅엄(Nottingham) 말뭉치

의 설립은 방송 언어와 같은 공식적인 변이보다는 비공식적이고 화 언어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 다. 데이터는 공적인 친교 맥락 기능과 서사, 언어 행동, 서비스 

화, 문제 해결 화, 정보 교환 화, 친 한 화 등을 상으로 하고 화자의 나

이, 성별을 표하며 사회 문화 지리적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뭉치다.   

   It is constructed for the purpose of studying spoken grammar, and targets informal and 

conversational language rather than more formal varieties, such as broadcast talk; 

particular genres of talk are collected; that is, data is assembled with reference to 

sociolinguistic contexts and functions, such as narrative, language-in-action, service 

encounters, problem-solving, information exchange, and casual talk. the speakers reflect a 

full social, cultural, and geographical range(within the British Isles) with samples which 

are also representative of age and gender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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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문법이나 어휘 요소가 각 장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는

지에 주목한다.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표적 예로는 유혜원(2014), 서상규

(2015), 김시정(2017), 한승규(2019)가 있다. 유혜원(2014)은 운율적 특징과 문

법적 상관성을 밝히기 위해 강연, 인터뷰, 담, 토론, 자유 발화 등을 수집하

다. 서상규(2015)의 구어 빈도 사전에서 구어를 사적 화와 공적 화, 사적 독

백과 공적 독백의 넷으로 나누어 낱말마다의 쓰임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김시정(2017), 한승규(2019)는 세종 구어 말뭉치의 담화 갈래의 부정 표현

과 종결 축약 표현을 추출한바, 모두 (B)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본고는 구어란 ‘화자의 선택항의 집합체’이며 ‘구어 문법’이란 ‘구어 맥락

과 발화의 결합,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바라보는 안적 관점(C)에 서 있다. 그동

안 구어 문법은 주로 기능주의 문법관과 함께하 고,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

나 특정 언어의 형식이 발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발화

자의 의도와 떼려야 뗄 수 없다. “담화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순한 패턴에 불과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체성이나 주관적 가치의 분배와도 

연결(김종현, 2012:180)”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

성을 추출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왜 

구어 표현을 선택했는지, 표면적 형식의 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등 심리적 

배경과 생성 과정, 작동 원리에도 주목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C)에 해당하는 표적 연구로는 백승주(2016)가 있다. 백승주(2016:171)는 

구어의 특징으로 흔히 언급되는 상호작용성의 기원으로 삼자 간 공동주의(joint 

attention) 능력과 마음 이론 능력(theory of mind)을 지목하 다. 구어 문법을 

동적이고 절차적인 행위 지식으로 보며 공통의 행위 스키마를 토 로 했다는 점

에서 안적 정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요컨 , 구어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

라 미시적으로 ‘ 화에서 나타나는 규칙(A)’, 거시적으로 ‘구어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발화의 규칙(B)’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본고는 화자가 왜 그 표현과 억양을 선택했는지 청자는 어떻게 느끼는지 심리적 

배경과 생성 과정에도 주목한다. 여러 가지 선택항 중에서 특정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심리적 기제와 그 작동 원리를 포함하는 관점에서 구어란 ‘화자 선택

항의 집합체’이고, 문법은 ‘언어 형태 선택의 원리, 과정’이다. 따라서 구어 문법

은 ‘구어 맥락과 발화의 결합 그 자체(C)’이며 이러한 정의는 상술한 미시적 정

의와 거시적 정의를 포괄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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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구어 문법의 정의

다음으로 구어 문법의 특징을 살펴보자. 구어 문법의 특성은 연구사에서 상술

한 바와 같이, 구어의 즉시성, 현재성, 교류성에 기인하여 반복, 삽입, 축약, 생

략, 첨가, 도치 등이 실현된다. 국내의 구어 문법의 특징을 살피기 전, 비교를 위

해 국외( 어권)의 구어 문법 특징을 카터, 매카시, 패터슨의 예문을 인용하여 

정리하겠다.38) 이후 한국어의 구어 문법 특징은 음운, 어휘, 형태·통사, 담화 층

위로 나누어 구어 말뭉치의 예문과 함께 보이겠다.

 

38) 1, 4, 6, 7은 카터와 매카시(Carter & McCarthy, 2006)에서, 2, 3, 5, 6, 8은 켄 

패터슨(Ken paterson, 2018)에서, 9, 10은 매커시(McCarthy, 1998, 1999)에서 추

출한 예문이다. 

특징 예문

❶ 상황적 생략

Situational ellipsis

① A: You going to the match on Saturday? 

   B: Don’t know. Depends on my work schedule.

② C: Lovely day, isn’t it? 

   D: Beautiful.

❷ 머리와 꼬리

Head & tail

① That white building, is it the art gallery?

② The guy you spoke to, did he give you any advice?

② What are they waiting for, those people over there?

❸
강조, 과장

Hyperbole,    

Exaggerating  

① I’m dying for coffee.

② I’ve got a million emails to answer.

❹
직접 인용 방식

Ways of using 

direct speech

① And then Mick is like, where are you going and I’m like, it’s  

  none of your business, and he’s like, but I need to know, don’t I?

② He looked a bit down, so I said, hey, are you OK?

③ I told her it was my birthday and she said, oh, I’m sorry, 

   I completely forgot.

④ So she insisted on paying for the meal and I said, okay, as  

 long as I get the next one.

<표 II-4> 영어권 구어 문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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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은 ‘I don’t know’, ‘It depends on’에서 I, It이, It’s a Lovely day, It’s a 

Beautiful day에서 ‘It’s a’가 생략된 것이다. 생략은 구어의 특성 중 경제성에서 

비롯된 언어 보편적, 일반적인 특징이다. 구어에서는 서로 알고 있는 정보, 구

(舊)정보,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정보는 모두 생략한 채 이야기한다. 이를 반 한 

구어 문법 역시 ‘Do you want to share a taxi’ 신 ‘Want to share a taxi?’, 

‘Is this not your thing?’ 신 ‘not your thing?’으로 나타난다. 또한 ‘Ready 

yet?’, ‘You talking to me?’, ‘I late?*’ 등 빈번한 생략도 구어에서 관찰되는데, 

주어 반복 회피 등을 이유로 문어에서도 나타나지만 구어에서 더 빈번하게 관찰

되며 중요한 정도가 훨씬 높다. 아울러 좋아(sounds good), 맞아(absolutely 

right) 등은 생략과 관련되면서도 하나의 어휘 공식, 루틴 또는 어휘-문법

39) 매커시와 카터(McCarthy & Carter, 2006:208)는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s)라

는 용어 신 화용적 표지(pragmatic marker)로 일컫고, 간투사(interjection)과 비슷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이들은 구조적인 한계를 넘어(which operate 

outside the structural limits) 화자의 의도와 인 관계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s)를 내포하는 항목으로 정의하 다. 연구자에 따라 담화 표지에 간투사를 포

함학도 하지만 여기서의 간투사는 ‘Oh, Wow, Ouch’과 같이 특별한 의미 없이 발화와 

발화 사이를 메우는 필러(filler)에 가깝다. 반면 담화 표지는 ‘I mean, you see, you 

know, right, well, listen, look, hey’와 같이 주목하기, 맞장구, 마지못해 동의하기, 

상 방의 기억 환기하기 등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

❺ 모호한 언어

Vague language

① A: what does your sister do?

   B: She’s a sort of doctor.

② I’m feeling kind of tired. 

③ I think that was a bit of a mistake.

❻
담화 표지와 간투사

Discourse 
markers39), 

Interjections 

He wanted a shower so I said, listen, we’ll miss the train if we 

don’t go now.

❼ 맞장구 표현

Back channel

A: I resigned today.

B: You did what?

A: I just couldn’t stand it any longer.

❽ 이항 페어

Binomial pairs

① Let’s hope the journey’s nice and easy.

② Use this rope. It’s good and strong.

❾
시상의 전략적 사용

Strategic use of 

tense-aspect system

I was wanting to ask you a question.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❿ 공동 구성

Co-construction

A: So I’ve no lectures. I’ve to do the research myself.

B: You’ve to do it yourself.

A: Which is harder like.

C: Which would be very difficult I’d say.

A: Yeah. 



- 47 -

(lexico-grammar)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정된 구에 해서 마이

클 매커시(Michael McCarthy, 1998)는 ESL/EFL 학습자들이 ‘I was 

wondering if~, Would it be all right with you if~’와 같은 덩어리 표현으로 

외우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❷에서 ‘it’과 ‘he’는 공지시(co-reference) 명사로, 질문 2부에서 머리(heads)

인 저 하얀 건물(That white building)과 네가 말한 남자(The guy you spoke to)

를 가리킨다. 문어 문법이라면 ‘Is that white building the art gallery?’로, Did 

the guy you spoke to give you any advice?’이었을 터, ‘저 하얀 건물’과 ‘네가 

말한 남자’라는 명사구가 제일 먼저 쓰여 머리를 형성함에 따라 공지시 명사가 

삽입되었다. ③도 마찬가지로 문어 문법이라면 ‘What are those people over 

there waiting for?’로 나타났을 문장이 저기 있는 사람들(those people over 

there)이 마지막으로 이동하며 ‘they’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❸에서는 구어의 과장법(Hyperbole), 부사어를 사용해 강조하는 특징이다. ‘너

무나 ~하고 싶다(be dying for)’, ‘수많은(a million)’은 실제 사실보다 크게 부풀

려 이야기함으로써 선명한 인상을 주게 된다.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많거나 적

게, 멀거나 가깝게, 깊거나 얕게 표현하는 과장법은 구어에서 특히 빈번하다. 

❹는 ‘hey, oh, okay’는 원(原)발화자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떠나 인용의 시작임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표식으로 기능한다(Biber at al, 

1999). ‘be like’는 ‘said, told’와 마찬가지로 구어 인용에서 많이 쓰이며 주어 

일치, 시제 일치를 논하는 문어 문법 교육과 달리 구어 문법에서는 이와 같이 피

인용문을 도입하는 장치로 무엇이 빈번하게 쓰이는지를 살피는 것을 알 수 있다. 

❺는 구어에서 ‘and stuff, and things (like that), and every thing, or 

something, sort of, kind of’ 등을 사용하여 발화 약화 기능을 수행함을 보인

다. 예문을 직역하면 ‘그녀는 일종의 의사야’이다. 여기서 ‘sort’는 종류(type)를 

의미하여 ‘그녀는 의사이지만 그녀의 의료 과목은 몰라’, 혹은 ‘그녀의 전공을 알

지만 나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로 해석된다. ‘I’m feeling kind of 

tired’는 ‘나는 피곤함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로 해석되어 모두 정확성을 

회피하거나 가능성, 추측을 나타내어 명제 내용과 명제에 한 화자의 태도를 

완화하는 전략이다. ‘난 못 해(I can’t make it)’ 신 ‘난 못 할 거 같아(I don’t 

think I can make it)’라고 말하는 것도 모호한 어휘 묶음(vague lexical 

bundles)중 하나인 ‘I don’t’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❻ 담화 표지는 내 말은(I mean), 너도 알다시피(you know), 글쎄(well),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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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 look), 들어 봐(listen)와 같이 주목하기, 발화 시작, 화제 도입, 화제 전환, 

시간 끌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Oh, aha, ouch, yuk, oops’와 같이 간투사는 

긍정, 부정, 망설임, 놀람, 알림 등을 나타내는 채우기 말(filler)로 볼 수 있다.   

❼ 맞장구는 화자의 말에 귀를 듣고 있다는 청자의 반응이다. 언어적 표현과 비언

어적 표현이 있는데 언어적 표현에는 오(Oh), 알겠어(Okay), 맞아(Right)부터 시작해

서 좋아(Great), 잘했어(Good job), 굉장한데(Fantastic), 너 뭘 했다고(You did 

that)?,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That’s what I thought) 등 상 방에 말에 긍정을 표하

거나 놀라움, 감탄을 나타낼 수 있다. 비언어적으로는 화자가 청자의 반응을 의식하며 

이야기를 하므로 청자는 상 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음을 지을 수 있다. 

❽은 ‘and’ 혹은 ‘or’을 이용해 쌍으로 항상 다니는 페어를 일컫는다. ‘nice’와 

‘good’이라는 형용사는 의미 면에서 실제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신 

‘easy’, ‘strong’과 함께 긍정적이고 부드럽게 강조하는 효과를 가진다. ‘여기 안

은 따뜻해(It’s warm in here.)’ 신 ‘lovely’를 추가하여 ‘여기 안은 아주 따뜻

해(It’s lovely and warm in here.)’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이렇게 페어의 두 번째 항에 방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bits and pieces, 

wine and dine, safe and sound’와 같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동등한 지

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40) A and B, A or B가 같이 쓰여 A+B 이상의 의미

를 만들어 내므로 한국어의 관용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❾는 시제 사용에 따라서도 친 함, 협력의 정도를 이끌어 낼 여지가 다를 수 

있음을 보인다.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요청하는 경우 문어 문법이라면 ‘질문

을 하고 싶어요(I want to ask you a question)’이라고 했을 것이지만 구어에서

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I was wanting to ask you a question)’처럼 과거 진

행 시제를 사용한 경우가 많음을 발견하 다. 두 번째 문장이 예의 바름, 공손함, 

친근함을 자아 내 더 답해 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는 시상의 비시제적 의

미가 낳은 완화(緩和) 효과와 연관된다. 과거 진행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 시

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청자에게 부담을 덜 주기 때문이다. 현재 시제가 청자, 즉 

교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바람을 드러내는 반면, 과거 진행 시제는 발화와 

발화 상황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확보되어 화자와 청자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 준

40) 뜻은 다음과 같다. ① bits and pieces: 이런저런 것들, 잡동사니, ② wine and dine: 

비싼 술과 음식을 접하는 것, ③ safe and sound: 무탈하게. 이 외에도 ④ sooner 

or later: 조만간, 곧, ⑤ ups and downs: 성쇠, 부침, ⑥ wear and tear: 일상적인 사

용에 의한 마모, ⑦ dos and don’ts: 지켜야 할 사항 및 행동 규범, ⑧ peace and 

quiet: 평온·고요함, ⑨  live and learn: 경험으로 배움 등을 뜻하는 이항 페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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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 의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름이 뭐야(What is your name)?’보다 

‘네 이름이 뭐 지(What was the name)?’와 같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것도 같

은 맥락이다. ‘was’를 사용해 잠깐 잊은 느낌을 주어 공손한 느낌을 주도록 유도

한다. 반 로 과거 일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he says, I say’와 같이 비과거 

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매커시(McCarthy, 1998)는 노팅엄 말뭉치(Cambridge 

and Nottingham Corpus of Discourse in English: CANCODE)에서도 발화를 인

용할 때 압도적으로 간접 인용보다 직접 인용이 많이 쓰이며 이때 역사적 현재41)

가 드러난다고 하 다. 따라서 시상의 전략적 사용은 ❹의 인용과도 관련이 있다.

 ❿ 공동 구성은 면  면 화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순서 교 , 담화 표

지, 부가의문문, wh-절과도 관련된다. 예컨  ‘우리 저번에 만난 적 있지, 안 그

래?(We’ve met before, haven’t we?)’라는 문장에서 ‘안 그래?’라는 부가 의문문

(tag question)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순서 교 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wh-’절을 통한 공동 구성은 다음과 같이 상 의 말에 ‘whic

h’ 등을 이용하여 덧붙여 하나의 공동 명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예컨  ‘친구가 자

꾸 메신저로 동 상 클립을 보내서 짜증이 난다(I have a friend who’s always s

ending clips)’라고 했다면 ‘그거 진짜 짜증나는데(which is really annoying)’라고 

응수해, 말하는 사람 편을 들어 줄 수 있다.42) 비슷하게 ‘if’나 ‘Unless’ 절을 사용

하여 공동 명제를 완성할 수도 있다. A가 ‘we’re going to miss the start of the 

film’이라고 했을 때 B가 ‘Unless we get a cab.’이라고 하여 완성하기(completin

g)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43) 공동 구성은 상호 간의 협력, 의미 협상은 화 

참여자의 관계화에서 중요한 사회·심리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 화는 단순한 발

41) 역사적 현재(historical present)는 화자가 시간적인 상황을 모두 잊고 지금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설명하는 것

(Jespersen, 1929:239, 서 환, 2010:192에서 재인용)이다. 이야기 세계(story 

world)와 이야기 전달 세계(story telling world) 사이에서의 관점 이동과 시제 사용 

간의 관계는 김풀잎(2011:52-57)을 참고할 것. 

42) 이 예문은 마이클 매커시(Michael McCarthy, 1991)가 EFL 학습자에게 ‘wh-’절을 

넣어 짝과 함께 연습하도록 하는 교육 내용에서 참고하 다. 전체 화는 다음과 같

다. A: Do you email video clips to your friends all the time? B: No, It’s a 

pain. I have a friends who’s always sending clip, which is really annoying. I’ll 

only send one if it’s really interesting or funny. A: Which is fine. 

43) 이 예문은 패터슨(Paterson, 2018)에서 참고하 다. 패터슨은 동의어(Synonymous 

language)를 사용해 즉각적으로 들은 내용에 반응한다거나 문장을 완성하는 구어 문

법의 특징을 보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It’s very hard to find a part time 

job these days. B: I know. It’s real struggle. A가 매우 힘들었다고 하자 ‘정말 힘

들지?’라고 맞장구를 치기위해 ‘hard time’과 뜻이 상통하는 struggle을 선택하여 공

감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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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교환이 아니라 자유로운 순서 교 와 여러 화제를 넘나들며 상 와 우호적인 

감정을 생성하는 사회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 이상의 화 참여자 간 원

활한 상호작용 수행은 뛰어난 구어 문법 능력과도 상통한다. 이 외에도 부사어 ‘a

nyway, actually, really’를 발화 앞에 삽입하거나 ‘then’, ‘though’를 발화 말에 

사용하는 것도 어권 구어 문법의 특징으로 덧붙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구어 문법의 특징은 연구사에서 살핀 내용을 토 로 음운, 

어휘, 형태·통사, 담화로 별하여 살펴보자. 음운 차원에서는 발음의 편이성, 경

제성에 기인하여 변화, 탈락과 축약, 첨가가 일어난다. 어휘 차원에서는 강조 및 

과장 어휘가 쓰이고 구어 사용역에서만 쓰이는 특수 어휘가 추출된다. 또한 ‘이

러-’, ‘그러-’, ‘저러-’ 등 용어를 사용하여 모호성을 증 한다. 형태·통사 층위

에서도 반복, 생략, 추가, 삽입이 일어나며 도치가 추가적으로 실현된다. 인용의 

경우 인용 동사 ‘그래’, ‘이래’의 사용 및 ‘- /-재/-냬’ 등 축약된 사용이 두드러

진다. 이 밖에도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쓰임이 많고, 장형 부정보다 ‘안’, ‘못’

을 사용한 단형 부정이 선호된다. 담화 차원에서는 ‘아니’ 등을 사용해 자기 수

정이 많고 담화 표지, 맞장구, 감탄사, 간투사가 빈번하다. 또한 화제를 유지하

고, 바꾸고, 종결하기 위한 장치가 실현되며 하나의 발화를 둘 이상의 화자가 공

동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예시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층위 특징 예문

음
운 

변화
① 아까 보니까 비 그친 거 같드라고(←더라고).
② 가: 얼마에 판 거야?
   나: 몰라. 반값에 판 거 같애(←같아).

탈락과 축약
① 나 혼자 하긴(←하기는) 너무 많고.
② 서울대까진(←까지는) 얼마 걸리는데?
③ 그면(←그러면) 차라리 아예 종강하고 모이면 어때?

첨가 쪼끔(←조금) 더 찐한(←진한) 색이 잘 어울려.

어
휘

강조
가: 고민돼 죽겠어.
나: 휴학?
가: 어. 이번에 휴학다면 또 한 학기 리는데.

구어 특수
 

① 가: 26살인데 결혼했냐고 물어봤다고?
   나: 어. 만 26이었지, 그때가.
   가: 대박.
② 진짜 무서웠어, 진짜.
③ 가: 정부지원금 그래도 나름 열심히 써서 60 얼마 남았어. 
   나: 완전 많이 썼네.
④ 그때 사회생활이 이렇구나 되게 많이 느꼈어.

대용어 ① 좀 사다 놔야지. 물이랑 그런 거. 
② 거기서 치료받고 있던 사람인데 코로나 걸려 가지고 죽었어.

<표 II-5> 한국어 구어 문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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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담화 표지에 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견해에 따라 간투사, 맞장구, 감탄사를 포

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다 면 한 예시를 보이기 위해 각각을 구분하

형
태 ·
통
사

생략과 축약

① 가: (너는) 뭐(를) 마실래?
   나: 난(←나는) 아메리카노 (마실래).
   가: 넌(←너는) (뭐를 마실래)?
② 가: 던질까 말까 던져 던져 이런 거?
   나: 그게 언제적 건데.
   가: 그럼 나만 느린 걸로 (정리하자/마무리 짓자).
   나: 어, 너만.(웃음)

도치
아빠가 슈퍼맨처럼 보일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을 하니
까 잠잠해지더라고. 그러고 딱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디게(√되게) 
칭찬을 하는 거야, 나를. 

인용의 방식
① 내가 철학적인 의미에서 말한 거라고 그랬더니 웃기지도 마  
   이러는 거야.
② 가: 그랬더니 뭐래?
   나: 아예 생각을 못 했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가: A51이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재고가 없어, 지금. 
나: 아:: 인기가 많아, 그렇게?
가: 응 재고가 지금 없어 가지구(√가지고). 

반복, 추가, 
삽입 

가: 가격 인터넷이랑 가격 맞춰 달라고 해. 하이마트, 하이마트.
나: 기계만 사는 거 내가 말했잖아.

단형 부정 
선호

① 그러다가 처음으로 돈을 전혀, 전혀 안 생각하고 아들이 주는  
   카드로 시켜 먹어 봤다고 하시는 거야.  
② 가: 아침만 되면 여기가 쫙 펴지는데.
   나: 스트레이트야?
   가: 원래 아닌데, 머리 감으면 엄청 곱슬거렸는데 지금은 
      별로 안 곱슬곱슬해.

담
화

자기 수정 걔 거기 살잖아. 진주 아니 아니 전주.

담화 표지44)
① 내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거에  
   촉이 좀 좋은 편이거든?
② 있잖아, 왜 지난 번에 만났던 후배.

맞장구 가: 그래서 자꾸 GS슈퍼만 가게 돼.
나: 그러게. 나도 일단 지원금 쓸 수 있는 데 찾아보고.

감탄사
① 와, 오늘 너무 말 많이 한 거 같아.
② 가: 세계 지도 스크린 어때?
   나: 우오, 멋있다. 얼마야?

간투사 가: 많이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 아프지 않아?
나: 나? 그:: 나 엉덩이 쿠션 있잖아. 음:: 그래서 괜찮아. 

다른 
내용으로 
화제 전환

가: (기침)
나: 기침하니까 갑자기 생각 났는데 어제 우리 선생님이 누구랑 같  
    이 논문 쓰고 있냐고 물어봐서 너랑 같이 한다고 그랬거든.
가: 응.
나: 그랬더니 우리보고 코로나 운명 공동체라고 (하셨어).

공동 구성

① 가: 거기 지금 몇십명 쏟아져 나오던데.
   나: 그래? 개학.
   가: 연기 논의해야 할 것 같던데?
② 가: 내일 같이 갈래?
   나: 그래 같이 가자.
   가: 비만 안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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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어 문법의 범주와 층위

구어 문법의 범주는 크게 핵심 문법과 적용 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핵심 문

법은 소위 규범 문법에 터해 문법적 정확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법이다. 반면 

적용 문법은 적절성, 용인성에서 배태된 역이다. 여기서 ‘규범’은 어문 규정을 

준거로 하는 문법으로, 처방성을 전제로 한다. 이선웅(2014, 2020)은 규범을 문

법 기술의 ‘내용’과 ‘ 상’ 기준에 따라 구분하 다. 전자는 어문 규정, 언어 예

절,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 쓰기와 같은 규범적 문법 기술이고 후자는 모든 단

수(간혹 복수)의 규범적 언어 자료를 상으로 하는 문법 기술이라고 하 다.45) 

해당 연구에 따르면 규범은 자연적 규범성과 인위적 규범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위적 규범성은 핵심 문법 범주로, 자연적 규범성과 언어 관습적 표현은 적용 

문법 범주로 포괄한다. 두 범주를 음운, 어휘, 통사, 담화, 억양 순서로 살펴보자. 

구어에서 음운은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단위와는 달리 단위 스

스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학습자들에게는 니은 첨가, 자음군단순화, 된소

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리을 탈락,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한 지식

적 부분보다 음소 체계와 음절 구조, 표기와 발음이 연결되는 지점에 한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 가령, 연음 법칙을 배울 때46) 학습자들은 한국인의 인명의 발

음에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검찰총장 ‘윤석열’

의 사례를 보자. 성과 이름을 별개의 단어로 본다면 [기며나]로 발음할 수 있고, 

성과 이름을 한 단어로 이어서 발음한다면 [김녀나]로 발음할 수도 있다. 마찬

가지로 ‘윤석열’은 [윤서결], [윤성녈]로 발음된다. 규범에 가까운 표현은 성과 

이름을 연음하여 [기며나], [윤서결]로 발음하는 경우이다.47) 한국어 학습자는 

다. 여기서 담화 표지는 형태적 고정성이 높으며 명제와 명제 사이의 연결 기능을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투사는 명제 내용에 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담화 조직

을 위해 사용되는 삽입어이자, 채우기말이다. 감탄사는 본능적인 놀라움이나 느낌을 나

타내는 말, 맞장구 표현은 호응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되는 표현을 의미한다.  

45) 이선웅(2014, 2020)은 학교 문법과 규범 문법, 나아가 표준 문법 관계 설정을 면 히 고

찰하고 있어 한국어 문법 기술에 있어 참고가 된다. 본고는 ‘구어 문법’에 한 논의이므로 

적용 문법에 자연적 규범성과 언어 관습적 표현 두 층위를 모두 포함하 으나 한국어 교육

의 ‘표준 문법’을 기술하는 경우 두 층위는 별도의 기제로 작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46) 언어학에서 연음은 음절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음운 규칙이 아니다. 그

러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음운 규칙이 아

니지만 어느 발음 교육론에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하신 , 2018:410). 해당 연구

에서는 형태 음소적 표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컵이’를 [컵이]로 

발음하지 않고 [커비]로 발음하게 하려면 명시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 다. 

47) 국립국어원은 표준 발음법에 따르면 ‘ㄴ’ 음 첨가는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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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 규칙을 외우고 사례에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례를 듣고 스스로 언어 사

용 지식을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된다. 구어에서는 문법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형

태나 통사적 요소와 더불어 음성적·음운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음을 주지한다면 

한국인의 발음 중에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휘 층위의 구어 문법은 주로 사전 제작에서 효용 가치를 가진다. 구어 표제

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의미 변화가 일어나는 유형, 의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한 후 구어성 점수를 분석(안의정, 2009)하거나 사적 

화와 공적 화, 사적 독백과 공적 독백의 장면에서 어휘의 쓰임을 비교(서상

규, 2015, 2019)할 수 있다. 구어는 변화하는 언어의 모습이 문어보다 더 잘 반

되는 언어 역이며,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 문어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중 피동, 표기 차원까지 향을 

준 비표준적 쓰임이 적용 문법에 해당한다.

통사 차원에서는 먼저 구어성이 높은 조사 ‘하고, 이랑, 한테’나 ‘-지만, -어 

갖고/가지고’ 등 연결어미 실현이 해당된다. 아예 조사가 생략되기도 하며, 문장 

끝의 축약, 종결 구 반복, 어순 전위, 조각문, 부정 표현, 시제 교체, 주격 중출문 

등도 핵심 문법이라 볼 수 있다. 제약 준수 위반, 부적절한 결합은 적용 문법에 

해당한다. 가령 ‘왜 가만히 있어?’에 한 답으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서’라

고 답하는 경우를 보자. 연결어미 ‘-아서/어서’는 용언의 어간이나 ‘이다/아니

다’의 어간 뒤에 결합하므로 ‘-았/었-’, ‘-겠-’과 ‘-아서/어서’가 같이 쓰이는 표

현은 문법적으로는 옳지 않다. 따라서 ‘몰라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48) ‘이게 

뭐예요?’에 한 답으로 ‘(이거는) 연필이에요’ 혹은 청자에게 존 의 뜻을 나

타내는 보조사 ‘요’를 덧붙여 ‘연필요’가 적격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연필이요’

라고 쓰인 경우도 통사 차원의 적용 문법의 예시다. ‘이요’라는 종결 표현이 존

재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49)  

데, 인명에는 의미 경계가 없어 합성어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연’

과 ‘아’ 사이에, ‘석’과 ‘열’ 사이에 경계를 짓기 어려워 연음하여 발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발음 습관에 따라 [김녀나], [윤성녈]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고유명사의 발음은 등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구어 문법의 

관점에서 둘 다 가능하다고 보고 핵심 문법에 포함하 다.

48) 표준 국어 사전의 ‘말긋말긋’의 용례에서 ‘-겠-’과 ‘-어서’가 이어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올챙이는 무어라고 위로를 해야겠어서 말긋말긋 윤 직원 감의 눈치를 살

핍니다.≪채만식, 태평천하≫” 그러나 이 단 한 건이 인위적 규범성에 터할 근거가 

되지는 못하므로 자연적 규범성에 터한 적용 문법에 배치하 다.

49) 추가적으로 ‘이것은 말이요, 그것은 소요, 저것은 돼지이다(표준 국어 사전)’에서

의 ‘-요’는 연결어미의 쓰임이므로 본문의 ‘연필이요’와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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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차원에서는 순서 교  표현, 잘못된 발화 수정, 끼어들기, 상호작용, 말 시작

하기와 끝맺기, 비질문 의문문 등이 핵심 문법 범주다. 또한 과도한 ‘-시-’의 확장

적 쓰임,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와 같은 인사말 표현이 적용 문법에 해당한다.

끝으로 억양은 모든 범주와 관련할 수 있다. 문장에서의 억양을 보면, 화용적 

맥락에서 반어적인 의미로 “너도 참 ~단하다!”를 보자. 해당 발화에 억양과 

장단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감탄의 의미로 칭찬하는 것인지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파악이 어려워 문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인사 

중 하나인 “어디 가?”와 “어디가?”도 마찬가지이다.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것인

지 지나가면서 하는 인사인지 비분절적 요소가 결합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음운은 분절적 요소와 비분절적 요소로 나뉘는데 자음 모음 등은 분절적 자질이

고, 음의 높이, 크기, 길이, 음조 등은 비분절적 자질이다. 이렇게 문장의 물리적

인 세기, 지속 시간 등을 통해 인간에게 의미 있는 음높이, 크기, 길이 등이 달

라진다. 구어 문법의 연구 및 교육 상은 음성의 역까지 포함할 당위성을 갖

는 셈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핵심 문법 적용 문법
기
준

        ‣ 인위적 규범성
        ‣ 정확성, 적격성, 처방성

‣ 자연적 규범성, 부적절한 결합, 의도적인 
제약    준수 위반
‣ 적절성, 용인성, 수용성

분
류  항목 예시 항목 예시

음
운

니은 첨가, 축약, 구개
음화

김연아[기며나/김녀나], 
같이[가치], 부엌에[부
어케], 맞지요[맞죠] 

움라우트, 모
음축약, 어두
경음화, 조음 
위치 동화 

먹드라[√먹더라], 뻐스[√버스],
뻔데기[√번데기], 놔 도[√놔 둬], 
강기[√감기], 니가[√네가]

어
휘

구어 특수 어휘, 간투
사, 담화 표지, 접속부
사, 덩어리 표현

널널하다, 땜[때문], 암
튼, 
아니 그냥, 
되게, 
그니까, 
내 말이.

이중 피동, 
표기 차원에
서의 어휘 
변화

글씨가 쓰여져[√쓰여/써져] 있다, 
보여지다[√보인다],  
잊혀지다[√잊히다/잊어지다],
바램[√바람], 애기[√아기],
돌잔치 치뤘어요[√치렀어요], 
잠궈[√잠가] 줘,
손이 시려워[√시려],
어둠 속의 헤매이던[√헤매던] 너

통
사

구어 고빈도 조사와 연
결어미, 생략, 반복(잉
여), 조각문, 단형 부
정, 시제 교체, 주격 중
출문

병원 가, 병원.
(머리카락이) 안 곱슬
곱슬해. 
내가 커피가 좋아서 마
신 건데.

제약 준수 
위반,
부적절한 결
합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서[√몰라
서], A: 이거 뭐예요? B: 연필이
요[√연필요], 애기 아빠가 바빴어
서[√바빠서], 엄청 예쁘나 봐?[√
예쁜가 봐], 작나 봐[√작은가 봐], 
들어가실게요[√들어가세요]

담
화

순서 교대, 잘못된 발
화 수정, 끼어들기, 상
호작용, 말 시작하기와 
끝맺기, 비질문 의문문 

너 그 소식 들었어?, 
그치 않아?,
넌 어떻게 생각해?, 
더 대박인 게 뭔 줄 알아?

‘-시-’의 확
장적 쓰임, 
인사말

화장실은 저쪽이세요.[√저쪽이에
요]
(윗사람에게) 수고하세요.

<표 II-6> 구어 문법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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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어 문법의 범주를 핵심 문법과 적용 문법을 나누어 확인하 다. 

다음으로는 구어와 문어라는 연구 상을 기준으로 구어 문법의 층위를 제시하

고자 한다. 구어 문법 층위는 문어 문법과의 비교했을 때 세 가지로 별된다. 

첫째, 언어 사용역에 따라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의 실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

우(ㄱ), 둘째, 언어 표현은 같은데 의미와 가능이 전이·확 된 경우(ㄴ), 셋째, 구

어 상황에서만 특수하게 실현되는 경우(ㄷ)다. 세 층위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2] 구어 문법 층위

[ㄱ] 층위는 문어와 구어에서의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와 문법이 다른 경우

다. 가령 ‘와/과’로 이어주는 것이 구어에서는 ‘하고’, ‘(이)랑’으로 표현되거나 문어

에서 ‘-으므로’가 구어에서 ‘-(으)니까’, ‘-(으)니’로 표현되는 것이다. 어휘의 경우 

부사 ‘매일’보다 ‘맨날’이 구어에서 널리 쓰인다.50) 어는 구어에서 But, And, So

로 시작하는 문장이 많고 문어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However, Although, 

Moreover, Because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ㄴ] 층위는 관습적인 양식에 따른 

습관화된 어휘, 즉 담화 표지(뭐, 좀, 그래, 그냥, 막, 어디, 글쎄, 인제 등), 감탄사

(카, 어쩜, 크, 이야, 아이구, 어유, 글쎄, 어머나, 우와 등), 응답사(네, 어, 엉, 예, 

아, 아니, 그래 등), 주저어(음, 으흠, 그, 으, 헤, 거 등)51)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50) 구어 말뭉치에서 ‘맨날’이 ‘매일’보다 다음과 같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올림말 전체(정규화) 사적 화 공적 화 사적 독백 공적 독백

매일 61(76.4) 34(28) 6(7.8) 16(35.2) 5(5.4)

맨날 481(580.2) 319(63.0) 21(27.1) 123(270.7) 18(19.3)

   괄호 밖의 빈도수는 절  빈도수, 괄호 안의 빈도수는 정규화한 빈도수이다. 정규화 

빈도는 사적 화, 공적 화, 사적 독백, 공적 독백 말뭉치를 같은 크기가 되도록 하

여 조사할 경우의 빈도이다(서상규, 2015:23).

51) 감탄사는 표준 국어 사전에 따르면 ‘말하는 이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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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filler)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예컨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 전략 중에

서 자신의 의견과 반 되거나 언짢은 기분을 알리는 경우 ‘아니’로 발화를 시작한

다. “아니::, 걔는 왜 초 하냐고.”, “아니::, 그 상황에서 그걸 왜 묻냐고.”가 그 예

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아니’는 감탄사다. 표준 국어 사전의 뜻풀이 중에

서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에 해당하지만 쓰임이 

미묘하게 다르다. ‘좀’, ‘막’, ‘또’도 마찬가지이다. “아이고, 난 또 무슨 일이라고. 

별거 아니네.”에서 사용된 ‘또’는 ‘어떤 일이 거듭하여’ 혹은 ‘그 밖에 더’를 의미하

지 않고 ‘놀람이나 안도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다른 의미 기능을 갖는다.

[ㄷ] 층위는 구어에서만 나타나는 덩어리 표현, 맞장구, 순서 교 , 담화 표지, 

주저어, 부가어 등이 해당하는 층위다. 군더더기말 외에도 언어 변이, 중첩, 생략 

등이 포함된다. 먼저 덩어리 표현은 어 구어 문법 교육에서 살핀 바와 같이 

‘you know, I mean, kind of, sort of’ 등 구어에서 쓰이는 어휘 문법을 정리하여 

교재에서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더 박인 건 뭔지 알

아?’, ‘그거 뭐라 그러지?’, ‘있잖아’, ‘아니 그냥’ 등이 해당될 것이다.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인 ‘나?’, ‘저요?’ 역시 덩어리 표현의 일부이다. 아울러 ‘오래오래’, ‘많이

많이’, ‘너무너무’와 같은 반복 현상도 문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구어 문법 고유

의 층위다. 반복의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좀 앉을래?”에 한 답으로 “고터(고

속터미널) 가자, 고터.”라고 말하는 경우다. 이러한 중첩 표현뿐만이 아니라 구어

에서는 각 어휘만으로 쉽게 추론하기 어려운 선호적 사용이 드러나며 이러한 사용

은 일종의 연어(collocation)를 형성한다.52) 이현희(2014)에서도 지적했듯, 연어는 

화자의 언어 사용에서 선호적으로 공기하면서 하나의 단위처럼 사용된다. 

한편, 특수한 장면에서 관습화된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ㄷ] 층위다. 백화점 

및 시장에서의 판매 화, 병원 화, 미용실 화 등 장소에서 나타나는 관습화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말의 부류’로 감탄사 안에 기쁨 슬픔 등을 나타내는 감정 감탄

사, 답 인사와 같은 의지 감탄사(본문에서 ‘응답사’)뿐만 아니라 군말, 입버릇이나 

말 더듬거림(본문에서 ‘주저어’)을 모두 감탄사 안에 포함하여 보기도 한다. 주저어는 

부가어, 필러, 군더더기말로도 일컬어진다. 

52) 임근석(2010)에 따르면 연어는 어휘적 연어와 문법적 연어로 나뉜다. 어휘적 연어

는 어휘 요소 상호 간의 긴 한 통사 결합 구성으로 선택의 주체가 되는 어휘 요소

(연어핵)가 선택의 상이 되는 어휘 요소(연어변)를 선호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

고 문법적 연어는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 상호 간의 긴 한 통사적 결합 구성으로 선

택의 주체가 되는 어휘 요소(연어핵)가 선택의 상이 되는 문법 요소(연어변)를 선호

하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는 어휘적 연어 예가, ‘-ㄹ 수 있-’은 문법적 연어의 예

가 된다. 이러한 연어는 구어 문법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하나의 덩어리로 입력이 가

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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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표현, 자기소개, 면접, 발표 등 특정 상황에 기초한 덩어리 표현을 예로 들 

수 있다.53) 구어 상황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언어 형식들은 새롭게 생성되거나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암묵적 의사소통 규칙으로 쓰인다. 

이상으로 구어 문법의 층위를 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세 개로 나누어 살폈다. 

요컨  구어 문법 연구는 문어와 형식이 다른 것, 문어와 형식이 같지만 다르게 

기능하는 것, 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이후 논의에

서는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구어 문법에 

한 반성적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3)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의 관계

구어 문법에 한 반성적 고찰은 문어 문법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

할 수 있다.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이 근본적으로 다른가?’의 문제는 구어 문법

의 위치, 구어와 문어를 모두 아우르는 문법이 가능한지 여부와 더불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크게 여섯 가

지로 별할 수 있다. 지현숙(2010:310-312)은 ❶ 구어는 결코 문법으로 체계

화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 ❷ 문어 문법 속에 구어 문법을 포함하여 기술한 관

점, ❸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을 동일시하는 관점, ❹ 구어 문법이 독자적인 문

법 체계를 가진다고 보는 관점 네 가지를 제시하 다. 여기에 ❺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향한다는 관점, ❻ 문

어 문법이 구어 문법에 포함된다고 보고 기술하는 관점을 추가할 수 있다. 여섯 

가지 관점을 살피고 본고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먼저, ❶의 입장은 전통 문어 문법 연구자들에 의한 관점으로 현재는 그다지 

힘이 실린 논의는 아닌 듯하다. 문장과 문어만을 상으로 삼아 연구하는 전통 

53) 김현지(2018:122-142)에서 담화 상황에 따른 덩어리 표현을 제시하 다. 사적 전

화 화에서의 덩어리 표현으로 ‘여보세요, 그냥 그래, -면 안 되나?, 그러니까 내 말

이’가 있다. 공적 전화 화에서는 ‘여보세요, 잘 지내시죠,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

데,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가 유용한 표현이고, 진료 화에서는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시면, -세요, -지 마시구요, 숫자+일 치 드릴게요’가, 강의 담화는 

‘오늘은 -에 해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 그다음에 또, -을래요?, 

-는 거 아시죠?,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가 고빈도로 쓰인다. 구매 담화에서

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 많이 보시는 게, -한번 보여 주세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러시면은, 그럼 이 제품은요?, 그럼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등은 학습

자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표현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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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의 논의다. ❷는 구어 문법이 독립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지 않고 문어 문

법 중심의 기술에 구어를 부분적으로 포함된다고 본다. 초기의 구어 연구는 일

단 문어와의 비교를 통해 구어 연구의 외연을 넓혔는데 초기의 한국어 사전(국

립국어원, 2005; 백봉자, 2006)이 여기에 해당한다. ❸의 입장은 구어와 문어 

문법이 동일하지만 빈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어휘, 문형, 접속부

사, 조사, 어미 등 구어 말뭉치를 상으로 한 계량 언어학적 연구가 여기에 속

한다. 구어 문법 연구는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의 관계에 해 별도의 언급이 

없이 말뭉치 분석을 통해 어휘와 문법의 사용 양상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표면상의 사용 빈도 차이라고 간주되므로 ❸에 해당한다.54)

❹는 구어 문법의 독자성을 강조한 연구로 본고가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다. 목정수(1998)는 구어체에서 주격 조사 ‘가’와 

목적격 조사 ‘를’을 생략의 기제로 설명하는 것은 문어 문법의 관점이라며 조사

가 없는 것이 기본이고 조사가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화자가 담화적 효과를 노리

고 일부러 사용한 결과라고 언급하 다. ‘이/가’와 ‘을/를’이 담화에서 신정보, 선

택 지정, 강조 등과 같은 특별한 의미 기능을 가지지 않고 문법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때 주격 조사가 쉽게 생략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다면 

구어에서의 비어 있음 상태를 기본값으로 보는 것은 구어 문법의 독자성을 인정

하는 급진적인 관점이라 볼 수 있다. 지현숙(2006, 2009)은 문어 문법과의 차별

성을 분명히 하면서 구어 문법 그 자체의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 고, 홍종선

(2014) 역시 언어학 연구는 내적 질서와 이론에 충실한 문법을 체계화하는 작업

이 1차적이라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 언중들이 가능하면 쉽게 다가갈 수 있

는 문법 체계를 개발하여 중적인 문법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구어 문법과 함께 사용자 중심의 문법을 꾀하 다. 

신지 (2017)은 구어에서 운율의 문법적 기능과 준언어학적 양태 기능을 구분하

는 방법을 논하며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는 형태 표지와 운율 표지를 분리하지 

못한 문어 중심의 문법 설명이라고 보았다. 그 신 구어 자료의 직접 관찰을 

통해 한국어 어절 끝에 놓이는 기능 범주를 어절 끝에 분포할 수 있는 조사, 절

의 끝에 놓이는 절종결의 형태 표지들, 문의 끝에 분포하는 문종결의 형태 표지

들로 새롭게 분류하 다. 

54) ❸에는 다음 연구들이 해당된다. <조사 연속체(이승연, 2019a), 부사격 조사(이승연, 

2019b), -을게요(정연주, 2019), -시-(엄진숙, 2019), -지 뭐(김문기, 2018), 조사

(윤보은, 2018), -아서/어서(이 준, 2018), 겹목적어(서민정, 2018), 시간 어휘(김연

주, 2018), 은/는(한송화, 2017), -것 같다(차지현, 2016), 자기(정지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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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❺는 문법을 형태·통사에서 나아가 언어 전반의 규칙으로 넓게 보았을 때, 문

어 문법과 구어 문법은 큰 맥을 같이한다는 입장으로 배진  외(2013)가 표적

이다. 구본관 외(2015)의 한국어 문법 총론 목차를 예로 들면, 음운 체계, 음절, 

음운 현상( 치, 탈락, 첨가, 축약), 형태소, 단어, 단어 형성(합성어, 파생어, 한

자어 등)과 품사(명사, 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어미, 문장의 통사·정보 구조, 문장 성분(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

사어, 독립어), 문장 성분과 격(서술어의 자릿수, 논항, 의미역 등), 문장의 확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문장의 유형(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높임 표현(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  높임, 겸양 표현), 시제와 상, 양태, 피동

과 사동, 부정문 등은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를 해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나아가 의미론, 화용론, 텍스트 언어학, 어휘론의 바탕은 구어에서도 존재

하며 기존 문법서가 문어만을 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궁극적

으로 추구하는 바는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의 통합이다. 

❻은 구어 문법에 문어 문법이 속한다는 입장이다. ❷와 비되는 관점으로 

구어의 다양한 자료를 포괄하는 문법 기술의 하위에 문어 문법을 위치시킨다. 

전통적 개념의 문법 연구에서 담화·화용의 문법 연구를 더하면 구어 문법의 연

구가 된다는 입장이나 현재의 구어 문법 연구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❻의 관점은 문어 문법의 개념이 전통적 개념에서 좁은 의미로 한정된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문어가 구어에 속한다거나 구어가 문어에 속한다는 관점

은 둘 중 하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은 의

사소통 목적과 발화 환경, 사용 양상에 한 기술, 언어 형식 선택의 경향성이 

다른 것일 뿐, 둘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❸과 

같이 표면에서의 그 모습이 일부 다른 것일 뿐이라고 하기에는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의 출발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❺처럼 구어와 문어의 통합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화 문법 연구와 다를 바 없

게 되어 구어 문법의 학문적 정체성이 모호해진다. 현재 진행되는 담화 문법 연

구는 문장 문법과 비하여 다뤄지기보다는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 행

위이며 구어에서 일련의 발화들이 내적으로 맥락화된 것이고, 실제 상황에서 사

용되는 문장들의 연쇄체(박석준, 2010:473)”로 정의되면서 구어 문법과도 접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 김호정(2015)은 2000년  이후 담화 연구가 본격화되면

서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문법 분석 자료가 일상 화, 방송 화, 토론 등의 

다양한 담화 유형으로 역이 넓어졌다고 한 바 있다. 담화 문법이 기존의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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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과 별되는 구어 문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면 구어 문법의 정체성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담화 문법의 정체성은 문장 문법과 별되는 지점에

서, 구어 문법의 정체성은 문어 문법과 비되는 지점에서 명확하게 찾아야 한다. 

결국 본고는 ❹의 관점에 서 있다. 이를 토 로,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을 생

성 단위, 목표, 변칙적 사용에 한 입장, 자료체적 관점, 해석의 주체, 접근 방

식 총 여섯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은 

생성 단위가 다르다. 전자는 억양·의미·휴지 단위, 후자는 문장 단위이다. 체이프

(Chafe, 1994)에 따르면 “억양 단위란 하나의 윤곽에서 나타나는 발화의 길이(a 

stretch of speech occurring under a single coherent intonation contour)로 

화자의 의식에서 그 순간에 초점이 놓인 특별한 정보가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전 옥, 2003:244)” 해당 연구에서 언급한 화자의 ‘의식’은 청자의 ‘기억’과도 

맞닿아 있다. 화자가 의식에 떠오르는 로 이야기하고, 청자는 이를 선형적으로 

기억해 받아들인다. 또한 발화에서 호흡은 억양 단위의 또 다른 생성 기제이다. 

생리적으로 숨을 쉬어 가며 이야기하기 때문에 휴지와 더불어 주요 역할을 수행

한다. 이렇듯 서로 다른 생성 단위는 구어와 문어의 정보 제공 기본 단위가 다

르다는 것과도 연계된다. 한 번에 처리하는 정보의 양과 관련하여 구어에서는 

문어 문법 구어 문법

생성 단위 문장 단위 억양 단위

주목 지점
관념적, 고정적, 정적인 

지식을 선험적(先驗的)으로 
규칙화하기

경험적, 역동적, 동적인 지식을 
후험적(後驗的)으로 체계화하기

언어 변이 
바라보기 일탈, 예외로 간주 발화 산출 일련의 과정

연구에 
사용되는 예문

연구자가 만든 예문,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

구어 말뭉치에서 추출된 예문,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만든 

예문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음

해석 주체의 
무게중심 연구자 대화 참여자

접근 방식 해석론적 접근 표현론적 접근

<표 II-7>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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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와 같이 종결 표현이 쓰이지 않은 채 발화가 억양 단위 측면에서 종결되

었고, 자연스럽게 연구 상으로서 ‘조각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55) 그러나 

문어 문법에서는 여전히 생략 현상, 미완의 문장으로 처리한다. 구어 문법에서는 

뒷부분이 생략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문을 온전한 종결 표현으로 

바라본다. 또한 백승주(2016:17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어의 생산과 관련된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조절 단위(regulatory unit)’는 문어 문법이라는 필터에 의

해 신호가 아닌 ‘잡음’으로 판단되어 걸러진다.56) 억양 단위를 기준으로 하면 조

절 단위뿐 아니라 실질 단위(substantive unit) 파편 단위(fragmentary unit) 역

시 연구의 상이 될 수 있으며 자연스레 언어적 차원과 더불어 언어 행위

(speech action)의 분석, 수행적 차원의 분석에도 관심을 넓히게 된다. 

둘째, 목표 및 주목하는 바가 다르다. 구어 문법은 경험적, 동적인 지식을 후

험적(後驗的)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문어 문법은 관념적, 정적인 지

식을 선험적(先驗的)으로 규칙화,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어 문법은 실제 

사용상에서 나타나는 형태, 의미, 기능을 범주화하여 보이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규칙화’되어야 ‘문법’이라고 여기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

어 문법은 규칙화가 목적이 아니라 동적인 앎을 지향하는 언어화 및 문법화가 

주된 목적이므로 독자적이다. 

셋째, 변칙적 사용에 한 입장이 다르다. 구어 문법은 표면적인 사용 양상을 

고찰하고 규칙에서 벗어나는 언어 변이에도 주목하는 문법이다. 그러나 문어 문

법은 이를 규정에서 벗어난 것, 일탈(逸脫)로 간주한다. 구어 문법은 다양한 언

어 선택의 폭을 제공하므로 화자 간 변이, 화자 내 변이 모두에 주목한다. 구어

에서의 변이는 어떤 것의 일탈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화자가 현

장에서 ‘발화’57)를 생산해 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같은 한국어 공동체임에도 지

55) 한국인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연결어미 조각문 사용 양상 비교는 김풀잎(2016)을 

참고할 것.

56) 백승주(2016:174)는 문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어 교재 화문의 경우 실제 화

문보다 실질 단위가 높고 조절단위의 비율이 낮다고 주장한다. 교재의 화문이 자연

스럽지 않다고 느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교재의 화문에 실질 단위의 정보를 

조절하고 상호작용을 조율하는 조절 단위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며 표적인 

조절단위 예시로 담화 표지 ‘근데’를 들고 있다. 

57) 구어 문법은 문어 문법과 달리 분석의 단위를 ‘발화(發話)’로 본다. 발화란 화자가 

청자에게 의미· 의도를 전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이다. 학자에 따라 발화를 

넓은 의미로 보아 음성을 매체로 전달되면 ‘음성 발화’, 문자를 매체로 전달되면 ‘문

자 발화’로 보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표준 국어 사전의 정의인 <소리를 내

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언어 행위 또는 그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음의 연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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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시간, 사용역, 매체, 성별, 연령, 계층 등 다양한 매개변수(parameter)에 따

라 사용하는 구어가 다르며 구어 문법은 언어 규범, 언어 표준에만 머무르지 않

고 언어 사용을 다각도로 접근하고자 한다. 

넷째, 연구에 사용되는 예문은 자료체적 관점에서 다르다. 문어 문법은 언어가 

가지는 내적 구조와 규범을 머릿속에 내재해 있는 언어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언어 능력으로 ‘있을 법한 언어 형태’, 연구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만들어진 

예문도 연구 상이 되지만 구어 문법은 아니다. 상호작용에 기반한58) 자연 상

태에서 화 참여자에 의해 산출된 음성어가 예문으로 쓰인다.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셈이다. 따라서 문어 문법은 텍스트로 읽힐 수 있는 분절적 요소만이 

연구 역이 되는 반면, 구어 문법은 분절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분절적 요소까

지 포함하여 연구한다. 이에 따라 소리의 길이, 억양, 높이, 길이 크기 등 운율적 

측면을 아울러 화맥적 요소, 전략, 역할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섯째, 해석의 주체에게 놓인 무게중심이 다르다. 문어 문법은 ‘연구자’에게 무

게중심이 놓여 있어 연구자가 최상위의 존재로 해석의 중심이 된다. 반면, 구어 문

법은 화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가 해석의 중심에 위치한다. 화 참여자의 자율성

이 보장된 상태에서 서로 유 감을 형성하며 적절하게 반응한바, 화 참여자가 선

택한 음운, 형태, 문장의 기제와 생성 과정까지 고려되기 있기 때문이다. 무게중심

이 참여자에게 놓여 있다고 연구자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문어 문법의 연구자와 

역할 차이가 있을 뿐, 구어 문법의 연구자는 발화의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해 내고 역동성, 용인성, 선호성, 적절성에 기초한 체계화 작업을 해 나간다.

여섯째, 문어 문법의 접근 방식은 해석론적(semasiological) 접근 방식에 있

다. 문어 문법은 해당 문법 형태나 구성의 구조를 분석하고 각 성분의 문법적 

특성을 일반화하고 원리를 찾는다. 반면 구어 문법은 표현론적(onomasiology) 

접근 방식에서 기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어떤 의미가 기능이, 그것이 언어 변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일지라도, 언어로 형식화된 다양한 가능성을 관찰하며 형

성 과정과 기제를 밝히기 때문이다. 해석론적 접근과 표현론적 접근은 주로 단

어 형성 논의에서 쓰이나 전자가 구조주의적 인식론에, 후자가 경험주의적 인식

론에 바탕을 둔다는 점에서 문법 전반으로 확 하여 적용할 수 있다. 

터해 구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도를 전달하는 경우, 즉 ‘음성 발화’만을 발화로 칭한

다. 문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문자 발화’의 단위는 ‘문장’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58) 상호작용이 배제되었으나 구어인 경우(예: 연설, 강연), 또는 상호작용은 있으나 격

식적 상황인 경우(예: 토론)에 해서는 1.1.항 3) 구어의 매체와 관념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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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의 관계를 규명하고 본고의 관점은 구어 문법의 

독자성에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토 로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을 여섯 가지 기준

에 터하여 비교하 다. 구어 문법은 경험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언어의 동적인 

면에 집중함으로써 문법적 기제와 기능의 측면에서 문어의 그것과 다르게 실현

됨을 밝힌다. 따라서 연구 방법론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식론, 언어의 적절성과 

표준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4) 구어 문법의 위상 

다음으로 구어 문법의 현재 위치를 살피어 위상을 정립하겠다. 이를 위해 규

범 문법, 기술문법, 표준 문법에서의 구어 문법의 자리매김을 살핀 후, 유관 개

념인 장르 문법, 기능 문법, 담화 문법과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먼저, 구어 문법은 기술 문법에서 규범 문법으로, 이후 표준 문법으로 지위가 

변화된다. 문법은 크게 규범 문법(normative grammar)과 기술 문법(descriptive 

grammar)으로 나뉘고, 표준 문법은 기술 문법과 규범 문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

는 문법이다.59) 현재의 구어 문법은 모범으로 따를 만한 문법, ‘규범 문법’만큼 

공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60) 여기서 규범 문법이란 유럽 전반의 라틴

어 교육, 국의 전통적 문법 교육에서 사용된 개념으로 정오(正誤) 판별의 준거

를 제시하는 문법을 말한다. 정희창(2016:228)은 규범 문법이란 학교 문법, 표

준 사전 어문 규범에서 공통되는 내용으로 정의하며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표

준 국어 사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을 규범 문법의 범위로 정의하 다. 

59) 구본관 외(2015:25)는 규범 문법, 기술문법, 학문 문법, 설명 문법, 처방 문법, 실용 

문법, 표준 문법(standard grammar) 등에 해 논하 다. 규범 문법은 학교에서 가르

치는 문법이자 훈육의 수단으로 학교 문법(school grammar)이라고도 불리며, 언어 사

용자들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해 규칙을 설정하고 지키도록 한 문법으로 실용 문법 

또는 처방 문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술 문법은 언어에 내재된 질서, 규칙을 기술하는 

이론 중심의 문법으로 학문 문법(scientific grammar), 설명 문법(explanatory 

grammar)으로도 일컬어진다. 처방 문법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변이형들은 언

어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기술 문법은 그렇지 않으며 옳고 그른

가의 문제인 양자택일형 처방주의적 관념에서 벗어나 언어 현상을 있는 그 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교 문법(교육 문법)이 항상 규범 문법이라는 이

야기는 아니다. 최근 국어 교육계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의 교육관에 따라 지식은 고정

된 것이 아니며 살아 있는 유기체로 본다. 다양한 언어 실제를 학습자가 접할 뿐만 아

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고정된 체계로서의 문법보다 유연한 문법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60) 강제력에 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강제력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문제

가 발생한다는 의미의 강제성이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의 처방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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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교육적으로 약간의 강제성과 통제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언어생활에서 

지켜야 할 화법 전반을 다룬 표준 언어 예절(2011)61)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하

여 민현식(2003:24-25)에서는 글말의 규범62)과 입말의 규범이 있는데 입말의 

규범이 표준 언어 예절(그 당시 표준 화법 해설, 1992)밖에 연구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표준 언어 예절(2011:203)에서는 “‘건강하십시오’라고 흔히 말

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건강하다’는 형용사인데 형

용사는 명령문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로 명령형 문장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화용적 부분까지 

다루는 구어 문법에서는 형용사의 명령문을 비적격한 문장으로, 오류로 처리하

지 않는다. 그 신 학습자가 구어 소통의 상황에서 접하게 마주하는 언어 현

상으로 바라보고 적용 문법의 교수·학습 항목으로 위치시킨다. 언어 변화 현상에 

해 모어 화자에게 중적으로 공감을 얻고, 지속성을 가지는 문법 표현에 

해 학습자에게 성찰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규범 문법이라고 해서 항상 폐쇄적이고 고정된 것만은 아니다. ‘위로부터

의 변화’인 규범 문법도 꾸준히 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2014년부터 표준 국어 사전의 주요 보완 사항을 분기별로 수정하여 

누리집을 통해 알리고 있음을 들 수 있다. 또한 국어 생활 종합 상담실(전화/카카

오톡)이나 온라인 가나다에서 논의가 될 만한 사항을 모아 약 한 달에 한 번 내부 

연찬회(硏鑽會)를 열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반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63) 혹은 

61) 국립국어원은 2020년 3월 국민용 언어 예절 안내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발

간하 다. 가족 형태의 변화, 수평적 인간관계 추구 등 다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언

어 예절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 하여 2017년부터 한 실태 조사를 바

탕으로 발간하 다. 그동안 남녀 차별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던 호칭‧지칭어에 해 다양

한 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그간 언어 예절의 지침서 역할을 해 왔던 표준언어예절

(2011)의 개정판은 아니라고 하 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연구‧조사 자료 > 기타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호

칭과 지칭-국립국어원,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발간, 보도 자료 2020. 4. 2. 참고함.)  

62) 민현식(2003:25)에서는 규범에 해 논의하며 좁은 개념은 단어 차원에서의 바른 표기(맞

춤법, spelling) 문제만을 다룬 것, 넓은 개념은 바른 발음법, 바른 단어 사용법, 바른 문장 

작성법, 바른 화 능력, 바른 문체 구성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언급한 바 있다. 

63) 규범 문법을 논의하면서 ‘표준국어 사전’을 끌어 온 이유는 해당 사전이 ‘규범 사

전’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희창(2016:56)은 어문 규범이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문 

규범 해설서나 국어사전이 이용된다고 하 다. 특히 규범 사전의 경우 어문 규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규범을 직접 제정하고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서 편

찬한 규범 사전은 어문 규범의 중화 중심에 있다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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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규범성을 재규정하자는 논의도 있다. 주세형(2006)은, 국어 교육 논의기는 하

지만, 규범성 패러다임에서 창의적 언어 사용을 도외시하지 않기 위해 규범성을 [+

사회성]으로 재규정하 다. 그동안 오류로 처방했던 수많은 표현들에 해 ‘광범위

하게 일어나는 언어 변화의 한 단계로서 일어나는 오류’는 오류가 아니며 언중이 주

체적으로 용법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구어 문법 연구는 부분 학문적인 관심에서 이루어지며 있는 그 로의 의미

와 기능에 한 설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현재는 규범 문법보다 기술 문법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점차 관련 연구가 쌓여 구어 언어 사용역에서 쓰

인 문법 항목이 추출되고 이로 인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아간다면 후에 교육 

문법 하위 범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지위 변화 이후에도 기술 문

법의 측면과 규범 문법의 측면을 동시에 가짐은 자명하다. 끝으로, 표준 문법으

로의 구어 문법은 마지막 도착 지점이다. 표준 문법은 특정 시 , 특정 공간을 

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한국어 교육에서 구어 문법 연

구가 ‘태동기-성장기-성숙기’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성숙기’에 도달했을 때 추

구해야 하는 바이다.64)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어 문법 논의는 훗날 2020년 

전후에 존재하는 말의 형식과 변이에 한 선호에 한 보편적인 문법, 즉 표준 

문법으로 간주될 터이다. 국어교육에서의 표준 문법에 한 논의가 그러하듯 주

도하는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어 말충치를 구축하고 분석하는 기술 문법에 위치

한 구어 문법은 학문적 태동기에 해당된다. 그중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기

술하고 재분배하여 목록화하는 것은 태동기, 성장기에 거쳐 지속적으로 추구된

다. 교육 문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나 이후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모범

으로 따를 만한 문법으로 정비된 이후, 학문적 성숙기에 도달하 을 때, 표준 문

법으로서의 구어 문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한편, 교육 문법은 이론 문법의 연구에 기반을 두며 교사가 현장에서 한국어/국

어를 가르치기 위해 설계된 체계를 일컫는다. 교육의 목적에 따라 한국어 교육 문

법과 국어 교육 문법으로 나뉜다. 각각은 상에 따라 교수자 문법과 학습자 문

법, 혹은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으로 별된다. 주지하듯 국어 교육 문법은 모국

어 화자를 위한 문법이고, 한국어 교육 문법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64) 김풀잎(2020:138)은 구어 문법 연구의 동향을 살피며 2009년 이전까지가 ‘태동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장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현재는 양적인 팽창에 집중하

고 있지만 앞으로 독자적인 연구 분야를 꾸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가 ‘성숙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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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65) 교수자 문법은 교육하는 주체를 위한 문법 기술로 교육자 문법, 교사 문

법이라고도 불린다. 학습자 문법은 교육받는 상이 바로 적용하여 쓸 수 있는 문

법이다. 구어 문법은 국어 교육보다 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교수자를 상으로 하되, 일부가 추출되어 학습자 문법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양식(Mode)의 차이에서 비롯된 교육 문법의 두 축은 구어 문법과 문어 문

법이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2017)에서는 양식에 한 인지와 구분

을 3급에서부터 요구하고 있으며66) 표현성, 격식성의 차이와 발화 장면에 따른 

코드 스위칭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학습자에게 필수적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구어 문법과 함께 논의되는 장르 문법, 담화 문법, 기능 문법에 해 

살펴보겠다. 해당 개념들은 언어를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인 사용역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용역을 규정하는 부분 연구에서는 할리데이의 장(field), 주

체(tenor), 양식(mode)개념을 사용한다. 할리데이(Halliday, 1991)에 따르면 ‘장’

은 입력은 주제에 따라 구분하며 언어활동 중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

나는지 주목하는 차원이다. 특히 상 적으로 언어활동 중 교감적 언어 사용의 

범위가 큰 것을 고려하면 기술적인 언어 사용보다 기술적이지 않은 언어 사용이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관념적 (ideational) 의미 

65) 오경숙(2018:75)은 국어 교육 문법과 한국어 교육 문법을 상, 목표, 내용, 방법에

서 변별적이라고 하 다. 전자는 한국어에 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 후자는 한국어에 

직관을 갖지 않은 사람을 상으로 한다. 전자는 교양 있고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후자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는 것에 목

표를 둔다. 전자는 언어와 국어에 한 지식을 내용으로 삼으나, 후자는 한국어 문장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형식들과 그 용법을 내용으로 삼는다. 전자는 스스로 탐

구하는 방법, 후자는 문법 항목 사용으로 의사소통 과제 해결을 교육 방법으로 삼는

다. 또한 해당 연구는 문법 기술 목적이 문법 전반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것인지, 아

니면 문법 항목의 구체적 용법 이해를 위한 것인지를 변수로 문법을 유형화하 다. 

자세한 내용은 오경숙(2018)을 참고할 것.  

66) 3급의 목표: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어느 

정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부분의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4급의 목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

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

신의 관심 분야에 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

다.(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2017:240,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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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과도 관련한다. ‘주체’는 참여자들 간 관계에 의한 언어 사용의 방식, 즉  일

상 화, 사적인 화, 공손한(deferential) 화 등과 같이 섬세하고 다양한 담

화 범위에서 어떤 종류의 언어를 사용할지 결정한다. 반말, 존댓말 등 화계

(speech level)와 관련한다는 점에서 인적(interpersonal) 의미 생성과 응된

다. ‘양식’은 언어활동 과정에서 수단 또는 방식을 표시하며 언어가 하는 역할로

서 어떤 기능이 진행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본고에서 가장 주목하는 문어와 

구어가 해당되며 같은 구어라도 언어활동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같은 문학 

작품도 그 내용과 장르에 따라 특징이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텍스트적(textual) 

의미 생성에 응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  관념적 의미는 담화 진행에 있어 내용을 언어화하는 데 요청되는 지식

이고, 인적 의미는 청자에 한 태도를 언어화하는 데, 마지막으로 텍스트적 의

미는 담화에서 사용된 언어의 역할을 언어화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실현되는 의

미 기능이다. 이와 더불어 사용역67)에 따라 적절하게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화 의도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전문성 여부,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담화 주

체 관계, 담화 양식 선택이 선결된다. 이러한 생각은 바이버 외(Biber et al, 

2009)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해당 연구는 [그림 Ⅱ-3]에서 볼 수 있듯, 상황 맥

락(The Situational Context of use-including communicative purposes)과 언어 

분석(Linguistic analysis of the words and structures that commonly occur), 

그리고 기능(function) 세 가지를 사용역 분석의 구성 요소로 설정하 다. 

[그림 Ⅱ-3] 사용역 분석의 구성 요소(Biber et al, 2009:6)

67) 언어 사용역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사용상의 차이에 따른 언어 변이로 정

의된다(Halliday, 1985). 이때 사회적 상황이란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발

생하는 언어 사용 상황으로 설명된다(Ferguson, 1994). 이러한 견지에서 언어 사용

역은 보다 엄 한 의미에서 범위(domain), 부호 체계(code)또는 가장 빈번하게 문체

(style)나 장르(genre)라는 용어와 구분되기도 한다(Stern, 1983; Ferguson, 1994). 

그러나 강범모(2002:4)에서와 같이 언어 사용역과 장르 모두 언어 사용 상황의 다양

성이라는 면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용어를 유사 또는 동의어로 보는 경우

도 있다(김호정, 2015:137에서 재인용). 본고는 바이버 외(2009)의 정의를 따라 사용

역을 언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이 현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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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상황 맥락에는 참여자, 참여자 간의 관계, 채널, 산출과 수용 

환경, 시공간적 배경, 의사소통 목적, 주제가 포함된다. 오른쪽 원인 언어적 특질

에는 전형적인 어휘적 특성과 문법적 특성이 해당된다. 양쪽 화살표는 이 둘을 

연결하는 구성 요소로, 사용역과 장르를 구분하는 지점이 되기도 한다. 사용역에

서 자질이 중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장르는 관습적으로 예

측되는 형식이지만 항상 기능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68) 

주세형 외(2007:16)는 장르란 결과물이나 텍스트 유형이라기보다는 묘사하기, 

설명하기, 지시하기, 주장하기, 서사하기 등과 같은 일반적 과정의 핵심 집합으

로 정의하 다. 산물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장르를 가르치는 것을 주장한 

셈이다. 이때의 장르 문법은 다음 [그림 Ⅱ-4]와 같이 사용역을 둘러싼 더 큰 

범위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구어 문법은 개인에 의해 산출되는 구어가 모여 

사회적 과정으로서 구조, 얼개를 거쳐 사회적 맥락에 놓여 사회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장르 문법과 접점이 있다. 

[그림 Ⅱ-4] 장르 모델(Derewianka, B., 1990:14)

 

담화 문법과 구어 문법과의 관계 정의는 간단하지 않다. 담화에 한 정의가 선

행되어야 하는데, 관점에 따라 담화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담화 문법

은 텍스트 문법과 함께 동일시되기도 하고, 담화가 텍스트의 상위 개념으로 보거나 

68) 바이버 외(Biber et al, 2009:2)는 텍스트 초점, 언어적 특징, 언어적 특징의 분포, 해석 

네 가지 측면에서 사용역(register), 장르(genre), 문체(style)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특성 사용역 장르 문체

텍스트 
초점 발췌된 텍스트 완결된 텍스트 발췌된 텍스트

언어적 
특성 어휘 문법적 자질 특정 표현, 수사 구조, 형식 어휘 문법적 자질

언어적 
특성 분포

다양한 텍스트에서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

보편적으로 텍스트의 특정한 
위치에서 일회적으로 발생

다양한 텍스트에서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

해석 사용역에서 자질이 중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제공

자질이 관습적으로 예측되는 
형식이나 항상 기능적인 것은 아님

자질이 직접적으로 기능적이지 않으며 
심미적으로 가치가 있어 선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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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 담화를 텍스트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또 서로 상보 관계를 이

루는 것으로 담화는 구어를, 텍스트는 문어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여기기도 한다. 

담화를 문어와 구어의 통합으로 바라보고 텍스트 문법을 문어만을 상으로 한다

면, 구어 문법과 텍스트 문법이 상보적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텍스

트 문법은 문어로만 한정되지 않고, 상술한 장르, 사용역 관계와 함께 논의된다.69) 

끝으로 기능(function) 문법은 지시, 권유, 요청, 조언, 금지, 허용 등 화행 의

미에서 사용되는 표현과의 관계에 주목한다. 예컨  ‘-자’라는 언어 형식과 언어 

사용 관점에서 ‘청유’라는 기능을 연결 짓는 관점이다. 하나의 기능을 나타내는 

언어 형식은 여러 구조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자’ 외에도 ‘-을까요’, ‘-지 않을

래요?’ 등을 함께 살핀다. 문맥에 따라 파악해야 하므로 맥락 의존도가 높고 담

화 분석을 전제로 한다는 점, 화 참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에 보다 관심

을 가진다는 점이 구어 문법과 공통적이다. 그러나 구어 문법은 기능과 언어 형

태에 한 분석에서 나아가 협력적인 상호작용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언어 변이 

등 관심의 상이 넓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어 문법이 구어 맥락과 발화의 결합

에 한 선택 원리와 과정의 문법이라면, 장르 문법은 사회적으로 인지된 언어 

사용 방식에 관한 문법이다. 또한 담화 문법은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에서 응집

성, 응결성을 갖춤으로써 언어를 관련성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는 문법

이다. 끝으로 기능 문법은 인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피는 문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5) 구어 문법의 준거
구어 문법에 관한 이론적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구어 문법의 개념적 준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변이성, 수의성, 화·청자 중심성 세 가지를 제안

69) ‘담화 문법’과 ‘구어 문법’ 연구는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르며 각 분야의 동

향 분석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진다. 담화 문법과 구어 문법은 겹치는 지점이 있으나 구

어 문법 연구는 화 분석 방법을 전제로 한 이야기 구술 능력, 청자 발화 교육을 포

함하는 ‘말하기 교육’ 분야와 ‘발음 및 억양’ 분야와 더불어 ‘구어성 측정’ 연구물이 축

적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담화 차원의 연구에서 연구 상은 담화 문법과는 달

리 순수 구어만을 상으로 하거나, 구어 담화와 문어 텍스트 전체를 분석하더라도 이 

둘의 ‘비교’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는 구어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

서 특징적이다. 또한 구어 문법과 담화 문법은 어휘나 문법 요소를 담화 화용적으로 

의미를 해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구어를 상으로 하기에 음성적 요소, 비언어적 

요소라는 변수가 의미 해석에 추가적이라는 점에서 변별적이다(김풀잎,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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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어 문법에 한 논의를 구체화, 명료화하고자 한다. 변이성이 잘 드러날

수록, 수의성이 높을수록, 화·청자 중심성에 가까울수록 구어 문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이성에서는 음운, 어휘, 문장, 담화에서의 변칙적 사용을 살핀다. 수

의성에서는 선택으로서의 문법이 발현되는 모습을, 화·청자 중심성은 화 참여

자의 역할에 따라 구어의 어휘와 종결 표현이 달라지는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가) 변이성: 변칙적 사용

첫 번째 준거는 언어의 변이성이다. 비규범의 역에 속하는 언어의 변칙적 

사용이 많을수록, 구어 문법의 역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구어 문법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 언어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전제이나, 규범 문법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부터 시작하

여 한국어 교재에 얼마나 반 할 것인지, 규범 문법과 상치되는 부분에 있어 어

떻게 교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는 논란이 있다. 특히, 구어에는 음운론적·형

태론적·의미론적 변이형이 존재하고, 이 중에는 규범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많

다. 구어 문법 언어관에서는 이러한 변칙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언어 교육의 자

기장(磁氣場)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본다. 비규범형과 규범형이 둘 다 더불어 

쓰일 때 널리 쓰이는 비규범형이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가능

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어에서 사용되는 표현은 어문 규범과의 경계

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비규범형은 아니다.70) 이에 해 정희창

(2019:50)은 규범적인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문법의 성격과 기준이 규범

을 판단하는 데 적합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규범을 판정할 때 문법적인 기

준에 따르는 방법론이 규범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정해야 한다고 하 다. 

결국, 구어 문법의 관점에서 규범과 언어 변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교육에서 변

칙적 사용이 의미하는 바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음운 차원, 어휘 차원, 

문장 차원, 담화 차원으로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다.

첫째, 음운 차원에서의 언어 변이(variants)71)를 살펴보자. 음성 변이의 내적 

70) 표준 국어 사전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어미 ‘-길래’는 <‘-기에’를 구어적으

로 이르는 말>로 등재되어 있고, 조사 ‘한테’는 <‘에게’보다 더 구어적이다>가 명시되어 있

다.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하고’ 역시 <(구어체

로)>가 앞에 전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구어체적 표현 외에 속된 표현도 표준어다. 가

령 ‘까먹다’의 경우 <(속되게) 어떤 사실이나 내용 따위를 잊어버리다>로 등재되어 있다.

71) 언어 변이(變異)와 변화(變化)는 다르다. 언어 변이는 동일한 언어 공동체 내 화자들

의 사회적 지리적 변인과 언어 사용의 상황 맥락적 변인에 따라 언어 사용 양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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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성격은 라보프(Labov, 2001)에 따르면 최소 노력의 원리, 유추와 출현 

빈도 수의 효과, 체계 내부에서의 균형 유지, 투명성이나 단순성의 극 화, 규칙 

적용의 최 화, 언어 제약의 재배치를 통한 학습 노력의 경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음운 차원에서의 변이는 발음 노력의 경제성을 지향하는 다양한 유형의 결

합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언중에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을 가르칠지, 잘 안 쓰

이더라도 규범이 되는 내용을 가르칠지 고민이 존재한다. 음성·음운 변화에 따른 

문법적 변이 중에서 사전에 있는 발음으로 가르치기 애매한 표적인 예가 ‘네

가 먼저 해’에 나타나는 ‘네’이다. ‘네’는 ‘너’에 주격 조사 ‘가’나 보격 조사 ‘가’

가 붙을 때의 형태로 보통 ‘니’로 발음되지만, 표준 발음은 여전히 [네]이다. 예

전에 ‘효과(效果)’는 [효ː과]로, ‘관건(關鍵)’은 [관건]으로, ‘김밥’은 [김밥]으로

만 발음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다. 물론 현재는 발음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여 [효ː꽈], [관껀], [김ː빱]도 맞는 발음으로 인정

되었다. [니]도 [네]와 함께 현실 발음으로 인정되면 복수 발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현희(2014:54)에서는 2인칭 명사 ‘네’가 구어에서 [니]로 나타나는 것

에 해 “‘니’는 ‘네’와 같은 자리에 나타난다. ‘네’와 견주어 ‘니’ 역시 ‘네’와 구

분되는 형식(form 또는 sound)을 가지며 2인칭 명사로 의미(meaning)와 기능

을 가진다. 그러므로 일단 ‘니’에 해 개별 형태로서의 자격을 줄 수 있겠다.”라

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태린(2010:192)은 발음이나 형

태, 표기에 관련한 언어 규범은 법적 강제력의 정도가 매우 높아서 법령의 수준

에 육박할 수 있으나 담화(텍스트)와 관련한 언어 규범은 법적 강제력의 정도가 

낮아서 일종의 관습과 같은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법적 강제력의 정

도와 언어 규범의 발현 형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현 형식 약 ←        법적 강제력의 정도          →   강
1 (관습) 2 3 4 5 6 7 (법령)

발음
형태(표기)

어휘
문법

담화(텍스트)

<표 II-8> 법적 강제력 정도와 언어 규범 발현 형식과의 관계(조태린, 2010:192)

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언어 변화는 언어의 탄생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나는 

통시적 현상인 데 반해 언어 변이는 동일한 시점에서 화자의 사회적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언어 사용의 양상이 달라지는 공시적 현상이다.(한국어교육학사전,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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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언어의 발음과 표기에 관해 살펴보자. 양성 모음의 음성 모음화72), 어두 

경음화 등이 자주 보인다. 언어 변이를 보여 주는 부분으로 종결어미화된 연결

어미 ‘-려고’를 ‘-ㄹ려고’, ‘-ㄹ라구’로, ‘-고’를 ‘-구’로 발음하는 것이 표적 예

이다. 상 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렇지요/그쵸’의 경우, 구어에서 ‘그렇죠/그죠/끄

쵸/끄죠?’의 형태로 발현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때 규범은 어휘 변이형 간의 

위계를 세워 가장 상위에 위치할 형태, 즉 ‘그렇죠/그쵸’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다. 여기서 강제한다는 것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 막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

터뷰에서 ‘끄쵸?’라고 말하더라도 표기법을 준수해야 하는 뉴스의 자막은 ‘그쵸?’

로 표기되는 것을 말한다. 즉, 정서법상 하나의 형태가 선택되는 것으로 옳고 그

름, 맞고 틀림의 이분법이 존재한다. 발음 변이는 표기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 

(1)은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매년 발행하는 KBS 국어 자문단 사업 보

고서(2019:21-22)에서 발췌한 것이다. 기자가 쓴 화살표 왼쪽 내용을 보면, 구

어의 향으로 표기까지 잘못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교정의 상으로 바라본 언어 변이가 구어 문법

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런 변이에 한 이해와 분석은 한국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방향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언어 규범의 변동에 설복(說伏)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유의미한 교수·학습 내용이 될 수 있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일정한 원리를 유지

하려는 구심력(求心力)과 그러한 원리에서 벗어나려는 원심력(遠心力)의 장력에 

72) 이현희(2014:60)는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오→우 계열의 변이형을 선택적

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 원래의 형태에 비해 문법적인 기능, 의미에 변화가 거의 없

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둘의 관계를 자유변이 관계로 정리하고, ‘-두, -구, -다구’ 등

을 구어성 형태로 설정하 다.

(1) ⦁소지품 검사 한다면서 가방 안 물건을 쏟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 하더
라고요. ※ 어미 ‘-구’ 형태는 현대국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로 표기하고 
발음도 [고]로 합니다. 

⦁선체에 관한 조사는 많은 부분 됐구요. → 됐고요. 
※ 일부 어미에서 ‘-고요[고요]’를 [구요]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으나 [고요]로 발

음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이며, 표기 또한 그에 따라야 합니다. 어미 ‘-구’ 형태는 
현대 국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벽을 뚫을려고 갔어요. 내일 시위 때 넘을려고요. → 뚫으려고, 넘으려고요. 
※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

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으려고’가 규범 표기입니다. ‘-을려고’는 ‘-으
려고’의 잘못된 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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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운용되는 것(구본관・신명선, 2011:285)”이다. 원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구심력은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 규범, 말하자면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포함한다. 하나의 규범을 인위적으로 세우려는 

것은 매우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전통, 자본, 사회 계층 등에 향을 받는다. 

반면 원심력은 원의 바깥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힘으로 해당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어 변화의 방식, 방향과 관련하여 구심력과 힘겨루기를 한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김밥]만이 표준 발음이었을 때 외국인 학습자에게 

‘[김빱]이 아니라 [김밥]으로 발음해야 맞는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가 점차 [김빱]으로 많이 쓰자 2016년 10월에 [김ː밥/김ː

빱] 복수로 인정되었고, 이제는 ‘둘 다 맞는다’, ‘그중 [김빱]이 더 널리 쓰인다’

로 교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밖을 향하는 원심력의 예시로 먼 미래에 ‘애기[√아

기] 귀엽다!’에서의 [아기/애기]가 복수 발음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원의 바깥

으로 나아가려는 힘인 원심력은 실생활에서 이렇듯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계이다. 의미 변화, 구어에서 용법이 확 된 경우 복

수 인정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행위의 주체, 발화 주제와 화제에 따라 언

어 표현이 선택되는 것을 발화 상황 맥락이라고 볼 때, 역사적 사회적 상황, 가

치와 신념, 이데올로기 등을 포함하는 맥락은 발화 상황 맥락보다 큰 개념이다. 

구어 문법과 규범의 관계를 상술한 원의 두 장력과 함께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통사 차원의 변이성을 살펴보자. 문법 패턴의 변이는 통사론적 패턴 변

이를 포함한다. (2ㄱ)과 같이 의문문 간접 인용 어미 ‘–느냐고/으냐고/냐고’의 문

제를 보자. 동사 어간, 있다/없다의 어간, 어미 ‘-았/었-’, ‘-겠-’ 다음에는 ‘-느

냐고’가 붙고 ‘ㄹ’을 제외한 받침으로 끝난 형용사 어간 뒤에는 ‘-으냐고’가 붙는

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동사 어간 뒤에서는 ‘-느냐고’, 받침으로 끝난 형용사 어

[그림 Ⅱ-5] 구어 문법과 규범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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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뒤에서는 ‘-으냐고’, 모음으로 끝난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냐고’를 사용하

다. 그러나 ‘먹느냐고’ 신 ‘먹냐고’, ‘추우냐고’ 신 ‘춥냐고’라고 사용하는 빈

도가 높아지면서73) 2015년 제4차 표준 국어 사전 정보 보완 심의회에서 ‘-냐

고’의 정보가 ‘해라할 자리에 쓰여,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변경되었다. 다

시 말해 ‘-냐’는 현  구어에서 ‘이다’ 및 모든 용언에 결합할 수 있어 형용사 

‘좋다’는 ‘좋으냐’, ‘좋냐’ 모두 활용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한국어 교재 중에는 2015년 개정 전 정보에 따라 분리하여 제시되어 있거

나 한국인은 ‘좋으냐/자냐고’와 같이 ‘-냐’를 많이 쓰지만 학습자들은 시험에서 

감점 우려가 있으니 ‘좋으냐고/자느냐고’로 써야 한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의미의 규범성에 기 더라도 맞지 않은 교수로, 둘 다 

맞는 것으로 교수되어야 한다.

(2ㄴ)은 형용사의 명령형이다. ‘행복하다’, ‘건강하다’와 같이 상 방의 의지로 

변화가 가능한 성질인 형용사와 주로 함께 쓰인다. (2ㄷ)은 ‘들어가세요’, ‘들어가

십시오’처럼 직접 요청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요청한다. ‘-ㄹ게요’는 말할이의 약속

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 1인칭 주어와 쓰이므로 다른 사람의 의지와 결심을 

제3자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또한 ‘-시-’는 명령의 상이자 주어인 

2인칭과 호응하여 주어 높임을 나타내므로 통사적 주어는 2인칭인데 ‘-ㄹ게’는 1

인칭 주어와 호응하므로 통사적으로도 충돌된다. 그러나 청자가 명령으로 최 한 

느끼지 않게 하며 ‘들어가실래요?’처럼 청자 반응 요구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시

-’와 ‘-ㄹ게’의 결합을 비문으로만 처리할 수는 없다. 나아가 직업의 분화와 계층

화, 고객과의 갑을 문화, 과도한 서비스 문화에서 문화적인 측면과도 연결된다. 

73) 김현숙(2011:36)은 충남 학교 학생 104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 는데 ‘좋

아하느냐고’를 선택한 응답자는 0%, 좋아하냐고를 선택한 응답자는 81.7%, 숙제했냐

고는 89.4%, 숙제했느냐고는 0%, 춥냐고는 92.3%, 추우냐고는 0%를 선택하여 한국

인 학생들이 선행 어간 환경에 따른 어미 ‘-으냐고’, ‘-느냐고’, ‘-았/었느냐고’, ‘-

겠느냐고’의 형태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냐고’를 통용해서 사용한다고 하 다. 이

에 더하여, 김현숙(2011:41)은 모국어 화자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문법 내용을 외국

인 학습자에게 강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하 다. 

(2) ㄱ. 시드니 날씨도 춥냐고/추우냐고 물어봤어요.
ㄴ. 민희야, 행복해라.
ㄷ. (병원에서) 김풀잎 님, 들어가실게요.
ㄹ. 제가 원래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었어서

처음엔 뮤지컬 배우는 곳을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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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ㄹ)에 해 문어 문법 교육이 ‘학생이었어서’를 밑줄 치고 ‘학생이어서’로 교

체하여 정답을 적어 준다면, 구어 문법은 그렇지 않다. 시제 선어말 어미와 ‘-어

서’가 함께 쓰 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발화시보다 과거임을 강조, 현재와

의 단절을 전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 선행절의 시제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드러났다면 이 또한 교육적 내용이 될 수 있다. 본고가 지향하

는 문법관은 이해 역에서 ‘학생이었어서’를 노출하고 사용 이유를 유추해 보는 

것이다. 이는 ‘-었-’과 ‘-어서’를 배운 직후가 아닌 고급 이상의 학습자에게 해

당될 것이다. 문법적으로 옳지 않았음에도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이유를 유추하

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직된 문법 지식을 유연화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다음 번에 다른 맥락 속 비슷한 성격의 문장을 마주하 을 때, 한국어 

학습자 역시 문법적 감식안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 

셋째, 어휘 차원에서의 변이성을 살펴보자. 김풀잎(2017)은 어휘 단위의 변이

로 부사성 강화, 의미 확장, 신종 중첩어에 한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인식 정

도를 보았다. 여기서 ‘완전 맛있어’와 같은 ‘완전’의 확장적 쓰임, ‘매력이 터진

다’에서의 ‘터지다’는 의미 확장, ‘여자여자하다’, ‘부끄부끄하다’, ‘아기아기하다’

는 신종 중첩어의 예시이다. 민현식(2015:118-119)은 한국어의 변화를 발음의 

변화, 형태와 어휘의 변화, 문장(통사)의 변화, 의미의 변화로 나누어 살피면서 

단어 의미의 변화에는 확장, 축소, 전이가 있다고 하 다. 구어에서 쓰이는 의미 

변화는 이 중 ‘확장’에 해당된다.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던 것이 일반인의 집필 참여와 뜻풀이 수정이 가능한 

<우리말샘>에 등재되는 사례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

나다 답변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원심력의 작용으로 답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폭풍 다이어트’에서 ‘폭풍’은 요즘 텔레비전이나 20-30  한국어 모어 화

자에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그러나 (3ㄱ)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가나다의 

답변은 규범에 근거하여 알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후 표준국어 사전에서 우리말샘으로 무게중심이 기울면서, 폭풍은 ‘가창력, 

감동, 감량, 공감, 관심, 기 , 눈물, 웃음, 데이트, 배려, 비난, 성장, 식욕’ 등과 

쓰여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세차게 이루어지는’이라는 뜻으로 등재되었다. 사

전에 등재된 것을 규범성 획득으로 본다면, 확장된 의미가 일종의 규범적인 성격

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력이 터지다’의 ‘터지다’도 ‘어떤 일이나 기운이 

극에 달할 정도로 강하게 일어나다.’로 2016년에 올랐고 ‘완전 맛있어’의 ‘완전’ 

역시 ‘(구어적으로)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로 2017년에 등재되었다. (3ㄹ)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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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칭찬해’의 경우 ‘아주’가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로’를 의미할 때, 

결합 조건은 사전에 따르면 ‘형용사 또는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일부 동사나 명

사, 부사 앞에’이다. ‘아주 예뻐’와 같이 형용사로는 가능하나 동사와 함께 쓰일 

경우 ‘아주 많이 칭찬해’처럼 ‘아주’와 ‘칭찬’ 사이 다른 단어를 필요로 한다.74) 

문어로서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텔레비전 자막이나 일상에서는 자연스럽

다. 이는 단지 구어 문법의 특성상 용인되는 범위가 넓고 엄격하지 않음 때문이 

아니라, 화자가 언어를 사용할 때 분명한 표현 의도를 가지고 특정 어휘/문법으

로 실현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ㄴ)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얼

음이 다 녹은 것을 보며 “커피가 식어서 맛이 없겠다, 차가워야 맛있지.”에서의 

‘식다’도 지금은 언어생활을 보여 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나, 그 쓰임이 확 되면 

우리말샘에 등재되어 이전보다는 원의 중심에 가깝게 위치할 것으로 추측된다.

74) (3ㄹ)은 2019. 12. 6. 김0연의 질문에 한 답변이다. 같은 질문에 해 2020.1.8. 

엄0연의 질문에 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 다. [<질문> '아주 칭찬해'라고 많이 쓰던

데 부사 '아주'가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와 호응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사가 동사

를 수식하는 구성은 문법적으로 자연스러우며, '아주'라는 표현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

로 풀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주 칭찬해'를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라고 단정하

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표준 국어 사전에 따르면 '아주'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로'를 뜻하며, 이때의 '아주'는 형용사나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일부 동사 

등을 꾸밉니다. 그런데 '칭찬하다'는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다'

의 의미로,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

아주 칭찬해'라는 표현을 완전히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연스

럽지는 않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다’라는 통해 점차 문법적 기준과 규범적 기

준을 별도로 보고, 기술적 측면에서 구어 생활에 근착(根着)하기 위한 포용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답변의 시간의 차이가 오래지 않음(1달)을 보

았을 때, 답변을 다는 사람에 따라 원의 중심에 얼마나 가까운 기준을 가지고 답변하

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가능한 표현인지’, ‘규범에 

맞는 표현인지’ 등에 한 정립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3)
ㄱ. <질문>(작성자 강0희) <답변>

최근 인터넷상이나 언론에서의 언어 
사용에서 ‘폭풍’이라는 명사의 새로운 
쓰임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폭풍 눈
물, 폭풍 친화력, 폭풍 성장, 폭풍 다
이어트. 이와 같이 주로 명사 앞에 
놓여 뒤의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어 사전에는 폭풍의 뜻이 
명사로만 등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
황에서, 위와 같은 새로운 쓰임이 올
바른 것이라 할 수 있나요?

⇒

체언도 관형어가 될 수 있으므로, 명사 '폭풍'이 
관형어로서 그 뒤에 오는 명사를 꾸미는 짜임
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폭풍'은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으로 뜻풀이되고, '폭풍이 불어닥치
다/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다./폭
풍의 중심권에서 벗어나자 겨우 안심이 되었
다.'와 같이 쓰이는 말이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
이 '폭풍'을 쓰는 것은 의미상 알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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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답변은 모두 문어 문법에 터한 것이다. 구어 문법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변이형 구어적 통용어를 인정하고 현실 언어에 한 포용성을 넓게 가진다.75) 

성기철(2002)은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비하며 한국어 교육은 규범성을 

75)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뜻풀이가 포함된 단어는 현재

(2019.9.23.) 아래와 같이 57개로 검색된다. 이는 북한어, 옛말, 방언, 규범 표기가 따로 

제시된 예(꺼: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 규범 표기는 ‘거’이다)를 제외한 개수이다. 이 

외에도 우리말샘에는 ‘소녀소녀하다’, ‘빨랑빨랑’, ‘조용조용’, ‘쓰담쓰담’, ‘부끄부끄’, ‘애

기애기하다’, ‘처묵처묵’ 등 구어적인 언어 환경에서 많이 보이는 표현이 등재되어 있다.

   거(의존명사/ 명사), 거따가, 겜, 고거, 그거, 그거참, 그딴, 그죠, 그지, 그쵸, 그치, 

글치, 글쿤, 글쿤요, -길래, ㄴ(조사), 넘나, 네깐, 니, 담임 샘, ㄹ(조사), 레베루, 렬루

(←real루), -ㅁ(-면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말버르장이, 머(감탄사, 명사), 뭔, 

바깥주인, 버르장이, 별거, 빵떡, 아무거, 어캐, 어케, 여따가, 여윽시, 완전, 왤케, 왤

캐, 요거, -음(‘-으면’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이거, 이딴, 잠만, 저거, 저따가, 저

딴, 조거, 척하면, 한테, 한테로, 한테서, 핫둘, 흐규, 흐규흐규.(57개) 
  

ㄴ. <질문>(작성자 장0서) <답변>

흔히 뜨거운 국밥이 미지근해졌을 때 
'식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차
가운 음료수가 미지근해졌을 때에도 '
식었다'는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이
거 맞는 건가요? 혹시 아니라면 어떻
게 표현해야 맞는 건가요?

⇒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식다'
를 사용하는 양상이 발견되는 듯하나, 표준 국
어 대사전에서는 '식다'를 '더운 기가 없어지다' 
정도로만 풀이하고 있으므로 엄 한 의미로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식
다'에 대응하여 '차가운 것이 ( )'의 ( ) 안에 쓸 
만한 한 단어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
에 따라 '미지근해졌다'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겠습니다. 혹은 '찬기가 가시다' 
정도로 쓸 수도 있을 듯합니다.

ㄷ. <질문>(작성자 양0라) <답변>

요즘에 [애정하다] 라는 말이 잘 보이
는데 애정은 명사 아닌가요? 애정하
다, 애정한 물건 이런 식으로 쓰이는 
용례가 원래 국어에 있습니까?(하략)

⇒

‘공부하다/생각하다/노래하다/운동하다’처럼 접사 
‘-하다’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드
는 접미사로 쓰입니다. 이때 ‘-하다’가 붙어 쓰
이는 명사는 동작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동작성 
명사가 아닌 ‘애정’에 ‘-하다’가 붙어 쓰이기 어
려우며,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ㄹ. <질문>(작성자 김0연) <답변>
‘아주’가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
어선 상태로’로 쓰일 때, 결합 조건은 
‘형용사 또는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일부 동사나 명사, 부사 앞에 쓰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칭찬해’도 일
부 동사로 볼 수 있나요? '아주 칭찬
해'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아주 칭찬해'에서 '아주'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 넘어선 상태로'를 뜻하나 그 뜻으로 쓰이는 '
아주'는 상태의 뜻을 나타내는 일부 동사 등을 
꾸밉니다. 다만, '칭찬하다'는 그런 동사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칭찬해'라는 표현은 적
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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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시하면서도 실용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통용되는 비규범적 언어 

자료를 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민현식(2003)은 외국어 문법 

교육은 언어 구사력을 중시하므로 회화 문법 즉 구어 자료의 문법 설명이 국어 

문법 교육에서보다 더 요구된다고 언급하 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 지

도를 할 때 처방주의 관점의 규범 규칙만 가르치는 것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언중 

다수가 사용하는 경향의 정당성을 찾아 추인하는 기술 규칙을 설정해 복수 규범

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민현식, 2015:101).

끝으로 담화 차원에서의 패턴 변이를 살펴보자. 표적 사례는 ‘-(으)시-’의 

확장적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4ㄱ)은 인위적 규범을 기준으로 할 때 잘못된 표현이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의 2017. 1. 31. 답변 중에서도 “좋은 하루 되세요는 ‘(당신이) 좋은 하루

가 되세요.’라는 의미로, 사람이 하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이 아닙

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를 찾을 수 있다. 

(4ㄴ), (4ㄷ)의 굵은 글씨는 소위 백화점 높임말76)에 해당된다.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죄송해요. 할인 상품 매진되셨어요’, ‘포장이세요?’도 같은 부류

로 사물 높임, 간접 높임이 넓게 쓰인 사례다. 김태우(2018:160-161)는 이에 

해 청자 높임 어미만으로는 청자에 한 자신의 우가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다

는 인식과 더불어 사태와 관련된 참여자를 보다 직접적으로 우하기 위한 수단

으로 ‘-(으)시-’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 다. 요컨  청자를 고려한 화자의 의

사소통 의도에서 기인한 화자의 능동적 전략인 셈이다. 선어말어미 ‘-(으)시-’는 

본래의 기능에서 표현론적 필요성에 의해 인적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4

ㄷ)은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이러한 과잉 사용

76) 2015년 몇몇 커피숍에서는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 나왔습니다’, ‘결

제하실 금액은 12000원이십니다. → 입니다’라고 적힌 컵홀더를 배포하 다. 이런 캠

페인은 사람과 사물 높임에 한 사람들의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 기사

는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10481, http://news.chosu

n.com/site/data/html_dir/2015/04/30/2015043002012.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ㄱ. 좋은 하루 되세요.
ㄴ. 화장실은 저쪽이세요.
ㄷ. A: 지금 가장 빠른 영화는 2시에 상영하시고요, 메가박스 회원이세요?

B: 아뇨.
A: 메가박스 회원이시면 포인트 적립되시고요, 할인 쿠폰도 지급되세요. 
   가입하시겠어요?
B: 아뇨,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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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사람에게만 발생되면 실수 또는 고쳐야 할 오류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언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서도 많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표현, 즉 담화 차

원의 ‘언어 변이’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확

장된 문법에 한 가능성 및 언중의 언어 변화 추이를 인식하고, 나아가 이를 

하나의 의사소통 부호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담화의 언어 변이 

현상에는 기본적인 문법 요소에 화용론적 강화(pragmatic strengthening) 현상

이 적용되어 청자에 한 화자의 배려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운, 통사, 어휘, 담화의 언어 변이를 살핀 결과, 같은 한국어 공동체지만 지

역, 시간, 사용역 등에 따라 사용하는 구어적 통용어가 모두 다름을 알 수 있다. 

상술한 예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계층, 지역, 성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더 

많은 변이가 생성된다. 사회 언어학에서는 매개 변수에 따른 변이가 활발하게 연

구되고 있는 반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상 적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

다. 이는 교육 내용 선정, 규범의 선택, 방법론 구축의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인터넷의 발달로 언어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르고 그 숫

자도 방 하여 연구의 상으로 삼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 로 생각

하면 변칙적 사용이 연구 상으로서 충분한 크기의 말뭉치 안에서 높은 빈도로 

발견된다면 특정 시 를 살아가는 지금-여기의 고유 모습이므로 적용 문법으로 

추출할 수 있다. 오히려 빠른 탄생과 소멸이 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한국

어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자료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공시적 변이 현

상을 관찰하는 것에서 나아가, 구어 문법 판단의 준거로 자리잡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77)

(나) 수의성: 선택으로서의 문법

두 번째 준거는 언어의 수의성이다. 문법은 화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문법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선택은 의식적으로, 의도성을 함의할 수

도 있고 언어 습관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 이러

한 선택의 성격을 합하여 ‘수의성’으로 정의한다. 선택으로서의 문법을 알기 위

77) 국어교육의 논의기는 하지만 다음의 언급도 구어 문법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학습자들의 국어 활동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가급적 배

제하고 금기시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교수 학습 현장에 끌어들여 그 사용 이유를 탐구

함으로써 언어가 운용되는 원리에 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자료로 이용해야 한다.(구

본관・신명선, 20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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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선택항’으로서의 문법 개념에 해 살펴 논의의 단초를 얻도록 한다. 주세형

(2010:121)은 학습자가 표현 과정에서 특정 언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체계 내

에서 다른 형태를 ‘비선택’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하 다. 이는 기능 문

법인 할리데이(Halliday M.A.K., 1994)가 표면적 발화의 기저에 어떤 체계

(system)가 있는지, 그 체계는 어떤 선택항들(options)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밝

히는 것에 방점을 둔 의미 중심의 문법에서 출발한 논의다. 해당 연구에서는 의

미하는 방법(how to mean)을 밝히고 교수하기 위해 선택항으로서의 문법이 기

술되고 교수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구어의 표면적 양상뿐 아니라 기저에 

깔린 심리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구어 문법의 안적 정의와도 상통한다. 학습자

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의미 처리 과정이 진행되었는지 파악하여 동일한 기능을 

가진 개체들의 집합 안에서 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살피기 때문이다. 

구어 사용에 관여하는 문법은 음운 층위에서부터 담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음운 층위는 발화 시작부터 끝까지 향을 미치는 

요소로 언어 실현 기능에서 가장 구체적인 단계이다. 또한 사람마다 언어 습관

에 좌우되는 면이 있어 개인의 언어 습관, 주변 환경(고향, 직장에서의 언어생활 

등)에 큰 향을 받는다. 또한 담화 층위는 메시지의 발신자, 수신자, 장면, 전달 

내용, 전달 매체로서의 언어로 이루어지며 사용역을 전제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

인 장르도 또한 구어 논의의 전제이다. 구어는 상황 맥락(context of 

situation)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요소다. 발화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시 ,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연령, 사회적 계층, 성별, 학력 등

에 의해 입말이 다르게 표현된다. 요컨  음운부터 어휘, 문법, 담화 층위까지 

화자의 의도, 맥락, 선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화자가 여러 가지 언어 표현 중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 형식을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기제가 작동한다. 모어 화자라면 그 기제가 자연스럽게 언어화를 

시킬 수 있으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그 기제를 이에 한 직관이 없으므로 

문법 장치를 선택하는 힘을 길러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선택으로서의 구어성 

지식은 전략적 언어 자원, 맥락 요인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르게 담

을 수 있는 수행적 지식인 셈이다. 

(5) ㄱ. A: 어디 가?
B: 학교.

ㄴ. A: 어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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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ㄱ), (5ㄴ)은 동일한 통사적 구조지만 화자의 의도와 듣고자 하는 답변에 따라 

수행 억양이 달리 선택되는 경우다. 의문사가 포함된 의문문은 정보 요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어느 장소에 가는지에 한 정보를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5ㄱ)은 

‘어디’에 강세가 실리고 문말의 억양은 의문문으로 경계 성조는 L%로 실현된다. 

예-아니요 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 (5ㄴ)은 후행하는 서술어인 ‘가’에 강세가 

실리고 경계 성조는 H%로 실현된다. 윤 숙(2013:126)은 이와 관련하여 설명 의

문문은 낮은 위치에서 시작되어 낮은 위치에서 끝나고, 판정 의문문은 설명 의문문

보다 높은 위치에서 시작되어 높은 위치에서 끝난다고 하 다. 설명 의문문 문말 

억양의 최고지점은 판정 의문문의 그것의 약 2/3지점에 도달한다고 언급하 다. 

(5ㄷ)은 얼굴이 부은 것을 눈으로 보거나 기타 이유로 라면 먹고 잤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장일 수도 있고 단순 질문하는 기능일 수도 있다. 확인 질문의 경우 

낮내림조, 높은 수평조의 문말 억양이 얹히고 단순 질문의 경우 높은 수평조의 

문말 억양을 선택한다. (5ㄹ)은 일상 화의 시작에서 ‘어제 라면 먹고 잤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맥락인데 ‘-아/어’를 사용하는 것과 ‘-다’로 종결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아/어’는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상 가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는지 묻기 전에 미리 선수를 치는 상황에서 

B: 응. 
ㄷ. 어제 라면 먹고 잤어?
ㄹ. 어제 라면 먹고 잤어.

어제 라면 먹고 잤다.
ㅁ. C: 진호 가족한테 부탁해서 가자. 아니면 저기한테 부탁해.

D: 경훈이?
ㅂ. 기후, 자연, 자연에 의해서. ‘자연 발달론’ 다섯 글자로 요약하더라고. 백인

들 결코 당신들이 우월해서 상대적으로 앞설 수 있던 게 아니라 당신이 
좀 더 유리한 그 지역에 태어났다는 거지, 아메리카.

ㅅ. (발가락) 혈관 몇 개가 죽었어. 막혀 가지고. 
(발가락) 혈관 몇 개가 죽었어. 막혀서.

ㅇ. E: 맥포머스도 쌓아 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 만들어 놓고 혼자서  
   다시 해체해서 정리해 놔. 블록 같은 거 되게 좋아해 가지고. 
F: 뭐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거 찾아서 뭐 하면 되지, 뭐.

ㅈ. 어. 내가 바이올린하고 막 그런 분위긴데 우리는. 떡 돌리고 수건 돌리고? 
어::: 환갑은 원래 크게 하잖아, 옛날에는. 그래 가지고 막 아빠 우리 그 
때 내가 100 드렸나 200 드렸나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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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일 수도 있다. 반면, ‘-다’는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 뚱뚱해 보인다’라는 상

의 핀잔에 한 답으로 ‘그래! 나 어제 라면 먹고 잤다!’라고 응답하는 상황

에 쓰인다. 이때 낮은 수평조를 얹어 냉정하고 사무적 태도 혹은  가운데 수평

조나 오르내림조를 얹어 퉁명스럽고 짜증난 태도를 나타낼 수 있다.78) 만약 이

야기의 시작이었다면 ‘나 어제 라면 먹고 잤다, 부럽지?’라는 뉘앙스를 보이며 

마지막에 높은 수평조와 장음을 사용하여 관심 유도, 자랑, 흥미 유발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 둘은 상호 교환하여 쓸 수 없는 다른 의미 기능의 형태, 억양이 존

재한다. 구어, 일상 화에서 “당면한 맥락에서 언어 주체가 구성하는 선택의 체

계항(제민경, 2015:72)”이므로 (5ㄱ)과 (5ㄴ)의 L%와 H%, 그리고 (5ㄹ)의 ‘-어’

와 ‘-다’는 일종의 선택항을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선조적 관점에서 즉현성, 순차성도 선택으로의 준거가 된다. 화자

는 발화를 조직할 때 머릿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는데, 이

때 즉시 떠오르지 않는 단어에 해 (5ㅁ)에서 ‘저기’를 선택했음을 볼 수 있다. 

용어의 사용은 표현성을 감소하고 모호성을 증가하지만 부분의 문맥에서 청

자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지로 여겨진다. (5ㅂ)도 마찬가지로 그 지

역이라고 즉현적으로 표시하고, 후에 아메리카라고 덧붙인다. (5ㅁ)은 상 방에 

의해 용어가 원래 지시한 상이 표출되지만 여기서는 화자 스스로 마지막에 

덧붙 다는 점이다. ‘당신이 좀 더 유리한 아메리카 지역에 태어났다는 거지’라

는 문장을 전달할 때, 순간적으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수 있다. 혹은 명사류 

조각문으로 종결하여 강조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청자의 입

장에서 순차적으로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

연스러운 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데 유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5ㅅ)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어 가지고’와 ‘-어서’가 선택항을 이룬다. 

‘막혀서’가 간결하므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면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막혀 

78) 권성미(2016:34)는 한국어 억양 기능의 유형을 문법적 기능, 태도 및 감정표시 기

능, 담화 기능, 사회 언어학적 기능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퉁명스럽고 짜증난 태도는 

태도 및 감정 표시 기능에 해당된다.

.

기능 내용 실현

문법적 
통사적 특징을 표시하는 기능

문장 유형 표시
문장 구조 표시

문말 억양, 강세구 억양, 강세구 형성, 
억양구 형성 등

태도 및 감정 표시 화자의 태도와 감정을 표시하는 기능 문말 억양, 전체적인 높낮이, 세기, 속도 등

담화

언표내적 행위(화행) 표시
정보 구조 표시: 신구 정보, 초점 표시
상호작용 조절: 말차례, 맞장구 등 표시

텍스트 맥락 표시

문법 표현의 억양, 강세구 형성, 문말 
억양, 전체적인 높낮이 등

사회언어학적 
발화자의 성별, 나이, 직업, 사회적 배경, 지역적 

배경, 청자와의 관계 등을 알게 해 주는 기능
전체적인 높낮이, 문말 억양, 강세구 억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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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갖고/갖구/가지구’보다 ‘막혀서’가 더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

제 구어 관습은 그렇지 않다.79) 손혜옥(2012)은 공시적으로 ‘-어’, ‘-어서’, ‘-어 

가지고’가 경쟁 관계에 있음을 논하며 ‘-어 가지고’는 선행절에 해 강조 효과

가 가장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5ㅅ)의 예문은 혈관이 막힌 상태가 먼저 일어

나고 그 결과, 발가락의 혈관이 죽어 버렸다는 후행 사건이 일어났다. 원인·이유

에서 나아가 선행 사건이 일어난 결과가 남은 상태, 지속된 상태로 후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지속’의 의미가 보다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막혀 가지고 혈관 몇 

개가 죽었다’에서 도치가 일어난 것 혹은 후행절이 생략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

므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과도 관련된다. 

종결 부분에 위치한 ‘-아/어 가지고’는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독특한 기능을 수

행한다. (5ㅇ)은 아이가 블록 쌓기를 좋아해서 쌓고 정리하고를 반복한다는 맥락

이다. 밑줄 친 부분은 감정과 상황을 강조하는 기능으로 ‘좋아해서’, ‘좋아하니까’

와 선택항을 이룬다. 부연 기능, 선행 정보를 아우르며 연결 기능 수행에 있어 

최종적으로 ‘좋아해 가지구’가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5ㅈ)처럼 

‘그래 가지고’는 시간 벌기 기능, 발언권 획득 기능 등을 수행하여 구어에서만의 

상호작용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으로 선택으로서의 구어성을 억양, 종결어미 ‘-어/-다’, 용어, 연결어미 

‘-어서’와 복합 구성 ‘-어 가지고’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카터와 매커시는 구

어 특수 표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하는 화자는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에서 

궁핍한 화자(impoverished speaker)라고 하 다. 상술한 언어 자원들은 구어 문

법의 준거이자 학습자로 하여금 풍부한 언어밭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79) 최소현(2015:4-5)에 따르면 21세기 세종계획 구어 말뭉치(전체 242,700문장, 

805,241어절)에서 ‘-어 가지/VX’가 2,930문장(29,992개), ‘-어 갖/VX’이 821문장

(841개) 추출되었다고 하 다. 해당 숫자는 총 3,751문장(3,833개)에 달하는 많은 수

이며 문법화가 완료된 새로운 담화 표지로 분류할 가치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

어 가지고’의 결합 제약에 해 학자마가 의견이 달라 살펴보고자 한다. 양명희 외

(2018:409)는 ‘이것이 내 동생의 책이어 가지고 너에게 빌려줄 수 없다(??)’를 예문

으로 ‘이다/아니다’와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 으나 최소현(2015), 김풀잎(2016)에서

는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양명희 외(2018)의 예문을 구어 문

법의 발화로 바꾸면 ‘이건 내 동생 책이어 가지구:: 너에게 빌려줄 수 없어.’로 바꾼

다면 있을 법한 발화로 보인다. ‘-어 가지고’는 구어에서 주로 쓰이는 표지이므로 도

치, 생략의 특성을 드러낸 문장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위의 예문이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말뭉치에서 ‘이다/아니다’와 결합한 문장이 발견된다는 점(그때

는 학생이어 가지구 돈이 없었잖아 등)에서 연결어미 ‘-어’에 ‘가지다’가 결합된 형태

로 동사, 형용사 등 선행절에 결합 제약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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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청자 중심성: 대화 참여자의 역할

세 번째 준거는 화·청자 중심성이다. 구어 문법은 화자와 청자의 존재를 전제

한다. 따라서 화·청자 중심성이 높을수록 화 참여자의 역할 수행이 명징하게 

드러나 구어 문법으로 판단된다. 화 참여자와 관련하여, 문법적 규칙에 관한 

지식인 문법적 능력과 더불어 사회 문화적 사용에 관한 지식인 사회 언어적 능

력이 필수적이다.80) 사회 언어학적 능력은 실제 수행에 있어 구체적 상황에 맞

는 언어의 사용 능력과도 연결되며 맥락에 맞는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능력은 

문법적 관점에서 언어 요소만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학습자는, 

특히 한국처럼 고맥락 문화권에서, 구어 의사소통의 핵심은 말하는 상황에 있음

을 아는 것이 좋다. 상황 맥락에는 화 참여자의 위치가 중핵적 요소이자 핵심 

파악 상이다. 화자 중심과 청자 중심 중 어디에 방점이 놓이는지에 따라 어휘 

및 종결 표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6ㄱ), (6ㄴ)는 오빠가 여동생이 문제 푸는 것을 도와주는 상황이다. 오빠는 수

학에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6ㄱ)은 스스로를 ‘오빠’라고 하 고 (6ㄴ)은 ‘나’라고 

지칭한다. (6ㄱ)은 여동생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오빠이므로 청자 중심성이, (6

ㄴ)은 화자 중심성이 높다. (6ㄷ), (6ㄹ)은 이동 동사 ‘가다/오다’의 심리적 이동

에 따른 학습자와 한국인의 차이를 보여 준다. (6ㄷ)은 C와 D가 전화를 하고 있

80)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은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사회 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

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getic competence)으로 규정하

다. 이 중 화자 중심성과 청자 중심성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를 사

용하는 능력과 관련되므로 사회 언어학적 능력과 관련한다.

(6) ㄱ. A: 이 문제 정답 알아?
B: 응, 오빠가 수학은 자신 있지.

ㄴ. A: 이 문제 정답 알아?
B: 응, 내가 수학은 자신 있지.

ㄷ. C: 여보세요. 어디야?
D: (너의 집으로) 가고/*오고 있어.

ㄹ. (E와 F는 모두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이다.) 
E: 나중에 우리 고향에 놀러 *가면/오면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줄게.
F: 그래 꼭 놀러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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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C는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상황이다. D는 C의 집으로 가고 있으므로 ‘가고 

있어’가 적절하다. 그러나 어권 한국어 학습자는 ‘오다(come)’을 사용한 ‘오고 

있어(I’m coming)’를 그 로 한국어에 적용하여 오류를 자주 생성한다. 이동의 

주체인 화자 중심의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6ㄹ)도 마찬가지다. 둘 다 한국

에 있으므로 ‘가면’을 사용하는 학습자가 종종 있으나 잘못된 표현이다. 한국어로

는 우리 집, 우리 고향 등은 화자의 역 안으로 속해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더라

도 ‘오다’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모두 화자 중심성에 터한 표현이다. 

한편, 한국어 교재의 종결어미에서 화자 중심성과 청자 중심성 표현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자료체의 관점에서는 문자 언어지만 구술성이 높은 텍스트 

양식에 해당하므로 검토하기로 한다. 성균 한국어1(2018:4)은 다음과 같이 ❶ 
<일러두기>에서 하십시오체, ❷ 문법 설명은 해라체, ❸ 문법 연습에서는 해요체

를 사용한다. ❷ 문법 설명의 해라체는 학습자에 한 고려 없이 객관적으로 설

명하기 위한 높임 등분이다. ❶에 사용된 하십시오체는 책을 집필한 주체와 일러

두기 내용과의 관계에 보다 초점을 둔다. ❸에 사용된 해요체는 학습자와의 관계

에 더 방점을 두어 친근한 느낌이 준다. ❷ < ❶ < ❸으로 청자 중심성이 증 된 

것이며 반  방향으로는 화자 중심성이 커진 셈이다. 

❶ 일러두기(p.4) ❷ 문법 설명(p.62) ❸ 문법 연습(p.143)

모든 과는 주제별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매 과의 단원명은 곧 
주제가 됩니다. 따라서 어휘와 문
법은 해당 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설정하였으며 이에 맞는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가능하
도록 고안하였습니다.

‘하고’는 두 개의 명
사 사이에 쓰여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
람을 이어 주는 조사
이다. 주로 구어에서 
사용한다.

1. 알맞게 연결하고 쓰세
요.
2. <보기>와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3. <보기>와 같이 상황에 
맞게 친구와 이야기해 보
세요.

 

화·청자의 중심성에 따라 종결 표현이 달리 선택되는 것은 언어 사용 주체의 역

할 설정 문제로 볼 수 있다. 제민경(2015:173-174)은 장르성의 인식에 따라 언어 

주체의 역할 설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교과서에서 종결 표현 선택의 문제를 살피었

다.81) 구어 매체 중에서도 가장 구술성이 높은 일상 화는 문어 매체 교과서보다

81) 제민경(2015:174)은 종결 표현과 상  높임 표현은 관계성을 중심으로 하나의 선택

항을 구성한다고 하 다. 가령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

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합니다.(평서형)/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아봅시다.(청

유형)/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의문형)>, 중학교 과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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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화자, 청자, 화·청자의 역할 및 관계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 직접적인 접촉에서 

비롯된 화·청자 사이의 인 관계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바로 향을 주기 때문이다. 화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관계를 

다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은 구어 문법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고히 하며 의사소

통 상황에서 화자의 언어 행위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구어 문법의 개념적 준거로 변이성, 수의성, 화·청자 중심성을 살폈

다. 구어 문법은 언어의 변칙적 사용도 교육의 자장으로 포괄하며 구어 생활에

서 유의미한 자원이 되기 위한 선택으로서의 구어 문법, 즉 수의성이 높다. 아울

러 구어 문법은 화자와 청자가 중심이 되며, 인 관계를 중시하는 표현법이 고

맥락 문화에 해당하는 한국에서 더욱 중요함을 보 다. 이러한 준거들은 서로 

긴 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구어 문법의 판단을 위한 선순환의 관계를 맺는다. 

2. 구어 문법의 종결 표현에 관한 이론적 기반 구축
본 절에서는 구어 문법의 종결 표현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종결 표현 개념을 확립하고, 선행 연구에서의 종결 표현을 공통적으로 추출

한다. 이후 종결 표현의 기능과 유형, 억양을 차례로 살피고 종결 표현의 실현에 

향을 주는 요인을 살피도록 한다.

2.1. 종결 표현의 정의
종결 표현의 개념화를 위해 ‘종결’과 ‘표현’ 각각의 의미를 살피고 종합하겠다. 

먼저 ‘종결’이라고 하면 위치적으로 어말에 위치하면서 기능적으로는 문장의 유형

을 결정하고 청자에 한 화자의 의향과 태도를 나타내며 상  높임법의 등분을 

표시한다. 문장을 종결하는 데 쓰이는 형식으로는 어미가 표적이다. “어미는 어

간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고 근·구본관, 

과서는 <지하에서 고은의 마그가가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나 화산 활동으로 

흘러나온 용암이 식어서 굳어진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한다.(평서형)/여러 종류의 화성

암을 관찰하여 그 특징을 비교해 보자.(청유형)/암석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까

닭은 무엇일까?(의문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 다.(밑줄은 필자) 초등학교 

교과서는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언어 주체의 역할이 ‘해설자’인 반면, 중학교 교

과서의 언어 주체는 상 에 한 적극적 고려가 없는 ‘설명자’인 것을 보 다. 해설자 

역할은 청자 중심성이, 설명자 역할은 화자 중심성이 높은 종결 표현이 선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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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64)”로 위치에 따라 어말어미, 선어말어미, 기능에 따라 종결어미, 비종결어

미로 나뉜다. 본고는 구어에서의 문장의 끝을 전부 종결로 보고 어미와 선어말어미

가 결합된 ‘어미복합체’와 ‘조각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먼저 어미복합체를 정의하겠다. ‘먹던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ㄴ데’는 어미, 

‘-더-’는 선어말어미이며 ‘-더-’와 ‘-ㄴ데’가 결합한 ‘-던데’는 어미복합체이다. 어

미복합체는 ‘-어’, ‘-지’, ‘-니’ 등의 단일 종결어미, ‘-ㄴ ’, ‘-다네’, ‘-기는’, ‘-을

걸’, ‘-더라고’, ‘-어야겠다’ 등의 복합 종결어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통시

적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어 분석할 수 없게 된 융합 형태, 현재 독립적으로 쓰이기 

어려운 선어말어미와 연속되어 있지만 단순 연속형으로 형태소 분석이 가능한 복

합 형태를 모두 포괄하게 된다. 이에 해 서태룡(1988)은 한국어의 어미를 단일

어와 복합어미로 나뉘고 전자는 분석할 수 없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활용어미, 후자는 분석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활용어미라

고 하 다. 허경행(2010)도 오늘날 종결 표현의 특징 중 종결어미가 아닌 비종

결어미의 종결어미화와 함께 종결어미의 복잡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단일

종결어미와 비되는 개념으로 복합종결어미를 정의했다.82) 어미복합체는 여기

서의 복합형태와 일치하는 개념으로 공 법 선어말어미 ‘-시-’, 시제 및 서법 관

련 선어말 어미 중에서는 ‘-었-’, ‘-겠-’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7ㄱ)의 ‘-어’는 단일어미다. ‘-ㄴ다며’는 ‘-는다고 하면서’가 줄어 융합된 형태

다. 화용적으로는 인용되는 사실에 한 빈정거림을 나타낸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왜 (많이) 먹어?’에서 후행절이 생략된 것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ㄴ다

며’ 그 자체로 종결 기능을 가지므로 종결 표현이다. ‘-니깐’은 ‘-니까는’이 구어

적으로 축약된 것이며 연결어미 ‘-니까’에 조사 ‘는’이 결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여 말한다. (7ㄴ)의 ‘-다던데’는 종결어미 ‘-ㄴ다’와 종결어미 ‘-던데’가 결

82) 허경행(2010:60)에 따르면 복합종결어미의 판별은 형태·통사적으로 분석 가능성, 환

원성, 분리 가능성을 들고, 의미론적 기준으로는 의미의 예측 가능성, 새로운 의미의 

획득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복합 종결 표현들이 

있는데 부분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양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구어에서의 쓰임이 부분이라고 한다. 

(7) ㄱ. A: 그만 먹어. 다이어트한다며?
B: 내일부터 한다니깐.

ㄴ. C: 아까 카톡 보니까 오늘 끝나고 뒷풀이 있다던데. 
D: 응, 후배들도 다 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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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이루어진 어미복합체다. ‘있다고 하던데’에서 ‘-고 하-’가 삭제되고 융합

된 과정을 거친 것처럼 ‘온다고 해’에서 ‘-ㄴ ’도 ‘-ㄴ다고 해’에서 ‘-고 하-’ 

인용절의 삭제, 융합을 거친다. 자립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더-’, ‘-겠-’ 선어

말어미를 포함하여 어미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형태소로 

쪼개거나 단어의 경계가 삭제, 생략된 경우 융합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주

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미복합체의 범위 안에서 ‘-다던데’, ‘-ㄴ ’는 그 

자체로 하나의 종결 표현이 된다. 요컨 , 어미복합체는 단일어미와, 공시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인접한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가지는 결합

체를 합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어에서는 어미복합체가 사용되지 않는 발화 지점, 종결 형태가 결합

되지 않은 조각, 비종결어미로 종결된 형태도 빈번하다. 종결 표현을 어미복합체

로만 한정한다면 전체 종결 부분을 조망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조각문을 종

결 표현의 범위로 포함한다. 예를 들어, 커피 마시러 가자는 제안에 해 “커피? 

좋아.”라고 응답한 경우 ‘커피’는 명사형 조각문, ‘좋아’는 해체 종결어미를 사용

한 경우로 모두 종결 표현 분석 상으로 포괄되어야 한다. 연결어미와 조사로 

종결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 이렇게 두껍게 입고 왔냐는 친구의 물음에 

“추워서.”라고 응답한 경우 ‘-아서/어서’는 본래 연결 표현으로 쓰이나 발화 단

위가 종결되었으므로 어말에 위치한 종결 표현 연구의 상이다. “누가 그래?”

에 한 응답으로 “우리 누나가.”라고 답변한 경우 조사로 종결된 경우이다. 구

어의 특성상 축약과 생략, 반복이 많으므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자 조

각문을 종결 표현의 분석 상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발화의 종결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상술한 바와 같이 구어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성분 중 하나의 성분을 문장을 끝맺는 경우가 많고 화 

참여자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화를 이끌어 간다. 이때 운율상의 종결과 더

불어 고려할 사항은 의미적 완결성이다. 화제를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의 화제가 

의미적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야 전하고자 하는 명제를 전달 후 종결된 것으로 여

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발화 종결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 전 옥(2006)을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구어의 단위를 발화 단위, 상호작용 단위, 담화 구성 단위

로 나누었고, 화·청자의 상호교류성, 실시간성에 기인하여 순서 교 와 응쌍 단

위를 제시하 다. 순서 교  단위는 화자의 주는 말과 청자의 받는 말로 쌍을 이

루어 진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단위인 것이다. 구어 단위는 억양 단위≤순서 

교  단위＜ 응쌍＜소(小)화제 단위＜화제 단위＜시작·중심·종결부＜담화로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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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다(전 옥(2006:293). 가장 작은 단위인 억양 단위는 체이프(Chafe, 

1994)가 제안한 개념을 수용한 것으로 세종 구어 말뭉치를 구축했던 연구 팀도 

마찬가지 구어 단위를 적용했다. 국립국어연구원(현재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

종계획 보고서(2007:89)에 따르면 “억양 단위는 발화에서 억양이 바뀌기 이전까

지의 하나의 연속된 발화 단위”라고 하 으며 “기본적인 높이(pitch)로 시작하고 

휴지가 나타나며 빠른 음절의 연쇄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단위의 끝에서는 음

절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발화

의 연쇄 안에서 말소리를 중지하여 음성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 구간인 휴

지(休止)도 종결 분석 단위가 된다. 휴지는 말하다가 화자가 생리적으로 숨을 쉬

게 하는 역할을 하고 통사・의미론적으로 문장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

하기 때문이다. 결국, 종결 표현의 분석 단위 설정 시 휴지, 억양, 의미적 완결성, 

말차례 바꾸기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현’에 해 살피겠다. 여기서의 표현은 표면적인 형식에서 출발한

다. 그러나 형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맥락을 제공하고 형식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구어 능력 증 를 위한 방법적 

지식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라슨 프리만(Larsen-Freeman, 1991:280)이 

의사소통 중심의 문법이 형태, 의미, 사용 세 층위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구

성된다는 삼차원 문법 틀을 제시한 것처럼, 본고도 형식과 억양의 빈도를 살피

어 맥락 속에서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기본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맥락 속에

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명제적 지식뿐만 아니라 방식, 태도 등 방법적 지식까지 

아울러야 할 것이다.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꾸려 나가는 과정은 의

도에 적합한 형식을 선택할 때 필요하고, 방법적 지식은 명제 내용에 한 화자

의 태도를 나타내는 조정 방식이자 사회적 관계를 조정하는 사회 상호작용적 요

소가 되기 때문이다. 요컨  본고의 표현은 형식을 의미하지만 언어 구성 요소

의 역동적 상호작용 양상을 살필 때는 방법적 지식으로 확장될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교육에서의 ‘표현’은 표현 항목(expression entries), 표현 문법 형

태, 문형, 문법 패턴처럼 관습적인 우언적 구성을 의미하기도 한다.83) ‘-아/어 버리

83) 표현 문법 형태에 해 학자들의 용어와 개념 정의는 조금씩 다르다. 이미혜(2002)

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조사 등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문법 형태소를 포함하

고 있는 덩어리 항목”을 표현 항목이라고 하 다. 종장지(2015)는 “문장 내에서 일정

한 의미 기능을 지닌 문법소와 어휘소가 결합한 복합적인 구성”을 “표현 문형”이라고 

한 바 있다. 화행 기능, 담화 기능과 형식과의 관계를 연구 목적으로 설정했을 때 하

나의 덩어리로 굳어져 일정한 의미·기능을 가진 단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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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으)ㄹ 수밖에 없다’, ‘-(으)ㄹ 리가 없다’ 등의 복합 형태가 표적인 예로 이

들은 학습자의 머릿속에 덩어리로 저장된다. 그러나 종결 표현은 ‘위치’의 관점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가운데 빈칸이 삽입될 경우 어디까지를 덩어리로 보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에 무한 로 늘어난다.84) 따라서 객관적으로 

빈칸이 삽입되지 않은 마지막 부분의 언어 자원의 형식과 억양에 주목한다. 

요컨 , 본고의 종결 표현은 구어에 드러나는 어미복합체의 형식, 조각문의 형

식, 거기에 얹혀 실현되는 어미복합체의 억양, 조각문의 억양을 상으로 한다. 

또한 표현의 정의에 따라 형식에서 출발하여 의미와 사용, 종결 표현 구성에 기

여하는 실현 요소를 살핀다.    

2.2. 기존 연구의 종결 표현
본 항에서는 구어 반말체 종결 표현의 어미복합체 목록을 기존 연구에서 추출

한다.85)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 사전과 입말 빈도 사전을 살펴볼 것이다. 외국인

을 위한 한국어 문법2,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개정판), 한국어 교육 문

법, 한국어 구어 빈도 사전 4종과 더불어 실제 한국어 교육 환경과 교재, 학습자

의 기  등을 반 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표준 지침도 아울러 살핀다.86) 이를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2단계)’의 목록도 함께 검토한다. 사전과 

표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목록을 추출하는 이유는 본고의 결과에서 추출

된 종결 표현의 실제 사용 목록과 문법적 특징을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 위함이다.

84) 본고처럼 위치의 관점이 아닌, 담화에서 실현되는 기능 실현의 관점에서 표현을 바라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담화상에서 특정 문법적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덩어리 표현을 

연구 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송선진(2018)은 희망 표현 ‘-으면 좋겠

다’, ‘-었으면 좋겠다’를, 박병관(2019)은 당위 표현 ‘-어야 하-’, ‘-어야 되-’를 선택하

여 고찰하 다. 해당 연구에서의 표현 사이에 빈칸이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5) 조각문만을 다룬 사전은 거의 없으며, 조각문의 ‘목록’은 추출하기 어려우므로 어미복합

체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기존 연구의 조각문 ‘유형’에 한 논의는 2.3.항에서 후술한다.

86)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은 1단계(2010)부터 시작하여, 2단계(2011)를 거쳤다. 

시간이 지나며 변화된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3단계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활용 점검 및 보완 연구(2016)’, 4단계인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적

용 연구(2017)’가 실행된 상태다. 해당 연구는 교육 과정의 수립, 교수요목의 설계 

및 교재 개발, 교수·학습 설계, 평가 등 교육 전반의 기본 원칙과 객관적 기준의 필요

성에서 비롯한 연구로 다양한 교육 환경에 맞춰 변형·적용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의 

표적인 참조 기준 역할을 한다. 여기서 ‘표준’이란 획일화된 교육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국어 교육 전반의 기본 원칙이자 객관적 준거’라는 의미다.(국립국어원, 

한눈에 보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2018:2 참고하여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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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제목 출판사

❶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커뮤니케이션
북스

❷ 김중섭 외 2010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2단계) -
❸ 서상규 2019 (개정판)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❹ 서상규 2015 한국어 구어 빈도 사전 한국문화사
❺ 강현화 외 2016 한국어 교육 문법 한글파크

<표 II-9> 종결 표현 검토 목록

❶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거든87), -거들랑, -거라, -게, -고, -고말고, -구나, -구려, -구만, -구먼, -군, -기는, -긴, -ㄴ, -나, 
-냐, -나이까, -나이다, -너라, -네, -노라, -누나, -느냐, -느냐고, -느냐니까, -느니, -는가, -는걸, 
-는구나, -는구려, -는구만, -는구먼, -는군, -는다, -는다고, -는다네, -는다니, -는다니까, -는다더
냐, -는다며, -는다면서, -는다잖아, -는다지, -는단다, -는담, -는답니까, -는답니다, -는대, -는데, 
-니, -다, -다고, -다네, -다니, -다니까, -다더냐, -다마다, -다며, -다면서, -다지, -단다, -담, -답
니까, -답니다, -대, -더구나, -더군, -더냐, -더라, -더라고, -더라니, -더라니까, -던, -던가, -던걸, 
-던데, -데, -디, -라, -라고, -라네, -라니, -라니까, -라더냐, -라며, -라면서, -라지, -람, -랍니까, 
-랍니다, -래, -소, -습니까, -습니다, -습디까, -습니다, -아라, -아야지, -아, -야, -에요, -여, -여
요, -으냐, -으냐니까, -으니, -으라, -으라고, -으라니, -으라니까, -으라며, -으라면서, -으라지, -
으랍니까, -으래, -으랴, -으려고, -으려나, -으려무나, -으렴, -으리, -으리라, -으리오, -으마, -으
세요, -으셔요, -으십시오, -으오, -은가, -은걸, -은데, -을걸, -을게, -을까, -을꼬, -을라, -을라고, 
-을래, -읍시다, -자, -자니, -자니까, -자며, -자면서, -지, -지요

❷ 김중섭 외(2010) 국제통용한국어 교육표준모형 2단계 

-군, -는데, -다, -을게, -을까, -습니까, -습니다, -읍시다, -세요, -십시오, -아, 아요, -지, //초급// 
-거든, -게, -구나, -구려, -구먼, -그려, -ㄴ(이리 온), -는다, -는다니, -네, -다, -더군, -더라, -던
데, -으라니, -으려고, -렴, -으리라, -습디다, -아라, -에요, -(으)오, -으니, -자고, //중급// -거들랑
(걸랑), -거라, -게, -고말고, -구려, -구만, -기는, -는가, -는걸, -는다고, -는다네, -는다니, -는다면
서, -는다지, -는대, -는지, -나, -나, -니, -다니요, -더구나, -더냐, -더라고, -던, -던가, -데, -디, -
을걸, -을래, -라, -라니까, -랍니까, -리오, -습디까, -소, -아라, -아야지, -으라니까, -자, -자니, //
고급// -는다니까, -는다더냐, -는단다, -는담, -는답니까, -나이까, -나이다, -너라, -노라, -누나, -
느냐, -느냐고, -느냐니까, -느니(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니), -는다며, -다니, -다마다, -더라니까, -
더랍니다, -던걸, -을꼬, -을라, -을라고, -을지, -으라, -으라고, -으라며, -으라면서, -으라지, -으래, 
-으려무나, -으련다, -으리, -으마, -자니까(자니까는), -자며(자면서) //최상급//  

❸ 서상규(2019) 한국어 기본어휘 의미 빈도 사전

-거든, -거라, -게, -고, -구, -구나, -구려, -구만, -구먼, -군, -ㄴ, -ㄴ가, -ㄴ걸요, -ㄴ다, -ㄴ다고, 
-ㄴ다구, -ㄴ다는데, -ㄴ다며, -ㄴ다면서, -ㄴ단다, -ㄴ답니다, -ㄴ대, -ㄴ데, -ㄴ지, -나, -냐, -너라, 
-네, -노라, -느냐, -는가, -는걸, -는구나, -는군, -는다, -는데, -는지, -니, -니까, -다, -다고, -다
구, -다네, -다는데, -다니, -다니까, -다면서, -단다, -답니다, -대요, -더구나, -더군, -더라, -더라
고, -더라구, -던가, -던데, -도록, -ㄹ걸, -ㄹ게, -ㄹ까, -ㄹ께, -ㄹ라, -라고, -래, -ㄹ려구, -ㄹ세, -
라, -라고, -라구, -라니, -라니까, -란다, -랄까, -랍니다, -래, -랴, -렴, -로구나, -ㅁ, -마, -ㅂ니까, 
-ㅂ니다, -ㅂ시다, -ㅂ시오, -세, -세요, -습니까, -습니다, -아, -아라, -아야지, -애, -야, -어, -어라, 
-어야죠, -어야지, -에요, -여, -여라, -여야지, -여요, -예요, -오, -우, -으니까, -으라고, -으랴, -으
렴, -으세요, -은가, -은데, -을까, -을래, -을지, -음, -자, -잖-(잖아, 잖니), -죠, -지, -죠, -지요

<표 II-10> 출처별 종결 표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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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 고 이야기하는 상관적 장

면이면서 [-높임]에 해당하는 화계를 연구 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는 (요)’

87) ‘-거든’, ‘고말고’, ‘-군’, ‘-ㄴ ’는 보조사 ‘요’와 결합하여 ‘거든요’, ‘-고말고요’, ‘-

군요’, ‘-ㄴ 요’로도 가능하다. 사전에는 서로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본고

에서는 종결어미 전체 목록을 추출하기 위한 작업이므로 단순 ‘요’ 결합형은 제외하

다. 그러나 ‘이제 그만 일어나지!’와 ‘내일 떠나죠?’의 ‘-지/-지요’는 단순 ‘요’의 차

이가 아니라 다른 의미이므로 따로 기재하 다. 또한 ‘-군’은 ‘-군, -는군, -는군요, 

-군요’를 표하는 형태이고 ‘-는데’는 ‘–는데 –ㄴ데, -은데’를, ‘-는다고’는 ‘-ㄴ다고, 

-는다고, -다고, -라고, ㄴ다고요, -는다고요, -다고요, -라고요’를 표한다. 나머지

도 마찬가지로 이형태를 모두 제시하지 않고 표형만 표기한다. 다만, 서상규(2014)

는 구어에 사용된 변이형을 별도의 표제어로 제시하 다. 예컨  ‘너도 책임이 있다

구’에서의 ‘-구(text=25/Freq2=682(90.6%)’, ‘난 널 사랑한다구’에서의 ‘-ㄴ다구(Te

xt=17, Freq1=28(0.0015%)’, 먼저 갈께.’의 ‘ㄹ께(Text=13/Freq1=27(0.0015%)’, 

‘날씨가 좋을 것 같애’의 ‘-애(Text=22, Freq1=108(0.0058%)’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서상규(2015)도 마찬가지로 ‘ㅂ니다, -습니다’가 ‘-아’, ‘-어’가 모두 별도로 등재되어 

있다. 구어적 변이형 ‘-애요’, ‘-아요’도 다른 표제어로 되어 있다. 작업의 편의를 위

해 일단 빈도순으로 모두 기재하고 공통 목록 추출 후에 표형으로 합치는 단계가 

필요하다. 또한 서상규(2019) 사전은 빈도 1회까지 기재되어 있어 다른 사전과의 자

료 균형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높은 절  빈도(409,324회, 24.261

7%)부터 절  빈도 25회(0.0015%) 사이에서 추출한다. 

❹ 서상규(2015) 한국어 구어 빈도 사전

-어, -야, -지, -다, -아, -어요, -죠(지요), -ㅂ니다, -습니다, -어요, -어, -여, -아, -아요, -냐, -거
든요, -구요, -ㄴ다, -여요, -에요, 거든, -애, -는데, -네, -나, -ㄴ가, -아요, -구, -는데요, -애요(아
요), -구나, -ㄴ데, -습니까, -자, -느냐, -ㄹ까, -대, -ㅂ니까, -더라, -네요, -ㄴ대, -ㄴ데요, -을까, 
-고(가자고), -야, -은데, -니, -더라구요, -더라구, -지요, -ㄹ까요, -대요, -드라(더라), -는가, -니
까, -래, -던데, -나요, -ㄹ게요, -다구, -드라구(더라고), -다고, -드라구요(더라구요), -다, -아라, -
라, -어야지, -ㅂ시오, -ㄴ다고, -ㄴ다구, -여야지, -ㄴ대요, -라구, -는구나, -여라, -ㄴ가요, -ㅂ시
다, -으니까, -랄까, -는다, -어라, -ㄹ게, -까, -는지, -아야지, -더라고, -ㄹ래, -께요(ㄹ게요), -ㄴ
지, -고요, -냐구, -께(ㄹ게), -어야지, -라구, -은데요, -을걸, -라(거짓이 아니리라), -거덩(거든), 냐
고, 다니까, 군 , -군요, -래, -라고, -거던(-거든), -어라 –든데, -ㅂ시요(ㅂ시오), -게요, -래요, -라
고, -다구요, -을까요, -구만, -ㄴ다니까, -예요, -아야지, -ㄹ려구, -대메(다며), -아라, -그든요(거든
요), -ㄴ다구요(-ㄴ다고요), -을걸, -오, -라구요, -으까, -여, -자고, -ㄹ라구, -냬, -여야지, -대니까, 
-는대, -게, -라니까, -ㄹ걸, -까요, -아야지, -니까요, -소, -라, -여야죠, -ㄹ래요, -드라고(더라고), 
-을래, -ㅂ쇼, -아야죠, -소서, -던가(든가), -답니다, -그든(거든)     

❺ 강현화 외(2016) 한국어 교육 문법 

-거/너라, -거든(요), -게(요), -고(요), -기, -기는(요), -나, -나요, -냐, -냐고(요), -냐니(요), -냐니까
(요), -냐면서(요), -냬(요), -네(요), --는/은가, -는/은걸(요), -는/은데(요), -는구나, -는군(요), -는
다, -는다고9요), -는다니(요), -는다니까(요), -는다면서(요), -는다지(요), -는단다, -는답니다, -는대
(요), -니, -더군(요), -더라, -더라고(요), -던가(요), 던데(요), -습니까, -습니다, -아/어, -아/어라, -
아/어야지(요), -아/어요, -(으)라, -(으)라고(요), -(으)라니(요), -(으)라니까(요), -(으)라면서(요), -(으)
래(요), -(으)세요, -(으)십시오, -은가요, -을 것, -을걸, -을걸(요), -을게(요), -을까, -을까(요), -을
래(요), -음, -읍니다, -자, -자고(요), -자니(요), -자니까(요), -자면서(요), -잖아(요), -재(요), -지
(요), -지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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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요’를 제거하고 표기하 다. ‘-지요’, ‘-죠’의 형태

로 표기된 경우도 최종적으로 ‘-지’만 표기하 다. 종결어미의 쓰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괄호 안에 예문을 병기한다. 4종의 사전과 국제 통용 표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결 표현을 선정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종결 표현 갯수

5종
-거든, -게(오늘도 학교에 가게?), -나, -네, -는가(오늘 무슨 요일인가)88), -는다, -는
대, -는데, -니, -다, -더라, -더라고, -던가, -던데, -습니까, -습니다. -어, -아라, -어
야지, -어요, -을걸, -을게, -을까. -을래, -자, -지  

26

4종 -거라, -고(밥은 먹었고?), -구나, -구만, -냐, -느냐, -는걸, -는구나, -는다니까, -는다
면서, -는단다, -더군, -라(거짓이 아니리라), -라니까, -오(날이 따뜻하오), -으라고  16

3종

-구려, -구먼, -기는, -냐, -너라, -노라, -노라, -ㄴ(이리 온), -는군, -는다니, -는다며, 
-는다지, -는다잖아, -다고, -다니(걔 학교 안 갔다니?), -다니까, -답니다. -대, -더구
나, -래, -십시오, -소, -으라(즉각 보고하라)89), -으라니, -으라니까. -으라면서, -으세
요, -은가요(예쁜가요?), -을라, -을라고, -자고, -자니, -자니까, -자면서   

34

2종

-거들랑, -고말고. -기. -나이까, -나이다, -냐고, -냬, -누나, -느냐고, -느냐니까, -느
니(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니), -는담, -는답니까, -다네, -다며(지난 주말에 아팠다
며?), -다면서, -단다, -더라니까, -던, -던걸, -디, -라니, -랄까, -랍니까, -랍니다, -
렴, -음(출입을 금함), -세요, -습디까, -으니까, -으니, -으라며, -으라지, -으랴, -으
려고(설마 그 사람이 그런 나쁜 말을 했으려고), -으려무나, -으렴, -으리(꼭 성공하
리), -으리라, -으마, -을꼬, -려고, -을지, -읍시다, -잖아, -재 

46

1종

-고(가자고), -그려, -냐니, -냐니까, -냐면서, -는구려, -는구만, -는구먼, -는다든데, 
-는다잖아, -다는데, -다지, -답니까, -더라니, -더랍니다, -더라니, -라고, -라네, -라
더냐, -라며, -라면서, -라지, -란다. -람, -랴, -로구나(이제 봄이로구나), -리오, -마
(내가 곧 편지하마), -습디다, -우(참 말도 많으시우), -(으)냐, -(으)냐니까, -으려나, 
-으련다, -으리오, -으셔요, -을 것, -ㄹ세   

38

<표 II-11> 공통 항목 중심으로 재구성한 종결 표현

88) ‘-는가’와 ‘-은가요’는 형태를 공유하고 있으나 전자는 하게체, 후자는 해체에 ‘요’가 

결합된 것이다. ‘-는가’는 상관적 장면에서 ‘자네 언제 떠나는가’와 같이 질문할 때 

쓰인다. 단독적 장면에서는 논문이나 신문 등 문어 매체에서 문제제기를 할 때 사용

된다. ‘-은가요’는 ‘그 바지는 얼마나 비싼가요?’와 같이 부드럽게 물어볼 때 사용된

다. 강현화 외(2016:361)은 ‘-은가요/-나요’에 해 주로 구어에서 쓰이며 비격식적 

상황에서 사용되며 부드러운 말투,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다고 하 다. 한편, 서상규

(2015)는 ‘-는가’를 사용을 다음과 같이 보 다. 

    

올림말 뜻구별 사적 화 공적 화 사적 독백 공적 독백

는가 어디에 가는가 17(14.0) 84(108.6) 15(33.0) 132(141.4)

ㄴ가 무슨 요일인가 493(406.5) 195(252.0) 85(187.1) 225(241.0)

은가 집이 넓은가 7(5.8) 7(9.0) 2(4.4) 8(8.6)

     사전의 뜻풀이에는 하게체의 질문, 혼잣말로 의심이나 의문, 문어에서는 문제제기로만 

다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ㄴ가’가 사적 화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89) 4종에 등장한 ‘-라’는 사실 전달 기능이고, 3종에 공통으로 추출된 ‘-(으)라’는 명령

기능을 수행한다. 후자에 해, 강현화 외(2016:346)는 신문과 같은 공식적인 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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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먼저 ❶, ❷ ❸, ❹ 4종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구만’을 살펴보자. 

‘-구만’은 표준 국어 사전에 ‘-구먼’의 비표준어로 등재되어 있다. 강현화 외

(2016) 사전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모두 다루고 있다. ❶에서는 ‘-구만’, ‘-구먼’

에 하여 “말할 때 아랫사람에게나 친구와 같이 친한 사이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감탄하듯이 말할 때 쓴다. 주로 말하는 순간 어떤 장면이나 상황을 보거나 

들으면서 말할 때 많이 쓴다(국립국어원, 2005:63-64).”라고 똑같이 서술하 다. 

다만 ‘-구먼’에서는 추가적으로 “1. 정감 있는 말투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

람이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2. ‘-구먼’은 ‘-군’으로 줄여 쓸 수 있다. 3. 높임

의 ‘요’를 붙이면 친 한 관계에 있는 윗사람에게도 정감 있게 말하듯 사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여 차이를 두었다. 서상규(2015)에 따르면 오히려 ‘-구먼’은 구어

에서 나타나지 않고 ‘-구만’은 사적 화에서 나타난다. 국통 2단계에 따르면 ‘-구

먼/-는구먼’과 ‘-구나/는구나’는 중급, ‘-구만/-는구만’은 고급으로 설정되어 있다. 

규범성 논의와 더불어 구어 문법 연구가 필요한 지점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❶과 ❷에서만 나타난 것, 즉 국어원에서 시행된 연구에만 발견된 

것에는 ‘-나이까’, ‘-나이다’, ‘-누나’, ‘-느냐고’, ‘-느냐니까’, ‘-느니(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니)’, ‘-는다네(저 사람들은 자네만 믿는다네)’, ‘-는다더냐’, ‘-는담’, 

‘-는답니다’, ‘-다마다’, ‘-더라니까’, ‘-던’, ‘-던걸’, ‘-데’, ‘-디’, ‘-랍니까’, ‘-습

디까’, ‘-으니’, ‘-(으)라며’, ‘-(으)라면서’, ‘-(으)라지’, ‘-(으)려고’, ‘-(으)마’, ‘-

을꼬’가 나타났다. 또한 ❶에만 쓰인 항목에는 ‘-는구려’, ‘-는구만’, ‘-는구먼’, 

‘-는다잖아’, ‘-다더냐’, ‘-다지’, ‘-더라니’, ‘-라네’, ‘-라더냐’, ‘-라며’, ‘-라면

서’, ‘-라지’, ‘-람’, ‘-(으)냐’, ‘-(으)냐니까’, ‘-(으)려나’, ‘-(으)리오’, ‘-(으)셔요’

포스터, 광고 문구에서 사용된다고 하 다. 군 와 같이 위계질서 있는 경우 아랫사

람에게 명령할 때에도 사용하며(나를 따르라), 약간 옛날 말투의 느낌이 나기도 한다

고 하 다(고개를 들라). 본문에서는 둘의 구분을 위해 ‘-라’, ‘-(으)라’로 표기하 다.

올림말 뜻 구별 전체 사적 대화 공적 대화 사적 독백 공적 독백

-구나

는구나 말을 잘하는구나 122(138.8) 74(61.0) 12(15.5) 21(46.2) 15(16.1)
구나 날이 춥구나 651(757.2) 379(312.5) 60(77.5) 124(272.9) 88(94.3)

구나이 날이 춥구나이 1(0.8) 1(0.8) - - -
로구나 아니로구나 1(1.1) - - - 1(1.1)

-구만
는구만 비가 오는구만 4(3.3) 4(3.3) - - -
구마 날이 춥구마 1(0.8) 1(0.8) - - -
구만 날이 춥구만 47(43.4) 41(33.8) 4(5.2) 2(4.4) -

<표 II-12> ‘-구나’, ‘-구만’의 구어 사용 빈도(서상규, 20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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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부분 예스러운 말투로 친한 사이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투가 부

분이고 현 에서는 친한 사이더라도 하 하는 느낌이 있어 쓰지 않는 항목들이 

많다.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자.

먼저 ‘-는다잖아’는 “1.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전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뒤의 행동을 하거나 뒤의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2. 말하는 

사람이 전에 한 말이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는 사람이 못 들었거나 무시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쓴다.(국립국어원, 2005:219)”라고 되어 있다. 그

러나 2는 강조하는 의미로 쓰인 것을 넘어서 내가 읽는다는데 왜 못 알아듣냐는 

짜증 내는 느낌이 든다. 또한 1을 표시하는 어미는 ‘- ’로 부분 체 가능하

므로 2와 같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는다잖아’를 쓸 경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구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는담’도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또는 혼잣말로 쓰여 앞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거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나타내는 어미(국립국어원, 

2005:224)”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  구어는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킨담?(혼잣말)’ 

신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지?’ 혹은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나?’ 등으로 체

되었다. 상 에게는 더욱이 ‘–는담’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경우는 드물며 억양에 

따라 불평이나 불편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혼잣말로도 잘못 사용하면 오해를 줄 

수 있어 한국어 학습자가 배울 필요성은 줄어든다. ‘-던’도 마찬가지다. “말할 

때 아랫사람에게나 친구와 같이 친한 사이에서 직접 경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

실에 한 물음을 나타내는 어미(국립국어원, 2005:365)”로 등재되어 있으나 

‘식당에 사람들이 많던?’, ‘내가 언제 너하고 한 약속을 안 지키던?’은 어미 ‘-디’

로 부분의 쓰임이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는다네’의 경우 “말하는 사람

이 웬만큼 지위가 있거나 나이가 든 사람이 자신보다 아래이거나 허물없는 사이

인 상 방을 접하면서(국립국어원, 2005:185)” 쓰는 상황은 현  사회에서, 

특히 구어에서는 보기 어렵다. 나이가 많더라도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 수

평적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하게체의 쓰임이 줄게 되었기 때문이다.90) 요컨  해

요체와 해체의 세력이 커지고 종결 사용 환경에 의한 제약으로 하게체와 하오체

가 소멸해 가고 있으므로 ❷-❺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0) 현재의 하오체는 음성언어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번역체에서 남성 화자에 

의해 격식적인 상황 혹은 관계에서 상 를 낮추지 않는 정도의 등급으로 사용된다.

(유필재, 2014:79) 주지하듯, 낮춘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

로 예전의 하오체 어미보다 현재는 상 경어법상 등급의 하락을 보이며 [존 ]의 의

미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현 의 수평적 분위기와 논의를 연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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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오체와 하게체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❶, ❷, ❸, ❹에서 공통으로 추

출된 것에는 ‘-라니까’, ‘-라’, ‘-(으)오’가 있다. ‘-라’는 옛날 말투로 사실을 전

달하는 고급 수준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것은 국립국어원

(2005:394-395)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처럼 ‘-다’

로 현  한국어에서 쓰인다. ‘-(으)오’는 표적인 하오체 어미로 ‘난 지금 마트

에 가는 길이오’와 같이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관계의 상 방을 접하여 진술·

의문·명령할 때 쓰는 어미(국립국어원, 2005:717)”이다. 비슷하게 ❶, ❷, ❹에 

실린 ‘-소’도 있다. 이는 구어에서는 사용 범위가 축소되지만 문학 작품에서나 

화 자막으로 하오체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록으

로 넣은 것으로 보이나 구어에서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   

한편, ❶, ❷, ❸에서는 ‘-더구나’, ‘-을라’, ❶, ❸에서는 ‘-라니’, ‘-랍니다’, ‘-

으랴’가 공통으로 추출되었다. ❶, ❺에는 ‘-(으)래’, ❸, ❺에서 공통으로 추출된 

것은 ‘-잖아’이다. ❷, ❸, ❹에서 공통으로 추출된 것은 ‘-십시오’이며, ❶, ❷, 

❺에서는 ‘-는다지’, ‘-(으)라’, ‘-(으)라니’, ‘-(으)라니까’, ‘-(으)라면서’, ‘-(으)

래’가 공통적으로 추출되어 해당 종결 표현은 한국어 교육에서 의미있게 다뤄지

며 ‘-십시오’는 구어에서까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❸, 

❹에만 쓰인 것에는 ‘-랄까’, ‘-ㅂ시다’, ‘-으니까’이다. ‘-랄까’는 ‘뭐랄까’가 표 

예문으로 이형태 ‘-ㄴ달까/-는달까/-랄까’ 중 ‘-랄까’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임은 

특기할 만하다.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살게’에서 쓰이는 연결어미 ‘-으

니까’가 “그때는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었으니까(서상규, 2019:590)”와 같이 

종결 위치에 쓰이는 연결어미를 종결 표현으로 위치한 것은 발화문의 특성을 반

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1종 출현 중 제일 많은 것은 ❹ 구어 빈도 사전이

었다. 입말에서만 쓰이는 ‘-냐니까’, ‘-냐니’, ‘-냐면서’, ‘-고’, ‘- 니까’, ‘-라고’, 

‘-소서’ 등이 나타났다. 특히 ‘-소서’는 강의, 강연, 발표, 설교, 식사와 같이 공

적 독백이 연구 자료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❷에만 쓰인 항

목은 ‘-더랍니다’, ‘-리오’, ‘-으련다’, ❸에서만 나타난 항목은 ‘-다는데’, ‘-도

록’. ‘-란다’, ‘-마’, ‘-우’ 등이 있다. 

끝으로 5종과 4종에 나타난 종결 표현을 문장 종결법에 따라 분류해 보자. 먼

저 5종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26개의 항목 중에서 [격식] 또는 [높임]의 의미 

자질을 가지는 ‘-습니까’, ‘-습니다’, ‘-아요’, 하게체인 ‘-는가’, 문어 서술체 ‘-는

다’를 제외하면 21개이다. 4종에서 현  구어에서는 사용 범위가 축소된 ‘-오’, ‘-

라’, ‘-거라’를 제외하면 13개이다. 34개를 체적인 쓰임에 따라 문장 종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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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 체적인 쓰임’이라 한 것은 고유 어미라고 해서 하나의 문장 종결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통용 어미인 ‘-아’와 ‘-지’를 제외하고도 ‘-(으)라

고’, ‘-(으)ㄹ까’, ‘-어야지’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ㄱ)은 어떤 상황상의 이유로 ‘반만’이라는 부분을 못 들었거나 불명확하게 알

아들었다. 그래서 ‘-라고’를 사용하여 다시 질문한 의문법이다. (8ㄴ)은 같은 어

미를 사용해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강조하므로 명령법이다. (8ㄷ), (8ㄹ)은 ‘-(으)

ㄹ까’를 사용하 다. (8ㄷ)은 추측하며 상 에게 질문하므로 의문법에 해당하는 

반면, (8ㄹ)은 상 에게 제안하는 문맥이므로 청유법에 해당한다. (8ㅁ), (8ㅂ)은 

‘-어야지’로 종결된 발화로 주어에 따라 문장 종결법이 달라진다. (8ㅁ)은 준비물

을 챙겨 가라는 명령법, (8ㅂ)은 의지와 다짐을 나타내는 평서법임을 볼 수 있다. 

2.3. 종결 표현의 기능·유형·억양
1) 종결 표현의 기능

종결 표현의 기능을 고찰하기 위해 언어의 기능, 한국어 교육에서의 기능, 종

결 표현의 기능 순서로 살피도록 하겠다. 먼저, 메티슨 외(Matthiessen et al., 

평서법 -거든, -는대, -는데, -더라, -더라고, -던가, -던데, -ㄹ걸, -ㄹ게, -
는걸, -는다니까, -는단다, -더군     

 -지, -어의문법 -게, -나, -는가, -니, -고, -냐, -는다면서  
명령법 -아라, -으라고, -라니까, -어야지
청유법 -을까, -을래, -자
감탄법 -구만, -는구나, -다, -네

<표 II-13> 문장 종결법에 따른 종결 표현 

(8) ㄱ. A: 컵에 우유를 반만 따라 주세요. 
B: 얼마나 따르라고요?

ㄴ.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하라고.
ㄷ. C: 이번엔 누가 이길까?

D: 글쎄. 힘 센 사람이 이기겠지.
ㄹ. E: 우리 오늘은 연구실에서 공부할까?

F: 그래. 오늘은 연구실에서 하고 내일은 관정에서 하자.
ㅁ. 하늘아, 준비물 챙겨 가야지.
ㅂ. 내일부터 시험이네, 열심히 공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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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02)에 따르면 기능의 의미는 언어 외적 의미와 내적 의미로 나뉘는

데 전자는 기술적 용어(technical term)로 언어의 사용(use of language)을 말

한다. 반면 후자는 본질적 기능(intrinsic function)이자 언어의 내부 구조로, 

SFL(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에서 쓰이는 용어다. 이 둘은 구별되지만 

궁극적으로 관련이 있다. 본질적 의미와 관련하여 전체적 조직으로 언어가 지니

는 자질임과 동시에 개별 단위 구조의 자질을 말한다.91) 제민경(2015:51)은 개

별 단위로 접근할수록 구조적 기능이, 전체 언어 차원으로 접근할수록 구성적 

기능이 부각된다고 하며 둘의 관계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내었다. 전체적 

구성으로서의 언어와 그 구조를 이루는 개별 단위의 언어는 관련되며 특히 전체 

조직으로서의 언어는 미시 기능, 거시 기능, 기능으로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

렇듯 사용으로서의 언어는 당면한 맥락에서 적절한 기능을 언어로 발현한다. 맥

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능은 선험적으로 내재된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절차적

이며 외적 요인들에 의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

구체적인 기능 분류를 살펴보자. 먼저 할리데이와 메티슨(Halliday & 

Matthiessen, 2004:108)은 담화 상황에서 실현되는 발화의 기능을 제안, 진술, 

명령, 질문으로 구분하 다. 브링커(Brinker, 1985)는 텍스트 기능을 제보, 호소, 

책무, 접촉, 선언 5가지로 나누었다. 강현화(2007:8)는 피노치아로 논의를 바탕

으로 한국어 교육과 의사소통 기능을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분류하 다. 

(9) 한국어 교육의 의사소통 기능
① 생각 표현하기 가능성, 소망과 의지, 추측, 확신 등
② 느낌 표현하기 희로애락, 감각적 느낌, 좋거나 싫음, 정서적 느낌
③ 친교 활동 인사, 초대, 약속, 칭찬이나 격려, 말의 중단이나 끝맺음 등
④ 일상적 대인 관계 소개, 전화, 감사, 사과나 변명 등
⑤ 지시적 화행 권유나 의뢰, 부탁과 요청, 승낙과 거절, 지시와 명령, 

주의나 경고, 금지, 허용, 충고, 제안과 설득 등
⑥ 의견 교환 의견 묻기, 의사 표시
⑦ 정보·문제 해결 안내, 보고, 묘사, 설명, 정의, 확인, 경험, 비교 등
⑧ 선언 활동 임명, 지명, 선고, 선포, 해임, 사임 등
⑨ 창조적 활동 가설, 상상 등

한국어 교육에서의 기능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통해 드러내는 화자의 

91)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Function” refers to the overall organization of 

language-in its different phases of development (or evolution)-in terms of 

modes of meaning: the spectrum of different modes of meaning. ②  

“Function” also refers to the local organization of the structure of a unit (at 

any of the strata of language) (Mattiessn et al., 201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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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도나 목적을 의미하고, 상황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는 의사소통 기능, 즉 발화의 목적에는 초 , 

주문, 거절, 의논, 축하, 흥정, 사과, 감사, 예약, 자기소개, 조언, 환전, 권유, 허

가, 칭찬, 동의, 의무, 약속, 이유, 의도, 제안 등 화행 목적을 기준으로 한다. 혹

은 교통수단 말하기, 아쉬움 표현하기, 여행/방학 계획/경험 말하기, 취미 말하

기, 집 구하기, 편치/소포 부치기, 병원에서 증상 이야기하기, 가게에서 물건 사

기, 약국에서 약 사기, 도움 요청하기, 날씨/계절 이야기하기, 가족 묘사하기 등 

실생활과 접한 상황을 중심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으로 종결 표현의 기능을 살펴보자. 최 란(2012)은 서법 관련 기본 발화 의

미와 양태 관련 부차 발화 의미로 별하 고 전자에는 약속, 시킴, 권유, 물음, 알

림 기능을, 후자에는 추측, 이유, 감탄, 강조 기능을 포함하 다. 또한 강현화 외

(2017)는 종결 표현 기능을 가능성, 경험, 능력, 당연, 메모·표어, 반발 및 불만의 

인용, 발견한 사실, 부담 제거, 상태 지속, 성취, 속성 판단, 안타까움, 알려주기, 의

도 및 계획, 의무, 제안 및 청유, 진행, 추측, 한정, 희망과 해라체 의문형 종결어미

(21개)로 구분하 다. 이러한 분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표현 목록과 유사 문법 

변별에 유의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얼마만큼 세분화하는지에 따라 끝이 없다. 또한 

귀납적으로 구분할 경우 말뭉치의 상황 설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발화 종결법을 “문장에 담긴 사태

에 해 화자가 청자를 상으로 진술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윤석민, 2010:65)”

으로 보고 문장에 담긴 사태, 태도를 어떻게 파악하고 전달하는지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국어학 논의 중 종결어미 논의를 살피어 기능 분류의 단초를 얻도록 한다. 

먼저 김석득(1992)은 말할이의 의향을 풀이법, 약속법, 느낌법, 물음법, 권유법, 

시킴법으로 분류하 다.92) 윤석민(2010)은 문장에 담긴 사태, 주도적인 행위 참여

자, 진술 방식, 진술 태도에 한 파악이 문장 종결법의 의미 특성이라고 보고, 상

태/행동, 화자/청자, 요구/전달, 정감적/비정감적이라는 이분법적 분류 방식에 따라 

설명법, 감탄법, 의문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명령법, 공동법 8가지로 분류하

92) 김석득(1992:395)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가 있고 없음에 따라, 답을 요구하는지 

행위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청자만의 개별 행동을 요구하는지 공동 행동을 요구하는

지,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 다.  

요청 없음-------- 서술법 ------------ 감동 없음 수의적 상대(풀이)-------- 풀이법
절대적 상대(약속)-------- 약속법

감동 있음 ------------------------- 느낌법
요청 있음-------- 대답 ------------------------------------------------------- 물음법

행위 -------------- 공동 ------------------------- 권유법
개별 ------------------------- 시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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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 근·구본관(2018)은 평서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으로 나누었다. 권재일(2004:8)은 의향법을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함이 있음

과 없음, 행동 수행이 있음과 없음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서술법(요구함 없음), 

의문법(요구함 있음, 행동 수행 없음), 명령법(요구함 있음, 청자의 행동 수행 있음), 

청유법(요구함 있음, 청자+화자 행동 수행 있음)으로 분류하 다. 마지막으로 한길

(2003)은 서술법, 물음법, 꾀임법, 시킴법으로 일차 분류하고 풀이법, 감탄법, 약속

법, 경계법, 질문법, 의문법, 제안법, 명령법, 허락법으로 이차 분류하 다.93) 

기존 연구를 살핀 결과, 서술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을 공통적으로 가지며 

서술법에 추가적으로 감탄법, 약속법을 넣거나 의미에 따라 허락법, 경계법을 추

가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서술, 의문, 명령, 청유라는 네 가지 기

준 중에서 청자에게 특별한 행위와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서술법’을 ‘정보 제공’

과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로 나누었다. 둘 다 들을이에게 아무런 요구가 없다

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는 말할이가 정감적 태도

를 가지고 명제 내용에 해 놀라워하는 느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

한 분류는 기존 국어학에서 ‘감탄법’을 별도로 설정한 연구와 상통한다. 차이점

은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은 명제 내용에 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 외에 

인사, 부르기, 주의 집중과 각종 메타 화행은 화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구어, 특히 일상 화에서는 화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감탄, 강조, 놀람과 각종 

메타 화행은 정보 제공과 전혀 다른 통사·의미·화용적 특성을 가진다. 

(10) ㄱ. 예쁘다!
ㄴ. 맛있네!
ㄷ. 대박.
ㄹ.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ㅁ. 더 대박인 거 얘기해 줄까?
ㅂ. 안녕?
ㅅ. 있잖아.

 

93) 문장 종결 종류는 적게는 4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최

현배(1937)는 베풂월, 물음월, 시킴월, 꾀임월(4가지), 정인승(1956)은 베품법, 물음

법, 시킴법, 이끎법, 느낌법(5가지), 서태룡(1985)은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약속형(5가지)으로 나누었다. 이희승(1960)은 설명법, 약속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

법, 공동법, 허락법(7가지), 고 근(1976)은 설명법, 감탄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허락법, 경계법, 공동법(8가지)으로 별하 다. 고 근(1974)과 윤석민(1996)은 설

명법, 감탄법, 약속법, 의문법, 명령법, 허락법, 경계법, 공동법(8가지), 김민수(1960)

는 설명형, 의문형, 질문형, 응락형, 명령형, 소원형, 경계형, 청유형, 추측형, 감탄형

(10가지)으로 분류하 다(유현경 외, 2018:504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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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은 관계 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명제 내용에 놀라워하거나 새로 알게 된 

사실에 한 감탄을 보이거나(10ㄱ, 10ㄴ, 10ㄷ), 발화와 발화 사이를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역할(10ㄹ, 10ㅁ, 10ㅂ, 10ㅅ)을 한다. 화 주제 형성과 관계 없이 

화의 시작, 끝을 알리며 진행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10ㅂ)은 인사, (10

ㅅ)은 주의를 집중해 달라는 표지로 의사소통 관리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계 유

지 기능의 수행은 한국인과 외국인의 구어 담화 수행에서도 차이를 보 던 바 

있다(김풀잎, 2011). 이들은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이 독립적인 범주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94) 

또한 선행 연구의 시킴법(명령법)과 꾀임법(청유문)은 행위 요청 기능으로 통

합했다. 이는 권재일(2004:10)의 연구 결과, 구어에서 명령문은 전체의 3.88%, 

청유문은 0.37%로 서술문이 65.15%, 의문문이 30.6%인 것에 비하면 매우 극소

수로 나타난 것을 참고하 다. 전체 종결 표현 조망에 필요하므로 명령과 청유

의 기능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일상 의사소통 수행에서 행동 수행을 요구한다

는 공통점에서 하나로 묶었다. 끝으로, 행위 요구 기능은 선행 연구의 약속법, 

의지법에 응된다고 볼 수 있다. 윤석민(2010)이 언급한 진술 태도가 주관적이

라는 점에서 주관적·객관적 요소가 모두 드러나는 타 기능과의 분리가 타당하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고는 통사적 기준보다는 의미적 속성, 구어에서

의 기능 발현에 중점을 두고 다섯 가지로 분류하 다. 명제 내용, 행위자, 진술 

방식과 태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리하면 ① 정보 요구 기능은 청자에게 행동이 아닌 답을 요구하면서 화자

가 청자에게 언어 내용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② 정보 제공 기능은 화자가 아는 

것을 청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 특성을 지닌다. 또한 ③ 행위 요구

94) 김풀잎(2011:92-93)은 화자가 서술 세계 관점에서 부차적 정보를 서술하는 경우 메타 

서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 다. 사건의 진행에 직접적인 향을 주지 않는 장면 설정, 

예고, 논평, 전환, 선취(先取)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배경 기술량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그것보다 모두 높게 나왔던 것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 다. 

명제 내용 행위자 진술 방식 진술 태도
정보 요구 상태 청자 요청 주관적/객관적
정보 제공 상태 화자 전달 주관적/객관적
행위 요구 행동 청자(+화자) 요청 주관적/객관적
행위 제공 행동 화자 전달 주관적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상태 화자 전달 주관적

<표 II-14> 종결 표현 기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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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자로 하여금 행동 정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청자만 행동하기를 

요구하면 명령, 화자가 같이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제안 및 권유 기능을 수

행한다. ④ 행위 제공은 화자가 행동 정보를 수행할 것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상

방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⑤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는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 없이, 상태에 해 

화자가 느낀 것을 청자에게 주관적으로 전달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기능이다. 한

편, 윤석민(2010:65)은 문장 종결법의 하위 구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미 조건, 

형태 조건, 기능 조건으로 제시하 다.

다섯 가지 분류는 각각의 의미·형태·화행 조건을 충족한다. 정보 요구 기능은 화

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답으로 요구하는 기능이다. ‘-(느)냐’, ‘-니’, ‘-디’, ‘-나’ 

등이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선

택 의문문, 수사 의문문 등이 있다. ‘연구실에서 오는 거야?’는 판정 의문문,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는 설명 의문문,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는 선택 의문문, 

‘하늘이 지금 서울에 있지 않아?’는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확인 의문문, ‘뭐? 휴학을 

신청했다고?’는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메아리 의문문에 해당한다. 메아리 의문문은 

상 방의 말에 놀람을 표하기 위해, 혹은 잘 못 들었을 때 그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

로 상 방에게 정말 그 정보가 맞는지 여부에 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95) 

정보 제공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게 요구하는 바 없이 아는 정보, 느낌, 추측, 

사실을 제공한다. ‘-(느)ㄴ다’, ‘-더라’, ‘-단다’와 같은 고유 어미에 의한 실현보

다 범용어미 ‘-아/어’에 의한 실현이 주로 나타난다. 행위 요구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행동이 화자도 같이 수행하는 공

동 수행인지 청자의 단독 수행인지에 따라 명령인지 권유 및 제안인지가 나뉜

다. 둘 모두 고유의 형태 ‘-아라/어라’, ‘-자’ 등 고유의 형태가 나타난다. 행위 

제공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베풀어 실현을 약속하는 것으로 화

95) 구어에서는 답이 필요하지 않은 의문문이 많이 발견된다. ‘안녕?’과 같은 인사, 

‘너 그거 알아?’와 같은 주목을 위한 덧붙임말 등이 있다. 이들은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에 해당한다.

(11) 문장 종결법의 하위 구분 기준
ㄱ 고유한 의미 특성이 있는가? -의미 조건
ㄴ 전형적인 형태가 있는가? -형태 조건
ㄷ 특정한 형태론적, 통사론적, 화용론적 기능이 있는가? -기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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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일방적인 의지 표명 둘 다를 포함한다. 또한 상 가 허락을 구했을 때, 그 

행동 수행을 기꺼이 허락하는 것도 행위 제공이며 ‘-(으)ㄹ게’, ‘-(으)렴’ 등 고유 

형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느

낌을 표현하거나 강조, 주목을 끌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구어의 특성상 

상술한 네 기능에 속하지 않는 군말이나 말버릇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또한 감

정의 표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구나’, ‘-네’, ‘-군’과 같이 감탄 기능 수행 어

미와 ‘음, 어, 와’ 등의 감탄사가 고유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으로 종결 표현 기능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연도) 기능 분류 

권재일(2004)
㉠ 청자에 대한 요구함이 없음: 서술문 
㉡ 청자에 대한 요구함이 있음, 행동 수행이 없음: 의문문
㉢ 청자에 대한 요구함이 있음, 행동 수행이 있음: 명령문, 청유문

고영근·구본관
(2008, 2018)

㉠ 화자가 청자에게 진술, 영탄: 평서법, 감탄법 
㉡ 청자에게 정보 제공 요구: 의문법
㉢ 청자에게 행동 요구, 화자 스스로 행동 약속: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

이종희(2004)

㉠ 행위 기능: 약속, 의지, 시킴, 요청, 허락, 권유
㉡ 정보 기능: 알림, 서술, 질문, 문제제기
㉢ 인지 기능: 확인, 추측, 이유, 단정
㉣ 표출 기능: 감탄, 불평, 의심, 무관심, 염려, 강조, 기원

최영란(2012) ㉠ 서법 관련 기본 발화 의미: 약속, 시킴, 권유, 물음, 알림
㉡ 양태 관련 부차 발화 의미: 추측, 이유, 감탄, 강조

본고

㉠ 정보 요구: 질문, 의문[물음]
㉡ 정보 제공: 풀이[진술, 추측, 이유, 회상, 묘사, 응답, 알림]    
㉢ 행위 요구: 제안, 명령[시킴, 권유, 요청, 청유, 경고, 허가 요구]
㉣ 행위 제공: 약속, 허락[의지, 의도, 계획, 허가]
㉤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감탄[인사, 새로 앎, 맞장구, 거절, 동의, 
                          주위 환기, 깨달음, 도입] 

<표 II-15> 종결 표현의 기능 분류

기능 분류를 한길(2004)의 이차 분류 체계와 응하여 설명하겠다.96) 먼저 정보 

96) 한길(2004:69)은 오른쪽 표와 같이 통사적·의미적 기준을 중

심으로 1차 분류를, 종결어미의 의미적 속성 개념을 중심으로 

2차 분류를 시도하 다. 풀이법을 포함한 9가지의 층위는 동일

하며 본래 정보 제공의 하위로 경계법을 넣었으나 말뭉치 분석 

후 경계 발화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 삭제하 다. 괄호 [ ] 안

은 이종희(2004), 최 란(2012)의 세부 기능을 수정하여 적절

한 항목에 배치한 것이다. 한길(2004)의 2차 분류에는 ‘정서 

표출’ 기능에 해당하는 감탄만 있고 담화를 매끄럽게 이어나가

는 ‘관계 유지’ 기능을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괄호 안에 

일차 분류 이차 분류 표 씨끝

서술법 풀이법 -는다

감탄법 -구나

약속법 -마

경계법 -을라

물음법 질문법 -니

의문법 -을까

꾀임법 제안법 -자

시킴법 명령법 -어라

허락법 -으려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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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는 ‘물음법’에 해당한다. 질문, 의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정보 제공 기능은 

‘풀이법’에 해당한다. 풀이법에는 진술, 추측, 이유, 회상, 묘사, 응답, 알림 등 세부 

기능들이 포함될 수 있다. 행위 요구 기능은 제안법, 명령법이 속한다. 시킴, 청유, 

경고, 허가 요구 등이 하위 항목이다. 행위 제공은 약속법과 허락법과 같으며 의지, 

의도, 계획, 허가가 해당된다.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은 감탄이다. 인사, 새

로 앎, 맞장구, 거절, 동의, 주위 환기, 깨달음, 도입 등이 같은 층위에 포함된다. 

한편 종결 표현의 기능을 분류할 때, ‘구어’의 단위와 기준이 필수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앞서 구어 문법의 발화에서 호흡, 억양 단위가 또 다른 생성 기제

임을 밝히고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언급하 다. 이는 상 의 응답 여부에 따라 

같은 종결 표현이라도 다른 기능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억양을 

어떻게 얹는지도 기능 분류에 기여한다. 

(12) ㄱ. A: 내가 오빠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요즘 말이 많아졌어? 이
랬어. 그랬더니 너 만났을 때 너 혼자 엄청 많이 얘기하니까 말 할 타이
밍이 없었어, 이러는 거야. 내가 왕왕대면서 얘기했거든.

B: 니가 1초도 말 할 틈을 안 줬구나::.
A: 내가 아 내가 나는 오빠가 나를 되게 배려해 주고 말을 잘 들어주는 사

람이라고 했는데 오빠 요즘 얘기 많이 해서 짜증나 이랬어. 나는 원래 말
하는 거 좋아하는데. 

ㄴ. C: 부동산에 매우 빠져 계셔 가지고 그런 거 같긴 해. 그 사람 최대 관심사
는 집인 거 같긴 했었어.

D: 아 투자 지역을 요즘 찾고 있구나?
C: 어. 하고 싶으신가 봐. 집을 사고 싶대.::: 자기가 내년에 집을 사고 싶

대.::: 그래서 나는 정말 열 번을 생각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을 이해는 하
는데 되게 좀 그랬어.

(12ㄱ), (12ㄴ)은 모두 종결어미 ‘-구나’가 쓰 으나 기능이 다르다. 맥락이 다

르고 후술하겠지만 억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12ㄱ)의 ‘줬구나’는 [새로 앎]을 

나타내는 주관적 태도이므로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을 수행한다. (12ㄴ)의 

‘있구나?’는 상승 억양이 얹혀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이므로 정보 요구 기

능을 수행한다. (12ㄱ)은 상 방이 자신의 발화를 이어 나가고, (12ㄴ)은 청자가 

‘어, (투자)하고 싶으신가 봐’처럼 물음에 해 청자의 응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도 변별적이다. 청자의 응답 여부도 기능 구분에 있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모두 표기하 다. 또한 질문은 추측성 질문, 이미 앎을 나타내는 질문, 판정을 요구하는 

질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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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결 표현의 유형

종결 표현의 어미복합체와 조각문 유형을 살펴보자. 먼저 어미복합체는 문체

법과 존비법이 맞물린 결어법의 체계, 반말의 개념과 형태적 분류 순서로 고찰

하겠다. 조각문은 조각문 전체 분류 기준를 정련한 후,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유형을 소개하겠다.   

고 근·구본관(2018:448)에 따르면 화자가 명제나 청자에 한 화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종결어미를 통해 표현하는 문법 범주인 문체법은 기능적 관

점에서 평서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으로 나뉜다.97) 직접 인용의 문체

법을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해, 해요 등급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98)

하게체와 하오체는 오늘날 구어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하십시오체와 해요체

는 본고의 연구 상인 친 한 면  면 화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색칠

한 부분이 본고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해라체’와 ‘해체’는 친근한 사이의 화·청

자 사이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적인 표현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유현경 외

(2018:512-513)는 상당수 연구에서 해라체는 격식체 중 낮춤(아주낮춤)으로 여

겨져 왔으나 다음과 같이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해라체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하 다.

97) 문장 종류라는 관점에서 문(文)을 붙여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부를 수 있으나 본고는 문장 조각과 종결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어미도 포괄하기 위해 

기능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문’ 신 ‘법’을 결합하기로 한다.

98) 0은 고유한 형태가 없다는 뜻이며 [ ] 표시는 다른 형식이 신한다는 뜻이다. 하오

체의 청유형 어미는 고유한 형식이 없어 하십시오체의 ‘-ㅂ시다’가 신하고, 하십시

오체의 청유형 어미 자리는 ‘-시지요’가 신한다.(고 근·구본관, 2018:169-170)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 해
(요-결락형)

해요
(요-통합형)

평서법 -는다 -네 -오 -ㅂ니다 -어 -어요
감탄법 -는구나 -는구먼 -는구려 0 -어 -어요
의문법 -느냐 -는가 -오 -ㅂ니까 -어 -어요
명령법 -어라 -게 -오 -ㅂ시오 -어 -어요
청유법 -자 -세 [-ㅂ시다] [-시지요] -어 -어요
약속법 -마 -ㅁ세 [-리다] [-오리다]
허락법 -려무나 -게나 -구려 0
경계법 -ㄹ라 [-리] [-리다] 0

<표 II-16> 결어법의 체계(고영근·구본관, 201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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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체는 (13ㄴ)에서 볼 수 있듯이 손윗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다. 반면 해체는 

엄마에게 ‘다려 줘’, 할아버지에게 ‘전화해’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친

근하고 가까운 사이의 손윗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해체를 [-높임], 해라체를 [낮춤]으로 상정할 수도 있겠으나 언니가 동생에게, 

혹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굳이 낮추어 우한다고 보기 어렵다.99) 또한 <표 

Ⅱ-16>은 가장 기본 형태를 표형으로 보 으나 ‘-느냐’ 외에도 해라체의 경우 

회상 의문형 어미 ‘-더냐’, 비격식적 의문법 어미인 ‘-니’, ‘-디’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평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해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  높임 표현에서 

[-높임]에 해당하면서 [+비격식], [-윗사람]의 의미 역을 ‘일상 화 종결 표

현’의 범주로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해당 표현을 넓은 의미의 ‘반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준 국어 사전에 따르면 반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❶ <언어> 대화하는 사람의 관계가 분명치 아니하거나 매우 친 할 때 쓰는, 높이지도  
낮추지도 아니하는 말. ‘이 책 재미있어?’, ‘아주 재미있는걸’에서와 같이 종결어미 
   ‘-아(어)’, ‘-지’, ‘-군’, ‘-ㄴ걸’ 따위가 쓰인다.
❷ <언어> 손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 하는 말.

❶은 상  높임법의 등분 중 하나인 해체이자 [안높임]에 해당하는 반말이다. 

❷는 언중들이 ‘너 누구한테 반말이야?’라고 할 때의 반말로 해체와 해라체를 포

함하는 역이다. 본고의 규명 상은 일상 화에서의 종결 표현으로 ❷에 가

깝다. 언어학적 반말이 아닌 넓은 의미의 반말을 채택한 관점에는 고광모(2001), 

한길(1991)이 있다. 고광모(2001:24)에 따르면 반말체의 역은 해라체와 하게

체의 역을 합한 것보다 넓어 해라체뿐만 아니라 하게체도 쓸 수 없는 상 에

게 반말체를 쓰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 다.100)  

99) 가수 10CM의 노래 중에 ‘봄이 좋냐’는 제목부터 해라체를 사용한다. 노래 가사에서 

‘봄이 그렇게도 좋냐’, ‘벚꽃이 그렇게도 이쁘디?’, ‘니네도 떨어져라’, ‘망해라’에 사용

된 어미 ‘-냐’, ‘-디’, ‘-어라’는 모두 해라체 어미이다. 이는 격식적인 존중 신 예

상 청자를 매우 친한 사이라고 가정한 높임 등급으로 볼 수 있다. 굳이 청취자를 ‘아

주 낮춰 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100) 같은 맥락에서 한길(1991:241)은 다음 표를 조직하고 반말은 [-높임] 전체에 해

(13) ㄱ. (엄마가 딸에게) 순희야, 텔레비전 그만 보고 이제 자라.
(친구 A가 친구 B에게) 애들도 아니고. 확신이 없으면 만나지 마라.

ㄴ.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시간 없어. 빨리 교복 *다려 줘라./다려 줘.
(손주가 조부모에게) 할아버지, 이따가 *전화해라./전화해.       
                                                 유현경 외(201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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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수평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비격적인 안높임’에 해당하는 종결어미에 

한 연구를 살펴보자. 성기철(1985:107-108)은 종결어미 중 서술법에는 ‘-어, 

-지, -걸, -거든, -께, -게, -데1, -데2, -고말고, -게’가 쓰이고 물음법에는 ‘-

어, -ㄴ지, -게, -을까, -나, -는가, -면서’가 쓰인다고 하 다. 또한 시킴법에는 

‘-어’, 꾀임법에는 ‘-지’, 느낌법에는 ‘-구먼(군)’ -네’ 등이 사용된다고 하 다. 

한길(2004:116)은 반말101) 종결 접미사가 자신의 생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서법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며 종결어미를 단순형과 

복합형으로 나누었다. 단일 어미는 단순형, 둘 이상의 형태소에 의해 이루어진 

복합 형태로 된 종결 접미사는 복합형으로 칭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형태적 분류에 방점을 둔 연구에는 이종희(2004)도 있다. 해당 연구는 단일 

형태, 합성형, 결합형, 융합형, 준꼴 복합 형태로 나누었다. 합성형은 둘 이상의 

당하는 범주로 높낮이 없음, 예사 낮춤, 아주 낮춤을 포함하는 범주임을 보 다.

           

구분 격식체 비격식체 구분

높임
아주 높임 반말종결접미사

+{요}
높임

예사 높임

같음 높낮이 없음

반말 안 높임
낮춤

예사 낮춤

아주 낮춤

101) 한길(2004:113)은 반말의 정의를 6가지로 설정하 다. 첫째, 반말은 들을이높임법

의 한 등분이다. 둘째, 반말은 형태배합상 들을이높임 토씨 ‘요’가 통합될 수 있으며 

‘요’의 통합 여부에 따라 높임의 정도가 달라진다. 셋째, 반말을 나타내는 마침씨끝 뒤

에는 월의 끝에 놓이는 절종결이 놓여 통어적으로도 완결된 월의 기능을 가진다. 셋

째, 들을이높임의 정도는 [안높임]에 해당한다. 다섯째, 반말은 말할이와 들을이 사이

에 비격식적인 장면에서 사용된다. 여섯째, 반말은 주로 상관적 장면에서 입말로 사용

된다. 여기서의 반말은 상  높임법의 한 등분으로 ❶의 반말에 해당된다. 참고로 본

고는 들을이높임은 ‘상  높임’, 마침씨끝은 ‘종결어미’로 일컫는다.

(14) 서술법 단순형 -어, -지, -게, -네, -는군, -데, -거든, -는데, -고
복합형 -다나, -자나, -으라나, -는다고, -느냐고, -자고, -으라고, -는다니

까, -냐니까, -자니까, -으라니까, -을래, -을게, -는걸, -을걸, -고말
고, -다마다

물음법 단순형 -어, -지, -게, -네, -는가, -나, -데, -는데, -고
복합형 -다니, -냐니, -자니, -으라니, -는다고, -느냐고, -자고, -라고, -는

다면서, -자면서, -으라면서, -는대, -는다지, -을까, -을래, -는지
꾀임법 단순형 -어, -지

복합형 없음
시킴법 단순형 -어, -지, -고

복합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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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가 분석 가능한 것이지만 분석된 형태들의 쓰임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합

성꼴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명하는 것, 결합형은 ‘요’나 ‘-시/-더’ 등이 결합하

여 쓰이는 형태, 융합형은 둘 이상의 어미가 녹아들어 단순히 줄어든 꼴로 쓰이

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 것, 준꼴 복합형태는 단순히 줄어든 꼴

로만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 아울러 허경행(2010)은 오늘날 종결 표현의 특징 

중 종결어미가 아닌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와 함께 종결어미의 복잡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 다.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복합 종결 표현들이 있는데 부

분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 심리적 상태와 관련된 양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구어에서의 쓰임이 부분이라고 하 다. 복합 형태를 하위 개념인 

융합형과 연속형, 분석 가능성으로 나누었다.102)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핀 형태적 분류를 중심으로 상술한 사전류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2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목록을 단일형, 결합형, 

융합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형은 순수 종결 표현을 가리킨다. 연결성 종결 표현은 연결어미류 조각문

으로 위 표에 제시된 연결어미류 외에도 ‘-고’, ‘-느라고’ ‘-는데’, ‘-니까’, ‘-아

서’ 등이 있다. 이들은 단일한 형태소로 되었으므로 단일형에 포함된다. 결합형

은 인접한 형태소의 삭제의 과정 없이 결합하여 하나의 종결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선어말어미 ‘-더-’, ‘-시-’는 분리할 수 없는 형태소와 후행하는 

102) 허경행(2010:41)은 복합종결어미를 삭제에 의한 융합을 거친 복합종결어미(융합

형)과 인접한 형태소끼리의 융합(연속형)으로 나누었다.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분석 가능성 복합종결어미

형태상 의미상 x

복합형태

융합형

단순융합형 o o o

진전된 융합형 o x x

더 진전된 융합형 x x x

연속형

단순연속형 o o x

진전된 연속형 o x o

더 진전된 연속형 x x x

유형 유형 형태

단일형
순수 종결 표현 -어, -지, -을걸, -을게, -는걸, -게, -나, -니, -냐, -아라, 

-으라고, -라, -을까, -을래, -자, -구만, -는구나, -다, -네 
연결성 종결 표현 -거든, -는데

결합형 -더- 결합형 -더라, -더라고, -던다, -던데, -더군
융합형 -는대, -는다니까, -는단다, -는다면서, -라니까, -어야지

<표 II-17> 종결 표현 형태적 분류



- 109 -

어미와 결합하여 굳어진 단계를 거친다. 본고는 반말체를 상으로 하므로 ‘-더

-’ 결합형만 추출되었으나 ‘-세요’, ‘-십시오’가 결합형의 추가적 예가 된다. ‘융

합형’은 “단어경계나 통사적인 구조 등이 삭제된 후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과정(허경행, 2010:201)”이다. 표에 제시된 것 외에도 ‘-자면서’를 들 수 있다. 

‘아까는 떡볶이 먹자면서?’여기서 ‘-자면서’는 종결어미 ‘-자’와 연결어미 ‘-면서’

가 결합한 복합종결어미다. 역사적으로 ‘먹자고 하면서’에서 ‘-고 하-’라는 통사

적 구성이 삭제된 후 이루어진 융합형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표출 및 관계 유

지 기능을 상위 기능과 하위 기능으로 정리하고 분류에 따라 선행 연구에서 살

핀 어미를 통용 종결어미와 고유 종결어미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한편, 구어에서는 종결어미로 종결되는 형태뿐만 아니라 조각문으로 종결된 

형태도 빈번하다. 조각문103)의 유형에 해 이소 (1996)은 명사(구), 연결어미, 

상위 
기능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하위 
기능

질문, 의문
[물음]

풀이
[진술, 이유,  
추측, 회상, 
묘사, 응답, 

알림]

제안, 명령
[시킴, 부탁, 
경고, 청유, 

요청, 권유, 허가 
요구]

약속, 허락
[의지, 의도, 
계획, 허가] 

감탄
[인사, 새로 앎, 
맞장구, 거절, 

동의, 동조, 주위 
환기, 깨달음, 

도입] 
통용  
어미 -아/어, -지

고유 
어미

-(으)냐, 
-는가/은가, 

-는데, 
-는지/은지, 

-니, -(으)ㄹ까, 
-야, 

-라고/다고/냐
고, -(는)다고, 
-다면서, -다며  

-다, -단다, 
-다니까, 
-(는)다, 

-대/래/냬, 
-는걸/은걸, 

-을걸, -더라, 
-더라고, 

-더라니, -더군, 
-던데, -데 

-아라/어라, -자, 
-자고, -자니까, 

-라니까 

-(으)ㄹ까, 
-(으)ㄹ게, 
-(으)ㄹ래, 

-어야지/아야
지, 

-어야겠다/아
야겠다 

-(는)구나, 
-로구나, -(는)군, 

-구먼, -네, 
-ㄴ다니, -나, -다 

예문

너 그랬어?
난 그런 사람이 

세 명이나 
있었어. 

먹어. 내가 찾아볼게. 아, 그렇구나.

그거 비  
아니었나?

좀 정리가 
되더라. 인터넷 찾아 봐. 고민해 

봐야겠다. 맞다! 

갔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데?

온다는 말은 안 
했지.

이거 버튼 좀 
눌러 줘. 내가 할게. 더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표 II-18> 종결 표현의 기능에 따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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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구), 감탄사, 문미어, 선어말 어미, 어간, 지시어 8가지로 분류하 고104) 권

재일(2004)은 체언, 체언+조사, 부사어, 감탄어, 관형어로 구분하 다.105) 서은

아 외(2004)는 감탄사, 부사어, 체언, 명사구, 관형어로 나누었고 김현지

(2018:151)는 하나의 단어, 명사+조사 결합형, 절+연결어미 구성 이렇게 세 가

지로 분류한 바 있다. 본고는 서은아 외(2004)의 분류를 따르되 체언과 명사 구

를 합하여 명사(류)로 칭할 것이다. 또한 관형어, 부사어와 같이 ‘문장 성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감탄사와 같이 ‘품사’에서 쓰이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므로 부

사어는 부사(류), 관형어는 관형사(류)로 일컬어 층위가 일치되도록 한다. 선행 

연구와 본고의 표현을 비교하면 (15)와 같다.

조각문은 앞뒤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107) 조각문에 해서는 

103) 조각문(fragments)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구본관 외(2015:209-210)에 따르

면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의 독립

적 형식 단위’로서 필요한 성분이 문법 원리에 따라 완전하게 구성된 문장을 완전문

(full sentence), 실제 상황에서의 필요에 따라 완전문의 일부를 생략한 문장을 소형문

(minor sentence)이라고 하 다. 소형문은 연구자에 따라 조각문이라고도 하며 ‘문장

의 조각’이라는 특성에 기반한 ‘조각문’이라는 용어를 택하기로 한다.(김풀잎, 2016:79)

104) 이소 (1996:68-72)은 구어에서의 생략 현상을 문맥 생략문, 상황 생략문, 중단 생략

문으로 별하고 중단 생략문을 화자의 의지 유무에 따라 다시 나누었다. 하나는 화자가 

발화를 종결짓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화자가 끼어들어 화를 완성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화자가 말하기를 꺼리거나 기타 어떤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발화를 완성 짓지 않

고 종결 형태를 생략한 경우이다. 이 중 ‘중단 생략문’이 본고의 ‘조각문’에 해당한다.

105) 권재일(2004)은 고유한 어미에 의한 실현, 범용어미에 의한 실현, 서술/명령/의문/청

유 어미 전용에 의한 실현, 접속어미 전용에 의한 실현, 문장 조각에 의한 실현으로 나

누었다. 즉, 조각문에 연결어미로 종결된 형태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범주로 설정하

다. 그러나 본고는 종결어미가 사용되지 않은 종결을 모두 문장의 조각으로 보고 조

각문의 하위 범주로 포함하 다. 이는 이소 (1996), 김현지(2018)의 의견과 상통한다.

106) 이소 (1996:76)은 문미어와 형식어 가운데에 문의 마지막에 오는 형식 형태소라고 

정의하 다. 구어에서는 문어와 달리 종결된 문 뒤에 어휘가 오는데 문미어는 어미가 

아니면서 문의 맨 끝에 위치하여 굳어진 말을 이르는 것으로 실사에서 문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어휘인 것이다. ‘이따 배고프면 먹든지, 뭐’에서 ‘뭐’가 문미어에 해당한다.

107) 예를 들면 표준 국어 사전에 ‘정말’은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명사) 거짓

(15) ㄱ. 명사구, 체언, 체언+조사, 명사+(주격)조사 ⇒ 명사(류)
ㄴ. 연결어미 절+연결어미 ⇒ 연결어미(류)
ㄷ. 관형어, 명사+(관형격)조사 ⇒ 관형사(류)
ㄹ. 부사(구), 부사어, 명사+(부사격)조사 ⇒ 부사(류)
ㅁ. 감탄사, 문미어106) ⇒ 감탄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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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분석 토 가 마련되어야 하는바, 구어 말뭉치에서 나타난 조각문과 함께 

분류 예시를 보이도록 하겠다.

(16)은 명사류 조각문으로 수사, 명사, 일반 명사, 고유 명사, 체언+주격 조

이 없이 말 그 로임 또는 그런 말/((‘정말은’ 꼴로 쓰여))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사

실을 말할 때 쓰는 말/((‘정말이지’ 꼴로 쓰여)) 자신의 말을 강하게 긍정할 때 쓰는 

말 (부사) 거짓이 없이 말 그 로 (감탄사) 어떤 일을 심각하게 여기거나 동의할 때 

쓰는 말/어떤 일에 하여 다짐할 때 쓰는 말/((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나타내는 말 뒤

에 쓰여)) 어떤 사람이나 물건 따위에 하여 화가 나거나 기가 막힘을 나타내는 말> 

따라서 조사 결합 여부, 앞뒤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 표준 국어 

사전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검색하며 판단해야 한다.

(16) ㄱ. 더벅머리? 명사

명사류 조각문
여기? 대명사

ㄴ. 뭔가 제일 힘든 육아 헬 육아를 
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니까 이게 사이가.

체언+주격 조사

ㄷ. 너가 말 할 틈을 안 줬구나 1초도. 체언+보조사
ㄹ. 3명씩? 체언+접사

(17) ㄱ.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만 딱. 부사

부사류 조각문

아니지. 정확히는. 부사+보조사
ㄴ. 그래서? 접속 부사
ㄷ. 학교 안에서? 체언+부사격 조사
ㄹ. 아무것도 못 하게. 부사형 어미
ㅁ. 눈이 이 만해. 땡글땡글. 의태어

그냥 냅 두면 하루종일 쫑알쫑알. 의성어

(18) ㄱ. 어느? 관형사
관형사류 조각문ㄴ. 사람도 안 오는데 빈 자리의. 체언+관형격 조사

ㄷ. 결혼식장 가자마자 밥을 먹어야 되는? 관형사형 어미

(19) ㄱ. 아니 그건 아니고 성악을 부를라고
(√부르려고). 연결어미   

   연결어미류 조각문
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돼서. 연결어미

(20) ㄱ. 아. 감탄사   
   감탄사류 조각문ㄴ. 아이구(√아이고). 감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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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체언+보조사, 체언+접사 등을 포함한다. (17)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 체언+

부사격 조사, 부사형 어미, 의성어·의태어, 접속 부사 등 기타 문장 성분상 부사어

로 해석되는 경우를 부사류 조각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부사는 성분 부사

(성상 부사/지시 부사/부정 부사), 절 부사 등 표준 국어 사전에 부사로 분류된 

모든 조각문을 일컫는다. 부사격 조사 ‘한테/에서/(이)랑/로/까지/부터’로 종결된 

것, 접속부사 ‘그래서/그러니까(그니까)/근데’ 등으로 종결된 것, ‘가라고 그랬어’에

서 ‘그랬어’가 생략된 피인용절 ‘가라고’ 모두 부사류 조각문이다. (18)은 관형사류 

조각문의 예시다. 지시 관형사 외에도 수 관형사, 성상 관형사로 종료된 것, 관형

격 조사 ‘의’로 종결된 것, ‘-는/-은/-을/-던’으로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 

(19)의 연결어미류 조각문은 ① 연결어미, ② 종결어미화 과정의 연결어미, ③ 

종결어미화가 완료된 연결어미 중에서 ①, ②를 일컫는다. ③은 조각문이 아닌 

종결어미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에 해 김풀잎(2016:82-84)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연결어미 조각문 사용 양상을 살피며 표준 국어 

사전을 기준으로 ① 사전에 연결어미로만 등재된 경우와, ② 연결어미와 종결어

미의 쓰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로 나누었다. 사전에서 종결어미로 종결된 것

은 조각문에서 제외하고 연결어미로만 등재된 경우, 둘의 쓰임을 모두 가진 경우

는 문맥상 연결어미로 판단된 경우만 연결어미 조각문에 포함하 다. 가령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이번엔 지난번보다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에서의 ‘-거든’, 

‘-는데’는 종결어미화가 완료된 연결어미다. 비종결어미 던 연결어미가 “공시적

으로 후행절의 생략, 선·후행절의 도치, 상위문 동사 생략 등으로 인하여 문장 종

결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종결어미의 문법·기능을 보이기 때문(서정목 외, 2014:3

17)”이다. 반면 ‘내가 너무 무리했나 싶어 가지고.’, 너도 하고 싶어서?’에서의 ‘-

고’, ‘-아서’는 연결어미로 등재되어 있다. 앞뒤 맥락이나 상황에 의해 ‘내가 너무 

무리했다 싶어 가지고 미안해졌어’, ‘너도 하고 싶어서 쳐다보는 거야?’ 등으로 

상위문 복원이 가능하며 의미의 연속성이 있으므로 연결어미 조각문이다. 

끝으로 감탄사는, (20)에서 볼 수 있듯, 독립적으로 사용되어 하나의 발화를 

이룬다. 허얼, 아이구 등 사전에 등재된 규범 표기가 아니더라도 구어 문법 기반

이므로 모두 감탄사류 조각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종결 표현의 억양

구어 종결 표현을 구성하는 마지막 요인은 억양이다.108) 발화 말에 어떤 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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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얹히느냐에 따라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기능 분류에 결정적인 요소기 때문이

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도 상 방의 억양을 듣고 화자의 태도를 해석하고 의

도하는 바에 맞는 억양을 얹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억양을 

잘못 사용하면 상 방의 체면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고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1)의 예는 종결에서 억양의 중요성을 잘 드러낸다. (21ㄱ)에서 문말 억양이 

상승조라면 강아지를 키우느냐는 정보 요구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하강조가 얹

히면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는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21ㄴ)에서 문말 억양

이 오름조라면 당신도 가느냐는 의문문이 되고, 하강조라면 같이 가자는 청유문

이 된다. (21ㄷ)에서 종결 부분이 상승조와 결합하면 붕어빵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의 질문이 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너도 같이 먹자는 행위 요구 기능이 

될 수 있다. 혹은 붕어빵인지 계란빵인지 손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먹는 

상이 붕어빵이 맞는지 확인하는 발화일 수도 있다. 또는 다이어트 중인데 밥을 

많이 먹고 붕어빵을 또 먹는다니 살이 찌겠다는 비난도 된다. 이렇듯 억양은 문

법적 기능과 더불어 화용적 기능도 수행한다.

다음으로 억양의 구성 요소를 살피겠다. 억양은 피치의 변화, 고저 곡선을 의

미하며, 최소 실현 단위는 강세구다. ‘안녕’이라는 발화는 하나의 발화, 하나의 

강세구, 하나의 억양구이지만 ‘수박 좋아해’는 2강세구, 1억양구, 1발화인 셈이

108) 볼린저(Bolinger, 1951)는 억양을 문장 단위의 말에 있어서 말의 시작이나 끝에서 

고저음이 움직이는 방향과 악센트를 받는 음절간의 상 적 음높이와 같은 고저음의 

특질로 정의하 다. 리버만과 피어험버트(Liberman & Pierrehumbert, 1984:157)는 

음조(tune), 현저함(prominence), 기울기(declination) 그리고 피치의 범위(pitch 

range)가 억양 기술에서 필요하다고 하 다. 

(21) ㄱ. 강아지 키워?
강아지 키워.

ㄴ. 가시죠?
가시죠.

ㄷ. 붕어빵 먹어?
(너) 붕어빵 먹어?
(붕어빵을 내 며) 붕어빵 먹어?
붕어빵 먹어? (아님 계란빵? 잘 안 보여.)
붕어빵 먹어? (다이어트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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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세구는 처음 두 음절이 LH(low-high)LH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첫음

절이 마찰음, 격음, 경음으로 시작되면 첫 부분의 억양이 올라가 H로 시작하여 

HHLH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22ㄱ)은 4강세구, 2억양구, 1발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억양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표시는 억양구, ( )표시는 

강세구, < >표시는 발화이다. %는 경계 성조 억양구의 끝을 표기한 것이다.

(22) ㄱ. 민희 씨는 대학원생이고 민지 씨는 회사원이야.
<[(민희 씨는) (학생이고)]  [(민지 씨는) (회사원이야)]> 
  LH  LH    HHLH     LH LH    H H L L L
                   H%                      L%

ㄴ. 너 커피 좋아해?
            H%

ㄷ. 너 무슨 커피 좋아해?
                HL%

(22ㄱ)에서 첫 번째 억양구 종결은 ‘-고’와 H%가 결합하 다. 발화 내 억양도 

비격식 상황에서는 H%가, 격식적 상황에서는 L%, HL%가 사용되는 등 발화 의

도와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역이나 본고의 연구 상은 아니다.109) 마지막

의 ‘-야’는 종결 표현에 해당되며 하강조 억양과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22ㄴ)은 의문사가 없는 질문, (22ㄷ)은 의문사가 함께 쓰인 질문이다.110) 둘 다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이나 억양이 달리 실현되었다. HL%은 보통 평서문 명령

문에서 많이 쓰이는 높내림조 억양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제공할 때, 행위를 

요구할 때 주로 쓰이지만 ‘누구, 몇, 무슨, 언제’ 등 의문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의문문과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발화의 끝에 어떠한 억양으로 실현되는지 파악

하기 위해서는 억양구의 경계 성조를 분석하여 음성 조각을 주석화하여 비교하

는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억양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이호 (1996)은 문장을 

109) 조민하(2011:15)에 따르면 억양구 경계는 장음화나 경계 성조, 후행하는 휴지에 

의해 확인되고 발화 내에서도 장음화나 경계 성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경계 성조는 

발화 내 경계 성조와 발화 말 경계 성조로 하위분류된다. 이 중에서 본고의 연구 상

은 문법적 기능과 화용론적 기능을 갖는 발화 말 경계 성조에 한정된다. 

110) 이호 (1996:229)은 질문의 담화 기능을 화자가 자신이 모르는 답을 알기 위해 청

자에게 질문하는 단순 질문, 화자가 알거나 추측하는 답을 청자에게서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확인 질문, 화자가 청자로부터 질문을 기 하지 않은 일방 질문, 그리고 화

자가 자기 자신에게 걱정스럽게 하는 자문 등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본문의 (22

ㄴ), (22ㄷ)은 모두 단순 질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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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마디와 말토막으로 나누고 말마디의 끝음절에 부과되는 억양을 핵억양

(nuclear tone)111)이라고 하 다. 발화 문장을 높은 높이, 가운데 높이, 낮은 높

이로 나누고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이 삼등분한 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핵억양이 실리는 마지막 음절과 바로 앞의 음절과의 위치 관계를 살피

었다. 앞 음절보다 핵억양 음절이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실현되는지 훨씬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그림 Ⅱ-6] 9가지 핵억양(이호영, 1996:220) 

핵억양의 종류에는 낮은수평조(Low Level), 가운데수평조(Mid Level), 높은수

평조(High Level), 낮내림조(Low Fall), 높내림조(High Fall), 온오름조(Full 

Rise), 낮오름조(Low Rise), 내리오름조(Fall-Rise), 오르내림조(Rise-Fall) 9가

지가 있다. 여기에 이호 (1999)은 핵억양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

본 주파수를 측정하여 수정안을 내었고 Jun(1999, 2000)의 K-ToBI112)의 경계 

111) 이호 (1996)의 말마디, 말토막, 핵억양은 각각 전선아(Jun, 2000)의 억양구, 강세구, 

경계 성조(boundary tone)에 응된다. 이에 해 이호 (1999:36)은 다음과 같이 언

급한 바 있다. “필자(이호 )의 핵억양은 Jun(1993, 1999), Jun & Oh(1996), Beckman 

& Jun(1996)의 경계억양과 응한다. 핵억양은 국식 억양 연구에서 유래된 용어로 

말마디 억양이 전달하는 억양 의미의 부분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에 경계

억양은 Pierrehumber식 억양 음운론에서 말마디(intonation phrase)의 경계를 표시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말토막’과 ‘강세구’, ‘말마디’와 ‘억양구’도 마찬가지로 전자는 억

양음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후자는 국식 억양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112) Jun(2000)은 한국어 운율을 효과적으로 전사할 방법으로 K-TOBI(Korean Tones and 

Break Indices)를 제안하 다. Jun(2000)에 따르면 K-ToBI는 English ToBI와 Japanese 

ToBI시스템에 기초한 억양론적 분석과 운율론적 모델이다. 오하이오 주립 학(Ohio Stat

e University)에서 한국어의 억양분석과 그에 따른 운율 구조에 한 모델 연구가 이루어

졌고, 일본의 통역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Interpreting Telecommunication System)

에서 1994년에 K-ToBI 첫 번째 버전이 개발되었다. 최근 모델은 단어 층(word tier),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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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와 비교하여 기술하 다. 여기에 조민하(2011), 오승신(2006)을 추가하며 

문말 경계억양 분류를 비교·정리하면 <표 Ⅱ-19>와 같다.

용어 핵억양
IP 

boundary 
tones

핵억양  문말 
경계억양

발화 말 
경계 성조

연구자
(연도)

이호영
(1996)

Jun
(1999, 
2000)

이호영
(1999)

오승신
(2006) 

조민하
(2011)

억양

높은수평조 H% H% H% H%
가운데수평조 M% M% M%

낮은수평조 L% L% LL% L%L%

높내림조 HL% HL% HL%
HL%TL%

낮내림조 ML% ML%
온오름조 LH% LH% LH% LH%낮오름조 LM% LM%

오르내림조 LHL% LHL% LML% LHL%LHL%
내리오름조 HLH% HLH% HLH% HLH%

- LHLH% - - -
- HLHL% - HLHL% -

HLHLH% - -

<표 II-19> 선행연구의 문말 억양 분류 비교

위 표를 통해 핵억양, 문말 경계억양, 발화 말 경계 성조에서는 K-ToBI의 

H%과 L% 사이에 M%를 설정하 음을 볼 수 있다. 이호 (1996, 1999)은 HL%

를 HL%, LM%으로, LH%를 LH%, LM%으로 나누었다. 오승신(2006)은 HL%을 

HL%과 TL%로 나누는 등 가장 세분화하 다. 또한 Jun(1999, 2000)의 억양구 

경계 성조의 LHLH%, HLHLH%는 이호 (1996, 1999), 조민하(2011), 오승신

(2006)에서 잉여적인 목록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Jun(2000:153)도 LHLH%는 

잘 쓰이지 않는다고 언급한바, 억양 분석 토  마련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M%에 해서는 Jun(1999, 2000)을 제외하고 모두 설정하고 있다. M%는 마지

막 음절의 음높이가 선행 음절과 비교하여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않고 그 로 유

지되는 단순 성조를 말하는데, 화자의 특별한 의도에 의해 후행절을 발화하지 

성학 성조 층(phonological tone tier), 브레이크 인덱스 층(break-index tier), 기타 층

(miscellaneous ti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0궤적(Fundamental Frequency Contour)의 

표현은 초기 성조(initial tone), 강세 성조(accentual tone), 경계 성조(boundary tone)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성조 층에 해당하는 억양 정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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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생략 기능에서 비종결성, 비단정성을 나타낸다(조민하, 2011). 이와 더불어 

화자의 선택에 따라 L:%, HL:%, M:% 등 장음화 현상도 나타난다.

이어서 화자 태도와 억양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억양의 기능을 크

게 둘로 나눌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문법적 기능’이고 둘째는 ‘화용적 기능’이며 

화자의 감정과 태도는 화용적 기능과 관련한다. 먼저 문장 종류를 결정하는 기

능인 문법적 기능에 해서는 (21)에서 상술했다. 어미에 얹힌 억양에 따라 명령

법, 청유법, 의문법이 될 수도 있듯이, 조각문에 얹힌 억양도 문법적 기능을 수

행한다. 명사류 조각문 ‘커피’를 보자. 만약 문말이 상승 억양으로 실현한다면 

‘커피를 마시겠느냐?’라는 정보 요구 발화가, 하강 억양으로 실현된다면 ‘커피를 

마신다고!’를 의미할 수 있으며 장음화 된다면 ‘커피를 가져와’라는 행위 요구 발

화가 된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에 관련하여 전선아(Jun, 2000:152-153)에서 다

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113) 

억양 기능
L% 사실의 진술, 낭독체에서의 평서문

This tone is the most common in stating facts

H% 예-아니요 의문문과 같이 정보를 요구함.
This tone is the most common in seeking information as in yes-vo questions

LH%
의문문, 발화의 지속, 설명적인 종결. 성가심, 불쾌, 불신을 표현함
This is very commonly used for questions, continuation rises and explanations. It 
is also used to signal ‘being annoyed’ or unpleasant.

HL%
평서문, 의문사 의문문, 뉴스 등
In some cases such as news, <중략> This tone is very common in declaratives 
and wh-questions.

LHL%

평서문에 쓰여 설득, 주장, 확신 등을 전달할 때 사용. 또는 화가 나 있거나 짜증났
음을 표현함.
This tone is also common in declaratives like HL%, but implies being more 
persuasive, insisting, and confirmative. It is also used to show ‘being annoyed or 
unpleasant’. ‘Don’t do it.

HLH% 화자가 확신을 가짐, 또는 청자의 동의를 기대함.
This type is used when a speaker is confident and expecting listener’s agreement.

<표 II-20> 억양의 문법적 기능(Jun, 2000)

  

이러한 억양의 문법적 기능은 문장 유형과 관련된 필수적인 선택이지만, 화용

적 기능은 화자의 감정과 태도에 의한 수의적 선택이다.114) 다음으로 발화 명제

에 해 감정 및 태도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화용적 기능을 보자.

113) 화용적 기능과의 구분을 위해 문법적 기능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 다. 화용적 기능

은 별도로 <표 Ⅱ-21>에서 재배열하겠다. 

114) 오미라·이해 (1994:111)은 문법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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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은 ‘-지’의 여러 쓰임을 다루고 있다. (23ㄱ)은 ‘-지’가 L%와 결합되어 충

고의 의미로 쓰인다. (23ㄴ)은 같은 어미에 LH%가 얹어져 이미 알고 있는데 지

금 잠깐 잊어버린 것을 강조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LH%와 더불어 장음화된다면 

공손함과 미안함까지 드러낼 수 있다. (23ㄷ)은 당연한 상황에 해 이야기하며 

장음화 된 LHL%로 실현된다. (23ㄹ)은 화자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에 해 청

자에게 확인하는 의미로 상승 억양과 결합한다. 한길(1991:59-63)은 종결어미 

‘-지’가 시킴법에서는 해 주기를 [부드럽게 제의]한다고 하 다. 설명 의문문에

서 실현되는 경우 [친근하고 부드러운] 물음이, 판정의문문에서 실현되는 경우 

[추정 확인] 물음이 된다고 하 다. 이렇듯 ‘-지’의 전체적 의미가 [부드러움], 

[친금함]인 것은 억양(한길은 ‘얹힘형태소’라고 함)의 역할도 한몫한다. 

조각문도 마찬가지다. 예컨  ‘너 관정 도서관 어딨는지 알아?’에 한 답으

로 A는 ‘관정 도서관?↗’, B는 ‘관정 도서관?↷’라고 답한 경우를 보자. A는 

끝음절에서 상승조로 올라가고 있어 어떤 정보도 함축하지 않은 단순 되묻기, 

생각하기 위한 시간 벌기 기능으로 보인다. 반면 B는 상승했다가 바로 하강하는 

억양으로 관정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벌거나 관정 도서관

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처럼 억양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발화 당시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화자의 인식 및 

인지 양태와 호응하여 쓰임을 알 수 있다. L%, H%, LH%, HL%, LHL%, 

HLH%의 화용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5)

문법적 기능 화용적 기능

-어(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다고, -냐고, -라고, -자고: 평서문, 의문문

-는/ㄴ/∅ , -(으)래, -(으)재: 평서문, 의문문

-지: 평서문-약속, 충고, 당연한 일, 추측

-라: 명령문-단순 명령, 협박·위협·훈계

-(으)ㄹ까: 의문문-단순의문, 제안, 의심

-다: 평서문-감탄, 기 와 어긋남

-(으)ㄹ걸: 평서문-아쉬움, 추측

-(으)ㄹ 텐데: 평서문-아쉬움, 추측

-(으)ㄹ래: 의문문-단순 의문, 부정적인 화자의 태도

115) 이호 (1996), Jun(2000)은 문법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를 함께 서술하 으나 본고

(23) ㄱ. 또 시험 망쳤어.
그러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ㄴ. 너 어디 살지?  자꾸 잊어버리네. 미안. 
ㄷ. (하늘이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 상황) 우리 하늘이도 불러서 같이 놀까? 

걔는 지난주에 지방 내려갔잖아. 지금 집에 없지 . 
ㄹ. 너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지?  내가 미리 준비해 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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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2017) Jun(2000) 이호영(1996)

L% 냉정하고 사무적인 태도, 고압적인고 
단호한 태도(길이가 짧음) 평서문 사실의 기술 단정하고 냉정함, 

사무적이고 정중함

H% 청자의 반응 유도, 도전적인 태도(급격한 
기울기와 강한 강도)

판정 의문문(정보를 
구함)

퉁명스러운 태도, 
조심스러운 태도
관심, 흥미, 놀람

LH%

확인하는 태도(저조의 길이가 길고 고조의 
높이가 낮아서 기울기가 완만할 때), 

놀라거나 감탄하는 태도(저조의 길이가 길고 
고조의 높이가 높아서 기울이가 급할 때)

놀람, 짜증, 불신
크게 놀람, 의심

권유, 부탁

HL%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굴곡이 크지 
않음), 놀라거나 감탄하는 태도(굴곡이 큼)

평서문, 의문사 
의문문, 뉴스 보도

단정적이나 부드럽고 
친절함

큰 관심, 흥미, 놀람

LHL% 짜증나거나 귀찮은 태도(강도가 큼), 
비꼬는 태도

설득, 주장, 확신, 
화남, 불쾌함 짜증, 귀찮음, 경멸

HLH% 비아냥거리는 태도, 달래거나 안심시키는 
공감하는 태도(길이가 긺)

확신, 동의에 대한 
기대 확인, 달램, 화남

<표 II-21> 억양의 화용적 기능

위 표에서 음의 길이, 억양의 굴곡이 긍정적·부정적 태도에 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억양과 화용적인 기능이 일 일로 응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형태와 기능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계 성조가 여러 의미를 

실현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억양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종결 표현의 개념화와 더불어 구어 종결 표현의 형태·기능·억양의 실

현 양상을 논의하 다. 본고의 종결 표현은 크게 형태와 억양으로 나뉜다. 형태

에는 구어에 드러나는 어미복합체의 형태와 조각문의 형태가 있고 억양에는 어

미복합체의 억양과 조각문의 억양이 있다. 또한 국어학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섯 

기능으로 분류하 다. 즉. 정보 요구 기능, 정보 제공 기능, 행위 요구 기능, 행

위 제공 기능,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으로 별하 고, 정보 요구는 물음, 

정보 제공에는 풀이, 행위 요구는 제안과 명령, 행위 제공은 약속과 허락,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은 감탄 등이 해당됨을 밝혔다. 

2.4. 종결 표현의 실현 요인

에서는 이 중 화용적 의미만 정리하 다. 그러나 화용적 의미가 없을 경우 신 문법

적 의미를 기술하 고 이탤릭체로 표시하 다(<표 Ⅱ-21> 참조). 또한 이호 (1996)

에서는 L%, H%, HL%, LHL%, HLH%, LH% 신 낮내림조, 가운데수평조, 높내림

조, 오르내림조. 내리오름조, 온오름조, 낮오름조 등의 용어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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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슨-프리만(Larsen-Freeman, 2003)은 의사소통 중심의 구어 환경에서 화자

의 발화 의도에 따라 문법이 선택된다고 하 다. 문법 항목은 선택으로서의 문

법(grammar as choice)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문법 항

목을 실현하기 위한 향 요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념, 인, 구어 양

식이라는 세 차원에서 구어 종결 표현에 관여하는 복합적 요인을 살펴보겠다. 

세 차원은 각각 명제 내용과 명제에 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측면, 청자를 

우선순위로 놓고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측면, 구어라는 양식(mode)의 합당성에서 

기인한 측면을 의미한다. 

구어 종결의 실현 요인은 의사소통 모델을 제안한 야콥슨(Roman Jakobson, 

1987:71)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야콥슨은 언어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소는 

서로 다른 언어 기능과 관련된다고 하며 지시적(referential) 기능, 표현적

(expressive) 기능, 친교적(phatic) 기능, 명령적(conative) 기능, 시적(poetic) 

기능, 메타언어적(metalingual) 기능 등 총 6가지로 나누었다.116)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발신자와 수신자는 구어에서 기본적인 전제이며, 관련 상황에 

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종결 표현의 실현에 향을 주는 것은 지시적 기능, 친

교적 기능, 시적 기능에 개념적 요인, 인적 요인, 구어 양식적 요인으로 응

된다. 세 층위의 실현 요인은 별도의 기제가 되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맥락 속에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종결 표현 선택에 향을 준다.

[그림 Ⅱ-7] 종결 표현 실현 요인

116) 구본관 외(2015:9)에 따르면 야콥슨의 6가지 언어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는 학계에

서 약간씩 다른 여러 표현으로 쓰인다고 한다.(◯예  ‘conative function’을 명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 능동적 기능 등으로 사용) 이는 야콥슨이 원래 저작에서 다양한 표현을 

쓴 것이 이유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한 것이 이유가 된다고 하 다. 본고의 번역

은 구본관 외(2015)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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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적 요인

먼저 개념적 요인은 화자의 화제에 한 인식, 표현하고자 하는 상이나 전

달하려는 사태에 한 언어 표현을 담당한다. 할리데이의 정보 제공

(informative)과도 동일하게 정보를 맥락에 맞게 전달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태

도를 알맞게 표출한다. 여기서 태도는 내용에 한 강조, 강약 조절을 위해 양태

적 의미117)를 더하는 개념이다. 개념적 요인에서의 형식은 전달되는 명제 정보

에 한 화자의 인식 양상을 표지한다. 화자의 태도, 청자에 한 화자의 평가, 

명제에 한 확신성 여부 등이 작용하여 형식 선택에 기여한다. 이후 표면적으

로 표출된 형식은 의미, 언어 사용이 적용되는 문맥, 담화로 확장된다. 

종결 표현의 개념적 요인의 실현을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인지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소통 양상의 인지적 설명은 화자와 청자의 종결 표현 실현 

요인 설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지적 설명은 화자 지식이 내면화, 관념화

된 정도와 청자의 지식 상태에 한 화자의 인지적 태도에 기반한다. 먼저 인지

주의 관점에서 종결 표현의 선택을 설명한 논의에는 노은주(2016), 정경미

(2017)이 있다.118) 노은주(2016)는 관련성 이론119)을 근거로 ‘-지(요)’를 화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상위 표상하는 표지로 정의하 다. 정경미(2017)는 

‘-지’를 ‘사유의 과정을 포함한 이미 앎’, ‘사유를 통한 수용의 당위성 전제’로 표

시하 다. 박재연(2014)은 ‘-구나’의 핵심 의미를 사유의 과정이 포함된 새로 앎

으로 정의하 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 주변의 수많은 자극 중에서 효율적으로 

인지적 효과를 도출하는 발화를 선택 및 처리한다. ‘-군’, ‘-지’, ‘-구나’, ‘-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화자의 지식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었는지를 표지한다.120) 

117) 구본관 외(2015:323)에 따르면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세분화하여 표현하는 문

법 장치와 관련된 범주를 ‘양태(modality)’라고 보았다.

118) 인지주의적 관점과 종결 형식을 관계 지은 연구에는 이 외에도 김풀잎(2013), 장

채린(2018)이 있다. 김풀잎(2013)은 주요 전경 정보, 보통 배경 정보, 주요 전경 정

보, 보통 전경 정보로 나누어 이야기 내부 세계 관점을 주요 정보, 서술 세계 관점을 

보통 정보로 나누어 구어 담화 종결의 시제 변화를 살피었다. 장채린(2018:164)은 

래내커(Langacker, 1991)의 현재 담화 공간(Current Discourse Space: CDS)은 화·

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적 공간으로 공유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할 때 ‘-네(요)’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 다. 

119) 스퍼버와 윌슨의 의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은 인지과학에 뿌리를 둔 이론

이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관련성은 인간의 인지과정과 관련된 화자의 발화가 가진 하

나의 특성이며, 발화가 청자에게 관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용 가능한 맥락과 연결되어 

긍정적 인지 효과를 생산해 내야 한다. 또한 관련성의 원리는 화자는 가능한 청자에게 

가장 관련 있는 명제를 표현하려 한다.(Sperber & Wilson, 198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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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를 보자. ‘-지’는 과거에 지각한 경험으로, “사유가 개재된 이미 앎

(정경미, 2017:279)”으로 설명된다. 아울러 “화자의 기지정보이면서 관념화된 

정보(장채린, 2018:69)”로 언급된다. 예컨  (24ㄱ)의 ‘-지’는 이미 알고 있던 

정보 지만 잠시 잊었다가 사유를 통해 기억해 내는 장면에서 쓰인다.

(24ㄱ)의 ‘-구나’는 ‘-지’와 마찬가지로 사유의 과정을 통해 내면화된 지식을 

표출하 다. 그러나 현재의 지각과 사유를 담았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그러나 

‘-네’는 어색하다. 박재연(2014:229)은 사유의 과정에서 ‘-어’, ‘-다’와 같은 무

표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미는 물론이고 ‘-네’도 사용될 수 없음을 보이고 ‘-구

나’는 새로 알게 되는 사유 과정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독특한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언급하 다. ‘-구나’는 일상 화에서는 상 방의 발언에서 

지각을 통한 인식, 추론을 표출하기 위해 선택된다. 담화적 기능으로는 상 의 

말을 반복하면서 화를 경청하고 있음, 상 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반면, (24ㄴ)의 밑줄 친 부분은 1인실이 2인 1실

과 크기가 다르다는 추론을 전달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표시한다. 여기서의 ‘-구

나’는 ‘-네’로 바꾸어 쓰일 수 있다. 사유의 과정에서 화자의 미지정보에 한 ‘-

네’는 ‘-구나’보다 즉각적인 지각에 가깝다. 담화 기능은 “상 방이 한 말이 유

익한 정보이며 새롭고 재미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기 위해(DeLancey, 

2001:378)” 호감을 표시하며 화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해당 담

120) 장채린(2017:106)은 비격식체 종결어미를 명제 태도 종결어미와 청자 태도 종

결어미로 나눴다. 전자에는 ‘-어(요)’, ‘-지(요)’, ‘-네(요)’, ‘-군(요)’가 속하고 후자에는 

‘-거든(요)’, ‘-잖아(요)’, ‘-을게(요)’, ‘-을래(요)’가 해당된다고 하 다. 개념적 요인은 

이 중 명제 내용에 한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는 ‘ 명제 태도’ 어미와 관련된다.

(24) ㄱ. A: 나는 색이 좀 진한 걸 좋아해.
B:　아, 진한 걸 좋아하지.
   아, 진한 걸 좋아하는구나.
   *아, 진한 걸 좋아하네.

ㄴ. C: 906동보다 작나? 나는 2인 1실 들어갔었는데, 나는.
D: 2인 1실이 좀 더 크지. 좀 더 커 보이지.
C: 아, 1인실이랑 2인 1실이랑 크기가 같은 게 아니구나?
   아, 1인실이랑 2인 1실이랑 크기가 같은 게 아니네?
D: 2인 1실 가운데 롤 스크린 내리면 생각보다 좁아.

ㄷ. E: 근데 역시 골프 친 애들이 겉멋이 있잖아. 역시 다 외제차 타고 다니더라. 
   벤츠, 포르쉐...
F: 다 외제차 타고 다니겠네?
E: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골프를 하니까.



- 123 -

화 기능은 (24ㄷ)처럼 말 중간에 끼어들어 뒷내용을 추측할 때도 쓰여 상 방의 

이야기에 한 경청과 적극적 관여 기능도 하게 된다. 

이상 상 방이 제공한 정보를 새롭게 받아들 음을 표시하고, 미지의 정보 으

나 방금 지각하 거나 깨달은 정보를 전할 때 화자는 머릿속에서 일련의 해석과 

조정의 과정을 지각 → 의식 → 내면화 순으로 밟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면

화는 주관화(subjectification) 과정의 도달점121)으로 화자의 사유화 결과 주관적 

상념으로 수렴한 경우를 말한다. 내면화에 개념은 장채린(2018:44)이 관념화에 

해 “감각, 인식, 지각이 공고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다수의 사례를 경험하거나 

머릿속에서 확고하다고 믿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본 것과 궤를 같이한다. 같은 

명제더라도 어떻게 그 명제를 바라보는지에 한 관점과 태도를 결정한 후 종결 

표현의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지식의 내면화 과정은 눈여겨볼 만하다. 개념적 요

인을 실현하는 종결 표현의 해석과 조정의 인지적 과정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8] 지식의 내면화 과정

121) 내면화는 선행 연구에서 내성화, 사유화, 관념화, 이성적 사유화 등으로 표현된다. 

박나리(2000)와 장채린(2018)의 관념화에 해당하는 어미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

다. 먼저 박나리(2000:332)는 이성적 사유작용이 강하게 관여되는 단계로 지각, 직

관, 인식으로 구분하 다. 지각은 다시 화자가 정보를 숙지하는 정도(내성화)가 ‘-다’, 

‘-단다’, ‘-구나’에서 깊게 일어나지만 ‘-어’, ‘-네’, ‘-지’는 인지 단계의 수준이 더 표

면적이며 화자가 정보를 숙지하는 정보가 상 적으로 약하다고 하 다. ‘-지’보다도 

‘–단다’가 이성적 사유활동, 곧 인식 작용에 더 관여적이며 인지 체계 속에서 더 내성

화된 정보라고 하 다. 장채린(2018:46-47)은 화자가 자신이 몰랐던 정보를 접하면

서 나타내는 인지적 상태가 지각 및 인식의 과정이고 원래 알고 있던 정보와 관련된 

인지적 상태는 지식과 관념이라고 하 다. 

           

박나리
(2000)

반사
⇒

지각
⇒

 직관
⇒

인식

-어, -다  -네 -구나 -지, -단다

장채린
(2018)

화자의 미지정보(내면화 이전)

⇒

화자의 기지 정보(내면화 이후)

지각
⇒

인식 지식
⇒

관념

-네(요) -군(요) -어(요) -지(요)  

   한편, 정경미(2017:280)는 내면화(assimilation)와 종결어미의 관계를 설명하며 ‘앎’

에는 지각과 사유가 지식의 내면화라는 과정선상에 포함된다고 하 다. 지각과 사유

를 통해 앎으로 자리잡는 지식의 내면화가 과거에 완료되면 ‘-지’, 현재 내면화가 완

료되면 ‘-구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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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화에서 화자의 미지 정보에 한 즉각적인 지각, 생각, 느낌 표출은 제

일 위층에 해당하며 ‘-네’, ‘-다’ 등으로 표출된다. 두 번째, 의식의 단계에 머무

르나 내면화되지 못한 개념은 ‘-군’ 등으로 선택된다. 마지막으로 내면화 단계는 

지식 체계에 동화된 단계이므로 ‘-지’ 등으로 실현된다. 

 

2) 대인적 요인

다음으로 인(對人)적 요인은 화 참여자의 상호작용성을 통해 상 와의 교감 

및 유 감 증진과 관련된다. 명제 내용에는 향을 주지 않으면서 종결 표현을 사

용하여 다른 구성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

적 기능은 담화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사회·문화적 관습과 깊이 연관되어 한국 

문화 교육과도 접점이 있다. 특히 종결 표현과 관련해서는 담화에서 상호작용이 원

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종결 표현이 문어보다 구어에서 선호된다. 청자와의 상호작

용, 청자의 관심 끌기를 위해서 사용된 종결 표현에는 맞장구 기능을 수행하는 형

식, 감탄사 조각문, 화계 등급 조절, 후행절 생략 등이 있다. 다음 예를 보자. 

(25) ㄱ. A: 선물 대신 뭐 받고 싶은 거 없어?
B: 노래, 노래해 줘.
A: 아 싫어. 노래 빼고. 
B: 아아 노래해::: 주세요::::.

 A: 왜 이래.(웃음)
ㄴ. C: 이거 다 작성했는데...

D: 네, 주세요..
ㄷ. E: 봉구스는 하나만 먹으면 배고파.

F: 내 말이. 라면이랑 같이 먹거나 아예 버거를 두 개 먹거나.
ㄹ. G: 내가 먼저 시작할게. 

H: 고마워.

(25ㄱ)은 해요체는 무표적인 해체 사이에서 유표적인 표현을 사용하 다. 화자

는 일반적인 해석을 허용하지 않은 함축을 전달하 고, 청자는 유표적 표현에 

해 인지적 효과가 발생하여 관련성 있는 정보로 인식한다. 이때 화자가 의도

적으로 거리를 두는 말투를 사용하 으므로 기 와 불일치(discrepancy)한 이유

를 추측한다. 높임법 선택에 기여하는 자질에는 [친 함], [상하 권력], [존중], 

[격식적], [심리적 거리], [연 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25ㄱ)은 힘과 

유  측면에서 동등하고, 친 감이 높고 심리적 부담(cognitive load)이 적음에

도 화계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러한 변동은 같은 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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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화 장면이 공적인 장면으로 변화하거나 상 와 거리를 두어 소극적 체면을 

지키고 싶을 때 사용되기도 한다. 

(25ㄴ)은 동의서 작성 후 이루어진 화로 ‘다 작성했는데 어디에 두면 돼요?’ 

신 ‘-는데’를 사용해 종결하 다. 표준 국어 사전의 ‘-ㄴ데’는 <1.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상과 상관되는 상

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어미, 2.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일을 감탄하는 

뜻을 넣어 서술함으로써 그에 한 청자의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를 나타내는 종

결어미, 3. 일정한 답을 요구하며 물어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만 제

시되어 있어 (25ㄴ)에 해당하는 뜻을 찾을 수 없다. 담화 기능을 살핀 연구도 선

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설명, 뜻밖의 일, 제의, 조, 기  어긋남(전

정미, 2018)으로 분류 가능하지만 중도 종결된 ‘-는데’와는 다르다. (25ㄴ)은 완

곡하게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다. 즉 청자의 심리적 상태를 미리 가정하여 

이루어져, 청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체면 위협의 요소를 줄

여 주는 완화적 역할을 수행한다. 체면 위협 행위(FTA) 중에서도 상 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화자가 청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반 하므로 관

계 인식 장치로서의 역할 수행 표지로도 볼 수 있다. 이런 표지는 메시지를 전

달할 때 화자의 인식을 일컫는 상위 화용적 지각과 관계가 있다. 언어를 사용하

는 사람은 언어를 선택할 때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

내는데 이를 보여 주는 장치가 상위 화용적 지각 표시다. (25ㄷ)은 맞장구, (25

ㄹ)은 감사 인사 표시로 사회적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교감적 표현이다. 

3) 구어 양식적 요인

구어 양식적 요인은 시(詩)적 기능과 관련된다. 해당 기능은 전언 그 자체와 

전언과 표현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미학적 기능이다. ‘시’라고 해서 언어 예술이 

유일한 기능이 아니라 모든 언어 행위 전반에 적용된다. 메시지 자체를 시적으

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일상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문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야콥슨은 해당 기능이 정보 전달의 중요성이나 메시지의 내용의 중요성보다 기

호 자체의 심미적 가치를 부각하는 기능이라고 하 다. 구어 문법에서는 이렇게 

기표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기제를 구어 양식에 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요컨  구술성 및 구어성, 그중에서도 일상 화라는 사용역에 한 언어 

사용자의 해석이 선택이 기제로 작용하여 발현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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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는 문어와 달리 호흡, 휴지, 짧은 작업 기억에 한 부담이 있고, 공유된 정

보, 언어의 경제성, 시간의 효율적 사용 등을 염두에 두고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

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명사류/부사류/관형사류/연결어미

류 조각문의 생성도 기억의 용이성, 의사소통의 편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어 매체에서는 발화 말 운율적 요소를 조절하여 주관성을 높이기도 한

다.122) 매체의 특징적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인지언어학의 도상성(iconicity) 원리

를 적용하고자 한다. 도상성은 “언어 단위들의 배열 방식을 고려할 때 드러나는 

성질(김동환, 1977:223)”이다. 라든(Radden, 1992:514-517)에 따르면 도상성의 

주요 원리에는 양의 원리(quantity principle), 근접성의 원리(proximity 

principle), 연속 순서의 원리(sequential order principle)가 있다. 양의 원리는 형

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원리다.123) 근접성의 원리는 거

리의 원리로도 불리는데, 개념적으로 함께 속하는 것들이 함께 놓이고, 함께 속하

지 않는 것들은 멀리 놓이는 현상을 말한다. 핵심 문법 요소와 의미적으로 가까운 

요소일수록 핵심 문법 요소 가까이에 위치한다. 마지막으로 연속 순서의 원리는 

시간적인 사건들의 현상과 언어 구성 요소의 선적인 배열에 관련된 원리다. 언어 

배열의 순서는 시간과 사용자의 입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먼저 배치된다.124) 

122) 운율적 요소의 조절과 주관성의 관계를 살핀 연구에는 채옥자(2014), 최혜원

(2004)이 있다. 채옥자(2014:359)는 “사람이 50명 모 어”에 한 답으로 “50

명?”으로 상승조와 결합하면 그 수량이 많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 다. 여

기서 50명과 결합된 상승조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많다고 평가된 수량으로 

화자의 인지 속에 존재하는 참조 수량보다 많다고 평가된 수량을 의미한다. 최혜원

(2004)은 ‘넉넉::하다’에서 ‘넉’은 보통 음절의 2배, 3배, 4배 등의 발음도 가능하여 

표현적 장음화는 정서적인 강도에 비례한다고 주장하 다. 해당 연구는 어휘 내에서

의 장음화를 다루었으나, 종결 부분에 억양, 음장, 강세를 얹는 행위 역시 주관적 평

가 범주로 치환하고 긍정적 평가 혹은 부정적 평가가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23) 라든과 드리븐(Radden & Driven, 2007:98)은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더 많은 말로 표현되고 반 로 덜 의미가 있는 말은 표현이 줄어든다(Something 

that carries more meaning is accorded more wording and, conversely, 

something that carries less meaning is given less wording).”라고 하 다.

124) 김시정(2017:78-79)에 따르면 양의 원리의 예는 ‘좋다/좋아지다’가 있다. 좋다에 

비해 좋아지다는 상태 변화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으로 그 형태가 지닌 의미량이 많아

진 것이다. 거리의 원리는 ‘먹이다/먹게 하다’에서 어간인 ‘먹-’에 직접 붙은 먹이다가 

먹게 하다에 비해 사동의 의미가 간접적으로 해석된다. 순서의 원리는 ‘한일/한일 정

상회담’에서 화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앞부분에 내세우며 이는 구어에서 일반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언급하 다.

(26) ㄱ. A: 너 되게 힘들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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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적 이해와 반응이 요구되는 구어 특수 상황에서 짧고 간결한 조각문이 선

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26ㄱ)에서 ‘몸도 무거우니까’ 신 ‘무겁고 

그러니까’로 ‘-고 하-’를 삽입하여 특정 의미를 더한다. 임신했을 때의 이야기므

로 상 로 하여금 몸도 무겁고, 밥도 제 로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는 등 여러 

힘든 이유를 떠올리게끔 한다. (26ㄴ)은 ‘늦어서’ 신 ‘늦었고 해서’를 사용하여 

여타 이유가 더 있음을 내포한다. (26ㄷ)은 ‘자는 거’ 신 ‘자고 그러는 거’를 

산출하 다. 체력이 떨어 졌을 때 ‘밤 10시에 자기’라는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하

여 청자에게 비슷한 류의 선택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26ㄴ)의 ‘-고 

하-’와 (26ㄷ)의 ‘-고 그러-’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바, 의미량이 적은 표현으

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의도 차이가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근접성의 원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26ㄹ)의 밑줄친 부분은 단형 부

정, 장형 부정으로 ‘고프다’와 부정소가 가까운 것은 단형 부정이다. 단형 부정은 

명확한 부정의 의미를, 장형 부정은 상 적으로 부정의 의미가 간접적이다. 나아

가 ‘배고프잖아’로 축약되면 확인 등 새로운 기능이 덧붙여진다. 청자의 입장에서

도 부정소 ‘안’이 먼저 인지되므로 부정의 의미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인식된다. 

마지막으로 연속 순서의 원리다. 순서의 원리는 화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

보를 앞에 위치시킨다. 인용 표현 (26ㅁ)을 보자.125)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가 나

125)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으로 구어에서는 주로 말을 전할 때 

쓰인다. 직접 인용 표지에는 ‘(이)라고, 하고’가 있고, 간접 인용 표지에는 ‘-고’가 있

다. 인용 동사에는 발화를 직접 나타내는 ‘얘기하다, 말하다, 부탁하다, 물어보다’ 또

는 ‘이러다, 그러다’와 같은 지시 표현과 포괄 동사 ‘하다’가 쓰인다. 기능적 측면에서 

직접 인용은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들은 것을 그 로 전달함으로써 최 한 객관적이

고 비관여적인 태도를 취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 간접 인용은 다름 사람

B: 응.
A: 몸도 무겁고 그러니까.

ㄴ. C: 커피는 내가 살게.
D: 왜, 왜. 내가 살게.
C: 아니야. 내가 늦었고 해서. 

ㄷ. E: 체력 떨어져서 막 밤 열 시에 자고 그러는 거?
F:　응. 그리고 다음 날 또 누워 있고, 환자처럼.   

ㄹ. 너 배 안 고파?
너 배고프지 않아?/배고프잖아?

ㅁ. G: 유성이 끝나고 데리고 가면 되잖아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H: 뭐래?
G: 거기 예식장은 식 보면서 밥 먹는 데라고::::: 오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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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인용 표지가 뒤를 잇고, 인용 동사는 생략되었다. 앞에 위치한 명제는 새

로운 지식으로 낯설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전경(figure)에 해당한다. 반면 

인용 동사는 문맥상 공유되고 있는 구정보로 배경(ground)으로 볼 수 있다.126) 

이렇듯 화자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 현저성(prominence)를 줄지 선택한다. 문어

에서는 두드러진 정보를 앞에, 상 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정보를 뒤에 배치하

지만 구어에서는 언어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배경 정보는 과감히 생략한다. (26

ㅁ)의 밑줄 친 부분은 종결은 아니나, 같은 원리로 해석된다. ‘되잖아 했더니’는 

<“-되잖아.”라고 했더니>에서 인용 표지가 생략된 것이다. ‘데라고’와 ‘말라고’는 

‘데라고 했어’, ‘말라고 했어’에서 인용 동사가 삭제되었다. 이를 통해, 근접성의 

원리에 따라 피인용문, 인용 표지, 인용 동사 순서로 나타나며 화자가 청자로 하

여금 어디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려는지 의도에 따라 담화 수행에서의 기능 부담

이 적은 것, 둘 다 알고 있는 구정보는 미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구어 종결 표현의 실현 요인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 가지로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제와 그에 한 태도를 표지하는 종결 표현은 지식

의 내면화된 정도와 관련된다. 둘째, 인적 요인은 종결 표현 선택에 있어 공손

성의 원리에 터해 화자의 체면을 충족하고 청자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실현된다. 셋째, 구어 양식적 요인은 매체적 관점에서 인지언어학의 원리, 경제

성의 원리에 터해 종결 표현이 선택된다. 세 측면은 종결 표현의 실현에 향을 

미치는 구어 사용에 복합적으로 기여한다.    

의 말을 그 로 베끼는 것이 아니므로 명제 내용에 한 평, 객관성, 정보성뿐만 아

니라 명제에 한 심리적 거리,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도 나타낼 수도 있다. 

126) 정보 구조에 해서는 할리데이(Halliday, 1967)와 재켄도프(Jackendoff, 1972) 논

의를 참고할 수 있다. 할리데이는 담화를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에 의해 분

석하 는데, 정보 구조는 정보 단위(informational unit)의 연속으로 음성적으로 비분

절적 요소가 적용된다. 해당 연구는 정보 초점은 화자가 메시지의 주된 요점을 표시하

기 위한 것이라고 하 다. 이때 새 정보가 주로 초점(What is focal is new 

information; not in the sense that it cannot have been previously mentioned)이 

된다. 정보 구조는 강세 등의 성조적 특질에 의해 신구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초점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즉 정보 초점은 새 정보로서 조응적, 상황적, 문맥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예측되지 않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켄도프

(Jackendoff, 1972:245)는 문장의 초점은 발화시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화자가 가정하는 정보이고 문장의 전제(presupposition)는 문장에서 화자가 청자와 공

유하고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정보라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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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종결 표현 사용 
양상

본 장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종결 표현 사용 양

상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절은 자료 수집과 분

석 방법에 해 논의하며 분석 단위, 기준, 방법에 해 면 히 살필 것이다. 2

절은 거시적 차원의 분석으로 다섯 기능에 따라 두 집단의 어미복합체와 조각문

의 형식과 억양을 비교할 것이다. 3절은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이는 종결 표현을 

상으로 미시적 차원의 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인터뷰 분석을 통해 종결 표현

에 한 선택 이유를 함께 밝히고자 한다.

1.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1.1. 구어 자료 수집

1) 연구 대상의 선정 및 녹음 절차
연구 참여자는 20-30  한국어 모어 화자 30명,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30명 총 

60명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상세 조건을 갖춘 사람을 상으로 한다.127) 

구어는 사회 문화적 특징과 가치관을 반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으므로 실험 실시에 있어 하위 요소에 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연

령’과 ‘성별’에 따라서 구어가 달리 나타나므로 20-30  여자, 남자가 고루 분포

127) IRB승인을 받고 활용된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은 [부록1]로 첨부하 다.

① 집단1: 중·고급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2명씩 15팀 = 총 30명)
  ◆ 언어 교육원 재학생 3급 이상, 또는 TOPIK 3급 이상을 보유한 사람.
  ◆ 특정 국적이 50% 이상 넘지 않는 선에서 선착순 모집.
② 집단2: 한국어 모어 화자(2명씩 15팀 = 총 30명)
   다음과 같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 
  ◆ 부모님과 본인의 모어가 모두 한국어이며, 20세 이전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경험이 없음.
  ◆ 고향이 서울인 사람. 
  ◆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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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언어 장면’에 해서는 비공식적 화를 상으로 하므

로 실제 친구와 잡담하듯이, 최 한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 다. 주

관적 척도인 상 와의 ‘친 도’, ‘심리적 거리’는 친구를 데려오라고 함으로써 연

구 참여자의 판단에 맡기었다. 부분 참여자의 언어 사용이 반말이었고 몸짓과 

표정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보았을 때, 참여자 간 친 도가 어느 정도 높고, 심

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판단하 다. 이렇게 모집된 연구 참여자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룹(2명씩) 고유 번호 성별 연령(만 나이)
그룹1 1/2 여, 여 30, 33
그룹2 3/4 여, 남 33, 36
그룹3 5/6 남, 남 30, 30
그룹4 7/8 여, 여 32, 32
그룹5 9/10 여, 남 26, 25
그룹6 11/12 여, 남 32, 33
그룹7 13/14 여, 남 32, 33
그룹8 15/16 여, 남 32, 32
그룹9 17/18 여, 남 32, 35
그룹10 19/20 여, 여 29, 29
그룹11 21/22 여, 여 25, 25
그룹12 23/24 남, 여 36, 32
그룹13 25/26 남, 남 23, 23
그룹14 27/28 남, 남 29, 29
그룹15 29/30 여, 남 32, 32

<표 III-1> 한국어 모어 화자 연구 참여자 정보

  

  

그룹(2명씩) 고유 
번호 성별 연령(만 나이) 국적

그룹1 1/2 여, 여 20, 21 미국, 미국
그룹2 3/4 남, 남 32, 33 영국, 방글라데시
그룹3 5/6 여, 여 25, 25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그룹4 7/8 여, 여 37, 37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그룹5 9/10 여, 여 23, 25 태국, 태국
그룹6 11/12 여, 여 24, 26 러시아, 미국
그룹7 13/14 남, 남 25, 25 중국, 중국
그룹8 15/16 여, 여 23, 24 태국, 카자흐스탄
그룹9 17/18 여, 여 27, 25 중국, 중국
그룹10 19/20 여, 여 30, 28 캐나다, 인도
그룹11 21/22 남, 남 35, 36 터키, 터키
그룹12 23/24 남, 남 34, 33 베트남, 베트남
그룹13 25/26 남, 남 21, 22 스페인, 중국
그룹14 27/28 여, 여 27, 26 중국, 베트남
그룹15 29/30 여, 여 32, 35 중국, 중국

<표 III-2>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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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모두 20-30 이며 팀 구성의 성별은 남자/남자, 여자/남자, 여자/여자 

세 경우의 수가 모두 분포해 있다. 모어 화자 집단은 여자 15명, 남자 15명, FK

는 여자 20명, 남자 10명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은 한 나라가 

50% 이상을 넘지 않는 선에서 모집하 으며 국적 구성은 중국 8명, 미국 3명, 

국 1명, 베트남 3명, 방글라데시 1명, 스리랑카 1명, 카자흐스탄 2명, 태국 3

명, 캐나다 1명, 러시아 1명, 인도 1명, 터키 2명, 스페인 1명, 미얀마 1명, 우즈

베키스탄 1명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 학습 기간은 4년 차, 5년 차가 많았는데 

이는 독학으로 공부한 모든 시간을 포함한 응답이다. 한국 유학 기간은 학기로 

조사하 으며 3-4학기에 걸쳐 있는 학습자가 2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7-8학기, 11-12학기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각 17%로 뒤를 이었다. 한국어 학습 

기간이 9년 이상이지만 유학 기간은 1학기인 학습자도 있었으나, 체로 학습 

기간과 유학 기간이 일치하 다.    

연구 참여자의 입장에서 녹음 절차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친구와 함께 녹음 장소에 도착한다.
② 나눠 준 종이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 동의서를 작성한다.
③ 책상을 가운데 두고 대화 상대방과 마주보고 앉는다.
④ 시작할 준비가 되면, <녹음> 버튼과 타이머 <시작> 버튼을 누른다. 
⑤ “00살[나이] 00[이름] 0000사람[국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한 후 이야기를 시작한다. 
⑥ 주제 카드를 이용하여 이야기하거나 자유로운 주제로 이야기한다.
⑦ 20분이 지나면 종료한다.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누른다.

TOPIK 또는 언어교육원 급수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유학 기간
급 학습자 수 % 연차 학습자 수 % 학기 학습자 수 %

3 3 10
1년 이하 1 3 1-2 4 13

2 3 10 3-4 6 20

4 5 17
3 2 7 5-6 3 10
4 8 27 7-8 5 17

5 6 20 5 7 23 9-10 4 13
6 9 30 6 5 17 11-12 5 17

7급 이상 7 23 7년 이상 4 13 13학기 이상 3 10
합계 30 100 합계 30 100 합계 30 100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III-3>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학습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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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지향하는 종결 표현의 교육은, 학습자가 표현 의도를 고려하여 적절

한 언어 표현을 선택하여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방점이 있다. 이에 사

용 양상과 함께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조사가 필수

적이다. 따라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다. FUI에 해 황과 사우켄(ファン、サウ

クエン, 2002:88)은 “조사 상자의 실질적인 언어 행동의 프로세스를 의식화하

고, 언어화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하 다. 또한 화 참가자가 어떤 의식이나 

태도로 화에 참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녹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조사 당시의 언어 행동이나 언어 외의 행동에 해서 부연하고 이에 한 설명

을 듣기 위해 해야 하며, 보통 조사 직후 1주일 이내에 행해진다고 언급하

다.128) 본고의 사후 인터뷰는 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연락하여 그 당시 발

화 부분에 해 질문하기로 한다. 자신의 발화 중 종결 부분에 해서는 의도를, 

다른 사람의 발화에 해서는 어감을 묻는 질문이 주로 주어진다. 인터뷰는 크

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역>에서는 자신이 발화한 목적, 다른 종결 표현으

로 바꾸었을 때 뉘앙스나 의도 차이를 물어 종결 표현의 기능과 아울러 화자가 

이 종결 표현을 파악한 심리적 기제를 파악한다. 또한 상 방의 발화 중 특징적

인 부분을 발췌하여 만약 다른 종결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떤 변화가 느껴지는지 

질문한다. <2 역>에서는 친구와의 일상 화에서 사용하는 언어, 반말에 한 

인식, 관련 경험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마지막 <3 역>은 개인 정보 및 정

보 제공 동의와 관련된 부분이다. 인터뷰 구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괄

호는 한국어 학습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영역 구분 내용

1 종결 표현 인식 
조사

‣자신의 발화 중 일부를 제시 ① 들어 본 경험: 친구에게 들은 적? ② 사용 경
험: 많이 사용하는지? ③ 종결 부분을 다르게 바꿨을 때와 느낌 차이를 자유롭
게 서술. ‣다른 사람의 발화 중 일부를 제시 ① 들어 본 경험: 많이 들어 보았
는지? ② 종결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꿨을 때와 느낌 차이를 자유롭게 서술 

2 반말129) 대화 
관련 경험

반말로 대화를 많이 하는지, 반말 대화의 목표와 대상, 다른 매체를 통해 이야
기할 때와 일상 대화의 차이점, 그 밖에 의사소통 관련 경험 자유롭게 서술

3 인구통계학 질문 성별, 연령, 국적 (숙달도, TOPIK,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거주 기간)

<표 III-4> 인터뷰의 내용 구성

128) 사후 인터뷰(FUI)는 다섯 가지 공통적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① 인터뷰 상자

는 반드시 본 조사에 참가한 상자 본인일 것, ② 인터뷰의 목적은 인터뷰 상자가 

본 조사가 이루어졌을 당시의 행동에 해 말로 설명을 받는 것, ③ 인터뷰 소재는 

조사 당시의 언어 행동 또는 언어 외의 행동일 것, ④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본 조사의 직후일 것, ⑤ 인터뷰 자체도 녹음할 것(ファン·サウクエン, 2002:89)

129) 여기서의 ‘반말’은 상  높임법에서 해체에 해당하는 반말이 아니다. 일상에서 일반적

으로 쓰이는 반말로 해라체와 해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해가 용이하도록 해당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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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과 전사

자료 수집은 IRB 승인130)을 받은 직후 2019년 12월 말부터 2020년 3월 말까

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전사 결과 구축된 일상 화 전사 말뭉치는 모어 

화자 집단 약 300분131)(25,909어절), 외국인 학습자 집단 약 300분(19,625어

절), 총 600분(45,534어절)이다. 자료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

자 모집 공고를 서울 시내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하여 피험자를 모집하 고 지원

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약속 장소를 정하여 녹음을 진행하 다. 녹음은 실내

에서 진행하 으며, 녹음을 위한 본이나 주제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서로 공유

된 경험이나 녹음하는 장소에 오기 전 나눈 주제를 이어서 자유로운 잡담 형식으

로 화하도록 했다. 녹음기는 보이스레코더 YP-VP2를 사용하 으며 Voice 

Only Recording, AGC(Automatic Gain Control), 노이즈 리덕션 기능을 설정하

고, 인터뷰 모드를 사용하 다.  

담화의 가공 처리는 다음과 같이 약호로 구성된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NK(Native Korean)로 표기하며,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FK(Foreigners as 

Korean learners)로 표기한다. 병기된 숫자는 피험자의 고유 번호이며, 성별은 

M(Male)과 F(Female)로 표기한다. 가령 [FK_01_F]라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이고 고유 번호 1번을 부여받은 여성 참여자이다.   

이렇게 수집된 구어를 전사하기 위해 사용한 전사 기호는 <표 Ⅲ-6>과 같다. 

1차 전사는 녹음기로 들리는 발화 전체를 전사하는 단계이고, 2차 전사는 검토

하면서 화자의 의도와 세 한 뉘앙스, 발화 수행 개시와 종료를 분명히 하는 단

를 사용하 다. ‘반말’에 해서는 2장 2.3항 2) 종결 표현의 유형을 참고할 것.  

130) 접수번호 SNU 19-11-017 승인번호 IRB No. 1912/003-005

131) 300분이라고 해도 연구 참여자가 그 시간 내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에 짧은 휴지, 긴 휴지가 반복적으로 삽입되었으므로 실제 발화 시간은 300분보다 적

다. 자료의 균형성을 위해 1인당 9-11분의 음성 자료를 분석 상으로 하 고, 각 

그룹의 녹음 시간은 약 20분씩 소요되었다. 

시기 내용 방법 대상 분류 기호

2019.12.27.-
2020.3.27.

구어 사용, 
인식 양상

녹음, 
전사

서울 소재 S대학교 
20-30대의 대학(원)생 FK_일련번호_성별

20-30대의 대학(원)생, 
회사원, 주부  NK_일련번호_성별

<표 III-5> 자료의 수집 대상과 분류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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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다. 자세히 살피면, 1차 전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발화 전체를 전사하는 

단계이다. 음성 언어에서 구어는 즉흥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일단 내뱉은 후 

수정하고 반복하는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분석의 실례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전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맞춤법에 어긋나더라도 들리는 로 

입력하여 구어 변이형을 그 로 드러낸다. 아울러 말을 하는 도중에 머뭇거림 

등으로 인한 공백 부분은 휴지로 처리하며 발화자가 하는 간투사 역시 기록한

다. 2차 전사는 다시 들으며 1차 전사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앞뒤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침, 웃음 등 언어 외적 행위를 추가하는 단계이다.   

전사한 자료를 엑셀에 입력하기 위하여 두 가지 처리가 요구된다. 첫째는 발음 

변이형에 한 처리이다. 가령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

타내는 연결어미’인 ‘-으려고’의 경우 실제 화 상황에서는 ‘-을려고, -을라고, -

을라구’ 등으로 쓰인다. ‘화자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그

로 옮겨 와 전달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인 ‘-더라’의 경우도 ‘-드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사전에서 방언이거나 비규범 표기로 명시되어 있

으므로 하나의 규범 표기로 포함한다. 둘째, 준말에 한 문제이다. ‘어떤 동작이 

진행되는 중에 다른 동작이 나타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인 ‘-다가’의 경우, ‘-다’

로 줄어들기도 한다. 이들은 각각 표제어로 표준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의미상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말과 준말 차이로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원말 아래

에 준말을 포함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지마는’의 준말 ‘-지만’, ‘-듯이’의 준말 

‘-듯’ 등도 하나의 항목으로 본다. 이 밖의 연결어미 조각문, 어미복합체의 이형태

와 구어 상황에 의한 변이형을 표형과 함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호 내용
(-) 약 0.25-0.75 초에서 1초까지의 짧은 휴지

(숫자)초 중간 휴지, 긴 휴지 
:, ::, ::: 말 늘이기, 길이에 따라서 달리 표현

(웃음), (한숨) 언어 외적 행위
? 상승조 억양을 표시
- 억양을 동일하게 지속함
. 발화 종결 
! 강조하여 말함

↘ 하강조 억양
XXX 안 들림, 발화 겹침

<표 III-6> 말뭉치 전사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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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본래 ‘-냬, -재’도 하나로 합쳤으나 ‘-재’는 추출되지 않았고 ‘-냬’는 따로 분석이 

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분리하여 표형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하 다.

133) 본래 ‘-어/아’와 ‘-야’를 하나의 표형 ‘-어’로 처리하고 분석하 으나 ‘3장 사용 

양상 분석에서 ‘-아/어/야’를 합친 결과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아 ‘-야’를 분리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었다. 한국어 교재에서도 ‘N(이)야’를 따로 교수 항목으로 제시하고 

한국어 사전에도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에서 ‘-야’는 따로 본

다. 이렇게 ‘-어/아/여’와 ‘-야’를 분리하여 살핀 연구에는 서상규·구현정(2005), 조민

대표형 형태적, 음운적, 의미적 조건에 의한 교체 구어 상황에 의한 교체

연결
어미
조각
문

-고 -구
-는데 -은데/-ㄴ데
-니까 -으니까 -(으)니/-(으)니깐/-(으)니까는
-어서 -아서/-여서 -애서
-면 -으면 -면은

-어도 -아도/-여도 -어두
-려고 -으려고 -ㄹ라구/-려구/-ㄹ려구/-ㄹ려고
-라서 -라
-다가 -다
-면서 -으면서 -면서도
-는지 -은지/ㄴ지
-냐고 -느냐고/-으냐고 -냐구
-을지 -ㄹ지

-는다고 -ㄴ다고/-다고/-라고 -ㄴ다구/-다구/-라구
-어야 -아야/-여야/-라야
-듯이 -듯

-지마는 -지만

어미
복합
체

-나 -ㄴ가/-는가/-은가

-다며
-는다며/-ㄴ다며

-라며/-자며/-냐며 -다매

-대 -는대/-대132)

-다고 -자고/-라고/-냐고 -자구/-다구/-라구/-냐구

-다니까 -는다니까/-ㄴ다니까/
-냐니까/-자니까/-라니까 -ㄴ다니깐/-냐니깐/-자니깐/-라니깐

-더라 -드라
-거든 -그든/-거덩/-거던/-그등
-ㄹ게 -ㄹ께/께
-어 -아/-여/(-야133)) -애

-아라 -아라/-어라/-여라
-고 -구

-아야지 -어야지/-여야지
-더라고 -드라고/-더라구
-을까 -ㄹ까 -까
-던데 -든데

<표 III-7> 종결 표현의 대표형과 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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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공 처리 시 분석 기준 및 방법

1) 분석 단위

구어 말뭉치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 단위 설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문어 중

심의 문법 연구에서 문장은 깔끔한 분석 단위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구어에서

는 문장 단위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구어는 

문어와 달리 연속적인 발화로 이루어져 있고 담화 맥락상 생략이 빈번하게 일어

나기 때문에 발화 종결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

면 문어의 관점에서 모든 문장 성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장은 불완전한 형식으

로 비추어질 수 있지만, 구어의 관점에서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의사 전

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발화가 문장 성분의 일부로만 구성되는 조각문으로 종료

되는 현상을 불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 추상적인 실재로서의 언어 단위와 구체

적인 실재로서의 언어 단위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발화 종결 기준에 해 살펴보자. 앞서 종결 표현 개념 정의에서도 상술한 

바와 같이 운율적 종결, 의미적 완결에 의한 종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구어의 

종결 기준에 해 김현지(2015:66)는 억양 단위, 순서 교  단위, 화제 단위 세 가

지로 구분하고 각 지점에 사용되는 구어 문법 요소를 추출하 다.134) 억양 단위는 

운율적 특성으로 휴지 단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현경 외(2018:85)는 휴지의 

길이에 해 언급하 는데 일반적으로 문장이 끝났을 때 나타나는 휴지, 리듬 단위 

경계가 분명한 곳에서 나타나는 휴지, 천천히 발음할 때 나타나는 휴지의 길이가 

길다고 하 다. 반면, 문장의 중간에 나타나거나 리듬 단위의 경계가 덜 분명하고 

빠르게 발음할 때 나타나는 휴지는 길이가 더 짧다고 하 다. 이에 화에서 억양

과 함께 1초 이상의 휴지가 나타나면 문장이 종결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의미적 

완결성은 중간에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반복적으로 있더라도 완결되지 않았다면 

종결된 발화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끝으로 말차례 바꾸기 단위도 고려된다. 말

차례를 가져오거나 넘겨줄 때 문장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

을 종합하여 말뭉치 분석 시 구어 단위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2015) 등이 있다.

134) 철자 변이형, 구어 어휘, 간투사, 담화표지, 맞장구 표현, 덩어리 표현, 조각문, 의

문형, 어순전위, 생략과 반복 문법 요소가 모두 억양 단위에서 사용되고 간투사, 담화

표지, 맞장구 표현, 덩어리 표현, 의문형, 생략과 반복은 억양 단위, 순서 교  단위, 

화제 단위 모두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김현지, 20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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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기준

다음으로 기능과 억양 분석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기능에 한 분석 기준은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5가지로 

나눈바, 실제 말뭉치에서 예시를 들고 해당 기능의 분류의 기준을 보이겠다. 

구어 단위 내용

휴지 단위 1초 이상의 휴지가 나타난다면 종결되었다고 봄. 쉼 없이 후행절로 바로 
시작된다면 연결어미로 처리함. 

억양 단위
내림조 억양 및 상승조 억양은 발화 종결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 중 하
나. 일반적으로 내림조 억양은 평서법을, 상승조 억양은 의문법을 나타내
듯이 발화 종결에서 특정 억양은 문장 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의미적 
완결성 단위

중간에 주저함이나 머뭇거림이 반복적으로 있더라도 완결되지 않았다면 
종결된 발화가 아닌 것으로 간주함. 

말차례 
바꾸기 단위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에게 순서를 넘겨주기 전까지의 단위임. 일상 대화
에서 대부분은 말차례 바꾸기, 즉 순서 교대에 의해 발화가 종결됨. 

<표 III-8> 구어 종결 표현의 분석 단위

(27) ㄱ. A: 근데 너 지난번 그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얼마 정도 들었어?

⇒ 정보 요구

ㄴ. B: 15000원. ⇒ 정보 제공

ㄷ. A: 진짜? ⇒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ㄹ.   헐. ⇒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ㅁ.   보건소에서 하면 삼천 원이야. ⇒ 정보 제공
ㅂ.   그리고 검사 결과도 하루 만에 나와. ⇒ 정보 제공
ㅅ. B: 담엔 거기 가서 해야겠다. ⇒ 행위 제공

(28) ㄱ. 손 좀 보여 줘. ⇒ 행위 요구
(29) ㄱ. 생각해 봐 봐. ⇒ 행위 요구
(30) ㄱ. 지금 이미 석 달을 쉬었어. ⇒ 정보 제공

ㄴ. 더 쉬면 방학이 넘 길어지는 거야. ⇒ 정보 제공
(31) ㄱ. 눈에 뭐 들어갔어? ⇒ 정보 요구

ㄴ. 거울 줄까? ⇒ 행위 제공
(32) ㄱ. C: 근데 걔가 인권 팀장이라고 하니까 완전 

모순이지.
⇒ 정보 제공

ㄴ. D: 내 말이. ⇒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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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ㄱ), (31ㄱ)은 상 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기능이며, 이에 한 응답으로 

(27ㄴ)은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 기능은 자신의 추측, 의견에 의한 정보든 

사실 정보든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27ㄴ), (27ㅁ), (27ㅂ). (30ㄱ), (30ㄴ), (32

ㄱ)이 정보 제공으로 분류된다. (27ㄷ), (27ㄹ)은 자신의 기분을 나타냈으므로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에 해당한다. 만약 ‘진짜야?’ 혹은 ‘진짜?’가 정말 거짓인

지 참인지를 묻는 문장이고 상 가 ‘거짓이다’ 혹은 ‘이 말은 진짜다’라는 의미의 

응 발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정보 제공’에 해당할 것이다. (27ㅅ)은 개인적

인 의지를, (31ㄴ)은 상 에게 행동을 제안하는 발화로 모두 행위 제공 기능에 

해당한다. (28ㄱ), (29ㄱ)은 상 에게 특정 행동이나 상태가 되기를 제안하는 발

화다. 요청, 명령, 제안, 권유에 해당하므로 행위 요구 기능으로 분류한다. 한편, 

(27ㄷ), (27ㄹ)과 같이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게 반응이

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여기서의 관계 유지란 (32ㄴ)과 같이 

맞장구(그니까, 내 말이)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기능을 말한다. 

동일한 종결 형태 ‘-지’가 사용되었더라도 군말인지, 정보 요구인지에 따라 기

능 분류는 달라진다. ‘-은데’도 맥락에 따라 정보 제공, 정보 요구 기능으로 분류

될 수 있다. 실제 분석에 있어 분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하는 부분을 예시하되 

문장 단위가 아니라 앞뒤 맥락을 나타내어 담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

겠다. 이를 위해 화 중 일부를 가져오고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나타내겠다. 

(33) ㄱ. A: 나도 원래 나는 시력이 너무 좋은데 그, 그거 아니고, 그, 
   어떻게 말해야 되지?(H) 그, 어 그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나는 원  
  래 시력이 좀 좋은 편인데 근데, 어, 예전보다 나도 내가 직접  
  내가 스스로 알거든? 어 작은 글씨나 그런 것들도 잘 보는데 그  
  래서 나도 요즘 핸드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 있어.
B: 맞아. 우리 조심해야 돼.

⇒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ㄴ. C: 오빠 손 봐 봐. 
D: (손 보여 줌.) 
C: 손이 뭐 이래? 뭔가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야 되잖아. 
   그 뭐라 그래야 되지?(LH%)
D: 힘줄? 파란색 핏줄?
C: 핏줄도 없고 뼈도 안 보여.
D: 그냥 완전 민짜 같지.

⇒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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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ㄱ), (33ㄴ)은 ‘-지’, (33ㄷ), (33ㄹ)은 ‘-은데’, (33ㅁ), (33ㅂ)은 ‘-나’로 종

결되었다. (33ㄱ)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어떻게 말해야 되지?’, ‘뭐

라 그래야 되지?’ ‘그거 뭐 더라?’ 등을 사용해 자문하는 경우다. 다른 추측을 

위한 단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해당 발화 이후 휴지가 없으므로 정서 표출 및 관

계 유지 기능에 해당한다. 반면 (33ㄴ)은 해당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적극적으로 

단서를 제시하고 청자에게 발화 순서를 넘기면서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

보 요구 기능으로 분류한다. 

(33ㄷ)은 정보 제공, (33ㄹ)은 정보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은데’를 보여 준

다. 먼저 (33ㄷ)은 ‘아빠가 공항에 가실 수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라는 발

C: 응, 너무 이상해. 찰흙 같애. 지점토 찰흙 이런 거 같애.
D: 피가 안 통해서 그런가.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웃음)

ㄷ. E: 아, 근데 공항까지 가져다 주면 거기는 아빠가 공항으로까지 오  
   시면 좋은데.
F: 어어. 아빠가 가야지. 어쩔 수 없어.
E: 아빠, 아빠가 가시면 아빠가 가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LH) 
F: 근데 근데 오버웨이트(overweight)만 더 내면 되는 거지. 
   짐 하나 따로 부치는 걸로 해야지.

⇒ 정보 
제공

ㄹ. G: 이제 앞으로 계속 룸메 없이 살면 어떡해? 
   심심할 거 같은데?(H)
H: 아니야, 나는 그게 더 근데 친구가 있으면:: 친구는 괜찮은데.  
   룸메이트는 좀 힘들어. 내가 다시 적응해야 되잖아.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이런 거 다 내가 다시 적응해야 되니까. 아냐. 이제  
   못 하겠어. 근데 친구면 괜찮은 거 같애.

⇒ 정보 
요구

ㅁ. I: 너 몇 장 찍었어? 청첩장 몇 장 찍었어?
J: 나는 어떻게 찍었지? 기억이 안나. 
   음, 한 400장 찍었나?(H)
I: 그건 이제 부모님, 부모님이 하고 하니까.

⇒ 정보 
제공

ㅂ. K: 한옥집이고 마당도 넓고. 거기 이름이 뭐야 품새 커피야 이름  
   이? 맞나?
L: 풍세 커피.
K: 풍세? 어. 거기서 사진 찍으면 엄청 잘 나올 거 같아.

⇒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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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의미가 동일하다. 추측하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보 제공 기능이다. 종결어

미 ‘-는데’에 저고조(LH%)를 사용하여 발화 순서를 보다 분명하게 교 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33ㄹ)은 ‘내 생각에는 네가 룸메이트가 없어서 심심할 것 

같은데 맞아?’의 의미로 상 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

게 추측을 통해 제시했고, 청자에 한 반응 요구성이 있으므로 정보 요구 기능

에 해당한다. 이후 상 는 ‘아니다. 심심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응 한다. 

마지막으로 각각 (33ㅁ)은 정보 제공, (33ㅂ)은 정보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

나’ 맥락을 나타낸다. (33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략 400 정도인 거 같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청자의 행동이나 답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상승 억

양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했다. 청첩장을 몇 장 찍었는지 I는 알 수 없으므로 

J에게 역(逆)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 략 400장’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셈이다. (33ㅂ)은 커피숍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맞는지 물어보는 맥락이다. 상승조(H%)를 얹어 청자의 반응을 유

도하 고 상 는 ‘품새’가 아니라 ‘풍세 커피’라고 정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정

보 제공 기능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기능 분류에 한 기준을 살피었다. 이어서 억양 단위 분석 기준에 

해 논하겠다. 구어 문법 연구는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및 화용론에서 나아가 

음성학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그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135) 이를 위해 종

결 표현(어미복합체/조각문)이 포함된 발화를 윈도우용 Praat(version 6.0.19.)으

로 문말 억양의 음높이 곡선을 집단 간 비교한다. 단, 소리만 있고 스펙트로그램

에 억양 곡선이 나타나지 않은 것, 잡음이 섞여 판별이 어려운 것, 조각문이 너

무 짧아서 억양 곡선 유형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한다.

분석 상인 억양을 문말 경계 성조라 칭하기도 한다. 구 안의 특정 음절에 연

결되지 않고 구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성조 중 하나다.136) 억양 분석의 기준은 

135) 김풀잎(2020:124)은 음성, 음운 변수가 문법에서 언어 변이형의 생성 기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문법이라도 구별되는 화용상의 기능을 추동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라

고 하 다. 전사 자료를 연구 상으로 분절적 요소가 기능하는 상황을 유형화하고, 

원리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다수 축적된바, 말소리 자체를 상으로 하여 음성적 실현

과 문법적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가 확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36) 피어험버트(pierrehumbert, 1980:30)는 어 억양 모델을 제시하 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억양 음운론에서 억양 모델은 하나 이상의 피치 악센트, 필수 요소인 구 성

조, 경계 성조로 구성된다. 구 성조는 중간 구의 종말 성조로 마지막 피치 악센트 다

음부터 경계 성조 사이에서 플래토를 형성하는바, 마지막 피치 악센트 이후 높은 기본 

주파수는 H-, 마지막 피치 악센트 이후 낮은 기본 주파수는 L-로 나타낸다. 이를 통

해 경계성조는 구 악센트와 결합하여 문미의 상승과 하강을 표시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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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1996, 1999), 전선아(Jun, 2000), 조민하(2011)의 목록을 참고하여 L%, 

H%, M%. LH%, HL%, LHL%, HLH% 7가지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전선아

(Jun, 2000)의 K-ToBI 체제를 바탕으로 하되, 잉여적인 부분을 삭제하고137) 마

지막 음절의 음높이가 선행 음절과 비교하여 상승하거나 하강하지 않고 평행하게 

지속되는 유형인 M%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L%, HL%, M%에 장음이 실현된 

L:%, HL:%, M:%를 설정하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장음화의 기준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마지막 음절이 0.4초 이상인 경우를 장음으로 분류한다. 각 억양의 판별

을 위한 기본 정보는 <표 Ⅲ-9>와 같다. 장음화(:)되어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조민하(2011)를 근거로 음  처리하여 나타낸다.

먼저, L%은 하강조(Low Level), 저조라고도 불린다. 정보를 제공하되 상 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 때 주로 쓰인다. L:%은 마지막 음절을 길게 늘려 암시, 

비단정성을 높인 억양이다. H%는 상승조(High Level), 고조라고도 불리며 주로 상

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기능에서 사용되는 억양이다. M:%는 수평조(Mid Level)

로 높낮이 변화가 없고 길게 늘려 발음되며 중도 종료 발화에서 주로 쓰인다. 

LH%는 낮은 억양에서 시작하여 오름조(Rise)의 모습을 보이며 간접적으로 반응을 

유도할 때 주로 쓰인다. HL%는 고조에서 시작하여 내림조(Fall)의 모습을 보이고, 

상승하강조 또는 고저조로 불린다. LHL%는 저조에서 시작하여 올라갔다 다시 내

137) 잉여적인 부분의 삭제는 이호 ·손남호(2007)에 근거한다. 해당 연구는 “전선아

(Jun, 2000)에서 설정한 LHLH%, HLHL%, LHLHL%는 실제 발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LHLH%는 내리오름조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고, HLHL%과 LHLHL%는 오르내림조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따로 경계억양 목록에 포함시켜야 할지 의문이 생긴다(이호 ·손남호, 

2007:277).”라고 하 다. 

문말 경계 성조 실현 양상 
1 L% 하강조. 아래로 내려감. (장음화된 하강조) 
2 H% 상승조. 위로 올라감.
3 M% 장음화된 수평조. 높낮이 변화 없음. (장음화된 수평조)
4 LH% 하강상승조,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감. 
5 HL% 상승하강조, 올라갔다 내려감. (장음화된 상승하강조) 
6 LHL% 굴곡하강조,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감.
7 HLH% 굴곡상승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감.

<표 III-9> 억양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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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므로 오르내림조(Rise Fall), 저고저조로 일컫는다. HLH%는 고조에서 시작하

여 저조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내리오름조(Fall Rise), 고저고조라 불린다. 

다음 그림은 이상의 분석 기준을 적용한 문말 경계 성조의 판정 예시다. 위쪽

부터 순서 로 ‘육회만 빼고 다 괜찮아(L%)’, ‘내가 더 재밌는 이야기해 줄까

(H%)’, ‘시간 얼마 안 남았네(LH%)’, ‘으음 걔네에 비하면 우리가 나이가 많긴 

많구나(HL%)’ 발화를 상으로 한다. 

3)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 말뭉치를 구축한 후 전체 사용 양상은 

먼저 어절 수, 발화 수를 측정한다. 두 집단의 말뭉치를 각각 다섯 기능, 즉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로 나눈다. 이후 

형태소 분석과 문맥 색인 기능을 활용하여 종결 표현 추출한다. 조각문, 종결어

미로 분류하고 집단(NK, FK)별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Chi-square) 

검정을 실시한다. 양석 분석을 위한 통계 작업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 으며,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1에서 검증한다. 

종결 표현 각 기능에 따라 종결 표현의 사용 빈도 측정을 위해 먼저 형태소 

-아(L%) -ㄹ까(H%)

-네(LH%) -구나(HL%)

[그림 Ⅲ-1] 억양 판정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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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필요하다. 형태소 태깅은 유태거(Utagger), 문맥 색인 기능은 안트콩크

(Antconc)를 이용한다. 유태거는 울산 학교 한국어처리연구실에서 제공하는 오

픈소스로 다른 형태소 분석기에 비해 정확도가 높다.138) 만약 형태소가 잘못 분

석된 경우라도 [그림 Ⅲ-2]의 왼쪽과 같이 연구자가 직접 수정하여 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두 문서 집합을 전

체 품사 태깅을 한 후, 종결어미가 사용된 종결 표현과 사용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살피었다. 먼저 EF(종결어미)로 종결된 부분을 형태별로 계량한다. 계량

화를 위해 이형태를 포함하는 형태소로 재분류하는 작업과 구어에서 쓰이는 변

이형을 합친다. 예를 들어 {-아/-어}를 하나의 형태소 항목으로, {-ㄹ라구/-ㄹ

려고/-ㄹ라고/-려고}을 표형으로 묶는 단계를 거친다. 

다음으로 종결어미가 없는 경우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앞에 쓰인 명사

(NN), 명사(NP), 수사(NR), 동사(VV), 일반부사(MAG), 접속부사(MAJ), 감탄

사(IC), 보조사(JX)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추출한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는 모

두 /SF/로 태그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추출할 수 있다. 조각문은 감

탄사류, 연결어미류, 부사류, 명사류, 관형사류로 나눈다. 문맥 확인을 위한 안트

콩크 사용을 위해서는 텍스트 파일 확장자 .txt로 변환 후, 유니코드는 UTF-8

로 설정하여 콘코던스(concordance) 탭을 사용한다. 해당 화면의 예시는 다음 

[그림 Ⅲ-2]의 오른쪽과 같다. 왼쪽은 형태소 태깅 화면이고 오른쪽은 콘코던스

를 사용하여 ‘-는데’가 사용된 문맥을 보여 준다. 형태소 분석만으로는 연결어미

의 쓰임인지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의 쓰임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문맥을 확

인하여 연결어미(EC)로 분석되었더라도 분석 단위의 기준으로 종결되었다면 종

결 표현으로 셈한다. 물론 처리 과정이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아니

다. “선행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조차 수작업을 병행

할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이슬비, 2016:27)” 구어는 특히 상 방의 반응 유무, 

운율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원 말뭉치를 병행하여 프로그램에 입력 후 검토

하여 추가, 삭제하는 과정을 반복하 다.   

138) 신준철·옥철 (2012:415)에 따르면 유태거는 용량의 분석 말뭉치를 통해 기분석 

부분 어절 사전을 구축하고, 형태소 분석에 사용한 것이다. 세종 말뭉치로 실험한 결과 

형태소 분석의 재현율이 99.05%,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이용한 품사 및 동형이의어 태

깅 정확률은 96.76%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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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형태소 분석(좌), 문맥 색인 분석(우)

둘째, 인터뷰 분석은 연구자가 유의미한 선택 기제라고 판단한 부분을 모두 수

집・코딩한 후, 이를 유형화한다. 전사 말뭉치의 질적 분석은 분석 프로그램 QSR 

Nvivo11139)을 사용한다. 구어에서는 종결 표현의 의미와 의도가 명시적으로 드러

나기보다 앞뒤 맥락을 통해 암묵적으로 파악되는데, 적절한 코딩범주를 추출하여 

표지를 노드화하는 방식이 전체 의미 체계 구조화에 있어 유용하다. Nvivo11을 

활용한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30개의 녹취 파일을 집단에 따라 외국

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두 파일로 나누고 각각 워드(.doc)로 저장한

다. ② 각 파일은 프로젝트 내에서 다큐멘트(document)로 일컫는다. 다큐멘트를 

하나씩 불러들인다. ③ 코딩 작업을 실시한다. 해당 부분에 블록을 설정하고 제목

을 붙이는데 이를 노드(node)라고 한다. 노드의 예는 언어 경제성, 습관적, 무의식

적, 친절, 공손, 다른 표현을 찾지 못함, 몰랐던 것을 알게 됨 등 다양하다. 노드화

한 부분은 왼쪽 텍스트에서는 하이라이트로, 오른쪽에서는 서로 다른 색깔로 분류

된다. ④ 노드 리스트를 검토하여 유사한 노드를 묶는다. 

마지막으로, 종결에 나타난 경계 성조를 살피기 위해 음성 분석 프로그램 Praat

에 출현된 음높이 곡선을 분석한다.140) 주파수의 상승 및 하강을 표시하는 경계 

139) Nvivo는 ATLAS ti, HyperResearch, The Ethnograph와 함께 질적 자료 분석에

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Nvivo 분석 자료는 문서 생성 및 저장, 

노드 만들기, 브라우저와 연결, 코딩, 쓰기, 찾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

다(Lewins & Silver, 2007).

140) Praat은 암스테르담 학의 파울 부르스마(Paul Boersma)와 다비트 베닝크(David 

Weenink)가 만든 음성분석 및 변형 프로그램 패키지다(양병곤, 2003:21). http://ww

w.fon.hum.uva.nl/praat/download_win.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공개 프로그램으

로 파형(waveform),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음높이(pitch) 등을 시각화하여 볼 

수 있다. 프랏은 음성 분석을 위한 다양한 모듈을 포함하고 있어 말소리 상 연구에

서 자주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선택했다. 객체 창을 통해 사운드 객체를 불러온 

후, 음성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을 이용하여 억양 구(intonational phrase)의 발화 말 

경계 성조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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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 유형은 Jun(2000:153)의 억양 구의 경계 성조 곡선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그림 Ⅲ-3]는 음성의 억양구 경계 패턴을 L%, H%, LH%, HL%, LHL%, HLH%, 

HLHL%, LHLH% 및 LHLHL% 중에서 LHLHL%를 제외한 8가지를 그림으로 나타

낸 것이다. 문미에서 주파수 상승이 있다면 H%, 주파수 상승이 없다면 L%로 보

되, 상승과 하강의 피치 차이는 최주희(2010:26)를 참고하여 남성의 경우 약 

10Hz 이상, 여성의 경우 약 15Hz 피치 차이를 보일 경우 L%, H%로 인정한다.   

[그림 Ⅲ-3] 억양구(IP)의 경계 성조(Jun, 2000:153)
         

이상으로 구어 자료의 수집부터 연구 상과 범위, 절차, 단위, 기준, 방법을 면

하게 밝혔다. 이는 구어 연구에 적합한 분석 도구 및 기준을 적용하고, 가공 처리 

시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 연구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토 로 다음 절에서는 종결 표현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

고자 한다. 거시적 차원의 분석은 기능에 따라 형태, 억양을 살필 것이다. 미시적 

차원은 두 집단의 두드러진 차이를 중심으로 사용과 선택 이유를 분석하겠다.     

2. 종결 표현의 거시적 기능에 대한 계량적 분석
일상 화 약 600분 분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45,534어절, 9,114개의 발화가 

추출되었다. NK집단(25,909어절)이 FK집단(19,625어절)보다 6,284어절 더 많

다. 발화당 어절은 NK집단이 5.55개, FK집단은 4.42개로 평균 4.99개의 어절을 

이루어 하나의 발화를 완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NK집단이 하나의 발화

를 더 많은 어절로 구성하여 이야기하 다. 1분당 발화 수는 NK집단(이하 집단 

생략)의 평균이 15.57개, FK집단(이하 집단 생략)의 평균이 14.98개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욱 간결한 표현으로 화를 주고받으며, 발화의 분할을 자주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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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를 구성하여 길게 나타낸다. 1분당 어절 수는 NK는 86.36개, FK는 65.42

개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속도가 더욱 빠르다. 두 집단의 1분당 발화 수 

평균은 15.19, 1분당 어절 수 평균은 75.89이다. 두 집단의 발화 정보와 사용 

양상을 표로 나타내면 <표 Ⅲ-10>과 같다. 

집단 시간(분) 어절 수 발화 수 어절/분 발화/분 어절/발화
NK 300 25,909 4,671 86.36 15.57 5.55
FK 300 19,625 4,443 65.42 14.98 4.42

합계 600 45,534 9,114 75.89 15.19 4.99

<표 III-10> 발화 정보와 사용 양상

전체 사용 양상을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표출 및 관

계 유지(이하 정서 관계)에 따라 나타내면 <표 Ⅲ-11>, [그림 Ⅲ-4]와 같다. 종결 

표현은 종결어미로 종결된 형태와 조각문으로 종결된 형태로 별하 다. 집단별 빈

도 차이가 유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Chi-square)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유의수준 p<.001) 변수를 NK, FK 두 집단으로 설정하고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관계 기능과 집단별 어미복합체(이하 어미로 표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376, p<.001). 마찬가지로 두 집단과 조각문과의 빈도 역시 검증 결과, 유의수

준 .001 이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1.265, p<.001).

NK FK 합계
어미 조각문 어미 조각문 어미 조각문

정보 
요구

457(15.5%)
46.5%

176(10.2%)
38.1%

525(18.2%)
53.5%

286(18.3%)
61.9%

982
100%

462
100%

633(13.6%) 811(18.2%) 1,444(15.8%)

정보 
제공

2,042(69.2%)
53.8%

1, 215(70.6%)
59.5%

1,756(61%)
46.2%

826(52.7%)
40.5%

3798
100%

2041
100%

3, 257(69.7%) 2,582(58.1%) 5,839(64.1%)

행위 
요구

141(4.8%)
45%

17(1%)
54.8%

172(6%)
55%

14(0.9%)
45.2%

313
100%

31
100%

158(3.4%) 186(4.2%) 344(3.8%)

행위 
제공

20(0.7%)
23.3%

13(0.8%)
24.5%

66(2.3%)
76.7%

40(2.6%)
75.5%

86
100%

53
100%

33(0.7%) 106(2.4%) 139(1.5%)

정서 
관계

290(9.8%)
44.7%

300(17.43%)
42.9%

359(12.5%)
55.3%

399(25.5%)
57.1%

649
100%

699
100%

590(12.6%) 758(17.1%) 1,348(14.85%)

합계
2,950(100%)

50.6%
1,721(100%)

52.4%
2878(100%)

49.4%
1565(100%)

47.6%
5828
100%

3286
100%

4,671(100%) 4,443(100%) 9, 114(100%)

<표 III-11> 전체 사용 양상



- 147 -

[그림 Ⅲ-4] 전체 사용 양상

전체 9,114개 발화의 기능별 사용 양상은 정보 제공(64.1%)>정보 요구

(15.8%)>정서 관계(14.8%)>행위 요구(3.8%)>행위 제공(1.5%)순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정보 제공 기능을 가장 많이 쓰며 일상 화에서 의사소통 기능 

부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이나 현상에 한 서술 기능이 가장 

높고, 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보 요구 기능이 뒤를 이었다. 시킴, 요

청 및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요구는 두 집단 모두 소수로 나타나 20-30

의 의사소통 기능에서 명령, 청유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어미와 조각문 합계를 살펴보자. FK는 정보 제공

(58.1%)>정보 요구(18.2%)>관계 유지(17.1%)>행위 요구(4.2%)>행위 제공

(2.4%) 순이고 NK는 정보 제공(69.7%)>정보요구(13.6%)>관계 유지(12.6%)>행

위 요구(3.4%)>행위 제공(0.7%) 순이다. 또한 정보 제공과 정보 요구의 차이가 

FK는 39.9%, NK는 56.1%로, NK의 정보 제공에 한 비율이 훨씬 높다. 화 

진행 방식이 <정보 요구-정보 제공-정보 요구-정보 제공>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FK는 각 기능을 수행하는 발화가 한 개의 혹은 짧은 발화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NK는 정보 요구 발화에 해 여러 발화들로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이 드러

났다.141) 의문문은 질문- 화의 구조에서 야기되기도 하고 화제의 도입에서 주

141) FK_05_F 내일 뭐 할 거야?/FK_06_F 넷플릭스 보고./FK_05_F (웃음)나도 요새 넷플릭스

/FK_06_F 뭐 보고 있어?/FK_05_F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쓰/FK_06_F 오. 나

도 그거 보고 있어. 재밌지?/FK_05_F 응. 남자 주인공이 멋있어. <FK 화 예시>    

   NK_21_F 문경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NK_22_F 문경이는 처음에는 걔가 원래 공부하잖아. 

시험공부하거든? 그래서 문경이가 따로 카톡이 왔었어. 언니 결혼 축하한다고.::: 따로 카톡이 

왔거든. 결혼 축하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시간 내서 못 보면 우편으로 달라고 하더라

고./NK_21_F 아 먼저 그렇게 말을 했구나./NK_22_F 그러면 그래도 전해 주고 싶거든, 솔직히. 

당사자는 거의 전해 주고 싶어 하지. 카톡으로 주고 싶어 하진 않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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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 빈번함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어서 기능별 사용 양상을 어미와 조각문 나누어 살펴보자. 어미에서는 정보 

요구,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관계 기능에서 FK가 NK에 비하여 높은 빈도

를 보 다. 반면 정보 제공 기능은 NK가 FK에 비하여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조각문의 사용 양상을 살피면, 정보 요구, 행위 제공, 정서 관계는 FK가 NK에 

비하여 높은 빈도를 보 고, 정보 제공, 행위 요구에서는 NK가 FK에 비하여 높

은 빈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중심으로 기능별 실현 양상을 그래프로 나타내

면 [그림 Ⅲ-5]와 같다.

    

[그림 Ⅲ-5] 집단별 기능의 사용 양상

2.1. 종결 표현의 기능별 형태적 특징
1) 정보 요구 

정보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은 모두 1,444개이며 NK 633개, FK 

811개로 나타났다. 구어에 따른 변이형과 선행 어간에 따른 이형태를 표형으

로 합치면 14개로 목록화되며 이를 빈도가 높은 순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음 은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항목이다.

해 주고 싶으니까 내가 너, 너 지금 있는 데가 혜화 쪽에 있으니까 내가 그쪽에 가서 주고 싶다

라고 했지. <중략>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아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나보고 시간이 되면 

줘라라고 했는데 시험 기간 때인가 9월 말쯤에 시간이 된 거야. 얘가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걔

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때 내가 오라고 했거든?<NK 화 예시> 

     이처럼 NK 집단은 하나의 질문에 한 답으로 FK 집단에 비해 더 많은 발화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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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NK FK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1 -어 159(34.8) 명사 80(45.4) -어 306(58.2) 명사 195(68.2)
2 -지 68(14.9) 부사 65(36.9) -지 94(17.9) 부사 52(18.2)
3 -야 57(12.5) 연결어미 22(12.5) -야 66(12.6) 연결어미 26(9.1)
4 -나 56(12.2) 관형사 9(5.1) -을까 21(4) 관형사 13(4.5)
5 -는데 23(5.0) -는데 19(3.6)
6 -더라 22(4.8) -다고 15(2.9)
7 -구나 21(4.6) -나 4(0.8)
8 -다고 21(4.6)
10 -대 9(2.0)
11 -을까 8(1.8)
12 -네 7(1.6)
13 -는다며 5(1.6)
14 -니 1(0.2)
합
계

457
(100%)

176
(100%)

525
(100%)

286
(100%)

<표 III-12> 정보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 순위

사용 빈도 측면에서 NK와 FK모두 ‘–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 다. NK는 159

회(34.8%), FK는 306회(58.2%)로 나타났고 ‘-지’가 NK는 68회(14.9%), FK는 

94회(17.9%)로 뒤를 이었다. ‘-야’는 57회(12.5%), FK는 66회(17.9%)로 나타

났다. 구어 반말체 중 [물음] 기능을 수행하는 표 종결 표현은 ‘-어, -지, -

야’임을 알 수 있다. 

(34) ㄱ. (NK_01_F) 학교에도 청첩장도 줬어?
(NK_02_F) 응.
(NK_01_F) 어느 범위까지 했어?
(NK_02_F) 인싸면:::백명 천명. 
(FK_01_F) 너 오늘 뭐 했어?
(FK_01_F) 나 오늘 친구랑 요리도 하고 영화도 봤어.

ㄴ. (FK_05_F) 뭐라고 했지? 영화를 봤다고?
(FK_06_F) 응. 해리포터.
(FK_05_F) 뭐?(웃음)

ㄷ. (NK_23_M) 엔번방 얼굴 봤어?
(NK_24_F) 응 얼굴 봤어. 멀쩡하게 생겼던데?
(NK_23_M) 멀쩡하진 않던데.
(NK_24_F) 왜? 그정도면은 나름 멀쩡하게 생긴 거 아니야?
(NK_23_M) 아닌데. 변태같이 생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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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ㄱ)은 ‘-어’, (34ㄴ)은 ‘-지’, (34ㄷ)은 ‘-야’가 사용된 장면이다. 정보를 요

구하는 문맥에서 NK, FK 모두 범용어미에 의한 실현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일상 구어 화를 상으로 의향법을 하위 

분류한 연구인 권재일(2004)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해당 연구는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분류하 고 그중 정보 요구 기능과 궤를 같이하는 

의문문 의향어미는 ‘–어(37.84%)>-지(14.17%)>-나(6.61%)>-냐(4.47%)>-는데

=-나(3.91%)>-을까(2.8%)>-은가(2.7%)>-는가=니(0.56%)>-냐구(0.19%)’ 순으

로 나타났다고 하 다. ‘-어’는 ‘-야’도 포함되는 것으로 의문문 전체의 37.7% 

중 가장 높다고 하 다. 범용어미의 실현이 높은 것을 통해 가장 무표적인 의미

인 ‘-어’가 보편성, 일반성을 가지고 확 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도 최 란(2012)은 [물음] 발화 의미가 실현된 

종결 표현 중에서 ‘-아(54.8%)’가 가장 많이 사용하 음을 보고한 바 있다. 최

란(2012:127)은 이어서 “‘-는가요’, ‘-나요’에서 ‘요’가 결합되지 않은 ‘-는가’와 

‘-나’는 하게체에 해당되므로 종결 표현 연구에서 제외”하 으며 “혼잣말처럼 말

할 때 쓰이기도 하나 이 경우는 듣는 이의 답을 요구하는 물음과 다르다”라고 

하 다. 그러나 혼잣말 어미가 상관적 관계에서 쓰 고 상 방이 그에 반응을 

했다면 이러한 진술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NK에서 4위(12.2%)이자 FK

에서 7위(0.8%)로 나타났으므로 주요한 종결 표현 중 하나로 판단된다. (35ㄱ), 

(35ㄴ)에 사용된 ‘-나’, ‘-인가’, 그리고 FK말뭉치에서 나타난 (35ㄷ)의 ‘-ㄴ가’

는 자신이 모르거나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상 방에게 알려 달라고 요구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35) ㄱ. (NK_07_F) 너는 그래서 지금 학교야?
(NK_08_F) 응. 학교야. 학교고 어린이집 상담 갔다온 거 내가 얘기했나?
(NK_07_F) 기억 안 나는데. 원래 따로 상담하는 기간이 있어?

ㄴ. (NK_27_M) 어 그래도 벌써 아버지 환갑이시구나. 아버님 퇴임 아직 안 하시나?
(NK_28_M) 아직은 지금.:::
(NK_27_M) 얼마나 남으셨대? 기간.
(NK_28_M) 모르겠어, 그건. 몇 살까지지, 공무원이? 만 63세인가?

ㄷ. (FK_05_F) 그리고 우리 어떡하지? 또 미루게 되는 거 아닌가?
(FK_06_F) 모르겠다. 근데 집에 가면 XXX 
(FK_05_F) 다시 말해 봐. 미안.
(FK_06_F)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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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에서 1회 나타난 ‘-니’는 사실상 구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 ‘-니’는 아랫

사람이나 나이가 같은 사람에게 쓰이며 아주 친한 사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아빠가 아이에게 ‘잘 잤니?’는 괜찮으나 아이가 아빠에게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

다. NK의 ‘-니’도 서로 장난치는 상황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6ㄱ)는 남

자가 여자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지 않았으면 지금쯤 키가 더 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의 화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같은 해라체 어미로 ‘-니’와 종종 비교되는 ‘-냐’는142) 정보 

요구 기능에서 추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권재일(2004:219)에서는 48회(4.47%)

로 ‘-니(6회, 0.56%)’보다 높게 나타났다. ‘-냐’가 사용된 문맥의 예시로 (36ㄴ)

을 발췌하 다. 29세의 여자(P)가 24세의 여자(J, Y), 서로 선후배 사이 관계에

서 선배가 계속해서 ‘-냐’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사

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의 말투일 수도 있고 해당 녹음이 2002년 11월에 녹음되

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 상을 반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짐작된다. 약 19년 전

에는 현재에 비해 친 한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냐’를 사용하며 친분

을 보이는 것이 적절한 화용 전략이었을 수 있다. 19년이 지난 지금은 친 한 

관계라고 해서 공손의 정도가 덜할 수는 있겠으나, 존중이나 친절함이 줄어들지 

않는 언어 사용 양상을 볼 수 있다.    

(36) ㄱ. (NK_15_F) 첼로나 피아노나 꾸부정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지. 
(NK_16_M) 야 피아노하고 첼로하고 어떻게 같아. 뭐를 뭐에,

어따 갖다 대니.(웃음) 
(NK_15_F) 뭐가::::. 뭘 뭘 어따 갖다 대.(웃음) 

ㄴ. (NK_Y_F) (사랑니) 뽑아요. 언니.
(NK_P_F) 너, 다 뽑았냐? <중략>
(NK_J_F) 나는 밑에 두 개만 뽑았어요. 위에 두 개는 남겨 놨어요.
(NK_P_F) 야, 어떻게 네 개를 다 뽑냐? <중략>
(NK_Y_F) 생각지 말고 뽑아요. <중략>
(NK_P_F) 야, 오늘 너가 발표냐?

142) 강현화 외(2017:359)는 남성에게 말하는 경우 ‘-냐’를, 여성에게 말하는 경우 ‘-

니’를 선호한다고 하 다. 따라서 ‘-냐’는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들고 ‘-니’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다. ‘-니’는 화 참여자들끼리 친 도가 낮을 때 사용되며 매우 친 한 관

계에서는 ‘-냐’를 사용한다. 송지 (2013:125)은 ‘-니’와 ‘-냐’는 [-존중], [+낮춤]이

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냐’는 [+친 ], ‘-니’는 [친 ]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하 다. 

이와 더불어 ‘-니’는 [+친절], [+다정함]이라는 화용적 특성이 있어 친 의 정도가 

낮은 상 에게 거리를 표시하는 소극적 공손의 기능, 상 방의 심리적 상태에 한 

배려나 친절을 표현하는 적극적 공손의 기능을 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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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각문을 사용을 보자. 조각문은 그 자체로 정보 요구의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므로 항상 LH%, H%억양과 함께 수행된다. 두 집단 모두 명사류>부

사류>연결어미류>관형사류 순으로 나타났다. NK는 명사류 80회(45.4%), 부사류

(36.9%)로 명사류와 부사류를 주로 사용하 고, FK는 명사류 조각문을 195회

(68.2%)로 집중적으로 사용하 다. 

(37ㄱ), (37ㄷ)은 NK 말뭉치에서 추출한 정보 요구 기능 조각문이다. ‘거기서’

는 ‘거기’와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

사 ‘에서’의 준말 ‘서’가 결합한 부사류 조각문이다. ‘여기’는 명사류, ‘입으로’는 

‘으로’가 부사격 조사이므로 부사류이다. FK 말뭉치에서 추출된 것은 (37ㄴ), 

(37ㄹ)이다. (37ㄴ)은 ‘해리포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누구야?’ 신 

‘캐릭터?’로 종결한 명사류 조각문이다. (37ㄹ)은 관형사류 조각문이다. ‘룸메이

트가 아직 없는 상황이야?’ 혹은 ‘룸메이트가 아직 없는 거야?’에서 뒷부분이 생

략되었으나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은 없다. 두 집단의 조각문 사용을 방사능 그

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Ⅲ-6]과 같다.

(37) ㄱ. (NK_13_F) 몇 년 근무했어, 거기서?
(NK_14_F) 여기?
(NK_07_F) 응. 그 애매한 동료 있는 그 학교에서.

ㄴ. (FK_05_F) 누구 가장 좋아?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FK_06_F) 다 좋아. 근데 아마 헤르마요니! 똑똑해.
(FK_05_F) 난 너처럼 음 해리포터 팬 아닌 거 같애. 한 번만 봤어.

ㄷ. (NK_19_F) 아니 연락 없었어.
(NK_19_F) 없었어? 밥도 얻어먹었는데.
(NK_19_F) 두 명이나 있었다?
(NK_19_F) 아니 온다고 했는데 본인이 입으로? 본인 입으로 온다고 했었는데?
(NK_19_F) 온다는 말은 안했지. 그냥 밥 즐겁게 먹고 어떻게 사니 이러면

서 만나고서는 결혼식 때 안 나타났어.
ㄹ. (FK_29_F) 그러면 지금 룸메이트가 아직 없는?

(FK_30_F) 아직 없어.
(FK_29_F) 으음.
(FK_30_F) 근데 나 유닉스 있어. 열 명이서 쓰는 유닉스. 그래서 지금 방은 

혼자 쓰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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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정보 요구 기능 수행의 조각문  

2) 정보 제공 

정보 제공 기능은 다섯 가지 기능 중에서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한 기능이다.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은 모두 5,839개이며 NK 3,257

개, FK 2,582개로 나타났다. 이형태를 표형 하나로 합치면 20개로 목록화되

며, 이를 빈도가 높은 순부터 나열하면 <표 Ⅲ-13>과 같다.

순
위

NK FK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1 -어 448(21.94) 명사 545(44.85) -어 913
(51.99) 명사 402

(48.66)

2 -야 348(17.04) 연결어미 386(31.77) -야 322
(18.33) 연결어미 279

(33.77)

3 -지 326(15.96) 부사 181(14.90) -잖아 201
(11.44) 감탄사 114

(13.8)
4 -잖아 150(7.34) 감탄사 79(6.50) -거든 85(4.84) 부사 21(2.54)
5 -거든 143(7.00) 관형사 24(1.98) -는데 82(4.66) 관형사 10(1.22)
6 -는데 125(6.12) -지 75(4.27)
7 -다 101(4.94) -더라고 40(2.84)
8 -더라고 77(3.77) -더라 19(1.08)
9 -대 62(3.04) -을까 9(0.51)
10 -더라 56(2.74) -대 6(0.3)
11 -나 55(2.20) -나 4(0.2)
11 -다고 53(2.59)
12 -을까 42(2.06)
13 -는지 12(0.59)

<표 III-13>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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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는 ‘–어(21.94%)>-야(17.04%)>-지(15.96%)’ 순으로 나타나 정보 요구 

기능과 1위는 일치하고 2, 3위는 다르다. FK는 ‘–어(51.99%)>-야(18.33%)>-잖

아(11.44%)’로 나타났고 ‘–지’는 6위에 머물렀다.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고빈도

로 나타난 ‘-어’는 NK는 448회(21.94%), FK 913회(51.99%)로 같은 1순위이

다. 하지만 정보 요구 기능에 비해서는 두 집단 모두 ‘-어’의 사용 빈도가 NK는 

10.46%, FK는 6.21% 감소하여 범용 어미에 의지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2위는 ‘-야’로 NK는 348회(17.04%), FK는 322회(18.33%) 나타나 두 

집단이 아주 비슷하게 사용하 다. 3위는 NK는 ‘-지’를 326회(15.96%). FK는 

‘-잖아’를 201회(11.44%)를 사용하 다. NK는 범용 어미로 발화 기능을 표지한 

것으로 동일한 ‘-지’이지만 L% 등과 함께 정보 제공 기능을 실현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FK는 고유 어미를 사용하여 운율적 방법이 아닌 형태적 

방법으로 발화를 종결한 빈도가 더 높다. 

NK에서도 150회(7.34%)나 추출된 어미(4위)인 ‘-잖아’가 형태적 종결이라고 

한 것은 조민하(2015)에 근거한다. 해당 연구는 한국인 20-30  여성 35명을 

상으로 상호 반말체를 사용하는 친분이 두터운 또래를 상으로 구어를 수집

한 바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고빈도 순서 로 ‘-어(40.8%)>-야(16.1%)>-지

(11%)>-잖아(9.1%)>-다(8.7%)>- (3.3)>-나(1.8%)>-구나(1.8%)>-더라

(1.5%)>-네(1.4%)>-ㄴ가(1.1%)>-ㄹ까(0.9%)>-냐(0.7%)>-아야지(0.5%)>-자

(0.3%)-ㄹ걸(0.2%)>-니(0.2%)>-ㄹ게(0.2%)>-(어)라(0.2%)>-ㄹ래(0.1%)>-군

(0.1%)>-디(0%)’, 총 22종류의 종결어미 목록을 제시하 다. 이 중 ‘-잖아’는 4

위를 차지하며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서의 쓰임은 보이지 않은 채 모

두 평서문에서만 나타났다고 하 다.143) 

143) 조민하(2015:325)의 22개 목록 중 ‘-어, -야, -지’와 ‘-잖아’의 비교를 위해 네 종

결 표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어미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합계

-잖아 302(100) 0 0 0 0 302(100%)

14 -던데 12(0.59)
15 -다면서 11(0.54)
17 -냐 8(0.39)
18 -냬 5(0.24))
19 -네 5(0.24)
20 -다니까 3(0.15)
합
계

2,042
(100%)

1215
(100%)

1756
(100%)

82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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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에서 5위인 ‘-거든(7%)’은 FK에서 4위(4.84%)로 나타났고, 6위인 ‘-는데

(6.12%)’는 FK에서 5위(4.66%)로 추출되었다. (38ㄱ)은 NK에서 추출된 ‘-거든’

이고 (38ㄴ)은 FK에서 추출된 ‘-거든’이다. 모두 상 방이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알려주듯이 말할 때 사용한다. (38ㄱ)은 (38ㄴ)과 달리 상승 억

양과 함께 쓰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는데’는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쓰임을 

모두 가지고 있어 후행절 복원 여부와 의미, 억양으로 판단하 다. (38ㄷ), (38

ㄹ)은 ‘-는데’의 청자 반응을 기다리는 태도 어미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상황, 즉 [진술], [이

유], [추측], [회상], [묘사], [응답], [알림]을 수행할 때 ‘-어, -야, -지, -잖

아, -거든, -는데’가 주요 언어 형식에 해당하는 것144)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의 

-지 291(80.2) 69(19.0) 3(0.8) 0 0 1,349(100%)

-어 1,078(79.9) 187(13.9) 55(4.1) 0 29(2.1) 1,349(100%)

-야 417(78.2) 107(20.1) 0 0 9(1.7) 533(100%)

144) 최 란(2012:115)은 말하는 이가 본인은 이미 알고 있으나 듣는 이가 모르거나 불

완전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듣는 이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알림’으

(38) ㄱ. (NK_01_F) 우리는 뭔가 둘이 주인공인 느낌이야.
(NK_02_F) 그렇지 둘이 결혼했으니까.
(NK_01_F) 나는 우리 오빠가 그런 스타일인지 몰랐거든? 뭔가 결혼에 대

해서 내가 다 혼자 감내하고 내가 다 선택을 하고 내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겠지 않을까? 근데 여유가 
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참여도 하고 되게 같
이 리드를 하고 하니까 좋은 거 같아.

ㄴ. (FK_25_M) 잠깐, 욕심이 많은데 삼겹살 정도이면?(웃음)
(NK_26_M) 그런 법 있거든. 전기전자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삼겹 먹으

면 안 되거든. 삼겹살 먹으면 안 되거든.
(FK_25_M) 왜?
(NK_26_M) 삼겹살 먹으면 열심히 못 하더라.
(FK_25_M) 아 그럴 수 있지. 

ㄷ. (NK_17_F) 전에는 터치가 없었지. 전혀 내가 부담스럽게 할 것도 없으셨고. 유
독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 행사나 그런 게 많은 거 같은 거야, 벌써.

(NK_18_F) 상상이 안 되는데.
ㄹ. (NK_17_F) 걔는 그렇게 사진 찍히고 그런 일 있을 때는 진짜 열심히 뺀다?

(NK_18_F) 뺄 게 없는데?
(NK_17_F) 군살이 원래 별로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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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어미는 <-어, -야, -지, -잖아, -거든, -는데, -더라고, - , -더라, -을까, 

-나> 11가지이고, NK에만 나타난 어미는 <-다, -다고, –는지, -던데, -다면서, 

-냬, -는다니까, -네> 8가지이다. NK는 (39)와 같이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어’뿐 아니라 ‘-다’와 비과거 시제를 결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고 

‘-네’를 사용해 이야기 전달을 위한 무  층위를 마련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조각문을 살펴보자. NK는 명사류 조각

문이 545회(44.85%)로 가장 높게 나왔고, 연결어미류 조각문 386회(31.77%), 

부사류 조각문 181회(14.9%) 순으로 집계되었다. FK는 명사류 조각문 402회(4

8.66%), 연결어미류 조각문 279회(33.77%), 감탄사류 조각문 114회(13.8%) 순

으로 사용하 고, 부사류와 관형사류 조각문은 각 2.54%, 1.22%에 그쳤다. 

로 정의하 다. 그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 ‘-어(33.92%)>-ㄹ게(8.77%)>-

ㄴ다(3.80%)>-ㅂ니다(3.65%)>- (2.92%)>-답니다(0.29%)’ 순으로 실현된다고 하

다. 본고의 정보 제공 기능의 하위에 ‘알림’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어’, ‘- ’를 제외

하고 공통 항목은 없다. ‘-잖아’, ‘-거든’ 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알림]와 [이유]

를 따로 분류하 기 때문으로 보이며 선생님, 선배, 친구, 후배라는 네 가지 상 가 모

두 제시되어 [±높임]이 뒤섞인 결과, 일상 화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답니다’ 등이 

집계되는 한계로 보인다. 반면, 권재일(2004)은 평서문 의향어미로 ‘-어(43.96%)>-지

(10.64%)>-는데(6.09%)>-거든(5.95%)>-다-어/구/니까(4.42%)>-네(1.885)>-구나

(1.09%)>-게(0.09%)>-습니다(0.22%)’를 집계하 다. ‘-게’, ‘-습니다’, ‘-구나’를 제외

하고 나머지는 본고의 어미복합체와 공통적이다. 해당 연구는 감탄문을 별도로 설정하

지 않고 서술문의 하위로 다루어 ‘-구나’가 추출된 것으로 보이며 선후배 사이의 화

로 ‘-습니다’가 나타나는 등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39) ㄱ. (NK_03_F) 그러더니 유성이가 쪼금 올라왔나봐. 손가락으로 비집고 넣
는데 아:::를 안 하니까 지가 먹는다? 
이유식 200 넘게 있었나? 그거 다 멕이고.(√먹이고)

(NK_04_M) 응.
(NK_03_F) 30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싹싹 해 가지고 결국 다 먹였잖아.

ㄴ. (NK_07_F) 근데 얘가 딱 결혼식에 왔네?
(NK_08_F) 나는 니가 저번에 수현이 결혼식 때 부케도 받고 그래서 남

자친구 있는 줄 알았어.
(NK_07_F) 아니야, 아니야. 수현이가 그냥 소중한 친구가 받았으면 좋겠

다고 그래서 받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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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정보 제공 기능 수행의 조각문 

[그림 Ⅲ-7]을 통해 FK는 NK에 비해 명사류, 연결어미류, 감탄사류 조각문을 

많이 사용하 고 NK는 부사류, 관형사류 조각문을 상 적으로 더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사류 조각문이다. 이는 (40)과 같이 ‘-

냐고, -다고, -라고’ 등 인용 동사를 생략한 채 인용표지에서 중도 종료된 발화

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40ㄱ)은 ‘미소 실장이 그 남자애한테 연락한다고 

했어/그랬어’에서 뒤의 인용 동사 부분이 생략된 구문이다. (40ㄴ), (40ㄷ) 역시 

‘그러셔도 된다고 했어/그랬어’, ‘자기들이 집에 안 갔다고 했어/그랬어’에서 후행

절이 생략된 채 피인용절에서 종결되었다. 

(40) ㄱ. (NK_03_F) 아니:: 그 미소 실장이 먼저 거기 그 남자애한테 연락한다고. 
어? 그렇게 말했음 이거 매맨지 전센지 이건 알 거 아니야, 
어떻게 모르냐? 말도 안 돼. 그거는.:::

(NK_04_M) 아니 매매로 나온 건 알았을 텐데. 긍까 매매랑 전세가랑 차이
를 몰랐을 수도 있지.

ㄴ. (NK_29_F) 그러면은 등원을 쫌 늦게 시켜도 되냐. 아 그러셔도 된다고::
(NK_30_M) 선생님들은 당연히 된다고 말하지.

ㄷ. (NK_18_F) 근데 열 받는 게 뭔 줄 알아? 그 결혼식 끝나고 본인이 그 
시댁에 안 갔다고 서운해하시지만.:: 결혼식 전주에 우리 집에 
내려가서 피로연했거든. 두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모르는 사
람들 속에서 마네킹처럼 인사하고 서 있었는데:: 그날 그 집
에서 잤단 말이지. 이틀이었나? 어. 그거는 안 치고::(-) 결혼
식 끝나고 그들이 우리 집에 온 것도 안 치고:::그냥 그야말로 
자기들 집에 안 갔다고::

ㄷ. (NK_08_F)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런 거 많이 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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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 FK의 명사류 조각문은 (40ㄷ)처럼 ‘거’가 고빈도로 나타났다. (40ㄷ)에서 

‘그런 거’는 겨울에는 건조하므로 피부에 보습을 할 만한 제품을 말한다. 그 제품

들을 모두 나열해도 되지만 한두 개만 제시하여 의미 전달은 하고, 나머지는 상

상에 맡기고 있다. 이는 구어 문법의 모호함(vague) 전략과도 관련된다. 어권 

구어 문법에서도 ‘and everything’, ‘or something’, ‘and stuff’ 등은 굳이 모든 

것을 다 나열하지 않고 나머지의 것을 추측하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145) 아울

러 “것(thing)은 어 말뭉치에서 고빈도로 광범위하게 쓰여 상의 이름, 과정, 

개체, 심지어 담화 속에서 사람들까지 신하여 쓰인다. 여러 가지 두루 가리키

는 지시 내용의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청자의 이해에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으

며 주목받지도 못한 채 지나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 이야기의 자연성

과 비격식성으로 수렴되어 나가는 일반적인 특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Michael 

145) 어권 구어 문법의 모호함 전략을 상기하기 위해 패터슨(Paterson, 2018)의 예문

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① A: Is Katie really going into business, then?/B: Of 

course. She’s bought a shop, hired staff and everything!/A: Amazing! But it’s 

fairly risky, isn’t it,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② C: We’ve got about an 

hour before we need to leave for the airport./D: OK. Shall we go for a breath 

of fresh air or something?/C: Sure. I’ll get my coat. ③ E: Did you buy 

anything at the market?/F: Yeah. I got some fish, potatoes and stuff./E: Great. 

Get cooking, then! ①은 직원도 고용하고 가게도 사는 등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하

다. 모든 것이라고 하면 간판도 걸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가게 장식도 하는 등 일련

의 가게를 내기 위한 모든 과정을 상 방은 상상할 수 있다. ②는 ‘바람 좀 쐬거나 

그럴래?’라고 했으므로 꼭 바람을 쐬는 것 말고도 커피도 마시거나 담소를 나눌 수도 

있다. 표적인 예시를 들고 나머지는 생략하 으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③은 

생선, 감자도 표하고 나머지 물건은 생략하 으나 마찬가지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오히려 ‘마트에서 뭐 좀 샀어?’ 라고 물었는데 하나하나 다 언급하며 시

간을 보낸다면 구어 문법 교육의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의 실패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도 ‘뭐 좀 샀어?’라고 상 가 말한 경우 ‘응. 생선, 감자 뭐 그런 

거/뭐 그런 것/뭐 그런 것들 샀지’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NK_07_F) 그치. 립밤이나 핸드크림 같은 그런 거.
ㄹ. (FK_21_M) 어디가 젤 문젠데?

(FK_22_M) 여기는 괜찮은데 혈관 몇 개가 죽었어. 막혀 가지고. 
(FK_21_M) 엄청 심각한 거 아니야? 발가락이 지금 아픈 거야? 
(FK_22_M) 아니. 근데 피가 표면에 차니까.

ㅁ. (FK_14_M) 공부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FK_13_M) 맞아.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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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arthy, 1998: 김지홍 역, 2010:243).” 이처럼 ‘그런 거’는 실시간 화에서 

앞의 발화를 아우르고 다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시적 쓰임을 보인다.146) 끝으로 

(40ㄹ), (40ㅁ)은 연결어미 조각문이다. 두 집단 모두 ‘-고(구), -는데, -더니, -

면서, -어서’, ‘-니까’를 고빈도로 사용했다. FK 말뭉치에서 추출된 (40ㄹ)은 ‘-

고’, ‘-니까’ 연결어미에 의한 종결, (40ㅁ)은 ‘-고’에 의한 종결이다.

3) 행위 요구 

행위 요구 기능은 전체 344개의 발화로 나타났으며 NK는 158개, FK는 186개의 

발화를 생성하 다. 다섯 기능 중 3.8%를 차지하며 4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NK는 

어미 146개, 조각문 12개로 FK는 어미 182개 조각문 4개를 사용하 다. 조각문은 

두 집단 모두 명사류와 부사류가 차지하 고 연결어미, 감탄사, 관형사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결어미와 조각문을 빈도가 높은 순부터 나열하면 <표 Ⅲ-14>와 같다.

순
위

NK FK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1 -아/어 67(47.5) 명사 12(70.6) -아/어 94(54.6) 명사 14(100)
2 -자 25(17.7) 부사 5(41.7) -자 58(33.7)
3 -어야지 20(14.2) -어야지 10(5.8)
4 -지 12(8.5) -을래 8(4.7)
5 -라 8(5.7) -지 1(0.5)
6 -을래 6(4.3) -아라 1(0.5)
7 -어요 3(2.1)
합
계

141
(100%)

17
(100%)

172
(100%)

14
(100%)

<표 III-14> 행위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 순위

146) 전 옥(2019:77)은 “구체성은 떨어져도 연결은 확실한 가리킴”으로 ‘그런 거’를 보

고, 해당 표현은 화자의 발화 생산에 매우 유용하며 청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고 하 다. 또한 그런 것은 지시적 쓰임만 나타내지만, 그런 거는 준지시적 쓰임과 

비지시적 쓰임을 모두 보인다고 하 다. 내용적으로 관련 없는 것까지 연결하여 담화

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담화 표지로 기능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전 옥, 2019:83, 음 은 연구자)

    

그런 것(거) 그런 것 그런 거

· 범주 지시

- 앞 뒤에 관련 

내용이 있음.

- 관련 범위가 매우 

넓음.

+

· 추상적 지시

- 무엇인가를 

이르는 말.

-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

⇒
· 내용적으로는 

느슨한 결속.

· 형식적으로는 

명시적인 결속.

⇒
· 내용적으로 관련 

없는 것까지 연결

- 담화 표지로서의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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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와 FK는 ‘–어’, ‘-자’, ‘-어야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 다. NK는 67회

(47.5%), FK는 94(54.6%)로 나타났고 ‘-자’가 NK는 25회(17.7%), FK는 58회

(33.7%)로 뒤를 이었다. ‘-어야지’는 20회(14.2%), FK는 10회(5.8%)로 집계되었

다. 범용어미 ‘-지’는 NK에서 12회(8.5%), FK에서 1회(0.5%)로, 같은 범용어미 ‘-

어’보다 훨씬 적다. 정보 요구, 정보 제공에서 ‘-지’가 부담했던 기능을 행위 요구 

기능에서는 ‘-자’, ‘-(으)ㄹ래’, ‘-어야지’ 등 고유 어미가 수행하는 것을 시사한다.  

(41) ㄱ. (NK_03_F) 예를 들어 이모네 오른쪽이라고 치면 그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
고. 우리 돌잔치 한 데 알지? 거기가 우면동이야.

(NK_04_M) 내 생각엔 아예 좀 집이 포(four)룸에 엄청 넓고:::엘리베이터 없이:::
(NK_03_F) 아 또 욕심 내지 마. 그렇게 막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오빠 포 룸은 아니야. 
ㄴ. (NK_29_F) 선반에 놔 줘? 예를 들면 냉장고 위에 올려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놓고 다 끝나?
(NK_30_M) 응응, 다 해 줘. 그릇까지 다 제 위치에. 선반 위에 올려놓고 끝

나. 집주인이 손만 까딱하면 돼. 요거 욜로. 저거 욜로. 이렇게.
(NK_29_F) 뻥 치지 마!
(NK_30_M) 반포장 이사는 큼직큼직한 것들은 이사해 주고 짜잘짜잘한 것들은.

ㄷ. (FK_22_M) 기억 날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FK_21_M) 서울대 공학 수학 수업은 가서 하루만 들어 봐. 그때 수학을 뭔지 

얼마나 빡셀 수 있는지. 아 진짜.
(FK_22_M) 이번 학기 수학은 제일 많이 들어. 그래서 미적분학?

ㄹ. (FK_15_F) 뭐 근데 오천이면 오천도 괜찮아 뭐.
(FK_16_F) 어 맞아 오천 육천도 괜찮은 거 같애. 너도 가 봐. 그쪽 한 번.
(FK_15_F) 어 몰라. 나 길 잘 못 찾아서 그:::점심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 내

가 찾을 때까지.(웃음)
ㅁ. (FK_02_F) 북쪽에 있는 그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북쪽에 있는데 엘리자베타도 그

쪽이야.
(FK_01_F) 아이고. 그렇구나. 조심해야 돼.

ㅂ. (FK_30_M) 응. 석사 때, 그 문화 수업. 그:: 유학생을 위한 문화 수업.
(FK_29_M) 그것도 석사 때 들었어? 1 있고 2 있잖아. 
(FK_30_M) 1 들었어.
(FK_29_M) 그럼 2 들으면 돼.
(FK_30_M) 응. 다음 학기.

ㅅ. (FK_02_F) 너는 어느 쪽이야?
(FK_01_F) 어떡해? 나는! 뭐지:: 뭐라고 하지.
(FK_02_F) 난 몰라. 얘기해도 몰라.
(FK_01_F) 긴 이야기야. 나중에 설명할게.
(FK_02_F) 어 나중에 설명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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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ㄱ), (41ㄴ)과 같이 [시킴]을 수행하기 위해 ‘말다’의 어간 ‘말-’ 뒤에 ‘-어’

가 결합되어 ‘마’로 표현되었다. (41ㄷ)은 수학 수업을 들어보라고 제안하는 맥

락으로 ‘-어 보다’와 함께 쓰 다. (41ㄹ)은 5,000원 혹은 6,000원 정도면 점심

으로 싸니까 가 보라고 권유하는 맥락, (41ㅁ)은 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

심하라는 경고에서, (41ㅂ)은 문화 수업2를 들으라는 제안 상황에서, (41ㅅ)은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친구가 너

는 어느 쪽이냐고 묻자 정치 이야기는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맥락에서 쓰 다. 

이처럼 ‘-어’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이와 같이 ‘-아/어 보-’, ‘-아야/어야 되-’, 

‘-아/어 주-’, ‘-(으)면 되-’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NK는 아래 (42ㄱ), (42ㄴ)과 같이 시도를 의미하는 보조 동사 ‘보다’의 

중첩 현상이 나타났다. ‘눌러 봐, 입어 봐’가 규범적 표현이나 ‘어떤 일을 시험 

삼아 하거나 경험함을 나타내는 말’인 ‘보다’가 두 번이나 쓰여 잉여적 표현을 

산출하 다. (42ㄷ), (42ㄹ)은 ‘주다’의 어간 ‘주-’ 뒤에, 상 편이 특정 개인이 

아닐 때 낮춤과 높임이 중화된 느낌을 주는 하라체를 사용하 다. ‘-라’는 구체

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해 명령의 뜻을 나

타내는 어미로, 간접 명령이 직접 화에서 잘못 쓰인 오류다. 화자와 청자가 얼

굴을 맞 는 1:1 상황은 간접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어/줘’ 혹은 ‘주어라

/줘라’가 알맞다. 혹은 수혜의 상이 ‘나’이므로 ‘주다’ 자리에 ‘달다’를 써서 하

게체 ‘다오’를 쓸 수도 있겠으나 ‘줘라’, ‘다오’는 전혀 추출되지 않았다. (42ㅁ), 

(42ㅂ)에서 볼 수 있듯이, ‘-자’는 특정 행동에 한 요구이며 화자와 청자 모두

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할 때 사용되었다. 또한 ‘건강하다’ 등 형용사와 

함께 쓰여 상태에 한 요구도 나타났다.

(42) ㄱ. (NK_14_M) 르누아르 그림 많이 두는 거 같은데? 워낙 색감도 부드럽고:::.
(NK_13_F) 이런 것도:: 쫌 작은 데다 두긴 괜찮을 거 같애. 
(NK_14_M) 일단 하나만 눌러 봐 봐.

ㄴ. (NK_25_M) 따뜻해 보이는데?
(NK_26_M) 만져 봐 봐. 엄청 따뜻해.
(NK_25_M) 좀 따가.

ㄷ. (NK_06_M) 나 거기 가방 좀 주라.
(NK_05_M) 응.

ㄹ. (NK_29_F) 나도 하나만 주라.
(NK_30_M) 싫은데? (웃음)

ㅁ. (NK_15_F) 진호 가족한테 부탁해서 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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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 [경고], [제안], [권유], [허가]를 수행하는 기능은 권재일(2004)의 

명령문과 청유문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30  명령 기

능 수행은 ‘–어(70.59%)>-어라(19.12%)>-지(9.56%)>-(으)라니까(0.73%)’ 어미

로 실현되었고 청유 기능 수행은 ‘-자(30.77%)>-지(23.08%)>-어(15.38%)>-자

구(7.69%)>-읍시다(23.08%)’로 나타났다. 명령을 나타내는 ‘-(으)십시오, -(으)

시오, -게’나 제안을 의미하는 ‘-세’ 모두 하게체, 하오체의 세력 축소와 더불어 

‘-어’로 그 기능이 넘어갔기 때문에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킴]

을 수행하는 ‘-아라’는 본고의 NK 말뭉치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권재일(2004)

은 (43ㄱ), (43ㄴ)의 맥락에서 ‘-아라’를 사용하는 것을 보 다. 29세의 학생이 

6세의 어린이에게(43ㄱ), 33세의 남자 학원생이 24세 여자 학원생에게(43

ㄴ)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 가 나이가 어릴 때, 낮춰도 

되는 상 방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147)  

행위 요구 기능에서 특징적인 점은 (43ㄷ)과 같이 NK에서만 화계 변동이 실

147) 권재일(2004)은 72-227쪽에 걸쳐 전사 자료를 공개하 다. (43ㄱ)은 192쪽, (43

ㄴ)은 84쪽에서 찾은 것이다. NK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가운데 알파벳은 자료에 나

타난 발화자 기호를 따랐다. 성별도 공개가 되어 있으므로 함께 표기하 다.

(43) ㄱ. (NK_P_F) 쉿. 너는 노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노는 거야..
(NK_S_F) 놀자고, 이렇게 던지면서 놀아요.
(NK_P_F) 참, 너나 놀아라.

ㄴ. (NK_K_F) 왜 째려보고 그래?
(NK_C_M) 싸워라. 말해서 뭐하냐? 주먹으로 해라.

ㄷ. (NK_14_M) 내가 볼 때는 분홍빛 과수원, 삼나무와 밭, 센느에서, 아를 근
처 이 네 개 중에 하나 해. (2) 아니면 다른 그림으로 하덩가.
(√하든가) 난 네 개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네.

(NK_13_F) 사실 꼭 고흐 그림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거는 고흐 그림이기는 했어.

(NK_14_M) 고흐로 하세요.

(NK_16_M) 지인은 돼.
(NK_15_F) 아니면 저기한테 부탁해.
(NK_16_M) 경훈이?
(NK_15_F) 그래도 되지.

ㅂ. (NK_15_F) 우리도 건강해야지.
(NK_15_F) 그치. 건강하자.



- 163 -

현됐다는 점이다. 종결 표현의 상  높임 등급을 일렬화(一列化)하면 ‘하십시오

체(격식)-해요체(비격식)-하오체(격식)-하게체(격식)-해체(비격식)-해라체(격식)’

로 나타낼 수 있다.148) 해체로 유지되던 화가 순간적으로 ‘요-결합형’인 해요

체로 층위가 혼합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43ㄷ) 외에도 ‘밥 사 주세요(NK_26_

M)’, ‘그럼 신 해 주세요(NK_11_F)’와 같이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의 

전환 현상이 나타났다. 존  등급으로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화자가 청자에 해 

심적 거리를 확보할 때 사용되는 담화 전략149)이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부드

러운 분위기 유도를 위해, 너무 명령문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고흐로 해’ 신 ‘고흐로 하세요’라고 말하여 청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한 것

이다. ‘밥 사 달라’, ‘ 신 해 달라’처럼 가벼운 농담임을 표지할 때도 화계 변동 

전략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행위 요구 조각문은 (44ㄱ)과 같이 잠시만 기다려 줄 것을 제안하는 명사+보

조사 조각문, ‘조금’의 준말인 ‘좀’을 강하게 발음하여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드러낸 부사류 조각문(44ㄴ)이 추출되었다. 종결어미에 비하여 조각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종류도 명사류 조각문에 치우쳐 있다. 

행위 요구 기능을 수행하는 조각문을 나타내면 [그림 Ⅲ-8]과 같다. 

148) 구본관 외(2015:302)는 학교 문법에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일렬로 비교하지 않

으나 등급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때 위와 같이 6개 등급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그 근거로 ‘엄마, 이리 와서 밥 *먹어라’, ‘(버스에서 가방을 받아 주는 할머니에

게) 할머니 *고마워요’가 비문임을 들었다. 상위자인 ‘엄마’에게 해라체를 쓰지 못한다

는 사실, 상위자 할머니에게 해요체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은 하십시오체가 해요체보

다, 해체가 해라체보다 더 높은 등급임을 보여 주는 셈이다. 

149) 고 근·구본관(2018:477)은 여자 친구와 화관 앞에서 화를 고르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심적 거리 확보에 따른 화계 변동을 보 다. 

   A: 우리 저 화 보자. // B: 전에 본 거잖아. // A: 뭐라고?(잠시 침묵) 아, 그러셨군

요. 그 친구에게나 가시죠? 여기서 등급 전환은 같은 행위 요구 기능이지만 비아냥거

리는 어조로 본문의 예시와는 차이가 있다. 

(44) ㄱ. (FK_01_F) 아이고. 엘리자베타한테 카톡 왔어.
(FK_02_F) 아 룸메이트.
(FK_01_F) 잠시만. (카톡을 읽고 답장을 보냄.) 

ㄴ. (NK_30_M) 세금 계산서 두 개를 떼 달라고. 공급가액 포함된 거 하나, 아
닌 거 하나. 지금 그 양반도 헷갈리니까 그 금액이 이게 공급
가액이니까 백십 얼마를 하면은::

(NK_29_F) 아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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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위 제공 

다섯 기능 중 가장 의사소통 기능 부담이 낮은 것은 [약속], [의지], [의도], 

[계획]에 해당하는 행위 제공 기능이다.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은 NK

는 33개(0.7%), FK가 106개(2.4%)로 나타났다. NK는 어미 20개, 조각문은 13

개, FK는 어미 66개, 조각문 40개로 집계되었다. 이를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표 

Ⅲ-15>와 같다.

순위
NK FK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1 -어야지 9(45) 연결어미 11(84.6) -을게 36(54.5) 연결어미 38(95)
2 -어야겠다 8(40) 명사 2(15.4) -어야지 20(30.3) 명사 2(5)
3 -을게 2(10) -어야겠다 8(12.1)
4 -을까 1(5) -야 2(3.1)

합계 20(100%) 13(100%) 66(100%) 40(100%)

<표 III-15> 행위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 순위

사용 빈도 측면에서 NK는 ‘–어야지’, ‘-어야겠다’가 9회(45%), 8회(40%)로 집

계되었고, FK는 ‘-(으)ㄹ게’ 36회(54.5%), ‘-어야지’가 20회(30.3%)로 추출되었

다. 반면 NK는 ‘-(으)ㄹ게’가 2회밖에 추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NK는 상 방

과 함께 무언가를 실현하려는 발화보다 상 방의 의견에 해 즉각적으로 자신

이 혼자 결정한 다짐을 이야기하여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함을 알 수 있

다.150) (45ㄱ)은 결혼식 날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하는 여자에게 

친구가 테이블에 이름을 달라는 조언을 하자 고민을 해 보겠다고 응답한다. 상

[그림 Ⅲ-8] 행위 요구 기능 수행의 조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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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에 한 최소한의 예의 표시로, 고민한 후 실제 수행으로 옮기는지 여

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상 의 제안에 해 고민하겠다는 즉각적 의지를 표출

하는 것이다. (45ㄴ)은 다이어트에 한 스스로의 결심을 나타내며 ‘-어야지’가 

사용됐다. (45ㄷ)은 ‘-(으)ㄹ게’를 사용해서 태국 음식을 맛보고 싶어 하는 친구

에게 나중에 자신의 집으로 초 하겠다는 약속을 드러낸다. 

행위 제공의 형태 분석 결과와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세종 구어 말뭉치의 

종결어미를 분석한 손다정(2008)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종결어미 

기능을 느낌 표현하기, 희망 표현하기, 추측하기, 능력·의도 표현하기, 묘사하기, 설

명하기, 인사하기, 감사하기, 사과하기, 소개하기, 명령하기, 확인하기, 제안 및 제

안에 응하기, 요청 및 요청에 응하기, 조언 및 조언 구하기, 거절하기 16가지로 분

류하 다. 이 중 ‘능력 및 의도 표현하기’ 기능이 행위 제공 기능과 상응한다.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는 ‘-(느)ㄴ다/다(64회)>-아/어(54회)>-아/어요(42회)>-(으)

150) (45ㄱ)은 상 방의 의견에 해서도 생각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맥락이다. 

만약 ‘그것도 고민해 볼게’라고 답변했다면 화 상 방을 더 고려하여 답한 맥락

으로 상 방과 약속한 느낌, 꼭 고민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어야겠다’도 [발

화 당시의 즉각적인 의지]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나 화자의 의지 표현에 방점이 있어 

‘시간이 나면 해 보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가벼운 느낌을 준다. 

(45) ㄱ. (NK_01_F) 많은 분 축하하러 많이 온 건 감사한 일이지, 되게. 근데 이제 
우리 쪽 손님이 없긴 하지만 그쪽이 많다고 하니.(-) 또 홀이 작
은 데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친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자리에 못 앉아서 예식을 못 보고 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
는 거지. 괜히 내가 이제.

(NK_02_F) 신부 쪽 친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앉을 수 있게 따로 마련하
는 것도 봤어. 네임을 달든가.

(NK_01_F) 응.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겠다.
ㄴ. (NK_19_F) 그럼 딱 봐도 지금 나 배하고 이런 데 빼고 싶고.(-) 허벅지 엉

덩이 막 빼고 싶은 데야 많은데. 살이 안 빠져 가지고.
(NK_20_F) 티가 안 나서 몰랐어.
(NK_19_F) 아니야. 빼야 돼.
(NK_20_F) 몇 킬로 더 뺄려고(√빼려고)?
(NK_19_F) 한 3-4킬로 더 빼야지.
(NK_20_F) 헤 그렇게나 많이?

ㄷ. (FK_07_F) 조그맣게 남았어. 나중에.(웃음)
(FK_08_F) 먹어 보고 싶었는데.
(FK_07_F) 나증에, 나중에 초대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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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게요(27회)>-(으)ㄹ게(24회)>-(스)ㅂ니다(21회)>-거든요(12회)>-아/어야지(6

회)>-거든(5회)>-지(4회)=-고요(4회)>-(으)ㄹ라고(3회)>-(느)ㄴ데요(2회)>-던데요

(2회)>-(느)ㄴ다고(1회)’ 15가지다.151) ‘-을게’과 ‘-어야지’는 공통적이나 ‘-어야겠

다’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용 맥락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채, 빈도만 나열되어 

있어 어느 맥락에서 ‘-던데요’ 등이 자신의 능력이나 의도를 표현하는 데 쓰 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어’와 ‘-지’가 행위 제공 기능에도 쓰이고 있음을 보여 범용 

어미로서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고의 연구 상은 친 한 사

이의 일 일 화로 한정되어 있어 종결 표현 항목이 상 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더불어 본고에서는 ‘-(으)ㄹ라고’는 종결어미가 아닌 연결어미 조각문으로 분류하

여 차이를 보인다.152)  

다음으로 연결어미 조각문에서는 (46)과 같이 ‘-(으)려고’로 표되는 ‘-을라

구, 을라고’가 고빈도로 나타났다. (46ㄱ)은 고흐 그림 중에서 ‘후보 뽑았어?’라

는 질문에 한 응답으로 ‘아니, 이제 뽑으려고 해’에서 ‘해’가 생략된 연결어미 

조각문이다. (46ㄴ)은 마찬가지로 행위를 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며 후행절

이 생략된 조각문이다. 명사류 조각문은 (46ㄷ)과 같이 ‘물티슈 줄까?’, ‘물티슈 

필요해?’라는 뜻에서 ‘물티슈?’라고 상승 억양과 함께 상 방이 필요할 것이라고 

짐작되는 행위를 먼저 제공할 때 나타난다. 행위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조각문

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9]와 같다. 

151) 세종 구어 말뭉치 중 준구어를 제외한 350,164어절에서 사용 빈도를 추출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총 54개의 종결어미가 도출되었다(손다정, 2008:68-70). 본문

에서 괄호 안의 ‘숫자+회’는 출현 횟수를 나타낸다.

    

-어/야, -어요, -는다/다, -지, -거든요. -냐, -지요, -는데요, -을까, -습니다, -고요, -구나, 

-거든, -더라고요, - , -나, -네, -자, -더라고, -어야지, -는데, -더라, -던데, -나요, 

-는가요, -으라고, -을게요, -을게, -습니까, -니, -자고, -고, 으세요, 는다고, -는가, -을래, 

-군, -군요, -을걸, -을라고, -을걸요, -으십시오, -는다며, -던데요, -는다면서, -던가, -게, 

-어라, -으라니까, -는담, -을라, -는다면서요, -읍시다, -는구만     

152) 표준 국어 사전에 따르면 ‘-(으)ㄹ라고’는 ‘그 사람이 설마 혼자 갔을라고.’, ‘설

마 형 얼굴이 그렇게 붉을라고?’, ‘설마 저 밥을 혼자 다 먹을라고?’, ‘설마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일라고?’와 같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의심의 뜻을 나타

내는 종결어미다. 그 사람이 혼자 갔을 리가 없다, 형 얼굴이 붉을 리가 없다, 혼자 

다 먹을 리가 없다, 사람의 조상일 리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강조] 기능에 가깝다. 

따라서 능력·의도 표현 문맥이라면 ‘-(으)려고 해’에서 뒤의 ‘해’가 생략된 구문으로 

보고 연결어미 조각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6) ㄱ. (NK_14_M) 자 그러면은 그 그림 중에서::
(NK_13_F) 후보를 두 개 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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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9] 행위 제공 기능 수행의 조각문

5)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이하 정서 관계)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은 모두 

1,348개이며 NK 590개, FK 758개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다섯 기능 중 정보 

제공, 정보 요구에 이어 3위를 차지한다. 정서 관계는 개인의 감정과 태도를 표

현하는 개인적 기능이나 자신에게 넘어온 말차례에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기

능을 넘어, 화·청자의 관계와 관련한 친교적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용된 

종결 표현을 빈도순으로 목록화하면 <표 Ⅲ-16>과 같다.

(NK_14_M) 아니 이제 뽑으려고. 
지금 방금 골랐으니까 뽑는 데 시간이 걸리지!

ㄴ. (NK_19_F) 그 그림자 극장? 그거 사 주려고.
(NK_20_F) 아 그런 것도 있구나.
(NK_19_F) 빔 쏘면 천장에서 전래동화랑 이런 거 읽어 주려고.
(NK_20_F) 나 본 것 같애.

ㄷ. (FK_17_F) 뭐지? 경북 지역 때문인가? 그 대구 옆에 있는 어제 이십::: 그 
스물세 명 있었는데. 

(FK_18_F) 이제 130명도 모르겠어. 아마 이 지역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했어.
(FK_17_F) 그러지.(√그렇지) 이쌍해네.(√이상하네)
(FK_18_F) 그치.(기침)
(FK_17_F)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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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와 FK 모두 ‘–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 음을 알 수 있다. NK는 73회

(36.9%), FK는 111회(30.9%)로 나타나 구어에서는 ‘맞아’, ‘좋아’와 같이 화 

사이사이에 의견에 동의하거나 상 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NK는 ‘-네’가 44회(15.2%), ‘-는구나’가 38회(13.1%), -지

가 30회(10.3%)로 뒤를 이어 집계되었다. FK는 ‘-지’ 97회(27%), ‘-다’ 56회

(16.2%), ‘-는구나’ 42회(11.7%)로 나타났다. 두 집단 공통적으로 ‘–어, -는구

나, -지’가 고빈도로 사용된 종결어미임을 알 수 있다.   

순위
NK FK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어미 빈도
(백분율) 조각문 빈도

(백분율)

1 -어 73(25.2) 감탄사 109(36.3) -어 111(30.9) 감탄사 156(39.1)
2 -네 44(15.2) 연결어미 98(32.7) -지 97(27) 명사 100(25)
3 -는구나 38(13.1) 부사 62(20.7) -다 56(16.2) 부사 98(4.6)
4 -지 30(10.3) 명사 31(10.3) -는구나 42(11.7) 연결어미 45(11.3)
5 -나 29(10) -야 27(7.5)
6 -다 33(11.4) -는데 19(5.3)
7 -더라 11(3.8) -네 5(1.4)
8 -야 11(3.8) -군 2(0.6)
9 -잖아 10(3.4)
10 -거든 9(3.1)
11 -는데 2(0.6)

합계 290(100%) 300(100%) 359(100%) 399(100%)

<표 III-16>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 순위

(47) ㄱ. (NK_05_M) 2주는 진짜 기네. 2주나 영업 못 하면 누가 보상해 주냐.
(NK_06_M) 임대료만 1,200인데.
(NK_05_M) 포장 매출은 매장보다 잘 나오는 편이야?
(NK_06_M) 글치. 포장 매출이 더 나아 지금은. 심란해.

ㄴ. (NK_08_F) 아 그래 뭐::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결혼할 때 만나야지 결혼하
는 거 같애. 그치?

(NK_07_F) 맞아, 맞아.
(NK_08_F) 학생 때는 그냥 사귀는 거고.
(NK_07_F) 맞아, 맞아, 맞아.

ㄷ. (FK_21_M) (제주도 비행기표) 얼마야?
(FK_22_M) 3만원.
(FK_21_M) 오, 진짜?
(FK_22_M) 응.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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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FK의 (47ㄷ), NK의 (47ㄱ)의 ‘그렇지’, ‘그치’와 같이 동의하는 상황에

서 발화되었다. 반 로 (47ㄴ)처럼 동의를 구하는 상황에서 ‘그렇지’가 구어적 

변이로 인하여 ‘그치/글치/끄치/끄지’가 되고, 또한 이들이 상승 억양과 결합하여 

실현되기도 한다. (47ㄴ)의 ‘-어’는 ‘-지’와 더불어 맞장구 표현(back channel)

이다. 발화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같음을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지지한다. 따라서 

“청자가 화자의 발언권을 인정하면서 화자의 발화를 거드는 언어학적 호응(노은

희, 2002:247)”에 해당한다.153) 이 외에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렇드라(그렇더

라)’ 등 적극적인 반응 표시를 위한 ‘-야’, ‘-더라’가 각 11회(3.8%)로 집계되었

다. 화의 협동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47ㄷ)과 같이 ‘-다’를 사용하여 상호작용

에 협조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 다. ‘-다’는 말뭉치 중 ‘그것도 괜찮다!, 예쁘

다!, 귀엽다!, 여기 진짜 춥다!, 민지 홀쭉해졌다!’에서 볼 수 있듯 방금 들은 정

보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 그에 한 느낌을 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7

ㄹ)에서는 1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청첩장을 보낸 제3자에 해 이야기를 하는 

상황으로, 상 가 1년은 짧은 거라고 하자 일부 동의한다는 표시로 ‘-나’를 사용

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까지 표현한다.

다음은 정서 관계 조각문을 살피도록 하겠다. NK는 조각문 300개, FK는 조

각문 399개를 사용하여 다른 기능보다 어미 비 조각문의 비율이 두드러진 것

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형은 두 집단 모두 감탄사류 조각문이

다.(NK:36.3%, FK:39.1%) NK는 연결어미류(32.7%)>부사류(20.7%)>명사류

(10.3%) 순으로, FK는 명사류(25%)>부사류(24.6%)>연결어미류(11.3%)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53) 음성적 반응 외에 비음성적인 방법으로 맞장구를 칠 수도 있다. 고개 끄덕이기, 얼

굴 찌푸리기(좋지 않은 감정에 공감), 웃기, 눈 크게 뜨기(놀람), 시선 맞추기, 박수 

치기, 혀 차기 등이 예가 된다.

(FK_21_M) 그래서 뭐 싸지 않아서.
(FK_22_M) 비싸지 않아서? 진짜 싸다.

ㄹ. (NK_01_F) 1년이면 너무 짧은데. 5-6년도 아니고.
(NK_02_F) 1년 동안 문자 하나도 안 하다가.
(NK_01_F) 1년이면 짧은 거야. 언니.
(NK_02_F) 아 그런가? 하여튼 솔직히 안 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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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모두 ‘응, 음, 아’ 등 청취형 맞장구, ‘와, 오, 에에’ 등 감정 표현 맞장

구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 다. 이렇게 감탄사류 조각문을 통해 현재 발화 내용

에 한 인정, 동의를 드러내거나 깜짝 놀람, 단함, 신기함, 놀라움 등의 정서

를 표출하 다. 조각문 중 두 집단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연결어미류이

다. 이는 ‘그러-’류의 맞장구 표현이 NK에서는 ‘긍까/그니까/그러니까’로 추출되

었으나 FK에서는 거의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4) FK는 명사류 조각문이 

NK보다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48ㄱ), (48ㄴ)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 발화에 

한 반복형 확인 표현을 자주 발화한 것에서 기인한다.

154) ‘그러-’류의 맞장구 표현은 ‘그러네/그러게/그런가/그렇지’ 등을 말한다. 장경희·김

순자(2008:232)는 맞장구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었는데(강조는 필자), 

이 중 NK와 FK의 차이를 보인 ‘그러-’류 표현은 ④ 동의 표명 인식형에 해당된다. 

① 청취형: 상 방의 발화에 한 듣고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맞장구 표현(음, 

어, 응, 네, 예) ② 확인 수반 인식형: 선행 발화의 내용에 해 확인하는 형식을 취

하지만 사실성 확인을 상 방에게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고 선행 발화의 내용이 새로

운 정보임을 드러냄(그래? 정말? 진짜?) ③ 반복 인식형: 선행 발화의 내용 가운데 

일부 및 전체를 반복함으로써 선행 발화의 명제 내용에 한 사실성 인정 ④ 동의 표

명 인식형: 사실성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판단 내용에 한 동의 표명(그래, 그렇

죠, 그렇구나, 맞아) ⑤ 정서 표출 인식형: 명제 내용에 한 놀라움, 기쁨, 슬픔, 안

타까움 등의 정서를 드러냄(우와, 어머, 웃음 소리, 혀 차는 소리) 

(48) ㄱ. (FK_11_M) 해남촌 해남촌에 있어.
(FK_12_M) 해남촌?
(FK_11_M) 응.

ㄴ. (FK_24_M) 아침 점심?
(FK_23_M) 아점.

[그림 Ⅲ-10] 정서 관계 기능 수행의 조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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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종결 표현의 기능별 억양의 실현
본 항에서는 종결 표현의 하위 기능을 중심으로 발화 말 경계 성조를 분석하

겠다. 이때 <표 Ⅱ-18>(109쪽)의 하위 기능 중에서도 NK와 FK이 추출 빈도, 

상황 맥락에서 유의미하게 변별되는 기능을 하나씩 선별하여 비교하도록 한

다.155) 정보 요구 기능에서는 ‘물음’ 기능, 정보 제공 기능 중에서는 ‘알림’ 기능, 

행위 요구 기능 중에서는 ‘부탁’ 기능, 행위 제공 기능에서는 ‘의도’ 기능,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에서는 ‘감탄’ 기능을 상으로 하 다. 표에서 해당되는 

부분만을 가져와 다시 보이겠다.

1) 정보 요구: 물음

먼저, 상 방이 알고 있을 것이라 기 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물음] 수행 양

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당 기능을 표지하는 억양 패턴은 <표 Ⅲ-17>과 같

으며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Ⅲ-11]과 같다.

155) 주지하듯 하위 기능은 배타적 분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❷에 해당하는 ‘나 다음 달

에 결혼해’라는 발화는 ‘진술’이기도 하면서 ‘알림’이기도 하다. ❺로 분석되는 ‘너 그 

소식 알아?’는 주위 환기이자 도입에 해당한다. 하위 기능은 상위 기능을 모두 포괄

하기 위해 나열한 소기능으로 ‘물음’, ‘알림’, ‘시킴’, ‘의지’, ‘새로 앎’에 해당되면 분

석의 상으로 삼는다. 가령, ❶은 하위 기능이 하나이므로 전수 조사해야 하지만 ❷
는 주관적 의견, 추측을 제외하고 사실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발화만을 추출한다. 이

때 불확실한 정보든 정확한 정보든 정보 제공이면 모두 ‘알림’으로 넣는다.  

분류 억양 NK FK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표 III-17> [물음]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 유형

(FK_24_M) 아점?
(FK_23_M) 아점이라고 해.

상위 
기능 ❶ 정보 요구 ❷ 정보 제공 ❸ 행위 요구 ❹ 행위 제공 ❺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하위 
기능

질문, 의문
[물음]

풀이
[진술, 이유, 

추측, 회상, 묘사, 
응답, 알림]

제안, 명령
[시킴, 부탁, 경고, 
청유, 요청, 권유, 

허가 요구]

약속, 허락
[의지, 의도, 
계획, 허가] 

감탄
[인사, 새로 앎, 

맞장구, 거절, 동의, 
동조, 주위 환기, 

깨달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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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모두 체적으로 H%를 취하며, L%와 LH%는 소수에 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L%, HL%, LHL%를 L% 계열, H%, LH%, HLH%를 H% 계열로 묶으면, 

물음 기능은 모두 H% 계열로 실현된 셈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NK는 H% 340회

(74.4%), FK는 489회(93.1%)로 H%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 LH%는 

NK 99회(21.6%), FK는 36회(6.9%), 마지막으로 L%는 NK에서만 18회(3.9%)로 

실현되었다.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때 H%가 표 억양임을 알 수 있다. 

(회) (%) (회) (%)

어미

H% 340 74.4 489 93.1
L% 18 3.9 - -

LH% 99 21.7 36 6.9
합계 457 100 525 100

조각문
H% 160 90.9 286 100
L% 16 9.1 - -
합계 176 100 286 100

(49) ㄱ. (NK_16_M) 대구 출장 자제 공지 나왔어.
(NK_15_F) 전사 공지 안 나와(H)
(NK_16_M) 안 나오지. 전사라고 부르지 않지. 다른 걸로 불러.

(NK_25_F) 그래, 그럼 그룹사라고 부르나?
ㄴ. (FK_01_F) 언니, 그 국어국문학과 수업 신청했어(H)

(FK_02_F) 아니.
(FK_01_F) 우리 학과 거만 신청했어.
(FK_02_F) 왜? 왜왜.:: 
(FK_01_F) 그냥 그대로 할 거야.
(FK_02_F) 아니 국어국문학과 수업도 괜찮아. 우리 학과 수업 비슷해서 그

렇게 어렵지도 않고 부담 없어.
ㄷ. (NK_20_F) 그래서 좀 요즘 뭔가 나는 나이 든 사람이랑 결혼했고 뭔가 되

[그림 Ⅲ-11] [물음]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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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ㄱ), (49ㄴ)은 각 NK와 FK에서 H%로 실현된 모습이다. 판정 의문문의 경

우 발화 내 의문사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상승 억양을 실현함으로써 물음 기

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ㄷ), (49ㄹ)과 같이 정보를 구하는 조각문

의 경우도 의문사가 없는 경우로 H% 또는 LH%로 실현되었다. LH%는 청자 요

구성이 있으나 H%보다는 반응 요구의 강도가 낮은 맥락에서 사용된다. 한편, 

(50ㄱ)과 같이 ‘어디, 누구, 무슨, 얼마’ 등 의문사가 결합할 때, L%로 실현되기

도 한다.156) (50ㄴ)의 명사류 조각문은 FK 말뭉치에서 추출한 것으로 의문사가 

있음에도 H%로 실현된 예시이다. ‘요일’을 ‘요릴’로 발음하 으나 의사소통에 지

장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56) 유현경 외(2018:493)에 따르면 설명 의문문의 경우 의문사가 실현되므로 종결 부

분을 높이지 않는다.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어떻게 등을 통해 물음 기능이 실현

되므로 L%로 실현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 의 20-30  화자들은 설명 의문문임에도 

L%를 통한 실현이 3.9%에 그쳤다. 왕 준(2015)도 서울 표준어 화자들의 반말 설명 

의문문 문말 억양이 모두 H%로 발화하 음을 보여 본고의 연구 결과와 상통한다.   

게 아빠도 엄마를 이렇게 감싸 주시고, 이런 스타일인 것만 보
고 살다가 뭔가:: 되게 내가 의지가 안 돼.

(NK_19_F) 나이가 많은데(LH).
(NK_20_F) 어. 전혀 나이랑 상관없어.

ㄹ. (FK_25_F) 그:: 4급 따려고 그때 4급 아직 안 끝났나? 뭔가 나는 4급 다니
면서 따고 싶어서 1월에 보고. 근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나는 다시 신청했어. 왜냐하면 떨어질 까봐.

(FK_26_F) 혹시 몰라서(H).
(FK_25_F) 응. 또 한 번 보고 다음에는 쉬다가 5급 따고(H)
(FK_26_F) 응.
(FK_25_F) 6급 봐야 될 것 같은데? 

(50) ㄱ. (NK_20_F) 김장 매트 그런 거 있잖아. 촉감 놀이 같은 거.
(NK_19_F) 아 김장 매트.
(NK_20_F) 어어, 그 김장매트는 색깔이 너무 극혐인데 그냥 되게 예쁜 색

깔 있더라고. 무늬가 있고.
(NK_19_F) 그래서 하나에 얼만데(L)
(NK_20_F) 쿠팡에서 만 원.
(NK_19_F) 아::: 싸다.

ㄴ. (FK_16_F) 알바 때문에 볼 시간이 없어.
(FK_15_F) 알바는 며칠:: 무슨 요릴(√요일)(H)
(FK_16_F) 그냥 계속 하려고 월, 수, 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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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하(2011:81)는 문장 유형을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누고 종결 억양을 살피었는데 의문문을 실현하는 억양은 H%가 459회(87%), 

L% 62회(12%), HL% 5회, LHL% 2회, M% 1회가 사용되었다고 주장하 다. 

또한 이쌍(2019:53)은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으로 나누어 다양

한 종결 억양 패턴 실현을 보 다.157) 본고의 연구 결과는 이와 체적으로 부

합하나, 본고의 말뭉치에서는 수사 의문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LHL%, HLH%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FK의 H%와 NK의 L% 곡선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정보 제공: 알림

다음으로 화자는 알고 있지만 청자는 모를 것이라고 기 하는 정보, 불완전하

게 알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에서의 억양 수행을 살펴보

자. 해당 기능을 표지하는 억양 패턴은 <표 Ⅲ-18>과 같으며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Ⅲ-13]과 같다.

157) 이쌍(2019:53)이 제시한 한국어 의문문 종결 억양 패턴 표는 다음과 같다(음 은 

연구자). 의문문 종류와 상관없이 H%로 나타났고, 그중 남자의 설명 의문문, 여자의 

수사 의문문은 LH%의 차지 비율이 2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L% 계열 H% 계열

L% HL% LHL% H% LH% HLH%

판정 의문문
여 79.17% 20.83%

남 4.17% 87.5% 8.33%

설명 의문문
여 4.17% 87.5% 8.33%

남 20.83% 50% 29.17%

수사 의문문
여 8.33% 12.5% 8.33% 45.83% 20.83% 4.17%

남 20.83% 4.17% 62.5% 12.5%

[그림 Ⅲ-12] [물음] 수행의 H%(좌): FK, L%(우): 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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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기능에 부과되는 억양 패턴을 보면 두 집단 모두 L%를 가장 많이 선

택하 다. NK는 종결어미에 얹히는 억양으로 L%을 59.3%, LHL% 23.4%, 

HL% 7.6%를 선택하 고, 조각문에서는 L%가 74.8%, M%가 12.2%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FK 말조각에서도 L%가 8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HL%

가 7.7%, H%와 LHL%은 4%, 1.9%에 그쳤다. 두 집단에서 어미와 조각문에 공

통적으로 나타난 억양은 H%, L%, LHL%, HL%로 측정되었다. 어미에는 나타났

으나 조각문에는 실현되지 않은 억양은 LH%이었다. 반 로 조각문에 실현되었

분류 억양
NK FK

빈도
(회)

백분율
(%)

빈도
(회)

백분율
(%)

어미

H% 65 4.2 51 4
L% 930 59.3 1,105 85.6

LH% 87 5.5 10 0.8
LHL% 368 23.4 25 1.9
HL% 120 7.6 99 7.7
합계 1,570 100 1,290 100

조각문

H% - - - -
L% 741 74.8 598 97.7

LHL% 29 2.9 - -
HL% 100 10.1 12 2
M% 121 12.2 2 0.3
합계 991 100 612 100

<표 III-18> [알림]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 유형

[그림 Ⅲ-13] [알림]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 유형: 어미(상), 
  조각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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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어미에 나타나지 않은 억양은 M%인 것을 통해 미정(未定), 비단정을 표시

하는 M%은 조각문 고유의 억양임을 알 수 있다. 

L%에 집중되는 정도를 볼 때, NK는 조각문에 비해 종결어미의 억양 분포에서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나 L%에 집중되는 정도가 덜하다. 이를 통해 조각문이 상

적으로 [알림] 기능을 실현하는 데 있어 억양에 더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보편적이고 무표적 의미인 ‘-어’는 주로 L% 계열을 사용하여 해당 기

능을 수행한 반면, 종결어미 ‘-더라고’, ‘-더라’, ‘-는다고’, ‘-는다니까’, ‘-던데’, 

‘-냬’ 등 형태 표지만으로 기능 설정이 가능하므로 L% 계열 이외의 억양이 출현

하 다. 반면 FK는 조각문, 어미 둘 다에서 L%를 사용하 다. 이러한 결과는 ‘-

구나/-군(요)’, ‘-는데(요)’, ‘-다’, ‘-(으)ㄹ걸(요)’ 억양을 살핀 최주희(2010)의 결

과와 일치한다. 해당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의미에 따라 억양을 달리 사용

하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부분 L%를 사용하 다고 밝힌 바 있다.158) 

다음은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으로 L%가 사용된 부분에 표시하 다. (51ㄱ)

은 해당 물건이 상 방이 준 선물이고 잘 쓰고 있다는 사실 전달, (51ㄴ)은 현 

남자친구의 인간적인 모습이 좋다는 정보 전달, (51ㄷ)은 엄마의 입장에서 아기

들끼리의 모습을 자세히 재현하여 전달하는 상황이다. 

158) 최주희(2010)에 따르면 ‘-는데요’의 경우 한국인은 [감탄], [기 ]는 LH%, [걱정]

은 L%로 실현되었으나 중국인 학습자는 모두 L%로 나타났다. ‘-다’의 경우 한국인은 

[감탄]은 L%쪽으로 [자랑]은 H%로 실현되었으나 중국인은 모두 L%로 실현되었다. 

‘-을걸요’의 경우 한국인은 [추측] LH%, [아쉬움], [후회] L%로 실현했지만 중국인

은 모두 L%로 실현했다. 

(51) ㄱ. (FK_28_F) 커피 안 마셔?
(FK_27_F) 어 다 먹었어(L). (빨대를 보여 주며) 니가 준 대나무 빨대(L).
(FK_28_F) (웃음)
(FK_27_F) 잘 쓰고 있어(L).

ㄴ. (NK_29_F) 나는 그 몸이 진짜::: 나는 운동하는 사람들 만나다가 처음으로 
그냥 만났는데, 되게 일반적인 거였어(L). 몸 좋고 그런 게(L). 
그동안 몸 좋은 게 일반적인 거였어.(L) 그래서 약간 남자 뱃살
을 처음 봤단 말이야.(L)

(NK_30_F) (웃음)
(NK_29_F) 아 근데 믿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거야.(L) 오히려 더 인간

적이고.(L) 생각해 보면 그동안은 엄청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만 만났어.(L) 그런데 한편으로는 겉
으로 보여지는 그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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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1996)은 평서문의 표 억양이 L%임을 지적한 바 있고, Jun(2000)도 

L%가 사실 진술에서 많이 발견되는 억양이라고 언급하 다. 조민하(2015:333)는 

평서문에서 어말 어미 억양에서 L%가 1814회(68.1%)로 가장 많으며 LHL% 279

회(10.5%), H% 225회(8.5%), HL% 205회(7.7%), L:% 121회(4.5%), LH%가 18

회(0.7%)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 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이에 부합한다. 

또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도 단순 억양에 의존하여 발

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알림] 기능에서 청자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

으로 유도하는 H%, LH%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억양

에 한 인식의 부재에서도 기인하지만 특정 어미를 사용하지 않은 빈도 차이에

서도 비롯된 현상이다. 불확실한 정보를 표현할 때, NK는 ‘-나’를 사용하여 ‘~

해서 그런가’, ‘~한 거 아닌가’ 등으로 표현한다. ‘-나’는 상 방의 질문에 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나타내거나 확신하지 못할 때 쓰는 종결 표현으로 

LH%를 얹어 불확실성을 더한다. 마찬가지로 종결어미 ‘-거든’은 배경적 사건에 

한 정보 제공의 경우 LHL%, H%가 주로 결합하여 실현되지만 FK는 ‘–ㄴ가, 

-거든’의 사용 빈도가 NK보다 낮다. 이러한 억양 사용은 특정 어미 사용, 전략 

사용과 관련된다. (52)는 NK 말 조각에서 추출된 ‘-나’, ‘-ㄹ까’ 사용 맥락이다. 

(52ㄱ)은 오빠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추측, (52ㄴ)은 그림이 별로일 

것 같아 자신 없음, (52ㄷ)은 가능할 것 같다는 불확실함, (52ㄹ)은 열심히 안 

산 것 같다는 의견 제시의 상황이다. [그림 Ⅲ-14]는 불확실한 정보를 표현하는 

데 각각 NK는 어미 ‘-을까(LH%)’로, FK는 ‘-어(L%)’로 실현한 모습이다. 

(52) ㄱ. (NK_20_F) 난 남자 애가 남자 애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건 처음 봤어.
(NK_19_F) 어 진짜 그건 맞아. 빨리.
(NK_20_F) 근데 하긴 생각해보니까 너네 오빠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H). 말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NK_19_F) 맞아 맞아.

ㄴ. (NK_13_F) 연인이 있는 정원 봐 봐.

(1) 내가 이런 인간미를 제대로 못 느꼈는데:::얘 만나면서 되게 
인간적인 거야.(L)

ㄷ. (NK_03_F) 나 저녁하고 있는데 유성이가 계속:: 유성이가 식탁에서 부스럭
부스럭거려.(L) 엄청 뭐라 그러지? 부산스러운 거야.(L)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재민이 숟가락 들고 이유식 푸지도 않고 아아아 이
러고 가.(L) 재민이 먹었는데 뭐가 없잖아. 짭짭짭 이러는 거
야.(L) 뭐가 씹히는 게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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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4] [알림] 수행의 LH%(좌): NK, L%(우): FK 

3) 행위 요구: 시킴

[시킴]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청자 혼자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기능이

다. 화자와 공동 행동이 아닌 단독 행동을 요구한다.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억양 

패턴은 <표 Ⅲ-19>와 같으며,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Ⅲ-15]와 같다. 

(NK_14_M) 오베르의 풍경 어때? 너무 또 그런가(L). 별론 거 같기도 하고.(한숨)
(NK_13_F) 음, 난 약간 나도 약간 한가롭고::: 고즈넉하고:: 밝고:: 그런 느

낌이었으면 좋겠어.
(NK_14_M) 그거 해. 두 개 중에 하나 해.

ㄷ. (NK_15_F) 예전에 그 포스텍 애들도 들어갈 수 있겠지?
(NK_16_M) 가능하지 않을까?(H)
(NK_15_F) 그때 효빈이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거 같아, 사람 없어서 좋다고.
(NK_16_M) 사람이 없진 않아. 사람 많아. 여름에.

ㄹ. (NK_25_M) 그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 사업을 했는데 보증을 잘못 섰거나. 
인생이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서. 내가 봤을 때는 열심
히 안 산 게 아닐까(LH).

(NK_26_M) 그거야 열심히 안 산 사람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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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억양
NK FK

빈도
(회)

백분율
(%)

빈도
(회)

백분율
(%)

어미

L% 39 43.3 80 87
L:% 22 24.4 12 13
HL% 6 6.7 - -
LHL% 23 25.6 - -
합계 90 100 92 100

조각문

L:% 6 35.3 4 28.6
LH% 10 58.8 10 71.4
LHL% 1 5.9 - -
합계 17 100 14 100

<표 III-19> [시킴]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 유형

[그림 Ⅲ-15] [시킴]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 유형

NK, FK 모두 L%, L:%가 고빈도로 실현됐다. NK에서만 나타난 억양은 LH%

인데, 해당 억양은 하강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곡선으로 부드러운 부탁의 느낌이 

들지만 LHL%는 화자의 강한 느낌을 드러낼 때 사용되었다. FK는 같은 L% 곡

선인데도 좀 더 짧고, 피치 곡선이 급격하게 하강한다는 특징이 있다. 완만하지 

않은 곡선은 청자가 받아들이기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

다. (53ㄱ)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인스타그램에 올린 피드를 보게 하라고 요구

하는 상황에서 LHL%를 사용하여 강한 주장을 나타냈다. (53ㄴ) 부끄러워 말을 

하지 않는 친구에게 빨리 말을 하라고 L%를 사용해 고압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 다. (53ㄷ)은 오빠의 머리 사이즈에 맞게 커피 맥심의 손잡이를 큰 사이즈로 

사라는 맥락으로 장음화된 하강조를 통해 부드러운 정서를 표출했고, 상 방도 

유머로 받는 모습이 보인다. 이를 통해 같은 하강조라도 음절의 길이, 곡선의 기

울기에 따라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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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라(2014:58)는 ‘-어야지’가 행동을 지시하는 맥락에서 한국인은 LHL% 으

로 실현한 반면,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는 L%를 실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LHL%도 HL%의 의미를 강조할 때 쓰이므로 본고의 연구 결과와 부합한

다. 본고는 행위 요구에서 ‘-어야지’의 사용이 드러나지 않아 ‘-어’, ‘-지’, ‘-라’, 

‘-어요’를 상으로 했음에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억양은 종결어미가 다르더라도 일부 그 결과가 동일하게 실현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쌍(2019:66)은 종결어미의 명령문 수행에서159) 여자는 L%(87.5%), 

HL%(8.33%), H%(4.17%)가 실현되고, 남자는 L%(87.5%), HL%(4.17%), 

LH%(4.17%), HLH%(4.17%)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체로 L% 계열이 실현되

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본고의 행위 요구 중 H% 계열은 어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조각문에서 빈번하게 등장했다는 점에서 변별된다. 조각문에서 

H% 계열이 두 집단 모두 많이 차지한 것은 생략된 후행절의 내용에 따른 것으

159) 이쌍(2019:64)의 실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안 돼, 먹지 마’, ‘공부 좀 해’, ‘한번 

맞혀 봐’, ‘너 좀 나가 봐’, ‘가만 있어 봐’, ‘절  만지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갈 때 불 끄고 가’ 해당 실험은 종결어미 ‘-어’ 사용만을 살피었다고 볼 수 있다.

(53) ㄱ. (NK_03_F) 아, 그리고 내가 인스타에다가 유성이 동영상 올렸잖아. 난리 났
어, 다들.:: 귀엽다고.

(NK_04_M)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NK_03_F) 아는 사람들한테만 보여 주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못 보게 

해 놨다니까?
(NK_04_M) 보게 해 놔.(LHL)

ㄴ. (FK_13_M) 나민도 얼마 전에 집 갔다 왔지? 어땠어? 부모님 잘 계셔?
(FK_14_M) (웃음)
(FK_13_M) 말해. 그냥 말해.(L)
(FK_14_M) 잘 지내셔.

ㄷ. (NK_24_M) 겉에서 봤을 때는 마스크 같은데 실상은 숨 쉬기 완전 편한 거.
(NK_23_F) 이게 귀가 아프잖아.
(NK_24_M) 그니까. 맥심 그거 사야 돼. 지금 그거 대란 아니야?
(NK_23_F) 근데 이게 귀가 아프잖아.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머리 풀면 되

니까 뒤에 딱 가려서 안 보일 거 같애. 근데 남자는 좀 웃기지 않아?
(NK_23_M) 그지.
(NK_23_F) 오빠는 약간 좀 특대로 사.(L:) 맥심 제일 큰 거.
(NK_23_M) 맥심 대용량으로 사야겠다.(웃음)



- 181 -

로 보인다. ‘잠시만’의 경우 ‘잠시만 기다려 줘’라면 강한 명령, ‘잠시만 기다려 

줄래?’, ‘잠시만 기다려 줄 수 있겠어?’라는 발화 다면 완곡한 명령 혹은 부탁의 

맥락이기 때문이다. [그림 Ⅲ-16]은 FK의 ‘기다려 봐(LH%)’와 NK의 ‘보게 해 

놔(LHL%)’의 발화 말 경계 성조 모습이다.  

[그림 Ⅲ-16] [시킴] 수행의 LH%(좌): FK, LHL%(우): NK

4) 행위 제공: 의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다짐 및 결심을 나타내는 [의지] 기능을 살펴보자. 

해당 기능을 표지하는 형태는 ‘-어야지, -어야겠다’ 억양 패턴은 <표 Ⅲ-20>과 

같으며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Ⅲ-17]과 같다.

분류 억양
NK FK

빈도
(회)

백분율
(%)

빈도
(회)

백분율
(%)

어미

L% 7 41.2 26 89.3
LHL% 1 5.9 -
H% 9 52.9 2 10.7
합계 17 100 28 100

조각문

L% 3 27.2 35 92.1
HL% 4 36.4 - -
M% 4 36.4 3 7.9
합계 11 100 38 100

<표 III-20> [의지]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 유형



- 182 -

[그림 Ⅲ-17] [의지]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 유형

NK, FK 모두 L% 계열로 실현하 다. FK는 특히 L%가 89.3%로 실현하 으

며 H%는 10.7%, LHL%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NK 조각문은 L%, HL%, M%

가 나타났고 FK는 L%가 92.1%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M%는 7.9%에 불과했

다. NK가 특정 억양에 한 선호 없이 골고루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표지는 다른 기능에 비해 운율적 기여가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어야겠다, -어야지’와 연결어미 조각문에서만 나타났는데 ‘-어야겠다’는 주로 

L%, LHL%로 실현됐고 ‘-어야지’는 H%로 주로 나타났다. ‘-(으)려고’ 연결어미 

조각문만 나타나 명사류 조각문에 비해 음절의 길이가 길어 복합 억양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복합 억양임에도 불구하고 피치의 변동 폭이 적었고 수평조, 

단일 억양이 골고루 나타났다. 이에 반해 FK는 ‘-어야지’도 L%와, 연결어미 조

각문도 L%로 결합하는 모습을 보 다. 

다음은 사용된 맥락을 보겠다. (54ㄱ)은 이사 갈 때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겠

다는 의지가, (54ㄴ)은 인형들을 잘 보이는 데 두겠다는 결심과 H%가 결합되어 

나타났다. (54ㄷ), (54ㄹ)은 ‘-어야겠다’와 L%가 결합된 사례이며 (54ㅁ)은 FK

가 ‘-어야지’와 L%을 결합하여 사용한 상황이다. 

(54) ㄱ. (NK_03_F) 나 수업이나 뭐 그런 거 없으면?
(NK_04_M) (수업을) 없애.
(NK_03_F) 그건 내가 그럴 수가 없는 건데::::. 
(NK_04_M) 사실 나는 많이 바라지 않아. 모르겠어. 우리 근처에 있는 친구들 

부려 먹어야지(H).
ㄴ. (NK_10_M) (인형들은) 이사 가면 어디에 냅두게(√놓아두게)?

(NK_09_F) 방에 잘 보이는 데 놔뚸야지(√놓아둬야지)(H)
(NK_10_M) 어떤 식으로? 테이블?

ㄷ. (NK_23_F) 논문 쓰면 집에 좀 내려가 있어야겠다.(L) 결혼기념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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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연(2012:51)은 ‘-어야지’가 [의지]의 의미로 쓰일 때 H%로, [당위 강조]

로 쓰일 때 HL%로 실현됨을 보 다. 해당 연구는 “배고프네, 밥 먹어야지!”라는 

실험 문장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자는 H%(7)>HL%(2)>M%(1), 여자는 H%

(9)>HLH%(1) 순으로 얹어 발화하 음을 밝혀 성별 간의 차이도 볼 수 있어 주

목된다. 서보라(2014:83)는 종결어미 ‘–어야지’의 억양이 [의지]일 때 H%(8)>

M%(2) [행동 지시]일 때 LHL%(6)>HL%(3)>L%(1)로 실현되었다고 주장했

다.160) 본고의 연구 결과도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야지’는 H%로 부분 

나타났으나, ‘-아야겠다’는 L% 계열로 나타나 결과의 차이를 보 다. 

(55ㄱ), (55ㄴ)은 FK에서, (55ㄷ)은 NK에서 발췌한 것이다. (55ㄱ)은 눈 건강

을 위해 눈 운동을 따라하겠다는 의지를, (55ㄴ)은 외출을 자제하겠다는 의도를, 

(55ㄷ)은 호떡을 구워 먹겠다는 계획을 드러낸다. (55ㄱ)은 M%, (55ㄴ)은 L%, 

(55ㄷ)은 HL%와 결합하 다. 선행 연구와의 연구 결과 비교를 위해 장주연(201

160) 장주연(2012)은 [의지] 기능을 수행하는 억양 곡선을 파악하기 위해 ‘배고프네, 밥 

먹어야지’라는 문장을, 서보라(2014)는 ‘오늘 수업 끝나고 머리 하러 가야지’라는 문

장을 읽게 하 다. 본고는 자연스러운 화에서 추출한 발화이므로 연구 상에 차이

가 있다. 두 연구 모두 낭독체를 상으로 하 고, 본고는 화체를 상으로 하 으

나 넓은 의미의 구어 문법 상에 포함할 수 있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억양으로 

발화한 인원 수를 의미한다.  

나 방학이 길잖아. 집에 좀 갖다 올까?
(NK_24_M) (개강) 언제 하는데?
(NK_23_F) 3월 16일에 개강하거든? 1달이잖아. 1달 넘게 남았네?

며칠이라도 갔다 오든지 해야겠다.(L) 집에 갈 일이 갈 기회가 없으니까.
ㄹ. (NK_19_F) 너가 반응을 너무 재밌게 해 주는 거 아니야? 아야 막 이러면서?

(NK_20_F) 아니, 이놈 하지. 이노::옴.
(NK_19_F) 그게 너무 재밌나 보다.
(NK_20_F) 어 웃어. 이놈 하면 막 웃어.
(NK_19_F)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
(NK_20_F) 이놈을 하지 말아야겠다.(L)

ㅁ. (FK_11_F) 그래서 논문 한국말로 쓰면 (웃음) 안 될걸? 포기했어.
(FK_12_F) 근데 그래도 영어로 쓰려면 나는 더 학술적::: 이런 거 배워야지.(L)
(FK_11_F) 그지.
(FK_12_F) 너도 영어로 쓰려고?
(FK_11_F) 아마도.
(FK_12_F) 너는 더 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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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을 살펴보겠다. 해당 연구는 의도, 목적을 타나내는 ‘-(으)려고’ 억양을 얻고자 

‘어제 트레킹화 샀어. 다음 달에 제주도 올레길에 가려고’라는 문장을 읽게 하

다. 그 결과, 남자는 ‘HL%(4)>L%(2)=M%(2)>H%(1)=LH%(1)’, 여자는 ‘M%(3)>

HL%(2)>H%(1)=LH%(1)’로 나타났다. 남녀를 합치면 HL%, M%가 높게 나타난

바, 해당 결과는 본고의 연구 결과와 합치된다. 끝으로 [그림 Ⅲ-18]은 NK의 

‘먹을라구’에 얹힌 HL%, FK의 ‘하려구’에 얹힌 L%가 실현된 모습이다.   

 

[그림 Ⅲ-18] [의지] 수행의 HL%(좌): NK, L%(우): FK 

(55) ㄱ. (FK_15_F) 어:: 그래서 우리 같이 뭔가 하자. 핸드폰 좀 적게 쓰는 방법 우
리 서로 좀 확인하고.

(FK_16_F) 난 지금 눈 요가 같은 거 있잖아. 눈 운동 같은 거? 그거 하고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하려구(√하려고).(M) 그것도 도움이 돼. 

(FK_15_F) 눈을 많이 운동해 주는 거? 
ㄴ. (FK_20_F) 나도 알바있고.

(FK_19_F) 밖에 안 나가려고. 나도 출입 좀 자제하려고.(L)(웃음)
(FK_20_F) 어.(웃음)
(FK_19_F) 출입 말고 그:: 밖에 나가는 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FK_20_F) 출입.
(FK_19_F) 아, 출입 맞아?
(FK_20_F) 어.
(FK_19_F) 뭐지? 스스로?
(FK_20_F) 좀 자제하려고.(L)
(FK_19_F) 독서 많이 하자, 뭐.

ㄷ. (NK_11_F) 오늘은 뭐 먹을 거야?
(NK_12_M) 나? 어제 그:: 사 온 거. 불고기 베이크 데워서 좀 이따 먹고. 

음 뭐 먹지?
(NK_11_F) 난 호떡 구워 먹을라구(√으려고)(HL)
(NK_12_M)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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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새로 앎 
상 방이 주는 정보를 통해, 혹은 추론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을 나타

내는 [새로 앎] 억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상 방의 발언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예상하지 않았던 특정 자극이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결어미에는 ‘-구나’, ‘-어’, ‘-다’, ‘-네’가 있다.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에서 조각문은 새로 앎 기능이 아닌 맞장구의 기능으로 분류되므

로 추출되지 않았다. 해당 기능을 표지하는 억양 패턴은 <표 Ⅲ-21>과 같으며, 

이를 시각화하면 [그림 Ⅲ-19]로 나타낼 수 있다.

분류 억양
NK FK

빈도
(회)

백분율
(%)

빈도
(회)

백분율
(%)

어미

L% 12 11.4 65 67
L:% 38 36.2 26 26.8

LHL% 43 41 - -
M% 10 9.5 6 6.2
LH% 2 1.9 - -
합계 105 100 97 100

<표 III-21> [새로 앎]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 유형

 

[그림 Ⅲ-19] [새로 앎] 기능을 수행하는 억양

NK는 장음화된 L%를 36.2%로 가장 고빈도로 사용했고, LHL%는 41%, L%는 

11.4%, M%는 9.5% 결합하여 실현했다. FK도 장음화된 하강조를 제일 많이 사

용한 점은 NK와 공통적이나 2위는 L% 67%, 3위는 M% 6.2%로 차이가 있다. 

FK와 공통적으로 나타난 억양은 L%, L:%, M%이고 NK에서만 나타난 억양은 

LHL%이다. 이는 NK는 ‘-구나’를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며 추론한 사실

을 이제 막 깨달았다는 느낌을 실어 말하는 맥락에서 [새로 앎] 기능이 실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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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FK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등 동조를 표시할 때 주로 실현되기 때

문이다. NK는 L:%과 결합하여 독백처럼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 LHL%

과 결합하여 보다 강한 느낌을 전하기도 하는 반면, 동조하는 발화는 L%와 결합

하여 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인다.161) NK와 FK는 공통적으로 L% 계열을 사

용하므로 FK가 하강 억양을 체로 잘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ㄱ), (56

ㅁ)은 L%, (56ㄴ)은 L:%, (56ㄷ), (56ㄹ)은 LHL%가 사용된 맥락이다.  

161) 동조하는 발화 ‘그렇구나’도 [새로 앎]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문의 (56ㅁ)의 밑줄 

친 부분의 경우 ‘네가 제일 막내구나’를 용사 ‘그렇-’을 사용하여 표출한 것이기 때

문이다. 한편, 감탄의 억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에 해 홍종선(2017:55)는 감

탄문 발화 말 억양은 평조, 고조화, 저조화 세 가지 유형을 모두 가진다고 하 다. 감

탄문은 평서문에 비해 발화 전체에서 억양의 움직임이 커서 더 역동적이고 발화 말 

음절과 발화 전체의 음높이가 평서문에 비해 더 높으며 발화 말 음절의 길이도 더 길

다고 하 다. 본고는 L%, LHL%, M%, LH%가 모두 나타났으며 LHL%도 고조에서 

저조로 급격히 떨어지지 않고 그 차이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56) ㄱ. (NK_01_F) 나 엄청 속상한 일 있었어.

 (NK_02_F) 뭔데?

(NK_01_F) 너 흰머리 있어? 나 아침에 여기 가르마 타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야. 흰머리가 2개나 반짝이고 있어서.        

(NK_02_F) 우리도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L) 나도 아침마다 흰머리 뽑는데.

(NK_01_F) 너는 그래도 머리는 안 빠지잖아. 

ㄴ. (NK_07_F) 나 어제부터 마녀스프 한다.

(NK_08_F) 다이어트 시작했구나.(L:) 나랑 같이하지.

(NK_07_F) 내가 일단 해 보고. 해 보고:: 효과 괜찮으면 (알려 줄게).

ㄷ. (NK_07_F) 면역력을 좀 키우려고 마늘물을 엄청 끓였는데.

(NK_08_F) 직접?

(NK_07_F) 응 마늘을 찌고 물도 넣고 꿀도 넣어서 숙성시키는 건데.

(NK_08_F) 아 대박::이번엔 완전 진심이구나.(LHL)

ㄹ. (NK_21_F) 어제 몇 시에 잤는데?

(NK_22_F) 3시? 룸메이트랑 얘기하다가. 3시 넘어인 거 같애.

(NK_21_F) 늦게 잤구나.(LHL)

ㅁ. (FK_19_F) 이번엔 큰 언니네랑 같이 왔어.

(FK_20_F) 완녕이가 몇 번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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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하(2015:331)는 감탄문에서 ‘-구나’, ‘-네’, ‘-다’의 억양을 살핀 결과, 

L%, H%, HL%가 나타났는데 L%로 실현되면 새롭게 안 사실을 화자 스스로 확

인하는 것이지 느낌을 강하게 드러내는 감탄은 아니라고 하 다.162) 반면 H%, 

HL%과 결합하면 화자가 확인한 사실에 해 청자의 직접적·간접적 반응을 유도

하는 기능이라고 하 다. 최주희(2010:31)는 ‘-구나/군(요)’의 의미를 [감탄], 

[사실 확인], [빈정거림]으로 나누고 [감탄], [사실 확인]의 경우 LHL%가, [빈

정거림]의 경우 H%가 가장 많이 실현된다고 하 다. 본고의 [새로 앎]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 표현은 H% 계열보다는 L%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 으므로 청

자의 반응을 기 하는 관계적 기능보다 새롭게 추론한 지식을 드러내는 일방적 

기능 수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57ㄱ)은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보면서 표정이 똑같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어 명제에 LHL%, LH%, L%을 얹어 발화한 것이다. (57ㄴ)은 사진의 가격과 품

질이 괜찮다고 깨닫고 놀라워하는 맥락에서 L%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Ⅲ-20]은 NK의 LH%와 FK의 L%가 실현된 모습이다. 동일한 ‘-다’ 어미에 해 

NK는 LH%를 얹어 놀람과 감탄을, FK는 L%를 얹어 감탄을 실현한 예시다.  

162) 자신의 느낌을 드러내는 것만이 ‘감탄’이라고 볼 수 없다. ‘-구나’의 의미 분화는 

기존의 동형다의(同形多義) 어미의 의미 분화를 위한 억양 실험에서 이미 여러 차례 

행해진 바 있다. 박기 (2009)은 ‘-구나’를 ㉠ 감탄, ㉡ 확인 둘로 나누었고, 최주희

(2010)는 ㉠ 감탄, ㉡ 사실 확인, 주목 ㉢ 빈정거림 셋으로 분류했다. 서보라(2014)

는 ㉠ 놀라거나 감탄, ㉡ 사실 확인으로 별했다. 따라서 ‘감탄’이란 발화를 이해하

음을 보여 주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진짜 ‘네 말에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했

다’보다는 ‘네 덕분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네 말을 내가 이해하여 나만의 용어

로 표현해 보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FK_19_F) 내가 제일 막내야.

(FK_20_F) 그렇구나.(L)

(57) ㄱ. (NK_01_F) 폼폼이 어피치.

 (NK_02_F) 얘는 살짝 폼폼이 아니고 토끼 같아. 얘는 밤송이 같고. 표정은 
똑같네.(LHL)

(NK_01_F) 그럼. 진짜 다 똑같네.(L:)

(NK_02_F) 얘도 양 위에 탄 애들도 다 똑같잖아. 

(NK_01_F) 넘 귀엽다.(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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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이상으로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종결 표현 사용 양상을 거시적 차원에

서 비교 분석했다. 본 항에서는 형태와 억양의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

로 요약하고, 선행 연구의 목록과 비교하여 실제 구어의 모습과의 차이점 및 그

에 한 이유를 추론하겠다. 지금까지 기능을 중심으로 종결 표현을 살폈다면, 

이번에는 종결 표현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기능에서의 빈도로 재조직하여 기능에 

따라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해당 작업은 종결 표현의 범용성을 추

측하여 억양의 기여 정도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미시적 차원에서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한 토 를 마련한다. 

두 집단의 상위 기능별 형태적 특징을 공통점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집단 모두 ❶ 정보 요구 기능에서는 ‘-어’, ‘-지’, ‘-야’, 명사류 조각문을 

사용하여 해당 어미가 [질문] 기능을 수행하는 표적인 어미임을 알 수 있다. ❷ 
정보 제공 기능에서는 ‘-어’, ‘-야’, ‘-지’. ‘-잖아’, ‘-거든’, ‘-는데’를 고빈도로 실

ㄴ. (FK_27_F) 서른일곱 개? 어! 이거야. 이렇게 나와. 나왔어.

(FK_28_F) 음.

(FK_27_F) 진짜 괜찮다.(L) 괜찮지, 5000원이면?

(FK_28_F) 5000원에 몇 장?

(FK_27_F) 37! 서른일곱? 뭐야?

(FK_28_F) 한 장에 135원.

(FK_27_F) 응. 진짜 싸다.(L)

[그림 Ⅲ-20] [정서 관계] 수행의 LH%(좌): NK, L%(우): 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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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했고 조각문에 해서는 명사류, 연결어미류, 관형사류의 실현 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❸ 행위 요구 기능은 ‘–어’, ‘-자’, ‘-어야지’를 주로 사용했고 조각

문의 역할은 미미했다. ❹ 행위 제공 기능에서는 빈도 차이는 있지만 두 집단 모두 

‘-(으)ㄹ게’, ‘-어야지’, ‘-(어)야겠다’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조각문 ‘-(으)려고’를 사

용하여 [의지], [의도], [약속] 기능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❺ 정서 표출 및 관

계 유지 기능은 ‘-어’, ‘-는구나’, ‘-지’, ‘-네’, ‘-다’, ‘-는데’가 공통적이고, 감탄사 

조각문을 통해 해당 기능을 실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는 ‘그렇지’가 구어

적으로 변이된 ‘글치/그치/끄지’ 등이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를 표하는 맥락에서 사

용됐다. ‘-어’는 ‘맞아, 좋아, 그래’ 등 긍정의 표시에서 주로 쓰 다. 두 집단 모두 

관형사류 조각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조각문이 모두 등장하 으며 감탄사는 군말

(응응, 아니아니), 놀람(우와), 맞장구(그러게) 등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연결

어미 조각문은 ‘그니까’처럼 동의하는 맥락에서만 부분 사용됐다. 

두 집단의 차이점 위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❶ 정보 요구 기능에서 

FK는 NK와 달리 ‘-더라’, ‘-는구나’, ‘- ’, ‘-네’, ‘-는다며’, ‘-니’를 사용하지 않

았고 ‘-어’, ‘-지’와 같이 범용성이 높은 어미에 집중되어 있었다. ❷ 정보 제공 

기능에서는 ‘-다’, ‘-다고’, ‘-는지’, ‘-던데’, ‘-다면서’, ‘-냐’, ‘-냬’, ‘-네’, ‘-다니

까’가 NK에서만 실현된 종결 표현이다. FK에서는 ‘-더라’, ‘-더라고요’, ‘-던데’가 

상 적으로 저빈도를 보이고 ‘-던데’가 비실현되었음을 보았을 때, 체험을 회상하

는 ‘-더-’ 어미 결합형을 회피하거나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부사류 조각문에 

있어 NK는 181회(14.9%)나 추출되었으나 FK는 21회(2.54%)만 추출되어 큰 차

이를 보 고, 이는 인용 동사의 생략에서 기인하 다. ‘-나/ㄴ가/은가’ 어미는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긴 하 으나 NK에서 55회(2.2%), FK에서 4회(0.2%)로 실

현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이는 NK가 불확실한 정보를 사용할 때 ‘~ㄴ 거 아닌

가’, ‘~ㄴ가’를 사용하여 상관적 기능을 행사하 기 때문이다. 명사류 조각문은 실

현 비율의 차이는 없으나 사용 맥락에 차이가 있었다. NK는 ‘주부야, 주부’와 같

이 중첩 표현이 잉여적으로 실현되며 마지막에 명사 꼬리를 형성한다. 그러나 FK

는 질문에 한 답으로 하나의 명사를 사용하여 답해 명사류 조각문을 실현한

다. ❸ 행위 요구 기능에서는 ‘-라’, ‘-어요’는 NK에서만, ‘-아라’는 FK에서만 실

현되었다. 이를 통해 반말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해요체로의 화계 변동이 가능하

며 [+높임]의 해요체와 [-높임]의 해체는 모두 친한 사이에서 화자와 청자의 손

위·손아래 관계없이 호환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❹ 행위 제공 기능에서 ‘내가 해 

줄까’에서 쓰인 ‘-을까’는 NK에서만 나타났고, FK는 ‘다음 주에 살 거야’에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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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야’는 FK에서만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NK는 ‘살 거야’ 신 ‘살라구(√사

려고)’가 쓰인 셈이다. ❺ 정서 관계 기능에서는 NK는 ‘-네’를 많이 썼지만(44회, 

15.2%) FK는 5회(1.4%)만 실현했다. 한국어 교육에서 유사 문법으로 분류되는 

‘-다’는 NK는 33회(11.4%), FK는 56회(16.2%)로 나타났다. 또한 ‘-어’를 1위로 

많이 사용한 것은 공통적이나 FK는 ‘더 박인 건 뭔 줄 알아?’와 같이 화제 도입

을 위한 ‘-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NK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 말하거나 추론하며 화를 이해하기 위해 ‘-는구나’를 사용하는 반면 FK는 

‘그렇구나’, ‘그랬구나’와 같이 맞장구를 위해 해당 어미를 실현했다. 

다음으로 <표 Ⅱ-13>에서 문장 종결법에 따라 재구성한 종결 표현을 다시 가

져와 다섯 기능과 차례 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교육과 구어 사전류

와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163)

정보 요구 -나, -는데, -더라, -는구나, -다고, -대, -을까, -네, -는다며, -니

-지, 
-어, 
-야

정보 제공 -잖아, -거든, -는데, -다, -더라고, -대, -더라, -나, -다고, -을까, -
는지, -던데, -다면서, -냐, -냬, -네, -다니까

행위 요구 -자, -어야지, -라, -을래, -아요, -아라
행위 제공 -어야지, -어야겠다, -을게, -을까, 
정서 관계 -네, -는구나, -나, -다, -더라, -잖아, -거든, -는데

<표 III-22> 종결 표현의 기능별 사용 

첫째, 정보 요구 기능과 의문문에서 나타난 종결 표현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나, -는다며, -니’이고 사전류에만 나타난 것은 ‘-게, -고, -냐’이다. 

‘그것을 알면 내가 천재게?’, ‘내가 그런 말에 속을 줄 알고?’, ‘왜 그걸 모르냐?’에 

나타난 ‘-게’, ‘-고’, ‘-냐’는 현  구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냐’

는 정보 요구가 아니라 오히려 정보 제공 기능에서 ‘미소 실장이 어떻게 그걸 모르

겠냐’라는 문맥처럼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정보를 강조하여 제공할 때 쓰이지 직접적

으로 ‘-냐’를 사용해 정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너도 마음이 좀 남아 있구

163) 97쪽 <표 Ⅱ-13>을 소환하면 다음과 같다. 

평서법
-거든, -는다, -는 , -는데, -더라, -더라고, -던가, -던데, -을걸, -
을게, -는걸, -는다니까, -는단다, -더군요, -라니까      

 -지,
 -아

의문법 -게, -나, -는가, -니, -고, -냐, -는다면서  

명령법 -아라, -거라, -으라고, -라, -어야지

청유법 -을까, -을래, -자

감탄법  -구만, -는구나,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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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케이트 잘 타더라?’와 같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운을 떼어 상 방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는데’, ‘-더라’, ‘-는구나’, ‘-다고’ 등이 구어 말

뭉치에서만 추출되었다. 또한 ‘-을까’는 <표 Ⅱ-13>에서 청유문으로 분류되었으나 

‘커피 맛이 갈 때마다 다른 거 아닐까?’에서처럼 정보 요구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정보 제공 기능과 평서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종결 표현은 ‘-거든, -

는데, -는다, -더라고, -는 , -더라, -던데, -다니까’ 8가지로, 구어에서 실제 

사용하는 표현이 사전류에도 공통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던가, -더군요, -는단다’는 실제 구어에서 추출되지 않는 항목이다. ‘-

던가, -더군’은 회상을 나타내는 다른 ‘-더-’ 결합류로 체되어 사용된다. 또한 

‘말하는 사람이 이미 아는 사실을 객관화하여 전달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인 ‘-

는단다’는 사용되는 상황이 극히 제한적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혹은 언니가 동생

에게 친근하게 가르쳐 주는 맥락에서는 사용될 수 있겠으나 친구 간의 화에서

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는걸’은 ‘말하는 사람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감

탄하듯이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는구나’, ‘-

네’로 체되었다. ‘-을걸’은 추측을 나타내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미지만 실제 

구어에서는 ‘-을까’가 쓰 고 ‘-을걸’은 사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행위 요구 기능은 명령법, 청유법의 어미복합체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 

-어야지, -라, -을래, -을게164), -을까, -아라165)’가 공통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기능에 한해 사전류가 실제 구어에서 문법 항목을 유의미하게 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거라’, ‘-으라고’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말뭉치에 ‘-어

요’가 나타났으나 사전류 공통 항목 추출 당시 ‘-습니까, -습니다, -(으)오, -어요’를 

제외하 으므로 ‘-어요’는 말뭉치와 사전류에서 둘 다 나타난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행위 제공 기능에서는 ‘-어야지, -을게, -을까’가 공통적이며 ‘-어야겠다’는 

사전류에 등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야겠다’는 NK에서 8회(40%), FK에서 8회

(12.1%)로 나타나 한국어 교육에서 교수 학습 필요성이 있는 종결 표현으로 생각된다. 

164) ‘-을게’는 평서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가 커피 살게’와 같이 자신의 행위를 약

속한다는 점에서 행위 제공과 비교하도록 한다. 

165) ‘-아라’는 FK에서만 나타난 어미이다. ‘-거라’, ‘-아라’ 두 다 해라체 명령형 어미

로 실제 구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예전에 ‘가다’와 ‘오다’에는 일반적인 명령형 

어미 ‘-어라’ 신에 ‘-거라’와 ‘-너라’가 결합한다고 본 적이 있다. 하지만 현재는 ‘-

어라’와 ‘거라’, ‘-너라’가 의미와 어감이 다르다고 보아 ‘가라’, 가거라’와 ‘와라, 오

너라’를 모두 표준형으로 인정하 다. ‘거라’, ‘너라’는 ‘어라’에 비해 예스러운 느낌

을 준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전에 ‘거라/너라 불규칙’이라고 하 던 현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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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정서 관계는 감탄문과 비교하 을 때, ‘-네, -는구나, -는다’가 공통적

이며 사전류에만 나타난 것은 ‘-구만’, 말뭉치에만 나타난 것은 ‘-나, -더라, -잖

아, -거든, -는데’이다. 이는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의 범주가 감탄법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그렇더라, 그런

가, 그렇잖아’ 등 맞장구나 군말로 쓰이는 종결 표현이 정서 관계 기능으로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차이다. ‘-구만’은 말뭉치에서 추출되지 않은 항목으로 

현  일상 구어에서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다섯 기능에서 수행되는 종결 표현을 분석한 결과, 어떤 종결 표현은 한 가지 

기능에서, 어떤 종결 표현은 둘 또는 셋 이상에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결 표현이 어떤 기능에서 수행되는지를 살피면 두 집단의 차이와 더불어 범용

성의 정도, 그에 따른 억양의 기여 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

라서 모어 화자의 어미복합체가 기능에 따라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파악한 뒤, 

한국어 학습자의 그것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먼저 NK집단이 사용한 전체 종결 

표현을 빈도순으로 나열하고 다섯 가지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표 Ⅲ-23>과 같

다. FK집단이 사용한 종결 표현을 정리하면 <표 Ⅲ-24>와 같다. 세 가지 이상

의 기능에서 실현되는 종결 표현은 음 으로 표시하 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한 것에는 밑줄을 그어 나타내겠다.

순
위

종결
표현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관계 합계

1 -어 159(21.2) 448(60) 67(9) 0 73(9.8) 747(100)
2 -지 68(15.6) 326(74.8) 12(2.7) 0 30(6.9) 436(100)
3 -야 57(13.8) 348(83.7) 0 0 11(2.5) 416(100)
4 -잖아 0 150(93.7) 0 0 10(6.3) 160(100)
5 -거든 0 143(94) 0 0 9(6) 152(100)
6 -는데 23(15.3) 125(83.4) 0 0 2(1.3) 150(100)
7 -나 56(40) 55(39.3) 0 0 29(20.7) 140(100)
8 -다 0 101(75.4) 0 0 33(24.6) 134(100)
9 -더라 22(24.7) 56(63) 0 0 11(12.3) 89(100)
10 -더라고 0 77(100) 0 0 0 77(100)
11 -다고 21 53(100) 0 0 0 74(100)
12 -대 9 62(100) 0 0 0 71(100)
13 -구나 21(35.6) 0 0 0 38(64.4) 59(100)
14 -네 7(12.5) 5(8.9) 0 0 44(78.6) 56(100)
15 -을까 8 42(100) 0 1 0 51(100)
16 -어야지 0 0 20(100) 9 0 29(100)

<표 III-23> NK집단의 종결 표현 목록(빈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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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기능을 종합했을 때 NK는 전체 30개의 어미를, FK는 22개의 어미를 

17 -자 0 0 25(100) 0 0 25(100)
18 -는지 0 12(100) 0 0 0 12(100)
19 -던데 0 12(100) 0 0 0 12(100)
20 -면서 0 11(100) 0 0 0 11(100)
21 -어야겠다 0 0 0 8(100) 0 8(100)
22 -라 0 0 8(100) 0 0 8(100)
23 -냐 0 8(100) 0 0 0 8(100)
24 -을래 0 0 6(100) 0 0 6(100)
25 -냬 0 5(100) 0 0 0 5(100)
26 -다며 5(100) 0 0 0 0 5(100)
27 -다니까 0 3(100) 0 0 0 3(100)
28 -어요 0 0 3(100) 0 0 3(100)
29 -을게 0 0 0 2(100) 0 2(100)
30 -니 1(100) 0 0 0 0 1(100)

합계 457 2042 141 20 290 2,950

순
위

종결
표현

정보 
요구

정보 
제공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관계 합계

1 -어 306(21.5) 913(64.1) 94(6.6) 0 111(7.8) 1424((100)
2 -야 66(15.8) 322(77.2) 0 2(0.5) 27(6.5) 417(100)
3 -지 94(35.3) 75(28) 1(0.4) 0 97(36.3) 267(100)
4 -잖아 0 201(68.4) 0 0 0 201(100)
5 -는데 19(15.8) 82(68.4) 0 0 19(15.8) 120(100)
6 -거든 0 85(100) 0 0 0 85(100)
7 -자 0 0 58(100) 0 0 58(100)
8 -다 0 0 0 0 56(100) 56(100)
9 -는구나 0 0 0 0 42(100) 42(100)
10 -더라고 0 40(100) 0 0 0 40(100)
11 -을게 0 0 0 36(100) 0 36(100)
12 -어야지 0 0 10(33) 20(67) 0 30(100)
13 -을까 21(100) 9 0 0 0 30(100)
14 -더라 0 19(100) 0 0 0 19(100)
15 -다고 15 0 0 0 0 15(100)
16 -나 4(50) 4(50) 0 0 0 8(100)
17 -어야겠다 0 0 0 8(100) 0 8(100)
18 -을래 0 0 8(100) 0 0 8(100)
19 -대 0 6(100) 0 0 0 6(100)
20 -네 0 0 0 0 5(100) 5(100)
21 -ㅂ니다 0 0 0 0 2(100) 2(100)
22 -아라 0 0 1(100) 0 0 1(100)

합계 525 1756 172 66 359 2,848

<표 III-24> FK집단의 종결 표현 목록(빈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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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다. NK는 ‘–어>-지>-야>-잖아’ 순으로, FK는 ‘-어>-야>-지>-잖아’ 순으로 

집계됐다. 서상규·구현정(2005)은 현  구어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종결형은 ‘-어

(13.02%)>-야(10.17%)>-지(7.78%)>-잖아(6.42%)’ 순임을 보고한 바 있다. 조민하

(2015:323)는 일상 화에서 ‘–어(40.8%)>-야(16.1%)>-지(11%)>-잖아(8.75%)’ 순

으로 많이 나타냈다고 밝힌바, 본고의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와 고빈도 목록이 

일치한다. 빈도와 기능별 차이를 정치하게 살피면,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어, -지, -는데’는 모든 기능에서 고빈도로 나타나 범용성이 높고 객

관적인 서술 어미임을 알 수 있다. NK는 3가지 이상의 기능을 두루 실현하는 

어미로 ‘–어, -지, -야, -는데, -나, -더라, -네, -을까’ 8가지를 사용했고 이 중 

‘–어, -야, -지, -는데’ 4가지는 FK에서도 두루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범용 어

미는 전사 말뭉치의 형태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의미 분화를 위해서 억

양 분석도 필수불가결하다. NK에서는 범용이지만 FK에서는 범용이 아닌 어미는 

‘-나, -더라, -을까, -네’ 4가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세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결어미를 보면 부분 정보 제공 기

능으로 가장 많이 실현되고 정보 요구 기능이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다. 이는 일상 화의 부분이 질문- 답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행

위기 때문이다. [질문]이라고 해서 상 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물음 기능만 수행

하는 것이 아니라 화 맥락에 따라 강조, 허락 다른 여러 화용적 기능을 수행

한다. 또한 화 장면에서 억양이나 강세, 문맥 등에 의해 해석이 가능하므로 여

러 기능에 걸쳐 사용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는 상 적으로 무표적 

어미고166) ‘-지’는 유표적 의미가 포함되므로 둘 사이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NK에서 특정 한 기능에서만 실현된 어미 18개에 해서는 고유 어미로 

판별할 수 있다. ‘-는다며’, ‘-니’는 정보 요구에서만, ‘-더라고’, ‘-다고’, ‘- ’, 

‘-냐’, ‘-는지’, ‘-던데’, ‘-다니까’, ‘-다면서’, ‘-냬’는 정보 제공 기능으로만 실현

되었다. ‘-어야지’, ‘-자’, ‘-어야겠다’는 행위 제공에서만, ‘-라’, ‘-을래’, ‘-어요’

는 행위 요구에서만 나타났다. 이들의 문장 종결 수행에 있어 억양은 잉여적인 

역할을 할 뿐임을 시사한다. 반면, FK는 ‘–잖아, -거든, -자, -다, -는구나, -더

166) 한길(2004:131)은 ‘-어’는 어휘적인 의미(lexical meaning)는 없고 단지 말본적 

의미(grammatical meaning)만을 가진다고 하 다. 즉 단순한 반말 서술(서술법), 단

순한 물음(물음법), 단순한 반말 꾀임(꾀임법), 단순한 반말 시킴(시킴법)의 의미로 이

해된다고 하 다. 반면 ‘-지’는 약속, 회상 서술,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서술(서술법), 

추정 확인 물음,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물음(물음법), 부드러운 제의(꾀임법), 부드러운 

권유(시킴법) 의미 측성을 지니므로 공통적으로 ‘부드러운 안높임’ 의미 자질을 가진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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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을게, -어야지, 을까, -더라, -다고, -어야겠다. -을래, - , -네, -습니

다, -아라’ 17개의 항목이 1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이 중 NK와 차이를 보인 항

목을 추출하면 ‘-다’, ‘-네’, ‘-더라’, ‘-는구나’이다. ‘-다’의 경우 NK는 정보 제

공 75.4%, 정서 관계 24.6%로 나타나 정보 제공의 비율이 더 높음을 볼 수 있

지만 FK는 ‘-다’가 ‘예쁘다, 신기하다’ 등 감탄을 나타내는 정서 관계 기능만 수

행했다. ‘-네’는 FK는 ‘좋네’, ‘그러네’ 등 정서 관계에서만 나타났지만 NK는 정

보 요구 12.5%, 정보 제공 8.9%, 정서 관계 78.6%로 나타나 정보 요구, 정보 

제공으로서의 쓰임을 보 다. NK는 ‘-더라’를 정보 요구 24.7%, 정보 제공 

56%, 정서 관계 12.3%로 사용한 반면, FK는 정보 제공에서만 100% 사용하여 

정보 제공 외의 기능에 한 교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FK는 ‘-는구나’

를 정서 관계, 그중에서도 동조하는 맥락에서 100% 사용하 으나 NK는 정보 

요구 맥락에서도 21회(35.6%)나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NK는 정보 요

구 40%, 정보 제공 39.3%, 정서 관계 20.7%로 나타났으나 FK는 정보 요구 

50%, 정보 제공 50%로만 나타나 ‘그런가?’와 같이 일부 동조를 표하는 정서 관

계 기능으로서의 ‘-나’의 쓰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하위 기능별 억양 실현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겠다. 먼저 [물

음] 기능은 다섯 기능 중 두 집단의 억양 수행이 가장 비슷하게 나타났다. NK와 

FK는 둘 다 H%가 70% 이상 나타났으며 의문사 ‘어디, 누구, 무슨, 얼마’가 결합

된 경우 간혹 L%를 얹어 실현하기도 했다. ‘-구나’, ‘-네’, ‘-잖아’ 등도 상승 억

양과 결합한 경우 청자에게 동의 및 또 다른 정보 구하기 역할을 수행함이 특징적

이다. 이와 관련해 박진호(2011:12)는 ‘-구나’로 표현되는 명제는 사유의 결과물

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신적 조작(mental manipulation)의 상이 될 수도 있고, 

질문 억양을 동반함으로써 명제에 한 청자의 동의를 구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여 

본고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반면, 해당 연구에서는 ‘-네’에 해서는 훨씬 더 

즉자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정신적 조작의 상이 되기 어렵고 질문 억양을 동반

하기 어렵다고 언급하 으나 실제 구어에서는 [물음] 기능을 수행하는 ‘-네(7회)’

가 ‘-구나(21회)’에 비하면 소수이긴 하지만 분명히 드러났다는 점이 흥미롭다. 

[알림] 기능은 L% 계열로 가장 많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NK는 ‘-ㄴ가’와 ‘-

을까’ 어미를 LH%와 결합하여 불확실한 정보를 표현하기도 한다. 해당 어미와 

억양의 결합은 진술의 강도를 약화하여 발화의 책임감을 감소하고자 하는 심리

에서 비롯된다. 이와 더불어 [알림]의 조각문에서는 M%를 사용하여 미정, 비단

정을 표시하 다. 이는 청자로 하여금 ‘좋은 말 끼어들기’를 위한 틈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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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말차례가 넘어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는 구어 문법적 장치임을 시사

한다. [시킴]을 실현하는 억양은 어미에서는 L%가, 조각문에서는 LH%가 많이 

나타났다. ‘-어’와 결합된 L%는 경사가 급하고 음절의 길이가 짧을수록 권위적

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NK는 L:%로 장음화해서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각

문의 경우 ‘잠시만()’처럼 끝을 올려 완곡한 명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의지] 기능은 주로 L%과 결합되어 수행된다. FK는 특히 어미와 조각문에서 

L% 쏠림 현상이 극 화되었으나, NK는 상 적으로 골고루 나타났다.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표지는 여타 기능에 비해 운율적 기여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끝으로 [새로 앎] 기능은 ‘-구나’, ‘-네’, ‘-다’와 HL%, LHL%, L:%, M%가 

결합되어 실현된다. 상 방의 이야기를 듣고 화자가 순간적으로 감상과 놀라움

을 섞어 표출한 것으로, 상관적 장면에서 쓰 음에도 불구하고 청자에게 무언가

를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단독적 장면과 

상관적 장면의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도 볼 수 있다.167)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 집단의 전반적인 종결 표현 사용에 해 다

음 세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FK가 일상 화에서 사용하는 종결 표

현이 형태적으로 매우 한정적이므로 종결 표현의 다양한 태도를 효과적으로 드러

내는 데 부족함을 보 다. FK는 하나의 종결어미를 하나의 고유 기능으로 사용

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의 어미에 억양을 달리하여 다른 기능으로 전이하는 것, 

같은 기능 안에서 의도에 따라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

이다. 이러한 다양성, 정확성, 적절성에서의 부족 측면은 학습자의 사용 언어 연

구에서 꾸준하게 지적되었다.(홍은실, 2014, 이슬비, 2016 등) 언어 지식적 문제

는 비단 학문 목적 발표, 학술적 텍스트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구어에서도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어’ 종결 표현은 범기능적 어미이고 여기저기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유표적 의미의 어미를 고르게 사용

하지 않는다면 화의 구성이 단조로워진다. 특히 정서 표출 관계 기능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 로 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고 정보만 나열해 놓은 화로 느

껴질 수 있다. 현재는 반말을 사용하는 화를 상으로 명제와 화자 간의, 화자

167) 한길(2004:377)은 ‘-는다’는 주로 말할이가 들을이를 강하게 의식하는 상관적 장

면에서 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들을이를 의식하지 않는 단독적 장면에서 쓰이는 

일도 있다고 하 다. 단독적 장면에서 쓰일 때는 들을이를 말할이 자신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하 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는다’를 ‘말할이가 들을이에게 명제 내

용을 아주 낮춤으로 알림’, ‘말할이가 스스로에게 명제 내용에 해 아주 낮춤으로 물

음’ 두 가지만 기능으로 다루었다. 화자의 감정, 감상 등 내적 상태를 표출하는 ‘-다’

의 쓰임은 다루지 않아 구어 문법에 기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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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자, 청자와 명제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 진술의 강약을 조절하는 방법, 

화 참여자의 관계화 방법 등이 명시적으로 꾸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성, 

정확성, 적절성이 확보된 종결 표현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NK에서 나타나지 않는 종결 표현이 사용된 것을 통해, 구어 양식 변인

에 따른 선택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구어에서

도 사용역에 따라 사용 종결 표현이 다르다. 발표, 토론처럼 일정한 틀과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어미의 다른 장르에서 일상 화로의 전이(transfer) 

현상은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예컨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에서 (58

ㄱ)은 ‘-기를’의 축약형 ‘-길’이 나타났다. ‘좋아지길 바랄게’, ‘좋아지길!’ 등은 

일상 화보다는 매체를 통한 화, 편지, 일기, 개인적 에세이 등에서 볼 수 있

는 명사류 조각문이다. 음성으로 실현되는 사용역이 아닌 음성이 문자화될 때 

적절한 표현이다. (58ㄴ)도 마찬가지로 ‘-군’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하거

나 감탄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인데 NK에서는 추출되지 않은 표현이다.168)  

168) 강현화 외(2017:262)에 따르면 ‘-는군(요)’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와 마

주 하는 상황에서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하 다. 반면 ‘-는군(요)’는 공적인 상황에서

는 ‘-네(요)’보다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 FK에서 추출된 ‘-는군’은 ‘요’가 제

거된 것으로 추론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의 내용을 말할 때 사용되나, 한국어 모어 화자

에게는 음성적으로 표시된 구어보다 개인적인 편지, 카카오톡 등 구어가 문자화되어 쓰

일 때 주로 사용된다. ‘-군’에 한 인식은 3절 3.1.항 ‘새로운 정보’에서 후술하겠다.

(58) ㄱ. (NK_17_F) 2010년 한 번, 2015년 한 번. 근데 아직 한라산에 가 본 적 없어.

 (NK_18_F) 어, 나도! 어 언니 2020년에도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웃음)

(NK_17_F) 5년마다 가는 거 같아.

(NK_18_F) 상황이 좋아지면 같이 가자. 한라산에 가자.

(NK_17_F) 좋아 좋아. 근데 거의 상황 좋아지길.

(FK_18_F) 에이. 좋아질 거야.

ㄴ. (FK_28_F) 마리나가 오면 내가 오케이야, 문제없어.

(FK_27_F) 고마워. 제냐. 

(FK_28_F) 좋군. 좋군. 

(FK_27_F) 진짜야. 얼마나 좋은 친군데.

(FK_28_F)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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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FK는 억양을 활용해 상호작용적 태도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FK

는 정보 요구 기능을 제외하고 발화 말 억양의 부분이 L%로 나타냈다. 이것

은 억양의 화용적 기능에 한 지식의 부족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청자를 고려한 

담화 조절 장치로서의 의사소통 경험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억양을 올렸다 

내리는 것, 조각문의 경우 끝을 길게 하서 담화를 응집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 

내림조로 마무리하되 장음화하여 협동적으로 담화를 꾸려 나가는 것 등이 화

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소통에 활용 가능한 중요한 도구를 아예 사용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바꿔 말하면 FK는 억양을 통해 불확실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발화의 책임을 감소하는 화 능력에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술의 강도에 따라 형태와 억양을 조절하고, 뉘앙스 차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선택 기제 한 미시적 기능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선

택 기제 분석을 함께 하되, 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진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3. 구어 특징적 종결 표현에 대한 미시적 기능 분석
지금까지 거시적 관점에서 말뭉치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본 절에서는 두 집

단의 차이를 보 던 미시적 기능을 중심으로 선택 기제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는 모어 화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를 비교하는 방향으로 기술한다. 

이를 통해 종결 표현 선택을 결정짓는 해석과 조정 기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세 기능은 명제에 한 태도, 청자에 한 관계, 구어 양식과 관련된 부분으

로 나누어 살핀다. 이는 구어 종결 표현 실현 요인에서 개념적 요인, 인적 요

인, 구어 양식적 요인과 연결된다. 

3.1. 명제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형식과 기능

1) 새로운 정보

2장의 개념적 요인에서 NK는 정보의 내면화 정도에 따라 종결 표현이 달라짐

을 논한 바 있다. 3장의 사용 양상을 통해 FK는 명제와 화자의 거리 조절 방법

에 미숙함을 확인하 다. 화자 입장에서는 명제에 한 확실성 여부, 청자 입장

에서는 신정보인지 구정보인지에 따라 종결 표현 선택이 달라진다. 3장의 정서 

관계 기능에서 새로 알게 된 것에 한 인식을 표출할 때 ‘-는구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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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군’을 사용하 다. 이들을 신정보 관련 종결 형식이라고 할 때, 모어 화자

의 경우,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이러한 직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전략적

으로 선택항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두 집단의 새로운 정보 관련 표지 사용 빈도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빈도 

정규화(Normalization) 단계가 필요하다. 전체 말뭉치에 한 절  빈도수와 백

분율도 의미가 있으나 단순 빈도만으로는 비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1,000 발화를 기준으로 종결 표현 사용 빈도를 비교하므로 [사용 빈도/총 발화

수 *1,000]으로 빈도수를 재계산하면169) 다음과 같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290어절 1,000어절 359어절 1,000어절

-네 44(15.2%) 382.6 5(1.4%) 47.6
-는구나 38(13.1%) 330.4 42(11.7%) 400

-다 33(11.4%) 286.9 56(16.2%) 533.3
-군 0 0 2(0.6%) 19

<표 III-25> 새로운 정보 표지 정규화 빈도

신정보 맥락에서 NK는 ‘-네’를, FK는 ‘-다’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는구나’

는 330, 400으로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군’은 적은 횟수로 FK에서만 발견

된다. 먼저 ‘-네’에 해 윤석민(2000:112-123)에서 명제 내용의 전달만이 아니

라 그것에 한 화자의 놀라움이나 감탄 같은 강한 정감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감탄법 어미의 실현 표지로 기술하 다. 그러나 일상 화에서는 감탄보다 청자 

반응 신호로 표출되었다. 이에 관해 박재연(2013:87)은 ‘-구나’와 ‘-네’는 단순히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어미가 아니라 청자에 한 전달 기능 및 유사 질문 기

능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감탄문 어미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 다. 

(59ㄱ)은 NK 말뭉치 중 일부이고, 이에 해 (59ㄴ)은 인터뷰 중 발췌한 것이다.

169) 이러한 정규화 빈도 계산법은 크기가 다른 말뭉치에서 빈도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서상규(2015)는 공적 화, 사적 화, 공적 독백, 사적 독백의 말뭉치 크

기를 같도록 만들기 위해 정규화 빈도를 사용하 다. 이슬비(2016)는 모어 화자의 빈

도와 한국어 학습자의 필자 태도 사용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100만 어절 환산 빈도

로 정규화하여 핵심도를 비교한 바 있다. 

(59) ㄱ. NK_29_F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부, 명예, 뭐야 그 권력 이런 거 가져봤자 
건강이 없으면:::.

NK_30_M 맞아. 건강이 제일인데 2020년 좀 망한 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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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ㄱ)은 ‘그러네’로 청자 반응을 실현한 것이다. 이에 해 NK는 습관이라고 

답하 고 실제로 ‘완전 많이 썼네’, ‘이제 물 건너 갔네’ 등 상  발화에 한 

반응 표지로 많이 실현됨을 볼 수 있다. 청자의 발화에 한 즉각적인 반응 표

지이므로 “지각한 사태에 한 사유의 과정 없이 바로 내뱉는 상황(박재연, 

2014:224)”에서는 ‘-네’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과 결합하는 맞장

구의 ‘-다’와 ‘-네’는 치환이 불가능하지만 부분 즉각적인 반응에서는 ‘-네’와 

‘-다’는 치환 가능하다.

(60ㄱ)은 인도로 유학 간 친구를 언급하자 화제와 관계없이 ‘-다’를 사용하여 

인도로 여행을 가고 싶은 요구를 표출한다. “(갑자기 네 말을 들으니) 인도 가고 

싶네.”와 같이 ‘-네’로 치환이 가능하다. ‘-다’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많이 

사용한 정서 관계 어미다. (61)처럼 숙달도가 비교적 낮은 학습자도 감정을 표현

하는 ‘-다’170)는 자유롭게 사용하 다. 인터뷰를 통해 구어에서 짧은 표현 사용, 

170) 감정을 표현하는 ‘-다’는 타이라 카오리(2011)가 분류한 ① 서술, ② 순간적인 발

화, ③ 의지 표명, ④ 되묻기/되새기기 중에서 ② 순간적인 발화에 해당한다. 시각과 

NK_29_F 왜? 또 뭐 있었나?
NK_30_M 지난번에 몸살.
NK_29_F 아, 그러네, 난 눈이 안 보여.

ㄴ. NK_29_F 나 원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네! 우와 그러네. 이렇게 많이 말해.
연구자 그렇다나 그렇구나로도 쓸 수 있잖아?
NK_29_F 몰라. 그냥 ‘그러네’라고 해. 

그렇다는 너무 통쾌해 보여(웃음), 무릎을 이렇게 치면서 말해야 
될 거 같아. 그렇다! 
그렇구나는 길어서 안 쓴 거 같은데. 

(60) ㄱ. NK_18_M 충현이 걔 한명이 있었고 아마 두 명이 그 세 명이었나 그렇게? 
한 명은 인도로 유학 가 있는 미대 그 특이한 애가 하나 있다고 
했지? 인도로 간 애가 있다고. 

NK_17_F 응. 지난번에.
NK_18_M 박사 과정을 미술 전공.
NK_17_F 아 인도가고 싶다.
NK_18_M 어쨌든 그 미대 다니는 애가 물어보는 거야.

ㄴ. NK_17_F 갑자기 인도 얘기 들으니까 인도 생각나서 말한 거예요.
연구자 문득 떠오른 생각 같은 거예요?
NK_17_F 네. 예전에 저 인도 여행 했었는데 좋았었거든요. 엄청 옛날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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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표현 등이 주요 노드로 추출되었다. ‘-다’는 어느 상황에서 사용해도 틀릴 

확률이 적으므로 사용의 제약이 적어 상 적으로 무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네’에 관해서는 (61ㄷ)처럼 ‘-네요’를 배웠는데 ‘요’를 제거한 ‘-네’로 연결하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61) ㄱ. FK_03_M 어땠어? 학교 구경 하니까.
FK_04_M 너무 좋 좋다.
FK_03_M 좋아?
FK_04_M 좋아.

ㄴ. FK_04_M ‘-다’ 써요. 편해서 써요.
연구자 좋군, 좋구나, 좋네 이런 거로 바꾸면 어때요?
FK_04_M 아직 안 배웠어요. 
연구자 ‘-네요’ 우리 1급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FK_04_M 네?(2) 안 배운 거 같아요.

ㄷ. FK_30_F 저는 가장 짧고 간단해서 ‘-다’ 많이 써요. 
어학당에서 예전에 제일 처음에 배운 거 같아요.

한편, NK는 ‘-군’은 전혀 실현하지 않았으며171) ‘-구나’를 실현한 이유에 

해서는 다음 인터뷰를 참고할 수 있다. 

청각 등 감각 기관을 통해 발화 직전이나 발화시에 화자의 내적 상태를 말하는 기능, 

청자에 한 발화를 하되 그 전달 의도가 약한 담화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171) 본고의 말뭉치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세종 구어 말뭉치를 분석한 심현정(2017)

은 ‘-군’이 55개, ‘-구나’가 519개, ‘-네’가 823개로 나타났다고 하 다. 여전히 ‘-구

나’, ‘-네’에 비해서는 확연히 적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는 

본고와 마찬가지로 ‘-군’을 ‘-구나’의 줄임말로 보지 않고 별도의 어미로 설정하 으

나 왜 적게 사용했는지에 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62) ㄱ. NK_07_F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너 유명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면 걔한
테 유명한 사람이다 아니다 뭔가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 같고 ‘유
명한 사람이군!’ 이러면 걔한테 대답을 안 요구하는 거 같은데.

연구자 그냥 느낌만 말하는 거 같아?
NK_07_F 응. 그렇군! 유명한 사람이군! 이런 느낌?

군이라고 하면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연구자 나이 많은 사람이 쓰는 말투야?
NK_07_F 응 나는 안 쓸 거 같아.

ㄴ. NK_20_F 대화할 때 사용하진 않을 거 같고 카톡에서는 좀 쓰는데:::
그렇다고 그렇군이라고 쓰진 않구요.

연구자 그럼 뭐라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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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ㄱ)은 인터넷에 난 기사를 보고 ‘너 유명한 사람이구나’라고 반응한 것에 

한 인터뷰다. ‘-군’은 의고(擬古)적 표현이고 혼잣말하는 느낌인 반면 ‘-구나’

는 같은 혼잣말 어미지만 [상호작용성]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인아

(2010:6)는 ‘-네’는 직접 증거에 속하고 ‘-군, -구나’는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두 가지로 사용되며 모두 [의외성]을 가진다고 하 다.172) 처음 앎을 나타낼 때 

직접·간접 표지, 사전 정보에 의한 추론일 경우 간접 증거 표지를 사용한다는 점

은, NK가 새로 앎 기능으로 ‘-구나’를 사용할 때의 세부 기능을 설명해 준다. 

NK는 맞장구 외 맥락에서도 상승 억양과 결합하여 추론에 한 확인적 의문

을 실현하 다. 예컨  ‘나 남자친구 생겼어’라는 상 방의 발화에 한 반응으

로 ‘너 남자친구 생겼네’와 ‘너 남자친구 생겼다!’는 불가능하다. 직접 증거가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 너 남자친구 생겼구나’라고 상 의 말을 반복하는 것

이 가능한데, 이는 화자의 인식에 동화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정보를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혹은 ‘너 그래서 요즘 연락 안 됐구나(H%)’

처럼 정보 요구 반응을 건넬 수도 있다. 요컨  실제 구어에서는 지식의 내면화 

정도와 함께 관계 지향성이 높은 표현, 청자 중심성이 높은 표현이 고려된다. 새

로운 정보에 한 태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 ‘-구나’가 가장 관계 지향적인 표현

이며, 가장 내면화된 정보를 나타낸다. ‘–다<-네<-구나’로 청자 중심성, 상호작

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너 남자친구 생겼군’의 ‘-군’은 의외성을 

표시해 주고 선행부 내용과 지각 증거의 관계가 불일치한 맥락이므로 문법적으

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연령 가 높거나 문어 매체에서 쓰인다고 인식하여 모어 

172) 정인아(2010:11-12)는 직접 증거 표지는 발화문-선행문-화자의 지각 증거로 이어지

나, 간접 증거 표지는 D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하 다. 일상 화에서는 지각 증거가 주

로 상 방의 발화이다.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기존의 화자가 가진 지식 체계와 부합하

지 않을 때, 즉 불일치할 때 ‘-군’, ‘-구나’처럼 간접 증거 표지가 쓰인다고 볼 수 있다.

    

A 발화문 B 선행부 C 지각 증거(사전 정보)
D 선행부 내용과 
지각 증거의 관계

너 점심 안 
먹었구나

너 점심 안 먹었
(점심 안 먹다)

점심 먹은 흔적이 없는 것, 
저녁을 급히 먹는 것 등

불일치  

NK_20_F ‘글쿤’이라고 쓰죠.(웃음) 
ㄷ. FK_28_F 어른한테는 군요, 친구한테는 군 써요.

연구자 좋다, 좋네 이런 표현 들어 본 적 있어요?
FK_28_F 네.
연구자 느낌이 어떻게 다른 거 같아요?
FK_28_F 똑같아요. 그때그때 쓰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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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실제 발화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

군요’가 존댓말이므로 단순히 ‘요’를 제거한 채 ‘-군’을 사용했다고 하 으나 ‘-

군’은 구술성이 높은 문어 매체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청자를 배제하는 

느낌이 있다고 하 으므로 주의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2) 체험의 회상
‘-더-’는 화자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지각을 통해, 즉 감각 기관을 이용한 

인식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을 회상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의미는 정보의 

성격에 한 화자의 태도와 관련되므로 인식 양태에 속한다(구본관 외, 

2015:330). ‘-더-’는 일상 화에서 ‘-더라, -더라고, -던데’로 나타났다.173) 

NK는 ‘-더라’를 정보 제공, 정서 관계, 정보 요구 기능에서 사용하 고 ‘-던데’

와 ‘-더라고’는 정보 제공에서만 사용했다. 반면 FK는 ‘-더라’, ‘-더라고’를 정보 

제공 기능에서 사용했고 ‘-던데’는 사용하지 않았다. 정보 제공 기능에서174) ‘-

더-’ 관련 항목을 정규화하면 다음과 같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2,042어절 1,000어절 1,756어절 1,000어절

-더라고 77(3.77%) 37.7 40(2.84%) 22.77
-더라 56(2.74%) 27.42 19(1.08%) 10.82
-던데 12(0.59%) 5.87 0 0

<표 III-26> 체험의 회상 표지 정규화 빈도

‘-더-’ 관련 항목은 한국어 교육 3급 이상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중급에 재학 

중이거나 이제 막 중급을 획득한 학습자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고 고급 이상의 학

173) ‘-더라’는 해라체, ‘-더라고, -던데’는 해체로 구분되나 본고는 일상 화에서 나타

는 전체 종결 쓰임을 살피므로 상  높임의 등분보다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둔다. 또

한 ‘-더-’는 인식의 시간적 위치가 과거이되, 화자가 직접 지각한 사실을 표현하므로 

증거(evidentiality) 범주와도 관계가 있으며 신정보에서 다루었던 새롭게 알게 된 사

실에 사용되어 의외성(mirativity) 범주로 기술되기도 한다. ‘-더-’의 본질적 의미에 

해 회상, 보고, 직접 경험, 관찰, 객관적 전달, 심리적 거리감, 의식의 단절, 체험, 

새로 앎, 관심거리, 지각 등으로 다루어졌다. 본고는 어떤 것이 본질적 의미인지 규명

하는 논의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생략한다.

174) 여기서는 명제에 한 태도를 나타내는 형식과 기능을 살피는 것이므로 정보 제공 

기능에 한정하여 살핀다. ‘-더라’가 범용 기능에서 사용되는 양상은 억양의 변주로 설

명 가능하므로 구어 양식과 관련된 형식과 기능에서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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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에게서 발현되었다. 모어 화자들도 많이 사용하며 ‘-더라고’는 에피소드를 전

하며 상 방의 발화를 중간에 전할 때, ‘-더라’는 답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강

조와 함께, 화제의 시작에서는 상승조와 함께 사실 확인을 할 때 나타났다. (63

ㄱ)~(63ㄹ)은 모어 화자, (63ㄹ)~(63ㅂ)은 한국어 학습자 인터뷰 중 발췌하 다. 

인터뷰를 통해 NK는 기존의 내면화되지 않은 지식에 한 놀람, 감탄 외에도 

체험을 객체화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라’와 인용 표

지 ‘-고’가 결합된 ‘-더라고’에 해서는 뒤에 말이 이어지는 느낌, 주관성175)을 

175) 표준 국어 사전은 ‘-더라고’를 <어미 ‘-더라’에 인용을 나타내는 격 조사 ‘고’가 

결합한 말>로 정의하 다. 해당 사전에서는 ‘그와 같이 가더라고 하던데’, ‘아까는 괜

찮은 사람이더라고 했잖아’ 예문을 보 지만 실제 말뭉치에서는 ‘으악 하고 뱉더라

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와 같이 발화 말에 ‘-더라고’가 위치하 다. 또한 ‘-

더라고’의 ‘ 화를 이어 나가고 싶은 느낌’은 ‘-고’에서 기인한다. 김진아(2019:304)

(63) ㄱ. NK_07_F 더라를 사용하면 그냥 어를 사용할 때보다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몰랐는데 그랬다! 뒤를 돌아보면서 알려 주는 거라서 나도 몰랐다
고::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ㄴ. NK_08_F 더라고요를 쓰면 이야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거 같고 더라는 
하더라, 하고 끝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어보다는 내가 직접했
다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써서 엄청 많이 쓰는 거 같아요.

ㄷ. NK_07_F 이거(더라)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던데는 
질문할 때 던데? 물어볼 때 쓰는 거 같고 더라구는 귀여운 느낌? 
어른한테 쓰면 안 될 거 같은데요. 

ㄹ. FK_19_F 닫았어는 내가 직접 보고 이야기한 거고 닫았더라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았을 때? 들어서 이야기할 때 
쓴다고 배웠어요. 이거(닫았더라고)는 잘 몰라요. 

연구자 한국 사람들이 쓰는 건 많이 들었어요?
FK_19_F 많이 듣긴 했는데 차이에 대해서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직접 했으면 닫았어라고 쓰니까. 
제가 말하는 거 맞아요?

ㅁ. FK_13_M 더라고는 존댓말이라고 생각해서 반말에서는 안 써요. 
연구자 더라고, 더라, 던데류의 의미는 정확히 알아요? 언제 쓰는지 이런 거.
FK_13_M 회상. 회상이라고 칠판에 써 주셔서 머릿속에 있어요 한자로도 써 주시

고 영어로도 써 주시고. 회상이라는 단어에 대해 길게 말씀해 주셨어요.
ㅂ. FK_20_F (던데에 대하여) 더는 주어나 시제에서 주의할 점이 많아서 좀 어려

워요. ‘나’랑 같이 못 쓴다고 했는데 어떨 때 보면 ‘나’랑 쓸 때도 있는 
거 같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안 써요. 안 써도 말이 되니까? 

연구자 더라, 더라고 이건 어때요? 자주 써요?
FK_20_F 근데 저는 이거 더라랑 더라고는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어요. 

자주는 안 쓰죠. 똑같이 더 들어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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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여 몰랐던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객관화, 간접화하는 피막(皮膜) 

표현으로 선택되었다. ‘-더라’를 사용해 “나도 (그 전까지는) 몰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청자와 화자를 공동 공간에 위치시킴으로써 체험을 한 발짝 멀리서 바

라보게 한다. 여기에 ‘-고’를 더하면 화제가 좀 더 전개되는 경향을 암시하여 

화를 좀 더 하고 싶은 느낌이 전달된다. 반면 FK는 (63ㄹ)처럼 ‘-더라’ 정보가 

화자가 직접 지각한 것이어야 함을 모른 채 정보의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에 

해 혼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던데’는 (64ㄱ)처럼 확실성, 단언성을 떨어뜨리는 기능도 하지만176) (64ㄴ)

과 같이 상승조와 함께 쓰여 관련 내용을 상 에게 이끌어 내는 역할도 한다. ‘-

더라고’가 (64ㄴ)의 마지막 부분처럼 하강조와 함께 쓰여 답하는 기능으로 주

로 쓰이는 반면, ‘-던데’는 정보 제공 맥락이지만 질문처럼 쓰여 청자에게 관련 

내용에 해 이야기하도록 이끈다. NK는 무의식적으로 발화하 지만 느낌상의 

차이가 있다고 답하 으며 실제 사용하는 양상도 달랐다. 

는 ‘-더라’는 체험 객체화, ‘-고’는 주관성의 양태를 가지고 완충(緩衝) 표현으로서 기

능한다고 하 다. 비슷한 맥락에서 박선희(2001)는 ‘-더라고’와 ‘-더라’보다 더 완곡

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 다. 김서형(2013:480)은 공적 관계인 화

자의 친 감 조성을 위한 화자의 의도가 들어있어 고객에게는 가능하나 사제지간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 다. 해당 연구에서 완충, 완곡, 친 감 조성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체험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간접화’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

176) 여기서 ‘-것 같다’ 때문에 확실성, 단언성이 감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박사라는 거 같더라고’와 비교하면 ‘-더라고’는 확실한 명제에 해 진술을 뒷받침하

는 느낌으로 쓰여 하강조와 결합하지만 ‘-던데’는 진위 여부에 해 상 적으로 의심

이 포함되어 있어 상승조와 쓰인다. ‘-것 같다’를 제외하고 ‘진짜 박사라던데?’와 ‘진

짜 박사라더라고’를 비교해 보아도 전자가 후행절을 청자로 하여금 상상하게 함으로

써 명제에 한 확실성이 떨어지고 간접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64) ㄱ. NK_24_F 근데 왜 박사 방이야? 야동 박사야 뭐야?
NK_23_M 아니 근데:: 진짜 박사라는 거 같던데?
NK_24_F 아:::나는 뭐 야동 박사인가.

ㄴ. NK_24_F 종아리 안 나오게 딱 무릎 위에서 딱 잘라 놨더라고. 사람들이 
막 찬양하던데?

NK_23_M 실제 보면 그 정돈 아닌데.
NK_24_F 어 나 유현주 실제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때 싸인(√사인)받았을 

때는 뭔가 앉아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막 우와 그런 느낌 아니
었는데::. 사진은 사람들이 장난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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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 관련하여 사용을 보이지 않은 학습자도 회상 관련 어미로 인식하고 

있는 양상을 보 으나 산출상에서 틀릴까 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 다. (63ㄹ)처럼 

‘닫았더라’는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한 회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았

을 때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63ㅁ), (63ㅂ)처럼 회피하게 된다고 하 다. 

한국어 학습자는 ‘-던데’에 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나 ‘–더라고, -던데’까지 모두 

회상 어미로만 인식하고 있어 산출해 내지는 못한 것으로 보 다. 따라서 간접화 기

제를 통한 체험 객체화, 완충, 발언 이끌어 내기 기능을 교수할 필요가 있다.  

3.2. 청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형식과 기능

1) 상관적 장면에서의 자문

자문(自問)은 근본적으로 남에게 묻기 위한 것이 아닌 화자 자신의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다(구본관 외, 2015:290). 2장에서 인적 요인은 화 참여자의 상

호작용성을 통해 상 와의 유 감, 공손성과 관련됨을 밝혔다. 아울러 3장에서는 

정보 요구 기능에서 NK는 자문 어미 ‘-ㄴ가’, ‘-나’를 고빈도로 사용한 반면, 

FK는 실현율 높지 않음을 보 다. 인적 요인은 자문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자

문은 직접적인 정보 요구에 비해 청자의 반응 요구 정도가 낮아 공손성이 높아

진다. 청자의 반응 요구 정도는 상 방 선택의 폭이 개방적인지, 한정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자와의 관계와 관련하게 된다. 

자문 어미 ‘-ㄴ가’, ‘-나’를 본고는 ‘-나’ 표형으로 통합하 다. 상  높임 등

분은 청자를 향해 쓰일 때는 하게체, 혼잣말일 때는 해체인바, 인적 기제에 해

당하는 자문은 해체에 해당한다. 정보 요구 기능에서 ‘-ㄴ가, -나’는 1,000어절

로 환산했을 때 NK는 122.5회, FK는 7.6회 추출되었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457어절 1,000어절 525어절 1,000어절

-나 56(12.2%) 122.5 4(0.8%) 7.6

<표 III-27> 자문 표지 정규화 빈도

청자를 향한 말과 청자를 향하지 않은 말의 중간적인 성격에 해서는 고광모

(2001)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고광모(2001:10)는 청자를 향하지 않은 말에 쓰이

는 ‘-ㄴ가’, ‘-나’의 등급이 [-높임]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요’가 붙으면 청자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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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 말이 된다고 하 다. 정보 제공에서의 ‘-나’는 실제로는 청자를 향한 말이면

서도 청자를 향하지 않은 말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완곡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NK는 ‘-나’ 표현을 통해 불확실한 정보, 발화 약화 전략을 사용하 다.

‘-ㄴ가’, ‘-나’는 화자 층위에서 자신의 발화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

여 본인을 보호하는 심리적 기제가 발현되어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청

자 층위에서는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청자의 선택 범위 및 폭을 

넓힌다. 청자는 화자의 발화에 해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듣고 무시하는 방법을 택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65), (66)의 인터뷰와 같이 모어 화자는 “소극적, 부

담을 덜 준다”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모두 청자와의 관계를 중시한 수행 전

략에서 비롯된 것을 알 수 있다. 

177) ‘씹다’는 우리말샘에 따르면 ‘(속되게) 남의 말을 못 들은 체하거나 문자 메시지 따

위에 답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한다. 

(65) ㄱ. NK_30_M 그 뒤에서 약간 생각할 겨를 없이 몰아치잖아, 사람들 상황이. 
NK_29_F 그럼 진짜 속은 건가?
NK_30_M 일대일이었으면 안 속았을 수도 있지. 
NK_29_F 아:::
NK_30_M 아니면 뒤에 한 명한 타고 있다던가(√있다든가). 두 명이서 생각

할 겨를 없이 계속 막 이러더라 이런다더라 주입해 버리잖아.
NK_29_F 음::: 그런가? 
NK_30_M 뭐 상황이 충분히 속을 수는 있을 것 같애. 뒤에서 두 명이서 거들면.
NK_29_F 근데 계기판이 고장 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 계기판이 어떻게 고장 나. 
NK_29_M 오래됐을 수도 있지 뭘. 암튼:::번쩍번쩍 한 번 당해 본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ㄴ. NK_29_F 혼잣말이 아니고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연구자 그럼 속은 거야랑 비교하면 어때요?
NK_29_F 굳이 콕 찝어 말 안 하고 대답해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죠. 아님 말고? 이런 마음. 대답이 없을 때 그래도 덜 민망하잖
아요. 속는 거야? 이랬는데 친구가 내 말 씹으면177) 아 좀 그렇
잖아요. 근데 속은 건가? 이러고 씹히면 아 아닌가 이래도 괜찮
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66) ㄱ. NK_03_F 상대방이 답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담을 덜 주는 거죠. 상
대방한테 너는 모르면 대답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혼잣말 
같으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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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에게서는 ‘-나’가 많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그중 사용한 학습

자는 모어 화자와 비슷한 답변을 하여 자문을 선택하는 기제는 두 집단이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도 소수지만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는 ‘-나’를 사

용하여 표현했고, 소위 가짜 혼잣말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다.

(65), (66), (67)의 인터뷰는 ‘-나’ 어미가 혼잣말과 화라는 두 개의 의사소

통의 장(場) 사이에서 화자와 청자의 입장을 통해 서로 다른 층위에서 조망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화자 입장에서는 혼잣말로 위장하여 답을 바라지만 답이 

없어도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청자의 입장에서는 상 가 ‘그런가?’, ‘아닌

가?’를 발화 말에 사용하면 지나치게 확실한 언급에 비해 체면 손상이 적다. 청

자의 반론의 여지가 커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보를 요구하는 물음에 적극적으

로 반응하지 않아도 되므로 청자에게 선택권이 생긴다는 장점도 있다. 두 층위

를 합치면 결국 화자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청자에게는 반응에 한 선택권을 주

어 공손하게, 정중하게 보이기 위해 선택한 것이다. 해당 항목을 산출한 학습자

는 인식, 산출이 모두 가능했으나 7.6회에 그쳐 122.5회인 NK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적극적인 인식과 산출에 한 지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ㄴ. NK_05_M 이거 가져도 되나? 라고 했을 때 옆 사람은 주기 싫으면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거 말하는 사람이 간 보는 거야. “안 돼.”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슬쩍 떠 보는 거죠. 과한 걸 요구할 때 적극적 질문이 
아니라 소극적 질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67) ㄱ. FK_30_F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한국에서. 
FK_29_F 아 한국에서?
FK_30_F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마 10위안에 있겠지?
FK_29_F 10위 안에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있나?
FK_30_F 아마 11, 12위?

ㄴ. FK_29_F 생각하면서 말할 때 써요. 모르는 것은 직설적으로 안 물어봐도 된
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 같애요. 

ㄷ. FK_21_M 내 책 어디 있지라고 말하면 주변에서 무슨 책 없어졌어? 라고 물
어보니까 이렇게 말해. 

연구자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거야?
FK_21_M 어. 진짜 혼잣말이면 터키말로 하지 내가 왜 한국말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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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도 종료 발화

‘이 뚜껑 좀’178)은 의도적으로 화자가 중도 종료한 발화다.179) 같은 기능을 수

행하기 위해 ‘이 뚜껑 좀 따 줄래? 이 뚜껑 좀 따 주면 좋겠어, 이 뚜껑 참 안 

열린다!, 이 뚜껑 왜 이렇게 안 열리지?’ 등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 전자는 행위 

요구 기능에서의 중도 종료 발화이고 후자는 간접 화행(indirect speech)이다. 둘 

다 청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전자는 운율적 종료 표지인 반

면, 후자는 형태적 종료라는 차이가 있다. 인적 기제와 관련하여 FK는 형태적 

측면에 주목한 반면, NK는 운율적인 측면에도 주목하 다.180) 

행위 요구 기능의 조각문 중 해당하는 발화를 정규화하면 <표 Ⅲ-28>과 같이 

FK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68ㄱ), (68ㄴ), (68ㄷ)은 

NK 인터뷰, (68ㄹ), (68ㅁ)은 FK의 인터뷰 중 발췌한 것이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158어절 1,000어절 186어절 1,000어절
부사류 조각문 2(1.3%) 12.65 0 0
명사류 조각문 2(1.3%) 12.65 0 0

<표 III-28> 중도 종료 발화 정규화 빈도

178) 해당 발화가 사용된 맥락은 다음과 같다.

NK_16_M 옛날에 저렇게 열심히 관리 안 할 때. 나는 막 2000년  초반? 1990년  

후반? 지난 세기에. 지난 세기에 갔어.(웃음)

NK_15_F 그럼 지금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알아.(웃음) 이 아저씨야. 진짜.

NK_16_M 지난 세기(웃음).

NK_15_F 이 뚜껑 좀::

NK_16_M (뚜껑 열어 줌.)

NK_15_F 땡큐.

179) 중도 종료형 발화에 해서는 일본어권 구어 문법 연구에서 우사미(宇佐美, 1995), 

히네(陳, 2009)를 찾을 수 있다. 우사미(1995:35)는 미완결 발화, 중도 종료 발화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술부가 생략된 경우나 복문인 경우 종속절만 있고 주절이 생략

되는 발화, 즉 끝까지 말을 끝맺지 않은 발화”로 정의하 다. 히네(陳, 2000:129)는 

해당 개념을 “문법적으로는 끝맺지 않음 불완전한 발화지만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불

완전한 부분이 없이 끝맺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 다.

180) 3장 2절 행위 요구 기능의 형태·억양 분석에서 NK와 FK는 모두 ‘-어’를 많이 사

용하 으나 NK는 종결 부분의 음높이 곡선이 완만하게 하강하는 경향과 함께 마지

막 음을 장음화하여 간접성, 비단정성을 표출함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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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ㄱ. NK_28_M 뭐 부탁할 때 딱 딱 끊는 것이 아니라 말끝을 흐려요. 우리나라 
언어가 상대방에 대한 존칭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잖아요. 존칭
이 제일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끝까지 말하면 괜히 명령하는 
것처럼 느낄까 봐 그런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한 존칭어가 발달했는데 외국에 비해. 관계주의라고 언어를 
사용해서 관계를 쪼끔이라도 깨고 싶지 않아 하는 특유의 문화
가 있어요. 그걸 반영한 거 같아요. 상대방과 관계를 깨뜨릴까 
봐.(-) 상대방 안 좋게 되는 기분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일부러 길게 하면서 좀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 끝까지 말하
면 명령한 것처럼 느끼니까 일부러 여백의 미를 주는 거예요. 

ㄴ. NK_15_F 솔직히 뒤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한 거예요. 생각해야 되
잖아요. 빌려주지 않을래 빌려줄래 말래 이런 표현을 생각해
야 되는데 전부 생략하고도 뜻이 통하니까 괜히 뒤에 잘못 사
용했다가 (친구가)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뭐 부탁할 때는 내
가 약자니까 아무래도 언어를 조심해야죠. 

ㄷ. NK_19_F 카톡에서도 쩜쩜쩜(...) 많이 사용하는 사람 있잖아요. 구글 드
라이브에 파일을 올렸는데요 쩜쩜 확인해 주세요 쩜쩜쩜. 그
게 지금 이거랑 같은 거 아닐까요? 말끝을 흐리듯이 해서 여
운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너무 쩜을 많이 쓰면 과한 거 같
아요. 카톡 끝날 때마다 쩜을 하도 찍어 대서 왜 저렇에 우물
쭈물 말하나 할 때가 있거든요.

ㄹ. FK_30_F 뚜껑 좀은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 쓰는 거 같
아요. 뚜껑 좀이라고 말하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뒤의 문장
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이 무슨말인지 파악을 못 할 거 같아서요. 

ㅁ. FK_26_M 뚜껑 좀 따 줄래가 비교적 예의적이에요. 뚜껑 좀은 예의가 없
어서 안 쓸 거 같은데요. 

(68)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끼리는 ‘힘’과 ‘유 ’의 측면에서 동등하

고, 심리적 부담이 적은 친 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요구에 부담을 가지

고 있었다. “종결까지 사용하면 행위 요구의 뜻이 강하게 전달될 것을 우려”하

여 발화를 끝까지 마치지 않음으로써 애매성, 여백을 고의적으로 남겨 둔다고 

하 다. 이는 그라이스(Grice, 1975)의 화 협력 원리 중 방법의 격률(the 

maxim of manner)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례로, 여백을 둔 이유 분석이 선결

되어야 한다. 인터뷰에서의 “눈치, 관계주의, 약자, 여백, 말줄임표”는 원만한 

인관계 구성 요소를 추측할 수 있게 한다. 

NK 말뭉치에서 여백을 두는 것은 일종의 보호막으로 기능한다. 의도적으로 

여백을 형성하여 애매모호함, 불분명성을 높인다. 명확히 메시지를 표현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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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울 경우 후속 표현을 청자가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셈이다. 청

자의 반응을 반강제로 유도하는 직설적인 끝맺음이 아니다. 빈 공간을 둠으로써 

청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 두는 

셈이다. 따라서 너그러움, 친근함, 공손함의 느낌을 주어 원만한 인 관계 형성

에 일조한다. (68ㄹ)에서 FK는 상 방의 얼굴을 살피며 후행절을 완성한다고 언

급하여, 이야기와 동시에 청자의 반응을 보면서 담화 전개를 보다 유연하게, 융

통성 있게 완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율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행위 요구 기능에서 부사류 조각문은 모두 장음화되어 나타났다. 

발화의 끝부분에서 장음화된 조각문은 진술 약화라는 심리적 기제에 기반한다. 

종결 부분을 길게 발음하면 [명확함], [간결함]과는 멀어짐과 동시에 [친절성], 

[공손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181) 즉, 형태적으로는 중도 종료 발화, 운율적으

로는 장음화된 조각문이 결합되어 관계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68ㄷ)에서 알 수 있듯 비단정(非斷定)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자칫 

장황하고 의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확한 메시지 전달

은 기본이고, 그 후에 완곡함이 얹어져야 할 터, 부드러운 태도가 명제 전달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진술의 강도를 조절하는 화자의 의도도 중요하지

만,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청자의 능력이 없으면 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

서 상 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위한 적절한 이해와 산출 전략이 교육 내

용으로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3) 담화의 공동 구성

공화, 즉 담화 협력 구성을 위해서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중도 종료, 청자의 입

장에서는 발화 예측이라는 두 행위가 필요하다. 매커시(McCarthy, 1998, 김지홍 

역, 2010:245)는 발화 예측에 해 “나는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알고 있으

181) 인터뷰를 통해 발화 말 음절의 길이와 감정·태도의 관련점을 찾았으나 주관적인 느낌

으로 언급했을 뿐, 실험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다. 관련 연구에는 윤은경·김슬기(2011), 

신지 (2017)이 있다. 윤은경·김슬기(2011)는 발화 끝에 보조사 ‘요’에 얹힌 음길이에 

따라 친절성 지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문말의 음절 길

이가 짧아질수록 불친절하다고 지각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친절한 우는 받는다고 느낀

다. 반면 중국인·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문말 음절 길이의 변화에 해 한국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 신지 (2017)은 음길이와 음높이에 해 음길

이가 길면 긍정적 태도, 짧으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한 바 있다. 간단한 예를 들

자면 ‘안녕하세요!’와 ‘안녕하세요오오’만 비교해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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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음이 당신이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I know what you are going to 

say and I think this is what you will say).”가 언어로 표현된 것으로 설명하

며 청자에 의해 예측된 말은 원래 화자가 의도한 것과 가까우며 의사소통을 해

치지 않는다고 하 다. 일상 화에서 발화 예측 현상은 끼어 들기 행위로 실현

된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 기능이므로 정보 제공 기능 중 조각문 부분

에서 추출하여 정규화하면 다음과 같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1,215어절 1,000어절 826어절 1,000어절

명사 89(7.3%) 73.25 46(5.6%) 55.69
관형사 5(0.4%) 4.11 2(0.3%) 2.42

연결어미 70(5.8%) 57.61 33(4%) 39.95
부사류 6(0.5%) 4.93 1(0.1%) 1.21

<표 III-29> 공화 표지 정규화 빈도

공화는 FK에 있어 부분 고급 수준에서 발견되었다. 정보를 제공하는 화자의 

입장보다 청자의 높은 한국어 실력에서 기인한 사례가 많았다. <표 Ⅲ-29>를 

통해 두 집단 모두 명사류, 연결어미류에서 공화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조각문의 종류와 빈도보다 중요한 것은 왜 사용했는지일 것이다. 

(69) ㄱ. NK_22_F 대구는 난리난 것 같던데, 거기:: 
NK_21_F 확진자.
NK_22_F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던데. 
NK_21_F 몇 명인데?

ㄴ. NK_22_F 대화는 일종의 협조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협조해 준 걸로 느꼈
어요. 우리가 협동을 해서 우리의 대화를 완성하는 과정인 거 같애요. 

연구자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해요?
NK_22_F 사실 저보다는 대화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이 썼던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뭐 말할 때 그 단어나 그니까 
문장을 상대방이 끝내 주려고 같이 좀 많이 도와주는 거. 이거
는 듣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연구자 들었을 때의 느낌은 어때요?
NK_22_F 으음:: 이건 케바케인데. 내가 진짜 생각 안 나서 딱 이럴 때 

쓰면 고마운데 말을 갑자기 가로막듯이 말이 안 끝났는데 말
을 끊듯이 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을 거 같은데요.

ㄷ. 연구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NK_12_M 저는 이거 추임새? 같은 거예요. 알고 던진다기보다는 그냥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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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부분은 말의 주고받음이 잘 드러난다. (69ㄱ)은 ‘거기//확진자//어마어

마하게 쏟아져 나오던데’ 문장을 두 명이 나누어 발화하 다. 화자는 미정의 억

양과 장음화를 통해 말차례를 넘기고자 하는 의도를 보 고 청자는 이에 응한

다.182) (69ㄴ), (69ㄷ) 인터뷰는 청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명제를 두 명이 공동으

로 달성하는 선택 기제에 해 인식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으로 (70)을 보자.

182) 화를 협동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를 향한 두 사람의 서로 긴 한 협력으로 본 관점

에서 매커시(McCarthy, 1998), 클락(H. Clark, 1996)의 공동 책임(joint responsibility)

과 협동 이행(joint commitment) 이론을 참고할 수 있다. 매커시는 화 공동 구성(1장 

2절 국외 구어 문법 연구 참고할 것)을 위해서는 공동 책임 기제가 필요하다고 하 고, 

클락은 협동 이행을 위해서는 확인하기, 실행 능력, 자발성, 상호 간 믿음 등의 특징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에서 청자의 입장은 ‘우호적 말 끼어들기’로 명명할 수 

있다. 이원표(1999)는 우호적 말 끼어들기를 화의 공동 구성, 명료화 요청, 요지에 부

합하는 화제의 전개 및 발전, 선호 반응, 친 감 증진으로 소분류한 바 있다. 또한 말 

끼어들기는 비정상적 화 규칙 위반이나 실수가 아닌 화 참여자 사이의 조화와 협력

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여 공화 논의에 참고가 된다. 

지고 맞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는 
거에 좀 더 참여하는 느낌이 드니까. 가만히 있으려면 벽 보고 
이야기하라고 하지.

(70) ㄱ. FK_02_F 근데 우리 개강은 또::
FK_01_F 미뤄지지 않나?
FK_02_F 응, 그래서 너무 무서워.

ㄴ. FK_18_F 고구마는 두 종류 있지 않아? 하나는 보라색 고구마, 하나는::
FK_17_F 태국 고구마?
FK_18_F 잘 모르겠어. 그냥 가게에서만.
FK_17_F 응.

ㄷ. FK_17_F 상대방이랑 같이 얘기할 때 내가 상대방의 말을 추측해서 대신 
답변을 하는 편이에요. 둘이 하고 있는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고 있어서 끝까지 말을 안 해도 내가 이해하고 있다 보여 줘요.

연구자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때요?
FK_17_F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나랑 잘 통한다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네? 그런거 있어요. 뭔가 더 대화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신뢰가 더 높다는 그런 생각, 서로 이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어서 믿음(이) 생겨요.

연구자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FK_17_F 저는 아무래도 좀 한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친구랑 이야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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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ㄱ)은 ‘개강은 또//미뤄지지 않나?’로 청자가 후행절을 자연스럽게 받아 완

성한 사례로 주목된다. (70ㄷ) 인터뷰를 통해 선택 기제는 화자와 청자 입장으로 

분류되어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 입장에서는 화가 언어 산출의 나

열이 아니므로 얼굴을 마주한 청자에게 원활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

하다. 청자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를 구성하는데 피

동적이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한 표지가 요구된다. (70ㄴ)의 화자는 ‘하나는’에서 

발화 말을 장음화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사인을 주고 청자는 ‘태국 고구마?’

라고 반응함으로써 화자가 예상한 기 를 충족한 사례다. 일상 화는 구어 중

에서도 즉석에서 상 방의 반응이 관찰 가능한 사용역이다. 수평조와 장음화를 

들으며 청자는 자신이 이해했음, 또는 이미 알고 있음을 자발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통해 상호 신뢰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69ㄴ)에서 알 수 있듯, 상호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끼어들기

는 말을 가로막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숙달도가 높은 FK 

집단은 (70ㄷ) 사례처럼 상 가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의 끼어들기를 수행

한다고 답했다. NK는 (69ㄷ)처럼 예상되는 후행문을 먼저 언급하여, 화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청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을 때 공화 전략을 사용한

다. 두 집단의 행위 모두 공동 목표를 향한 협동 원리 준수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183) FK는 (70ㄹ)처럼 인지는 하고 있으나 발화를 예측하고 싶어도 단어를 

몰라 끼어들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 다. 공화는 상 방과 협조적 반응을 

기반으로 함께 꾸려 나가는 일상 화의 특성상 화 참여자의 관심을 표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다. 그러나 명제 내용에 한 이해를 넘어, 발화를 예측하는 

일이므로 일정 수준의 어휘와 문법에 도달한 후 교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83) 전 옥(2003:256)은 화자와 청자가 공통된 스키마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을 협력 구문(co-construction) 가운데서도 협력적 완결(collaborative completion)

로 명명했다. 즉 화자가 상 방이 앞에서 한 말의 의미를 제 로 이해했는지 확인하

는 맥락에서 자신이 이해한 것을 후보로 제시함으로써 상 방의 발화문을 완성해 주

거나 상 방이 암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상 방 화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도록 이끄는 화 행위인 협력적 완결을 보여 주고 있다.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ㄹ. FK_18_F 언니는 많이 도와주는데 저는 도와주고 싶어도 단어를 잘 모르니

까 못 해요. 같이 생각이 안 나면 하고 싶어도 도와 줄 수 없으니
까. 쉬운 단어 괜찮은데 어려운 건 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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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계 등급의 혼합

행위 요구 기능에서는 총 3회의 화계 변동184)이 나타나 어떠한 논의를 하기에

는 표본이 적다. 그러나 NK에게서만 나타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터, 언어 주

체로 하여금 해요체로 바꾸게 한 기제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표 Ⅲ-30>

은 화계 변동의 정규화 빈도를 나타낸 표이고, (71), (72)는 해당 표지가 사용된 

맥락과 관련 인터뷰 중 발췌한 것이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141어절 1,000어절 172어절 1,000어절

-어요 3(2.1%) 21.27 0 0

<표 III-30> 화계 등급 혼합 표지 정규화 빈도

184) 일본어 구어 문법 연구에서 의견 불일치 상황에 사용된 화계 변동도 있다. 김아란

(2018:208)은 높은 친 도의 두 친구가 연인의 바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의 높은 등급으로의 화계 변동을 보 음을 밝혔다. 

   B: 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용서할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まあ確かに、結婚しな

いんだったらまだ（うーん）許せるかもしれないけど)//A：용서하고 싶지 않아(許した

くないね.)//B：음 (웃으면서) 무섭네요.(うーん、＜笑いながら＞怖いですね) 상 의 

의견에 부정적 평가를 보일 때 웃으면서 非丁寧体에서 丁寧体로 등급이 올라갔음을 

볼 수 있다. 본고는 일상 화이므로 의견 불일치 상황이 없었으나 친 도가 보장된 

사이에서 사용하는 화계 변동은 흥미롭다. 행위 요구 기능 이외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1) ㄱ. NK_13_F 사실 꼭 고흐 그림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원래 내가 생각했
던 거는 고흐 그림이기는 했어.

NK_14_M 고흐로 하세요.
NK_13_F 그리고 여기에는 거의 고흐 그림이야.

ㄴ. NK_26_M 부탁 있는데.
NK_25_M 부탁 있어?
NK_26_M 밥 사 주세요.

ㄷ. NK_12_M 비바비디오(VivaVideo), 블로도 있고::: 키네마스터(kinemaster)도 쓰
고. 한 번 익히면 얼마 안 걸리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쉽고.

NK_11_F 얼마 안 걸려?
NK_12_M 어. 익숙해지면 금방 해.
NK_11_F 그럼 대신 해 주세요.
NK_12_M (웃음)

(72) ㄱ. NK_14_M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저희 원래 존댓말이랑 반말이랑 
좀 섞어서 사용해요. 동료였다가 발전한 케이스라 그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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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요구 기능에서는 해당 기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종결 표현을 변주하여 중도 종료 발화나 완화(hedge) 표현을 택할 

수도 있고, 아예 간접 화행의 언표 내적 효력의 수행을 의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NK는 고흐로 하세요(71ㄱ), 밥 사 주세요(71ㄴ), 그럼 신 해 주세요(71ㄷ)처럼 

직접 화행을 택하 다. 고흐 그림에서 사용된 ‘하다’는 동사로 고흐 그림으로 

고르라는 뜻이다. 이처럼 수행성이 높은 동사를 그 로 전달하게 되면 상 방에

게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때 화계 등급을 높여 부담을 줄어들게 하고, 정중한 느

낌을 증 하는바, 정중성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느낌을 증가시킨

다. 인터뷰를 통해 높임으로의 화계 변동은 요구하는 행위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을 높이기 위한 선택 기제임을 확인하 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화계 등급 

조절에 한 인식도, 산출도 부족하다. 

(71ㄱ)의 밑줄 친 발화를 상으로 잠재적 선택항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전까지 (73ㄱ)~(73ㅂ)만 교수 상이었다면, 행위 요구 기능에서 (73ㅅ)도 선택

항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5) 틀 표지어를 사용한 도입

틀 표지어는 ‘서술적 관점에서 배경 정보’ 및 ‘관점 보이기’를 행하는 메타 서

ㄴ. NK_11_F 존댓말은 필요한 거나 요구 사항 있을 때 써요. 니가 대신 해! 이
러면 너무 명령하는 거 같으니까 대신 해 주세용 이렇게 애교 부
리는 것처럼.

ㄷ. NK_26_M 형처럼 대하면 사 줄 것 같아서(웃음)
연구자 실제론 둘이 동갑이에요?
NK_25_M 네. 근데 뭐 부탁할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ㄹ. 연구자 들어본 경험 있어요?
FK_03_M 저는 이런 거 안 들어봤는데요. 처음 봤어요. 영어로 please? 

아마? 맞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73) ㄱ. 고흐 그림으로 하자.
ㄴ. 고흐 그림으로 해.
ㄷ. 고흐 그림으로 하면 어때?
ㄹ. 고흐 그림이 젤 좋은 것 같아.
ㅁ. 난 고흐 그림이 젤 좋은데...
ㅂ. 고흐 그림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ㅅ. 고흐 그림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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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말한다. 서술적 관점의 배경 정보는 사건의 이해를 돕되 사건의 진행에 직

접적인 향을 주지 않는 장면 설정, 예고, 논평, 전환, 선취 등을 나타내는 틀 

짓기의 일종이다(김풀잎, 2013:93).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재밌는 

얘기 해 줄게’로 시작하는 경우, 화자가 이야기 과정에서 빠져나와서 이야기 과

정 전체 또는 일부를 해석함으로써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명시적으로 보

인다. 따라서 청자와의 관계를 생각한 인적 요인에 해당된다. 정서 관계 기능

에서 해당 부분을 추출하여 정규화하면 다음과 같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590어절 1,000어절 758어절 1,000어절
-어 28(4.7%) 47.45 0 0

-더라 4(0.7%) 6.77 0 0
명사류 
조각문 2(0.3%) 3.38 0 0

<표 III-31> 틀 표지어 정규화 빈도

틀 표지어는 모어 화자에게서만 나타났으며 시작-중간-끝이라는 의사소통 마

디 중에서 시작과 중간 부분에 등장했다.185) 중간 부분에서 쓰인 틀 표지어의 

양상과 인터뷰를 살펴보자.

185) 여기서는 시작과 중간 부분에 나타난 틀 표지어만 보이나, 끝을 나타내는 표지어도 

있다. ‘갑자기 다른 얘기 꺼내서 미안한데 아까부터 궁금해서’, ‘이거랑은 상관없는 이

야긴데’ 등을 사용하여 화제를 전환하는 경우 해당 화제가 종료된다. 이럴 경우 이전의 

화제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를 제안하거나 도입하여 의사소통 방향이 재설정된다.

(74) ㄱ. NK_08_F 근데:: 감사패를 만들어야 되고, 영상 편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NK_07_F 뭐?
NK_08_F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데 아주버님이 할 

게 너무 많잖아. 그랬더니 뭐래는 줄 알아? 
아버님 감사패는 아주버님네가 하고, 자기 감사패는 우리 집이 
하라는 거야.

NK_07_F (웃음)
ㄴ. NK_01_F 웃긴 게 뭔지 알아? 친한 애들이라고 하잖아. 그런 애들은 오히

려 묻는 질문이 다르다?
ㄷ. NK_29_F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만약 우리 학교 내가 달았다고 쳐 

봐? 그러면 한 테이블당 이게 동시 예식이잖아. 10명 테이블에 
앉아. 근데 지금 우리 학교 애들만 하더라도 친한 네 명밖에 없
잖아. 나는 거기다가 이름을 달았다? 근데 네 명이 앉겠지.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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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는 ‘왠 줄 알아?’, ‘더 열받는 게 뭔 줄 알아?’ 등을 사용해 청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관심, 이목 집중, 내 이야기에 관심 

등의 표현을 통해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틀 표지어

는 화의 시작에 도입되는 경우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발화 목적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선택되었고, 중간에 등장하는 경우에는 화 결속력을 유

지하기 위한 담화 책략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나타난 

명사류 조각문 틀 표지어다.

(74), (75)를 통해 틀 표지어는 적극적인 발화 형성 행위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74)에서 상승 억양은 정보 요구 기능의 기본 억양이나 정서 관계 기능에

서는 질문이 아니다. 이야기 화제를 도입하고 상 방에게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

여 관련 지식 활성화의 토 를 마련하기 위한 인지 과정을 거친다. 이야기에서

테이블이 비잖아. 여섯 자리가 비잖아.
ㄹ. 연구자 언제 사용하세요?

NK_01_F 제가 먼저 쭉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호응 유도? 끝까지 내 이
야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건데요.

연구자 평상시 많이 사용하세요?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NK_01_F 네 저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로 재미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

고, 내가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이 관심 가지고 재미있게 들어 
주면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ㅁ. 연구자 언제 사용하세요?
NK_08_F 이목 집중하려고요. 내 얘기, 내 의도를 들어봐, 있잖아 내 얘기

를 잘 들어봐, 이럴 때 사용해요.

(75) ㄱ. NK_25_M 빅뉴스, 빅뉴스.
NK_26_M 뭐.
NK_25_M 승국이 퇴사한대.
NK_26_M 뻥:::. 
NK_25_M 뻥 아니야. 

ㄴ. FK_23_M 별로 못 들었어요. 
연구자 한국인 친구랑 대화할 때 안 들어봤어요?
FK_23_M 네, 안 들었어요.
FK_24_M 저는 영화에서만 봤어요. 
연구자 영화에서만 봤다고요? 무슨 영화?
FK_24_M 무슨 영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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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도입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도입 방법에 따라 이야기의 무 가 달

리 마련되기 때문이다.186) (75ㄱ)은 명사류 조각문과 L%의 결합이 현실 층렬에

서 이야기 속 층렬(가상 층렬)로 넘어 가기 위한 트리거(trigger)가 된다. 청자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현실 세계에서 상상 속의 시공간을 만들어 빅뉴스를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이렇게 관여적 어조를 형성하는 이유는 상 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과 동일한 세계로 끌어들여서 화·청자가 공

통의 장(場)을 가지고 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동류의식(同類意識) 표출 전

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진행하기 전 상 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주제 도입 예고, 공유된 공통 기반 정보 제공 기능은 틀 표지어의 주요 기능으

로 확인하 으나 (75ㄴ)처럼 한국어 학습자는 이에 한 인지가 없고, 인식하지 

못하므로 산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틀 표지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구어 능

력이 증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메타 서사를 

사용하여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꾀할 수 있어야 한다.

3.3. 구어 양식과 관련된 형식과 기능

1) 억양 변주를 통한 기능 전용
억양은 구어 양식(Mode)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다. 억양을 통

해 문장 유형을 다양화할 수 있고, 말차례를 넘기기도, 유지하기도 할 수 있다. 

앞서 종결 표현을 기준으로 기능을 정렬하여 NK는 여러 기능에서 두루 쓰이는 

범용 어미가 8개지만 FK는 4개만 범기능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유 어미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중 ‘-더라’는 NK에서는 정보 요구, 정보 제공, 정서 관

186) 이야기의 무 에 해서 클락(Herbert H. Clark, 

1996, 김지홍 역, 2009:34-35)은 층렬(layer)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층렬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현장 층렬 

위에 새로 덧얹히는 층렬이 있는데 새로운 층렬은 계속 

얹힐 수 있다. 어떤 무  위에 다시 새로운 무 를 설치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새로운 주제

나 논점을 도입하려는 의도이므로 상위 범주에 새로운 주제가 있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하위에 틀 표지어의 사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바닥의 현실 층렬(A)은 실제 

세계를 나타내며 모든 형태의 언어 사용에서 출현한다. 가상 층렬(B)은 A위에 놓인 

임시 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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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세 기능에서 발현되어 통용어미로 분류되었으나 FK에서는 정보 제공으로만 

추출됐다. ‘-네’도 NK에서 정보 요구, 정보 제공, 정서 관계에서 두루 드러났으

나 FK에서는 정서 관계에서만 나타났다. FK가 구어에서 운율적 요소를 인지하

지 못하고 기능과 어미를 일 일 응하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NK 말뭉치에서 보았듯, 하나의 어미는 어떤 억양을 얹는지에 따

라 기능이 전용(轉用)될 수 있다.187) 그중 ‘-더라’, ‘-네’ 양상을 살피기 위해 정

규화 빈도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2,950어절 1,000어절 2,848어절 1,000어절

-더라
정보 요구 22(0.7%) 7.45 0 0
정보 제공 56(1.9%) 18.98 19(0.7%) 6.67
정서 관계 11(0.4%) 3.72 0 0

-네
정보 요구 7(0.2%) 2.37 0 0
정보 제공 5(0.2%) 1.69 0 0
정서 관계 44(1.5%) 14.91 5(0.2%) 1.75

<표 III-32> 억양을 통한 기능 전용 정규화 빈도

187) 억양 결합으로 인한 기능 전용은 어권 구어 문법 연구에서도 다뤄져 참고할 만하

다. 평서법의 질문형(declarative questions)은 발화 말에 H%만 얹어 형태 변화 없이 

문장 종류를 바꾼다. ‘You’re getting married?’, ‘You ate this?’가 그 예다. 기술성이 

높은 문어 매체 다면 ‘Are you getting married?’, ‘Did you eat this?’로 실현됐을 

것이다.

(76) ㄱ. NK_01_F 언니 어디 살더라?
NK_02_F 나 강동구 쪽. 저기 어디지, 명일동 그쪽.

ㄴ. NK_01_F 더라는 예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말해 줄래? 이런 느낌이에요. 어디 살아는 전혀 모
르는 상태인데 물어볼 때 쓰는 거 같아요. 

연구자 뭐를 더 많이 사용해요?
 NK_01_F 음 예전에 마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디 살더라 이렇게 많

이 쓰는 거 같긴 해요. 
연구자 예전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요?
NK_01_F 네. 우리가 친한데 어디 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마

치 학교 물어보는 것처럼 너 학교 어디더라? 라고 하지 생판 
처음 듣는다는 것처럼 너 학교 어디야? 라고 하면 좀 그렇잖
아요. 알고 지낸 지가 몇 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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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ㄱ), (76ㄴ), (76ㄷ)은 ‘-더라’를 무의식적으로 H%와 결합하여 정보 요구 

기능으로 사용함을 보여 준다. NK는 상 방에 한 정보 중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을 물어 볼 때 ‘-더라’를 사용한다고 하 다.188) 또한 정서 관계 

기능에서는 ‘그러게, 그니까, 그러네, 그치, 그래’와 더불어 상 방에게 강한 동의

를 나타내는 표시로 ‘그렇드라(√그렇더라)’로도 나타난다. 직접 경험해서 이미 지

각하고 있었음을 함축하기 때문에 다른 종결 표현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지만 정

서 관계 기능에서 나타날 때 하강조와 함께 장음화하여 실현되었다. 

반면, FK는 억양에 따라 의미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

다. (76ㄹ)처럼 억양과 관련지어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았으며 억양은커녕 ‘-더-’

라고 하면 여러 통사적 제약이 떠올라 아예 안 쓴다고 하 다. 또한 과거에 경

험하여 깨달은 사실을 상기하여 물을 때 사용되는 ‘-더라’에 해 주변에서 들어

보기는 했지만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승조와 관련해 NK는 ‘-더라’를 정보 제공 기능에서 H%와 결합하여 [의외성]

을 높인다. 혹은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의 미끼를 던지기도 한다. 이렇게 교육 

내용은 억양에 따른 화자의 태도, 의미 기능 차이를 변별하도록 조직될 수 있다.

188) ‘-더라’는 ‘-어’에 비해 알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느낌을 주어 공손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적 기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희자·이종희(2006:205)는 의문문 ‘-

더라’에 해 “(누구, 무엇, 언제 등의 묻는 말과 같이 쓰여) 지난 일의 기억을 더듬

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 보듯이 말하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제시하 다. ‘-은가’와 마

찬가지로 자문의 성격이 있어 간접성이 증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라’는 체험의 

회상에서, ‘-네’는 새로운 정보에서 다룬 바 있다. 명제에 한 태도에서는 정보 제공 

부분에서 ‘–더라고, -더라, -던데’ 중 선택하는 과정에 주목한 반면, 구어 양식과 관

련된 기능에서는 ‘-더라’가 여러 기능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주목한다. ‘-네’도 마찬가

지다. 개념적 요인에서는 ‘-네, -는구나, -다, -군’의 조절 양상을 살피지만, 구어 양

식적 요인에서는 ‘-네’가 여러 기능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을 살핀다.  

ㄷ. NK_02_F 올라가는 억양 내려가는 억양 생각하면서 더라를 쓰는 건 아
니에요. 질문일 때는 더라? 더라? 이렇게 올려요. 

ㄹ. FK_22_M 더라는 문법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배
웠을 때 문법을 너무 어려워해서 문법의 의미 기능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거 같아서 사용할 때 오류를 많이 할 거 같아서 
가급적 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연구자 더라 억양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FK_22_M 아뇨. 그냥 더라 었더라 주어 ‘나’ 안 된다 이런 거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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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는 (77)에서 볼 수 있듯이 L%, LHL%, L:%와 함께 정서 표출 기능에도 

쓰이지만 억양과 마지막 음의 길이에 따라 다른 기능으로 전용되어 쓰인다. 상

승 억양과 결합되면 강한 확신적 정보 요구를 드러낸다. 문맥에 따라 의외성을 

드러내는 정보 제공에도 쓰인다. 요컨  ‘-네’는 방금 들은 발화에서 전달받은 

사건·상황에 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공통 기반으로 삼아, 상 방에게 정보 요구 

혹은 정보 제공으로 실현된다. ‘-더라’와 마찬가지로 장음화되어 정서 관계 기능

을 수행한다. ‘-네’의 억양에 해서는 수업 시간에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정서 

관계 외 기능으로의 쓰임을 주변에서 들어보았다고 응답하 다. 구어 사용역의 

기제에 해 인식하고 있으나 산출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명사류 조각문의 중첩과 강조

중첩 표현은 그간 단순한 반복, 불필요한 잉여성으로 간주됐다. 문어에서는 언

급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반복하는 것은 창조적이지 못하며 미숙한 필자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구어에서는 다르다. 구어에서의 중첩 현상에 해 전 옥(2003:25

2-253)은 완결 구조 중에서 첨가 현상으로 정의하 다.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정

보를 강조하기 위한 반복 현상으로 명명하 다.189) 정보 제공 기능 중, 명사류 조

189) 티미스(Timmis, 2012)는 꼬리(tails)에 해서 코멘트를 명확히 하고(clarifying a 

(77) ㄱ. NK_23_M 그 동사무소 공익이 무슨 같이했대, 공모를. 그래 가지구 주민 번
호 같은 거 알려 달라 그래서 다 털어 버렸대. 신상을. 어디 사는
지, 주소 이런 거 있잖아.

NK_24_F 완전 그냥 다 한 배 탄 거네?
NK_23_M 어, 거기 집 앞에서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있잖아.
NK_24_F 완전 협박당하는 거네?
NK_23_M 그치. 

ㄴ. FK_08_F ‘네’는 감탄하면서 확인도 하는 거 들어봤어요. 자주 쓰지는 않지
만 가끔씩은 사용하는 거 같아요.

ㄷ. FK_07_F 네? 스리랑카에 똑같이 있어요. ne. 감탄을 나타내는 발음도 똑같
고. 그래서 저는 많이 써요. 감탄할 때. 

ㄹ. NK_30_M 이거는 억양보다는 길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중요한 거 같애요. 너
도 처음 간 거네? 이렇게 짧게 하고 확 피치를 올려 버리면 질문에 
가깝고 아 너도 처음 간 거네::::이렇게 길게 하면 감탄 같아요.

ㅁ. NK_07_F 억양을 올리고 내리고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이게 질문이라
고 생각하지 않고 말했는데 질문이 되었어요. 억양은 그때그때 적
극적으로 대답이 필요하면 높이 올리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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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문으로 종결되어 중첩으로 구성되는 빈도를 정규화하면 다음과 같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1,215어절 1,000어절 826어절 1,000어절
명사류 
조각문 46(3.8%) 37.86 12(1.5%) 14.52

<표 III-33> 중첩 구성 정규화 빈도

(78ㄱ)~(78ㄷ)은 NK의 명사 되풀이문이 사용된 맥락이다. ‘겨울 왕국, 노숙 수

준, 주부, 취미’ 등 명사류 조각문이 ‘이다’ 앞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반

복되어 나타난다. (78ㄹ)~(78ㅁ)은 모어 화자, (78ㅂ)~(78ㅇ)은 한국어 학습자 인

터뷰 중 일부다.

comment), 항목에 한 개인적 태도나 판단을 드러내며, 인관계적 기능을 행사한

다고 하 다. 또한 륄레만(Rühlemann, 2007)은 화자가 실시한 처리 과정을 가능하게 

한 것이 꼬리이며 의견 편집, 주제에 한 평가적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교호적

(interactivenes)기능을 수행한다고 하 다.

(78) ㄱ. NK_18_M 수면 조끼에 수면 바지에 막 그렇게 하고. 그건 되게 생소한 거 
아니야. 나는 거의 뭐 우리는 그냥 나풀나풀거리는 그냥 일반적
인 잠옷 입고 겨울에도 그렇게 입고 자는데.::: 겨울에 완전히 
뭐:::겨울 왕국이야, 겨울 왕국.

NK_17_F 아니 나는 오빠.
NK_18_M 거의 노숙 수준이야. 노숙 수준으로 자.(웃음)
NK_17_F 나는 바닥이 이렇게 좀 딱딱해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자니까 

엎드려서 자는데,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
ㄴ. NK_25_M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일하셔?

NK_26_M 아니, 주부야, 주부.
ㄷ. NK_15_F 무슨 작업을 그렇게나 많이 해?
 NK_16_M 응. 취미야, 취미.(웃음)
ㄹ. NK_18_M 어떤 맥락에서 반복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여기서는 강조

해 주고 싶어서 썼어요. 두 번 말하면 리듬감도 있고. 
ㅁ. NK_17_F 들었을 때는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딱 필요한 단어만 마지막에 

반복해 줘요. 상대방이 잘 기억할 수 있게. 이걸 기억해라! 핵심
이다! 키워드다! 이런 의도예요.

ㅂ. FK_27_F 저는 많이 안 써요. 두 번이나 말을 하면 상대방을 낮추는 느낌 
들잖아요. 친구가 잘 못 알아들어서 두 번 말한다고 생각하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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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처럼 NK는 키워드를 재확인함으로써 청자에게 나의 이야기에 한 이해

도를 높이고, 의미 전달은 분명히 하기 위해 중첩을 선택한다. 정보 전달 강화, 

정보 전달의 명료성을 확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발화 말 명사류 조

각문에 해서만 집계하 으나 위와 같이 문장 수준의 중첩 외에도 구어에서는 

다양한 층위에서 중첩이 일어난다. (79ㄱ)과 같이 청자가 화자의 말을 그 로 반

복하는 순서 교 에 의한 중첩도 있다.

 

앞사람이 말한 것을 그 로 받으면서 길게 말하는 것은 구어에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모습이다. (79ㄴ)을 통해 단어 반복과 비슷한 원리이지만 생각할 시간을 

번다는 차이를 알 수 있다. 나찬연(2004:63)은 잉여 표현을 어떠한 언어 형식에 

덧붙은 말이 첨가됨으로써 의사 전달에 필요한 적정한 정보량보다 음성이나 의

미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취한 표현이라고 정의하 다. 여기서의 잉여 표현은 

본고의 중첩 표현과 상통한다. 해당 연구는 기능에 따라 뚜렷이 하는 표현과 군

더더기 표현 둘로 나누고 전자는 형식적 잉여 표현과 의미적 잉여 표현을, 후자

는 의미 중복어, 문법적 오류 표현190), 음운적 잉여 표현을 포함하 다. (78

190) 나찬연(2004:59)은 서술어와 명사항이 맺는 문법 구조를 잘못 이해한 결과로 생기는 잉

여 표현을 문법적 오류 표현이라고 서술하 다. 유언을 남기다(√유언하다), 박수(拍手)를 

치다(√박수하다), 구전으로 전해지다(√구전하다)가 그 예시로 명사항과 서술어의 의미적 관

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부분적인 의미 중복이 생기게 된 사례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위의 사례는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사전의 예시에도 모두 실려 있을 뿐더러 ‘N하

분 나쁘잖아요. 그럴 거 같아서 안 썼어요. 영화에서 한국 사람
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일! 지금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
아요.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이 되니까 안 써요. 지금 하고 있
다니까 지금! 이렇게 화내는 느낌.

ㅅ. FK_13_M 말을 잘못했을 때 틀렸을 때 다시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은 
왜 할 거예요?

ㅇ. FK_14_M 친구가 못 들었을 거 같아서 다시 말해 주는 거예요. 

(79) ㄱ. NK_16_M 얼만데? 양이 얼만데?
NK_15_F 한 근.
NK_16_M 한 근::::. 좀 부족하긴 하지.
NK_15_F 그치.

ㄴ. NK_16_M 한 근이구나, 한 근이네 이런 뜻인데 그냥 그대로 반복하면서 생
각하는 거라서? 뭐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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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78ㄷ)은 이 중에서 형식적 잉여 표현에 해당한다. 본딧말을 적극적으로 뚜

렷이 하기 위한 잉여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구어에서의 중첩은 단어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문장 차원에서 일어

나는 광범위한 현상임을 보 다. 해당 현상은 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

할 때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되었음 알 수 있다. NK는 강조하고 싶은 정보

만 다시 한 번 반복하는 반면, FK는 잘못 발화했을 때 반복하며 부정적 정서를 

줄 수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습자로 하여금 진술 강화를 목적으

로 하는 중첩은 부정적 정서를 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필요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3) 인용 동사의 생략과 주요도

구어 사용 환경은 참여자들에게 공유된 상황 정보가 굳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

더라도 눈치껏 서로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다(김지홍, 2015:231). 생략은 구어 

사용역 기제에서 도치, 반복, 삽입, 축약과 함께 자주 논의되는 상이다. 일상 

화에서의 생략은 조사 생략, 서술어나 목적어 등 문장 성분 생략, 인용 동사 

생략이 나타났다. 이 중 인용 동사 생략에 해서는 2장에서 인지언어학의 도상

성 원리 중 연속 순서의 원리로 설명한 바 있다. 화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

보를 앞에 위치시키고, 두드러지게 하려는 초점만 전경화하는 원리다.

두 집단의 빈도를 비교하기 전, 먼저 인용에 해 살펴보겠다. 다른 사람의 행위

나 말의 인용은 일상 화에서 빈번하여 어권과 일본어권 구어 문법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191) 인용은 인용 동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발화 인용과 내적 인용

으로 나뉜다. 전자는 타인의 목소리나 행위를 전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인지 

다’의 쓰임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문법

적 오류도 아니고 현  구어에서 강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잉여 표현으로 판단된다.   

191) 일본어 구어에서는 직접 인용(伝言)은 ‘라고 말했어(ということだ)’ 신 ‘래(って)’

가 많이 쓰인다. 고가쿠카(呉岳樺, 2016:110-111)에 따르면 ‘-래(って)’는 구어에서 

고빈도로 쓰이는데 と→って, という→って, は／とは／というのは→って, と言われて

も→って, ということだ→って가 모두 인용문에서의 변형 또는 축약으로 나타났다. 

읏떼(って)는 드라마 시나리오 코퍼스의 13.2%, 일본어능력시험 듣기에서의 14.7%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다는 것이다. 일본어는 직접, 간접 인용 표지가 모두 ‘と’

로 한국어와 다르다. 한국어는 직접 인용의 표지는 모두 ‘라고’지만 간접 인용 표지는 

‘-고’이므로 피인용문에 따라 ‘라고/자고/냐고’로 변형된다. 일상 화에서는 직접 인

용은 인용 표지가 주로 생략되고 인용 동사는 ‘이러-/저러-/그러-’ 동사의 변형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남겨진 인용 표지는 간접 인용의 표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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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유를 전하는 것이다. 둘 중 일상 화에서 많이 쓰인 것은 ‘말하다’, ‘이야기

하다’ 등 발화 동사와 함께 쓰여 타인의 말과 행동을 전하는 경우다. 또한 직접 인

용의 경우 인용 표지 없이 원 발화자의 목소리를 그 로 재현하기도 하고, 인용 동

사의 변형, 인용 표지 생략, 인용 표지와 인용 동사가 둘 다 생략으로 나타나 문어

와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종결 부분의 차이로 직접 연결되는 간접 인용에 한정하

여 살펴보겠다.192) 3장 거시적 기능 분석에서 보았듯, 부사류 조각문의 차이를 유

발하는 것은 간접 인용에서의 인용 동사 생략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보 제

공 기능에서 발현된 부사류 조각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1,215어절 1,000어절 826어절 1,000어절

부사류 조각문 69(5.7%) 56.79 7(0.8%) 8.47

<표 III-34> 인용 동사 생략 정규화 빈도

NK의 간접 인용은 인용 동사와 인용 표지가 다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축약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비실현된다. 생략 현상에 해 (80)은 NK와 FK의 사용 양

상, (81)은 두 집단의 인터뷰 중 일부다.

192) 일상 화에서의 인용은 인용 표지를 바꾸거나 인용 동사를 변형하여 타인의 목소

리, 화자 자신의 목소리를 의도를 가지고 개입한다. 김풀잎(2013)의 예문을 반말로 바

꾸어 본고가 주목하는 부분을 음 으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해당 연구가 과거의 

일임에도 비과거 시제가 사용된(무늬 표시) 선택 기제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고는 인용 

동사의 생략(음  표시)의 선택 기제에 주목한다. 음  부분은 비과거인지 과거인지는 

후행절이 어떻게 복원되는지에 달려 있다. 구어에서의 인용은 인용 동사 선택·변형, 인

용 표지 생략, 시제와 관련된다. 이 외에도 ‘소주를 마시래나 (뭐래나)’, ‘소주를 마시라

던데?’처럼 인용 표지를 변형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도 관련될 수 있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

과
거

걔가 (나한테) “소주 마셔.”라고 
말했어/했어/그랬어/이랬어.

걔가 (나한테) 소주를 마시라고
말했어/했어/그랬어/이랬어.

걔가 (나한테) “소주 마셔.” 하고 말했어. -
걔가 (나한테) “소주 마셔.” 말했어. 걔가 (나한테) 소주를 마시라 했어

비
과
거

걔가 (나한테) “소주 마셔.” 이러는 거야. 걔가 나한테 소주를 마시래.
걔가 (나한테) “소주 마셔.” (막) 이래. 걔가 (나한테) 소주를 마시라고 이러는 거야./(막) 이래

걔가 (나한테) “소주 마셔.” 걔가 (나한테) 소주를 마시라고::.

(80) ㄱ. FK_09_F 오늘 오늘 국제 교류처 국제::팀에서 다른 이메일 휴학하고 싶으
면 내일까지 답장해야 한다고::.

FK_10_F 응.
FK_09_F 그거는 하루 안에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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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 모두, 생략 이유에 해, 간단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구어 

수행상의 불필요성 제거라는 언어 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화·청자 모두 최소

의 노력으로 최 의 인지적 효과를 거두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K와 NK 모두 구어에서의 생략에 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보 구조에 한 

판단은 다른 모습을 보 다. 생략은 정보 구조와 접한 관련이 있는바, 정해진 시

간 안에 가치가 상 적으로 높은 정보인 주요 정보부터 전달해야 되기 때문이다. 

주요 정보는 신정보일 가능성이 높은바, 신정보는 담화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구정보는 필수적이지 않다. (81)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정보’만 전달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므로 ‘배경 정보’인 인용 동사나 표지는 생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피인용문, 인용 표지, 인용 동사 중에서 피인용문은 가장 주요 

정보임은 명확하다. 인용 표지와 인용 동사 중에서는 (81ㄷ)과 같이 ‘말했어, 이야

기했어, 물어봤어, 이랬어, 그랬어, 저랬어’와 같은 인용 동사보다 인용 표지 ‘고’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어가 제3자이므로 발화 동사

ㄴ. NK_19_F 내가 처음에 민지랑 세준이랑 이렇게 한 번 넷이서 만나자고 그랬거든.
연구자 그랬더니 진현이가 아 나 운동해야 되겠다고::.(웃음)
NK_19_F 진현 씨는 키 크지 않아? 세준이는 키가 작잖아.

ㄷ. NK_19_F 그래두 덩치가 있잖아.

(81) ㄱ. FK_09_F 제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 같은데요, 가장 짧고 간단해서 그런 
거 같애요. 답장해야 한대보다 더 간단해서. 근데 SNS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어떤 차이가 있어요?
FK_09_F 카카오톡으로 하면 답장해야 한다고 했어 답장해야 된대 이렇게 

‘제대로’ 쓸 거 같아요. SNS로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어서 스펠링 단어 문법 잘 생각해서 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말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괜찮은가 생각하고 타이핑해요.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ㄴ. NK_19_F 되겠다고라고까지 말해도 진현이가 주체라서 그대로 다른 사람
인 채로 유지되니까 굳이 말 안 해도 될 거 같애. 근데 억양을 
좀 길게 되겠다고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연구자 응. 맞아 그렇게 했어.
NK_19_F 그렇게 해야지 뒤에 생략이 있다고 더 눈치 채기 편해서.

ㄷ. NK_25_M 시간 없으니까. 바빠서 이렇게 말한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뜻이 다 
통하니까 중요한 거만 말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연구자 ‘아이폰은 한국에서 비싸다고’ 대신 ‘비싸다 했어’ ‘비싸다 말했
어’는 어때요?

NK_25_M 비싸다 했어? 누가 그렇게 말해요? 아무도 그렇게 안 쓸 거 같
은데. 고를 왜 빼요? 고 빼면 너무 이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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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이도 문맥상 추론이 가능하며 상 적으로 덜 주요한 정보이기 때문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구어에서의 인용 동사는 용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정보가 적으나 ‘고’는 한 음절만으로 다른 사람의 말임을 명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 , ‘피인용문>인용 표지>인용 동사’ 순으로 중핵적 요소인 셈이다.

반면, FK는 부사류 조각문을 사용한 소수의 학습자도 인터뷰에서는 위와 같이 

카카오톡이었다면 좀 더 생각하고 “제 로” 말했을 것이라고 응답한 부분(81ㄱ)

이 주목할 만하다. 구어를 목적으로 했던 문어 매체라면 ‘답장해야 된다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장해야 된다고 했어’, ‘답장해야 된다고 그랬어’ 혹은 ‘답

장해야 된 ’라고 했을 것이며 인용 표지 생략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 다. 생략

에 해서는 이해하지만 인용 표현에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 으며 실제 한

국인과 화할 때도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인

용 표현 구성 요소를 주요도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관습적인 조사와 연결어미

구어 매체 중 일상 화, 친교적 화는 구술성이 높은 단어 형태가 선택된다. 

정보 제공 기능의 조각문 중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진 구어 특수 형태에

는 조사, 연결어미가 있다. 이들은 구어 문법 층위(55쪽 [그림 Ⅱ-2])의 [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미는 동일하나 사용 상황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 

경우다. 조사 ‘(이)랑’과 ‘와/과’로 종결된 것과 ‘한테’와 ‘에게’ 종결형은 모두 명

사류 조각문이다. ‘-어서’와 ‘-어 가지고’로 끝맺는 발화는 연결어미 조각문이다. 

발화 말에 나타난 관습적인 조사와 연결어미의 정규화 빈도를 산출하면 <표 Ⅲ

-35>와 같다.

종결 표현 NK 빈도(비율) NK 정규화 빈도 FK 빈도(비율) FK 정규화 빈도
1,215어절 1,000어절 826어절 1,000어절

명사류 
조각문

이랑 4(0.3%) 3.29 3(0.4%) 3.63
와 0 0 0 0

한테 12(0.9%) 9.87 8(0.9%) 9.68
에게 0 0 0 0

연결어미 
조각문

-어서 109(8.9%) 89.71 100(12.1%) 121.06
-고 131(10.8%) 107.81 85(10.3%) 102.9

<표 III-35> 구어 특수 조사와 연결어미 정규화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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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ㄱ. FK_15_F 근데 박사를 신청하게 되면 미리 교수님이랑 연락을 하고 청을 해야 돼?
FK_16_F 하면 좋지. 너는 학교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어디 가려고?
FK_15_F 고민 중이야. 우리 학교랑 서울대랑.

ㄴ. FK_16_F 근데 요즘에 그게 없어 가지고.
학회를 참가해야 하는데 학회가 없어 가지고. 

FK_15_F 발표? 
FK_16_F 반드시 한국에 있는 학회 학술 대회에서 한 번 있는데 열심히 

찾고 있는데 별로 없더라구.
ㄷ. NK_30_M 말할 때 많이 쓰는데 습관인가? ‘-서’로 쓸 때보다 ‘가지구우’라

고 길게 말하면 뭔가 더 부드러워 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요. 길
어서 그런가? ‘그래서어’보다 그래 ‘가지구우’라고 말하면 질질 
끌면서 말을 내가 계속 하면서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ㄹ. FK_16_F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써서 제가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의미인지. 

연구자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FK_16_F 두 개 비슷한 의미인데 ‘-어 가지고’는 말할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조사 ‘(이)랑’은 발화 말보다 발화 중간에 고빈도로 나타났다. ‘와/과’, ‘에게’로 종

결된 조각문은 두 집단 모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랑/랑’, ‘한테’는 비슷한 양상을 

보 다. <표 Ⅲ-35>에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이유·인과를 표현하는 연결어미 조

각문임을 알 수 있다. NK는 ‘–어 가지고’ 어미를 ‘-어서’보다 많이 사용했으나, FK

는 반 로 ‘-어서’를 약간 더 많이 사용하 다. 하지만 현격한 차이는 아니다. 이승

지(2019)에 따르면 ‘-어 가지고’는 인과적 연결, 부정적, 선행 발화 원인, 화제 복귀 

등의 의미를 실현한다.193) 이 중 정보 제공의 연결어미 조각문은, 그 자체로 종결에 

쓰인다는 점이 다르지만, 부분 인과적 연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NK

는 담화 관습적으로 사용하거나, 똑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다수 다. 일부 다르다

고 인식한 경우, (82ㄷ)과 같이, 말을 지속하고자 하면서 시간 벌기 기능, 부연 기

능을 언급하 다. 아울러 마지막 음을 길게 하면 말을 계속 이어 나가고 싶은 지속

의 의미가 있어 친절해 보이는 효과를 의도하 다. FK는 같은 의미로 모두 인식하

고, 인과적 연결 의미로 산출도 NK와 비슷한 빈도로 실현하고 있다.

193) 이승지(2019:118)는 ‘-어 가지고’의 원형 의미인 ‘수

반’으로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의미 확장이 일어난다고 

하 다. 한국어 학습자는 ‘-어 가지고’의 인과적 연결 의

미는 현저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인과적 연결-부정적, 인

과적 연결-선행 발화 원인은 미약하게 인식하고 있어 교

육적 처치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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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이상으로 종결 표현의 실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제에 한 태도, 청자

와의 관계 중시, 구어 양식으로 분류하고, 각각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이 가지는 

형식과 기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FK를 중심으로 미시적 기능에 해 인지 및 

산출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❶ 인지와 산출 둘 다 가능한 기능, ❷ 인지는 가

능하지만 산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능, ❸ 인지와 산출 둘 다 부족한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학습자마다 인지와 산출의 양상이 개인마다 다르고, 숙달

도가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면이 있으나, 인터뷰를 통해 다수에

게 발견되는 점을 기준으로 별하면 다음과 같다. ❶은 새로운 정보, 억양 변주

를 통한 기능 전용, 특수한 조사와 연결어미가 해당한다. ❷는 체험의 회상, 담

화의 공동 구성, 간접 인용 구문에서 인용 동사의 생략, ❸은 자문, 중도 종료 

발화, 화계 등급 조절, 틀 표지어, 명사류 조각문의 중첩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명제에 한 태도, 구어 특수한 형식에 비하여 청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형식

과 기능에 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❶에 속한다고 해도 모어 화자만큼의 산출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

적으로 다른 기능에 비해 교육 과정에서 다루어졌고, 주변에서 노출이 많이 된 

역으로 인지와 산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❷의 공동 구성

의 경우 산출로 이어지는 학습자도 있으나 소수 으며 부분은 끼어들기 행위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더라, -더라고, -던데’는 회상의 어미로만 

인식하고 체험의 객체화, 간접화의 기능은 알지 못하며 회피 오류의 표적 사

례로 나타났다. 간접 인용 구문에 해서는 피인용문, 인용 표지, 인용 동사 구

성 요소 중 화자가 두드러지게 하고 싶은 것을 제외하고 생략하는 방법이 제시

될 필요가 있다. ❸에서 자문의 기능에 해서는 소수의 학습자만 인지하 고, 

자문 어미가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부

분이었다. 특히 자문 어미 ‘-나’에 LH%를 얹어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종도 종료 

발화에서 마지막 음 장음화하기 등 운율적 요소 사용에 한 인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틀 표지어, 명사류 조각문은 형태적인 부분인바, 구어에서 중첩과 

주의 집중을 위한 메타 서사를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선택 기제에 한 의사소통 의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의 의도에 맞는 종결 표현을 결정하는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다. 원래의 의도, 구어를 발화할 당시에 발현된 의도, 상 와의 의사소통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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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의도 등이 복선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하나 왜 이런 표

현을 선택했는지 머릿속 과정을 언어화하여 기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무의식

적으로 선택하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교육적 처치가 

가능한 의식적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과 의식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기제

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명시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수확이 있었다.   

첫째, 종결 표현의 선택은 크게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지 않기’와 ‘응답을 요

구하기’로 별할 수 있다. 전자는 청자에게 선택권을 넘김으로써 부담을 경감하

고, 간접성의 척도(Indirectness scale)를 증 한다. 자문, 의도적인 중도 종료와 

장음화된 조각문, 체험의 객관화 등이 공손성을 높이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후자는 적극적으로 화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친 감을 높이고자 선택된

다. 신정보와 상승 억양, 공화, 틀 표지어 등을 통해 청자를 지속적으로 관여시

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화·청자 연  관계를 형성한다. 일상 화는 자유 의지를 

지닌 두 주체가 만나, 공생과 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때 서로 체면(fac

e)194)을 보호하는 원리를 기초로 상호 간에 조율과 배려가 필요하다. 화자는 자

존심을 지키면서 동시에 청자의 자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종결 표현을 선택하

다. 청자는 화자에게 화를 이어 나가고 싶어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 종결 표

현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서로는 공유하는 기 치를 만족시키게 된다. 일상 

화의 종결 표현은 객관적 관점에서 사회적 존재인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사회적 

교제 행위고, 주관적 관점에서는 인격, 인품을 드러낸다. 종결 표현의 적절한 선

택은 스스로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194) 체면은 고프만(Goffman, 1956)에 따르면 “한 개인이 자신에 관해서 주장하는 긍

정적인 사회적 가치(the positive social value a person effectively claims for 

himself)”다. 브라운과 레빈슨은 화 참여자들 사이에 공손함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체면을 제시하 다. 적극적 공손과 소극적 공손으로 나누어 MP(Model person)는 체

면 위협 행위를 피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화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 다. 선

행 연구의 공손성 원리(politeness principle:PP)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322)의 소극적 공손성 리치(Leech, 1983:132) 레이코프(Lakoff, 

1973:298)
1. Question, hedge
2. Be pessimistic
3. Minimise the size of imposition on H
4. Give deference
5. Apologies
6. Be conventionally indirect
7. Impersona lisc S and H:avoid 
pronouns ‘I’ and ‘you’
8. State the FTA as a general rule
9. Nominalise
10. Go on record as incurring a debt, 
or as not indebting H

1. 요령의 격률(Tact Maxim): 타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혜택은 최대화할 것.
2.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자신의 
혜택을 최소화, 부담을 최대화할 것.
3.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 타인
의 비난 최소화, 칭찬 최대화할 것.
4. 겸손의 격률(modesty Maxim):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 비난 최대화할 것.
5. 동의의 격률(Agreement Maxim):의견 
차이를 최소화, 합의를 최대화할 것
6. 공감의 격률(Sympathy Maxim) 자신과 
타인의 반감을 최소화, 공감을 최대화할 것.

1. 강요하지 말 것
(Don’t impose)
2. 선택권을 줄 것
(Give Options)
3. 친절하게 대하
고, 기분 좋게 만들 
것(Make a feel 
good-be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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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구어 사용역 기제는 언어의 경제성, 담화 관습에서 비롯된다. 구어는 공

유된 공통 기반을 바탕으로 주요도가 높은 것부터 선형적으로 전달하고, 불필요

한 정보는 생략한다. 언어의 경제성은 ‘기억’이라는 정신 작용과도 관련된다. 청

자는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없다. 이미 서로 알고 있거나 내용 진행에 불필요

한 요소는 삭제되고 꼭 필요한 정보만 초점화된다면, 그 정보가 청자의 기억에 

저장될 것이다. 따라서 청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있다면 중첩 표현, 억

양, 휴지, 발화 길이 조절 등 추가 기제를 사용하면 된다. 구어 정보는 선형적으

로 입력되지만 결국 청자의 인지 과정 속에서 능동적으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적정량의 정보만 정제되어 장기 작업 기억에 저장될 것이다.  

그동안 공손법의 언어적 장치로는 경어법, 간전 화법에 치중되어 존칭 표현, 

공손 표현, 겸양 표현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한국어 학습자는 일상 

화 종결 표현, 소위 ‘반말’을 한국인 친구와는 “예의 없어 보일까 봐” 사용하

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온 같은 외국인 유학생 친구와 

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하 다. 이는 ‘반말 화 = 공손하지 않은 화’

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친 한 사이의 반말 화도 진술 강화/약

화, 객관성/주관성을 조절함에 따라 충분히 배려하는 말하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인 친구와도 반말을 사용한 존중하는 화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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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구어 문법 종결 표현의 교육 내용 구성 방안
본 장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구어에서의 종결 표현을 효율적으로 학

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 2절에서는 종결 표현 

설명에 한 제시 현황을 살피고, 종결 표현의 두 차원과 목표를 논의한다. 이어서 

3절에서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조직하고, 4절에서는 구어 문법 종결 표현의 교

수·학습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1. 구어 문법 종결 표현 교육의 내용 구현 실태
1.1. 한국어 교재  

본 항에서는 한국에 있는 학 부설 교육기관 통합 교재를 상으로 종결 표

현을 살피도록 하겠다. 종결 표현은 초급에서부터 고급에 걸쳐 나타나므로 NK

와 FK 간 차이를 보 던 ‘-는구나’, ‘-을까, -네, -나, -다’ 5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195) 구체적인 한국어 교재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교재의 

선정 기준은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교재인 서울 , 서강 를 선

택하 고 최근에 교재 경향을 추가적으로 살피기 위해 2019년에 출판된 성균관

 교재를 분석하 으며 형태적인 설명은 제외하고 의미와 기능에 한 설명 부

분 위주로 정리하 다. 종결 표현은 초급과 중급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학습자가 

참고하는 어 번역도 함께 보았다. 서지 사항과 교재에서의 기술을 정리하면 

<표 Ⅳ-1>, <표 Ⅳ-2>와 같다. 

195) 그러나 교재에서 모두 ‘-ㄴ가/나’는 다루고 있지 않아 <표 Ⅳ-2>에서는 해당 종결 

표현을 제외한 4가지만 다루어 기술하 다.

기관명 교재명 출판 연도 출판사

서울대
한국어교육센터

서울대 한국어 1A, 1B
서울대 한국어 2A, 2B
서울대 한국어 3A, 3B

2013
2013
2015

투판즈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서강 한국어 1A, 1B
서강 한국어 2A, 2B
서강 한국어 3A, 3B
서강 한국어 4A, 4B

2008
2008
2008

2006/2015(New)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표 Ⅳ-1> 한국어 교재 서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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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한국어학당

성균한국어 어휘·문법1
성균한국어 어휘·문법2
성균한국어 어휘·문법3

2018
2019
2019

하우

❶ 서울대 ❷ 서강대 ❸ 성균관대

-구나

1급 8과 -네요
‘A-군요’, ‘V-는군
요’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감탄해서 말할 때 
쓰지만 A/V- 네요
가 좀 더 부드러
운 느낌을 준다. 

           4B 1과 -군요
-군요 is used to express feelings 
or thoghts about a fact that the 
speaker has just learned from 
someone else. *when using casual 
speech, ‘-구나’ is used. 
(New 4B 1과 –군요) This grammar 
pattern is used to show that the 
speaker is paying attention in a 
conversation. It can also show that 
the speaker has understood or is 
surprised by some new information. 
This is generally used when the 
speaker sees something taking 
place or hears about situation. * 
When talking to oneself or using 
the low form of speech(반말), the 
appopriate ending is ‘-구나’.

3급 5과(동사)는군요 (형용
사)군요
-는군요는 동사·형용사 어
간에 붙어 새로 알게 된 사
실이나 상황에 대한 놀라움
과 감탄을 나타낸다. 

-을까

    1급 8과 
  V(으)ㄹ까요?
정해지지 않은 어
떤 일에 대해서 상
대방의 의사를 묻
거나 제안할 때 사
용한다.

      1B 5과 –을까요?:Shall we~?
‘–을까요?’ is used to express a 
proposition. ‘–을까요?’ is used with 
first person plural subject, 우리
(we), but the subject is often 
omitted.

1급 7과 동사(으)ㄹ까요?
동사(으)ㄹ까요?는 동사와 
결합하여 듣는 사람에게 앞
으로 할 일을 제안하거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2급 5과
 A/V-(으)ㄹ까요?
어떤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의심에 대
한 상대의 생각을 
물을 때 사용한다.

            2A 4과 –을까요?
-을까요? is used to ask someone’s 
supposition about a certain matter 
or fact. It has the same meaning 
as ‘Do you think..? will it be...?

2급 4과 ‘(동사)(형용사)-
(으)ㄹ까요?’는 동사, 형용
사와 결합하여 듣는 사람에
게 어떤 사실에 대한 추측
이나 의견을 물어볼 때 사
용한다. 

-네

    1급 8과
    A/V-네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내용에 
대해 감탄하거나 

           3B 2과 -네요
It is used as an exclamation or to 
express surprise about a new fact 
after the speaker seer or hears it. It 
is mainly used in casual situations.

2급 11과
(동사)(형용사)-네요‘-네요’
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말하는 사람이 지금 보거나 
들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에 대해 놀라거나 감탄할 

<표 Ⅳ-2> 교재에서의 종결 표현 의미 기술



- 235 -

세 교재 모두 반말은 모두 2급에서 시작하지만 다루는 어미가 다르다. ❶은 ‘-을

까요’, ‘-네요’만 있고 ‘-구나’, 감탄을 나타내는 ‘-다’는 없다. 다만 문법 해설에서 

‘-네요’와 ‘-군요’를 비교하고 있다. ❷, ❸은 ‘-나’를 제외한 모든 어미를 다루고 

있다. ❸은 ‘-을까’, ‘-다’, ‘-네197)’는 있으나 ‘-나’, ‘-구나’는 없다. 이와 더불어 

문법 설명의 위치가 모두 다르다. ❶은 문법 해설이 본교재의 맨 뒤에, ❷는 문법 

단어 참고서가 별책 부록으로 제공되며 ❸은 모범 화문 아래에 위치하여 본문에

서 함께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세 교재 모두 ‘어디지? 5충인가?’에서 보이는 ‘-

나’ 어미를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해당 종결 표현은 

NK집단에서 정보 요구, 정보 제공, 정서 관계 기능을 수행하는 범기능적 표지로 

중요도가 높으므로 구어 문법 기술에 기반하여 다뤄야 하는 어미로 판단된다. 

교재 분석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해라체’를 ‘해체’와 함께 

반말의 범주에 함께 다루는지 여부가 번역과 함께 쟁점이 된다. 먼저 ❶ 
2B(2013:236)에 따르면 반말은 “ 화하는 사람의 관계가 매우 친 할 때 사용할 

196) ‘-는다’의 번역을 “In casual speech, it is used for lower status individuals or 

close acquaintances only, but in writing it can be used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individual.”라고 하여 해라체도 일상 화 종결어미로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임을 보여 주었다. 

197) ❸의 5급 8과에서 ‘-네’, ‘-나/ㄴ가’를 다룬다. 이는 ‘다른 사람은 싫고 꼭 자네가 

해야만 하네’, ‘이보게, 건강은 좀 어떠한가?’, ‘자네, 오늘 몇 시에 부산으로 출발하

나?’처럼 하게체 어미로 설명하고 있다.

느낌을 표현할 때 
쓴다.

          4A 1과  -군요
*Bonus 2 ‘-군요’ and ‘-네요’ can 
often be substituted for each other. 
However, ‘-네요’ cannot be used 
when one finds out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때 사용한다.

          5B 8과 -네요
새롭게 경험하거나 알게 된 일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한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
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사용한다.

-다

           3A 5과  -다
It is used to express an 
exclamation. ‘-다’ is kind of plain 
speech style. Thus, It is often 
used when talking to a friend or 
oneself(monolog)

2급 16과 (동사)-는다/ㄴ다, 
(형용사)-다
주로 현재의 사실이나 행위
를 나타낸다. 구어에서는 아
랫사람이나 친한 사람에게 
쓰지만 문어에서는 높임 여
부에 상관없이 사용된다.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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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는 말”이다. 성균 한국어 어휘문법 2가 ‘-자’를 

해라체이므로 ‘-니/냐, -아라’와 한데 묶어 설명한 것과 달리, 서울  한국어는 

“친구나 아랫사람에게 반말로 권유나 제안, 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자’를 사용

한다(p.237)”라고 하여 반말 화에서의 가장 ‘-자’의 일상적인 쓰임을 반 하

다. 또한 한국어 기초사전이 해체를 ‘informal addressee-lowering(비격식적인 

수인인 낮춤: 두루낮춤)’으로 번역한 것과 달리 ❶은 높임말(honorific language)

의 척점을 반말(banmal) 그 로 번역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❷는 “반말 is a 

speech style that is more casual and less polite than –아/어요(서강한국어 

2B 문법 단어 참고서, p.10)”로 보고 명령형 ‘-어’, 청유형 ‘-자’와 그에 한 부

정 표현도 함께 다루었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❸ 어휘·문법 2의 경우, 13과 학

교생활에서 ‘-어(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 -니/냐 → -자 → -

어라’198) 종결어미를 모두 다룬다. ❷의 4A 문법 설명에서 ‘casual speech’에서 

‘-구나’를 사용한다고 하 다. 개정판에서는 ‘low form of speech(반말)’이라고 

바꾸었다. ‘low form of speech’는 [+낮춤]의 의미가 있으므로 해라체를 나타려

는 의도 을 터, 문법적 의미인 해체와는 다르다. 그러나 괄호 안에 ‘반말’이라고 

병기하여 일관되게 해라체를 일상 화 반말에 포괄하려는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발화 장면에 한 기술이 부족하다. 예컨  ❶은 ‘–구나’는 없

으나 ‘-는군요’가 ‘-네요’와 비교되어 있다. 둘 다 “새롭게 알게된 사실에 해 

감탄해서 말할 때 쓰지만 ‘A/V-네요’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서울 한국

어 1A:243)”라고 하 으나 구어 사용역 혹은 화용상의 차이에 한 언급은 없

다. ‘-군’과 ‘-네’에 해서는 장경현(2006:146)이 화자의 내면 속에 정보가 들

어가 저장이 되고 걸러진 다음에 발화될 때 ‘-군요’가 쓰여 ‘-네(요)’에 비해 화

자의 태도가 외부에 해 닫혀 있어 반응을 별로 요구하지 않은 결과, 내면적이

고 신중하면서도 단정적인 느낌을 준다고 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박진호

(2011:12)는 ‘-구나’는 어느 정도 사유를 한 뒤에 결론을 내릴 때 쓰고 ‘-네’는 

훨씬 더 즉각적 반응이기 때문에 ‘-네’가 ‘-구나’보다 즉각성, 즉자성, 현장성의 

198) ❸의 어휘·문법 2(2019:195)에 따르면 “‘-니/냐?’, ‘-자’, ‘-아라/어라/여라’는 친한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쓰는 격식체 반말로 구어에서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

다. 번역은 “‘-니/냐, -자, -아라/어라/여라’ are used with individuals on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or younger individuals in the casual speech form.”이라고 

한 점이 흥미롭다. 해라체에 해당하는 어미지만 구어 문법의 특성을 반 한 번역으로 

보인다. 서강한국어도 해라체를 ‘casual speech’로 번역하여 반말체 안에 포섭하려는 

관점이 보인다. 가령 ‘-니’에 해서 4B 문법 단어 참고서(p.23)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

하 다. “Used in casual speech to close friends or children(often by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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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scale)가 크다고 한 바 있다. ❷는 ‘-구나’가 ‘-군요’의 반말로 제시되어 있

다. 그러나 ‘-군요’의 반말은 ‘-군’이며 ‘-구나’와 ‘-군’은 구어 사용역이 다르며 

쓰이는 문맥도 다르다. 예컨  ‘나 지금 허리가 아프군’은 가능하지만 ‘나 지금 

허리가 아프구나’는 어색하다. 이에 해 박재연(2014:228)은 주관적 감각 형용

사나 일부 심리 형용사에 ‘-구나’가 통합할 때 1인칭 주어가 어색한 이유는 화

자 스스로의 감각적, 심리적 경험이 사유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

다. 또한 사전은 ‘-군’을 ‘-구나’의 준말로 보지만199), 현  한국어에서 해라체와 

반말체의 높임법상 차이가 중화되며 두 종결 표현이 의미 분화를 일으킨 점, ‘-

군’은 ‘-구나’와 달리 부정적 어감을 가진다는 점도 지적되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전에는 화자의 미지 정보에 해서만 언급한 것과 달리, 뉴(New)버전에

서는 더 나아가 청자가 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수단, 상 방의 기분

을 추측하기 위한 ‘-겠군요’의 쓰임에도 주목하여 보다 개념적 기능에서 인적 

기능으로 확장되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구어 문법에 기반하기보다 여전히 구어 자료를 교수 학습에 용이하게 바

꾼 교재가 많다. ❶ 교재의 3급에서 ‘-다고 하다’, ‘-라고 하다’, ‘-자고 하다’를 

몇 회에 걸쳐서 학습하지만200) 축약형에 해서는 ‘A (요), V는 (요), N(이)래

(요)’만 짧게 학습할 뿐, ‘-재’, ‘-냬’는 다루지 않으며 인용 동사 또는 인용 표지

의 생략에 해서도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나요(2급 9과)’, ‘A(으)ㄴ가/V-는

가(4급 12과)’는 있으나 본고에서 살피는 ‘-나/ㄴ가’는 없다. ❸도 인용 동사의 

199) 표준 국어 사전은 ‘-군’을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각각을 ‘-구나(해라체)’, ‘-구먼

(해체)’의 준말로 보고 있다. 

200) 의문문 간접 화법에 해 ❶은 V-느냐고 하다[묻다]로 제시하여 ‘먹느냐고 해요, 

많았느냐고 해요, 가겠느냐고 물어보세요. 어땠느냐고 물어보세요’로 제시한다. 다만 

구어체에서는 ‘-으-’, ‘-느-’를 뺀 비표준적 형태인 ‘-냐고’를 흔히 사용한다고 하

다(강조는 연구자). 반면, ❷는 어간에 바로 ‘-냐고 하다’를 결합한다고 하여 ‘먹냐고 

하다, 많았냐고 하다, 현우 씨를 아냐고 했어요’와 같이 활용된다고 제시하 다. ❷가 

2008년, ❶이 2015년에 출판되어 ❶이 더 나중에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문어 문법에 입각한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덧붙이자면 ‘춥냐고’, ‘추우냐고’로 

둘 다 인정된 것은 2015년 제4차 표준국어 사전 정보보완심의회 회의 때이다. 전통

적으로는 ❶ 문법 설명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동사 어간 뒤에서는 ‘-느냐고’, 받침으로 

끝난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으냐고’, 모음으로 끝난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냐고’

를 써야 했으나 구어에서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

겠-’ 뒤에 붙어 해라할 자리의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냐’의 쓰임이 인정되어 

구어에서 어간의 품사나 받침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냐고’를 쓸 수 있게 되면서 문

법 정보가 현재와 같이 수정되었다. 최근에 출판된 ❸도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냐

고 하다/묻다’가 결합된다고 제시하여 ❷와 궤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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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이나 표지 생략 없이 3급에서 ‘- 요/냬요/래요/재요’ 축약만을 연습할 뿐이

다. 혹자는 이미 한국어 교육은 충분히 구어 중심인데 어떻게 더 구어 중심이 될 

수 있겠느냐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재에 선정된 종결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일상 화에서 꼭 필요한, NK집단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FK집단에서 사용되

지 않은 종결 표현, NK와 FK 모두 많이 사용했지만 NK는 범용 어미로, FK는 

한 기능만 실현하는 고유 어미로 실현하는 종결 표현 등은 전혀 반 되어 있지 

않다. ❶에서 ‘-는다’는 “신문 기사나 일기 같은 글에서 사건이나 사실을 서술할 

때 사용된다(서울 한국어 2B, p.254).”만 있고 구어에서 아주 빈번히 쓰이는 ‘예

쁘다!’, ‘귀엽다!’와 같이 명제 내용에 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다’의 쓰임

은 찾아볼 수 없다. ‘-(으)ㄹ까’도 [제안]과 [추측]으로만 제시되어 학습자들이 

부정 표현과 함께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현장에는 물론 한국어 교재 외에도 교사의 설명, 

부가적인 교재와 교구가 많이 사용된다. 교육 실태 점검에 있어 교재의 문법 서

술만 검토하 으나 최근에는 교재에 제시되지 않은 구어 자료를 교실 현장에 더 

많이 반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구어 문법 중심의 교육으로 중심

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1.2. 한국어 기초사전과 한국어 교수학습샘터
다음으로 문법 설명 제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

으로 하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기초사전’과 (예비) 한국어 교사를 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수학습센터’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는 말 그 로 ‘학습’ 사전으로 한

국어 교육의 기본이 되는 5만 어휘를 수록한 웹 사전으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 어휘, 한국 고유의 문화 어휘, 문법과 표현, 활용형, 관용구와 속담 등이 담

겨 있다. 후자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예비 교사, 현직 교사들을 위한 사이트로 

본고에서 활용한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검색’은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2단계)」(2013),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3단

계)」(2014)에서 기술된 초급 문법·표현 항목 92개, 중급 문법·표현 항목 113개

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201) 교육 실태 점검에 있어 두 사이트를 선택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201)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안내 소책자_국문(등록일: 2017.2.1.)과 국립국어원 한

국어교수학습센터 누리집(https://kcenter.korean.go.kr)을 참고하여 기술함.



- 239 -

첫째, 각기 다른 사용자를 상으로 하고 있어 양쪽의 입장을 폭넓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202) 기초사전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학습자를 위한 것으

로 어렵지 않은 뜻풀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예문 및 문법과 표현이 제시된

다. 아울러 교수학습샘터의 문법 표현 내용 검색은 한국어 문법 표현 내용 개발 

연구를 4단계에 걸쳐 진행한 후 시스템이 개발된 것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

양한 예문과 용법을 담고 있다. 둘째, 둘 다 온라인 사전으로 국내의 한국어 교

사나 학습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학습자나 해외에서 가르치는 

교사 등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높다고 진단하 다. 특

히 한국어 기초사전은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 인도

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이어, 프랑스어로도 번역되어 시범 운  중이므로 

해당 언어권 학습자들의 이용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구어는 최근의 문법・표

현 요소를 반 해야 하는데 기초 사전과 문법 표현 내용 검색에는 모두 ‘의견 

보내기’가 있어 담당자가 보낸 의견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사전보다 구어 변화를 반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았다. 

202) 물론 한국어기초사전은 한국어 학습자뿐 아니라 한국어 교사를 위한 사전이기도 

하다.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어휘 정보, 문화 지식 등 풍부한 정보를 텍스트와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교수학습샘터도 학습자가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본문

의 기술은 사전에서 상정된 일반적인 독자층을 기술한 것으로, 특정 상만 사용한다

는 말은 아니다. 기초사전은 다양한 학습자 특성과 교육 환경을 반 한 사전 편찬의 

요구가 높아진 현실에 부응하고자 편찬된 학습 사전이며 11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되었다는 점, 교수학습샘터는 국내외 한국어 교원과 예비 교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와 같이 기술하 다.

❶ 기초사전 ❷ 교수학습샘터

1 -는구나

(아주낮춤으로) 새롭게 알게 된 사
실에 어떤 느낌을 실어 말함을 나타
내는 종결어미. 
※ 주로 구어나 혼잣말에서 쓴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주목함을 나타내
는 종결어미.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
는 사람이 새로운 사실을 보거나 들은 것을 주
목할 때에 사용한다. 말하는 사람이 혼자 말하
거나 아랫사람이나 친한 친구에게 말할 때 사용
하며, 흔히 감탄의 뜻을 갖는다.

2 -을까

1. (두루낮춤으로) 어떤 일에 대한 
의문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2. (두루낮춤으로) 듣는 사람의 의
사를 물을 때 쓰는 종결어미.

1. 상대에게 제안을 하는 의문형의 종결어미. 
-(동사에 붙어) 듣는 사람에게 앞으로 할 일을 
제안하며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
2. 추측을 나타내며 질문하는 의문형의 종결어미.

3 -나
1. (예사낮춤으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2. (두루낮춤으로) 물음이나 추측을 

없음.

<표 Ⅳ-3> 기초사전과 교수학습샘터의 종결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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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기초사전은 아주 높임-예사 높임-예사 낮춤-아

주 낮춤과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을 표기하여 해당 등급을 표시하고 참고(※)를 달

아 발화 장면에 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수학습센터는 

<표제어-의미와 용법-예문-도입-형태 정보-문장 구성 정보-제약 정보-확장-유

사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교사 발화와 교수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쌓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는구나’, ‘-나’, ‘-다’의 경우, 

친구와의 화에서 빈번하게 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낮춤이 전부 ‘formal, highly 

addressee-lowering’으로 되어 있어 상 를 많이 낮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

성이 있다.203) 친구 사이 일상 화에서 쓰이는 ‘-는구나’, ‘-네’, ‘-다’는 ‘비격식

적’이며 [-높임]이지 [+낮춤], [+무시함]의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먼저 ‘-는구나’는 ❶, ❷에서 모두 화에서의 ‘-는구나’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새로 알게 되어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는구나’는 화에서 상승억양과 함께 청

자에게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역할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예컨

 ❷에서 ‘샤오밍 씨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라고 발화하는 장면이 

담화 예문으로 제시되었는데204) 보다 일상 화에 가깝기 위해서는 끝에 물음표

를 추가한 후 샤오밍 씨가 ‘네.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인이시거든요’처럼 ‘-는

203)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는 격식체, 해요체 해체는 비격식체라는 이분(二分)

에서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 수행 현실을 도외시한 번역이다.

204) 담화 예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가: 샤오밍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먹어요?/나: 잘 먹지는 못하지만 좋아해요./가: 김치

찌개도 좋아해요?/나: 네, 맵지만 좋아해요./가: 샤오밍 씨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

는구나.

나타내는 종결어미.
※ 주로 ‘-나 하다', '-나 싶다', '-
나 보다’로 쓴다. 혼잣말로도 쓴다.

4 -네

1. (예사낮춤으로) 단순한 서술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2. (아주낮춤으로) 지금 깨달은 일에 
대하여 말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 주로 혼잣말로 감탄할 때 쓴다.

1. 지금 알게 된 일을 서술하는 종결어미.
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말하
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을 나타낸다. 흔히 감탄의 뜻으로 사용한다.

5 -다

1. (아주낮춤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실, 
상태를 서술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2. 간접적으로 듣거나 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글의 제목 등에서 
과거의 동작을 간략하게 진술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3. ‘이다’, 동사와 형용사의 기본형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1. 주로 현재의 사실을 서술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2.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주로 
현재의 사실이나 행위를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
맺을 때에 사용한다. 신문, 서적 등 객관적인 
글에 사용하며, 구어적 상황에서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이거나 친한 친구 사
이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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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에 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실제적이다. ‘-을까’는 [추측]과 [제안]만 제

시되어 있다. 실제 화에서의 주요 기능인 불확실한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해

도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NK집단에서 많이 쓰이는 ‘차가 지하 1층에 있나?’에

서의 ‘-나’의 쓰임은 ❷에는 표제어로 없다. ‘요즘 아침에 무엇을 먹나요?’와 같

이 부드럽고 친절한 느낌을 주기 위한 ‘-나요’만 있으나 전혀 다른 어미다. ‘-다’

는 감탄의 어미로는 없고 ‘A: 할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B: 심심해서 친구들 

만나러 간다.’처럼 현재의 사실이나 가까운 미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종결어미

로만 설명되어 있다. ‘-네’는 ❶에서 상승 억양과 하강 억양이 고루 결합된 예문

을 보여 준다. 다만 ‘가: 어디 갔다 오는가? 한참이나 기다렸네. 나: 미안하네그

려.’와 같은 예사 낮춤(formal, moderately addressee-lowering)이 먼저 제시되

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는 고빈도로 사용되는 뜻이 앞 번호로 제시되므로 

해당 사전을 검색하는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다’는 ❶, ❷에서 

모두 느낌 표출의 기능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는 비단 한국어 기초사전과 교

수학습샘터뿐 아니라 문법서에도 “말할 때 아랫사람에게나 친구와 같이 친한 사

이에서 현재의 상태나 사실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국립국어원, 2005:277)”, “입

말에서 반말로 어떠한 사실을 서술하는 것을 나타낸다(이희자·이종희, 2006:18

0)”라고 등재되어 있다.205) 그러나 “감탄법의 어미는 그 형태의 식별이 쉽지 않

다. 평서법도 어조 여하에 따라서는 감탄법의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연결어

미도 감탄법으로 쓰이기(고 근·구본관, 2018:452)” 때문에 평서법으로 여겨지

는 ‘-다’도 구어 문법에서는 정서를 표출하는 종결 표현의 일종으로 보고 관련 

서술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홍종선(2017:48)은 ‘-네’, ‘-군요’

는 문법서에서 전형적인 감탄형 종결어미지만 구어에서는 의문문이나 평서문으

로도 실현되는바, 판단의 근거는 음성의 운율을 따른다고 하 다. 즉, 문법서에

서 감탄문을 설명할 때 ‘감탄형 어미로 실현되는 문장 형태’로 끝내는 것은 문어 

문법에 입각한 설명이며 음운론적 변별성을 도입하여 감탄 어조와 함께 추출된 

‘-다’는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206)을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205) 말할 때 사용되는 ‘-다’에 해서는 ‘일이 그렇게 됐다(↗) 음...’과 같이 이미 알거

나 들은 사실에 해 혼잣말처럼 되묻거나 빈정거릴 때 사용되는 종결어미의 쓰임도 

국립국어원(2005), 이희자·이종희(2006) 모두 제시되어 있다. 

206) ‘-다’의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과 관련하여 박나리(2004:112)는 ‘-다’가 

‘-어라’와 유사하게 예기치 않은 외부 자극으로 인해 즉각적인 반사 작용으로 쓰 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재연(2013:86)은 ‘-다’가 의외성에 관련해서는 무표적이나 구

어체에서 ‘-어’보다 비교적 덜 내면화한 정보를 표현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에서도 ‘-다’의 현장성, 즉각성에 주목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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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어미복합체가 구현된 실태를 살폈다. 다음으로 조각문과 관련한 교

육 내용 제시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교수학습샘터에 실린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실태를 보겠다.207) 연결어미 조각문은 발화 말에 위치한 연결어미, 의미·통사적

으로 종결어미로 변화가 완결된 연결어미로 나뉜다. 학습자들은 아래 표와 같이 

초급에서부터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나누어 학습하여 자연적으로 하나의 형식

이 연결과 종결로 쓰일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교수학습샘터에 실린 어미 목록과 

어미의 용례를 추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08)ㅎ

207) 기초사전도 동일하게 ‘–고’, ‘-는데’, ‘-어’, ‘-거든’, ‘-어야지’, ‘-니’를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로 다루고 있다. 한국어 기초사전에서 어휘는 숙달도가 표시되어 있으나, 어

미는 숙달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숙달도에 따라 한국어 교사의 문법 

교수 지식(PCK)으로 적용하기 용이한 교수학습샘터에서의 양상을 상으로 한다. 참

고를 위해 기초사전의 결과를 제시하면, 211개의 연결어미 중 종결어미의 쓰임이 함

께 기재된 어미는 다음과 같이 40개가 등재되어 있다. 하나의 표제어 아래 연결어미

와 종결어미적 쓰임이 모두 표시된 경우는 ‘-거니, -거든, -거들랑, -걸랑, -는데, -

는지, -던데, -도록, -려고, -아, -어, -여, -으려고, -은데, -은지, -을는지, -을세

라, -을지, -ㄴ데, -ㄴ지,  -ㄹ는지, -ㄹ세라, -ㄹ지(23개)’가 있다. 연결어미와 종결

어미가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는 ‘–게, -고, -ㄴ다고, -느니, -는다고, -나, -

니, -다고, -더니, -디, -라, -라고, -랴, -어야지, -으니, -자, -자고(17개)’로 실려 

있다. 동음이의어, 즉 하나의 표제어하에 연결과 종결의 쓰임이 모두 등재된 경우가 

다의어, 즉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보다 의미적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8) 해당 목록은 교수학습샘터의 내용 터전인 양명희 외(2018)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

어 문법과 표현 초급, 양명희 외(2016)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중급(어

미)을 참고하 다. 굵은 글씨는 교수학습샘터에서 연결과 종결의 쓰임이 모두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네모 상자는 연결어미의 고유 의미가 유지된 채 종결되는 것으로, 고

빈도로 실현되는 것들을 예시한 것이다. 

209) 교수학습샘터 누리집에는 ‘-으려야’로 등재되어 있고 양명희 외(2019)에는 같은 내

용이 표제어 ‘-을래야’로 실려 있다.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3단계(2014)도 

초급 중급
연결 종결 연결 종결

-거나, -게, -
고, -는데, -
다가, -어서, 
-으니까, -으
러, -으려고, 
-으면, -으면
서, -지만

-고, -네, -는군, 
-는데, -습니까, 
-습니다, -어, -
으세요, -으십시
오, -을게, -을
까, -을래, -읍
시다, -지

-거니와, -거든, -고도, -고서, -고
자, -기에, -느라고, -는다거나, -
는다고, -는다면, -다가, -다시피, 
-더니, -더라도, -던데, -도록, -든
지, -듯이, -어다가, -어도, -어야, 
-어야지, -었더니, -으나, -으니, -
으므로, -을래야209), -자마자

-거든, -게, -고, -
나요, -는구나, -는
다, -는다니, -는다
면서, -니, -더군, 
-더라, -던데, -아
라, -어야지, -을
걸, -자, -잖아

<표 Ⅳ-4> 교수학습샘터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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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에서는 ‘–고’, ‘-는데’, ‘-어’가, 중급에서는 ‘–거든’, ‘-어야지’, ‘-니’가 연결

과 종결로 제시된다. 의미와 용례를 검토한 결과, 의미 지속성(persistence)이 유

지된 채 종결어미로 기능이 전용된 어미에는 ‘-고, -는데’가, 새로운 의미 획득 

어미에는 ‘-어, -거든, -어야지, -니’가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종결어미화 과정 중인 연결어미가 추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 위치에 오면서 선・후행절 도치와 생략211), 끊어짐 억

양 수행212), 새로운 의미 획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하여 손옥현·

‘-을래야’로 등재되어 있다. ‘-으려야’는 인위적 규범성에 근접한 연결어미지만 구어 

문법에서는 ‘-을래야’가 선호되므로 이해/표현 전략의 상으로도 언급될 필요가 있

다. 양명희 외(2019)는 ‘너무 배가 불러서 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다 = 너무 배가 

불러서 더 먹으려야 먹을 수가 없다’로 표기하여(강조는 필자) 실생활에서 사용과 적

용에 방점을 둔 반면, 교수학습샘터에는 규범성에 방점을 두었다고 판단된다.   

210) 양명희 외(2016:413)의 예문은 “거실에 앉아서 만화 화를 봐요.”지만 “큰 의미 차이 

없이 서를 생략하고 ‘-어’로 바꿔 사용한다(p.401)”에 따라 필자가 ‘서’를 생략한 예문이다.

211) 유현경(2003)은 도치에 의해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되는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

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문장과 문장 간의 접속일 때와 선행절과 후행절을 이어 주는 

연결어미가 이유, 나열, 조 등의 의미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하 다. 생략에 의한 종결

어미화의 경우 선행절과 후행절의 독립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문장과 문장을 접속하는 

연결어미뿐 아니라 단어나 구를 접속하는 경우에도 종결어미화할 수 있다고 하 다.

212) 김태엽(1998)은 종결어미로의 쓰임 확 를 문법화의 한 양상으로 보고 ‘비종결어

미의 종결어미화’로 명명하 다. 일연의 과정을 ‘문장 구조의 축소 → 문법 기능 이전 

어미 분류 의미 예문

초
급

-고 연결어미 연결 교실이 넓고 깨끗해요.(p.377)
순서 영수는 친구를 만나고 학교에 갔다.(p.381)

종결어미 추가 기분이 안 좋아. 졸리고.(p.488)

-는데 연결어미 배경 배가 고픈데 밥 먹으러 갑시다.(p.384)
대조 방은 추운데 거실은 따뜻해요.(p.389)

종결어미 감탄, 반응 기다림 미도리 씨가 한국 음식을 정말 잘 먹는데.(p.502)

-어 연결어미 이유, 원인 배가 고파 식탁 위에 있는 빵을 다 먹었어요.(p.401)

시간적 선후관계 거실에 앉아 만화 영화를 봐요.(p.413)210)

종결어미 서술/질문/명령/청유 도서관에서 숙제를 해.(p.514)

중
급

-거든
연결어미 조건, 가정 고향에 도착하거든 전화해 주세요.(p.13)

종결어미 이유, 당연하듯이 현우는 인기가 많아.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거든.(p.192)

-어야
지

연결어미 필수조건 돈이 있어야지 여행을 가죠.(p.131)
종결어미 의지 나도 내일부터 운동해야지.(p.254)

-니 연결어미
이유, 

근거/발견/부가적인
설명

여름이 되니 자꾸 시원한 게 먹고 싶다.(p.156)

종결어미 질문 어디에 사니?(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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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2009:56)는 선행절과 후행절 도치, 후행절 생략으로 이루어진 문장과 연

결어미의 의미가 남아 있는 문장은 실제 발화되지 않은 부분이 복원 가능하다고 

보고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논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표준 국어 사전

에서도 후행절이 생략된 형태인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로 구분하는 경우도 하

고,213) 3장에서 도치와 후행절 생략으로 이루어진 연결어미 조각문이 빈번하게 

추출되었음을 상기해 볼 때, 구어에서 후행절이 항상 생략되어 추출된다면 해당 

연결어미를 종결 표현 범주에도 속하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즉 ‘종결어미화가 진행 중인 연결어미’ 범주도 함께 교수·학습 내용으로 다뤄

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도치 및 후행절 생략, 기존의 의미 지속성이 있는 경우

([그림 Ⅳ-1]의 <b> 역)도 적극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끌어와야 한다.214) 

[그림 Ⅳ-1] 종결어미화 과정의 연결어미

→ 끊어짐의 수행, 억양 얹힘 → 문장 종결 기능 획득’으로 정리하 다. ‘끊어짐의 억

양 수행’은 김태엽(1998)을 참고하 다. 

213) 표준 국어 사전의 경우 연결어미 ‘-고25’ 종결어미 ‘-고26’를 표제어를 분리하고 

<해할 자리에 쓰여, 어떤 물음 표현이 뒤 절로 올 것을 생략하고 문장을 끝맺음으로

써 물음, 부정(否定), 빈정거림, 항의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해할 자리에 

쓰여, 또 다른 명령 표현이 뒤 절로 올 것을 생략한 듯한 여운을 둠으로써 부드럽게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정의하 다. 여기서 ‘뒤 절로 올 것을 생략’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바, 후행절 복원이 가능한 경우도 종결 표현으로 분류할 가

능성을 엿볼 수 있다. 

214) <a> → <b> → <c>로의 문법화 과정은 점진적이다. 이 중 <a>에서 <b>로 넘어가는 

과정에 속하며 <a>에 좀 더 가까운 연결어미에는 행위 제공의 ‘-려고’, 인과 관계의 ‘-

니까/-아서’,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면’ 등이 표적이다. 구어 문법에서는 학습자들이 

기학습한 연결어미로서의 이해 지식을 표현 전략으로 이끌어 내도록 요청된다. ‘왜 벌써 

가?’, ‘내일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에서 ‘-니까’는 의도, 목적의 뜻으로 종결 위치에 나

타났지만 연결어미의 의미가 변하지 않았다. 또한 ‘수업 준비해야 되니까 가’에서 후행

절이 생략되었다. ‘방학에 뭐 할 거야?’에 한 답으로 ‘ 어 학원(에) 다니려고’의 ‘-

려고’도 마찬가지다. 해당 표현은 화자가 굳게 정한 마음 상태를 나타내 결심 기능을 수

행한다. ‘먼저 나가’에 한 답으로 ‘너 나가면’이라는 응답의 경우, ‘너 나가면 나갈

게’에서 후행절이 생략된 채 ‘-면’이 가정의 뜻으로 종결되었다. 이후 통사적 차이가 더 

드러나고 새로운 기능으로 쓰이면 점차 <c>과정으로 가깝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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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그동안 <표 Ⅳ-4>의 네모로 표시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려

고’, ‘-어서’, ‘-니까’, ‘-면’을 연결어미로만 학습하 다. 종결과 가깝게 위치한‘-

려고’를 교수한다고 해도 ‘ 어 학원에 다니려고 해’와 같이 ‘-려고 하다’의 쓰임

으로 교수되었다. 그러나 구어 문법 교육에서는 이러한 문법 제시만으로는 부족

하다. 이해 차원에서 모든 연결어미는 구어에서 종결로 쓰일 수 있음을 지도해

야 하며, 표현 차원에서 교수되어야 할 항목은 빈도에 따라 선정된 후, 해당 조

각문을 상황에 맞게 산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215) 이해와 표현, 두 차원에 

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2. 구어 문법 종결 표현 교육의 목표

2.1. 표현 및 이해 차원과 구어 문법 종결 교육

구어 문법의 종결 표현 교육을 위해서는 표현과 이해로의 차원 분리가 필요하

다. 표현 차원에서 획득되는 교육적 가치와, 이해 차원에서 획득되는 가치가 다

른바, 전자는 적격성(well formedness)에, 후자는 수용성(acceptability)에 기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교육의 차원을 분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규범적인 관점에서 현실 구어와의 간극이 지적된 역과 지적되지 않은 

역을 구분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 발견된 간극에 한 이해는 

문법 요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반면, 간극이 발견되지 않은 역은 산

출의 관점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표현 과정에서는 정합성을 갖춘 

문법 요소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이는 어권 구어 문법에서 구어의 

인식과 사용을 구분한 멈포드(Mumford, 2009), 힐러드(Hilliard, 2014)의 논의

와 궤를 같이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인식 향상과 사용의 문제를 구분

하고 ‘아는 지식’과 ‘하는 지식’을 분리하 다. 그동안 ‘하는 지식’은 ‘아는 지식’

을 전제로 하므로 ‘아는 지식’과 ‘하는 지식’을 연계하여 ‘하는 지식’으로 더 많이 

연동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구어 문법에서는 아는 지식이 반드

시 하는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그 지점에 주목한다. 

215) 구어에서 ‘빈도’를 기준으로 한 연구에는 하지선(2006), 손마정(2014)이 있다. 해

당 연구에서는 실제 발화에서 발화 끝자리에 쓰이는 연결어미 중 상위 빈도를 차지하

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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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어 교육의 최근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2010:139)는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의 등급별 목표와 내용 기

술을 위해서는 “사용역과 이해역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상정”해야 한다고 하

다. 특히 구어 문법은 산출과 수용의 범위가 달라 주의가 요구되므로 사용 차원

에서의 ‘핵심 문법’ 교육은 구어에서의 전형적 쓰임을 바탕으로 하고, 이해 차원

에서는 기존의 명확하고 공인된 문법에서 이탈된 언어 개신(改新), 창조의 역

까지 나아가는 ‘적용 문법’을 교육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적 내용으로 위계화하기에 용이하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한

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통한 언어생활은 표현하기와 이해하기의 과정이 역동적

으로 교호(交互)하는 것이지만 낮은 숙달도에서부터 둘 다 교수・학습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교육적 활용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사용 차

원의 핵심 문법 교육 내용은 ‘표현’을 위한 문법 교육 내용으로 상정하고 수의적 

쓰임은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마련한다. 종결 표현의 구어 문법 교육 내

용에는 문어 문법에 구어의 속성이 덧붙여진 요소도 있고, 구어 자체의 특징에

서 비롯된 새로운 요소도 있다. 이 중, 종결 표현 중에서 ‘-네’, ‘-구나’, ‘-다’, 

‘-나’와 같이 실생활 의사소통 맥락에서 활용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사용의 측면

에서 장기적으로 학습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법 항목은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미·김수은(2012:211)은 한국어 교육에서 구어 문법을 

활용할 때 의미·의도 차이를 유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누어 ‘의미·의도 차이

를 가져오는 것’은 이해와 생산이 모두 가능하게 하고 ‘의미·의도 차이를 가져오

지 않는 것’은 이해만 가능하도록 교육 항목 목록에서 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초급에서는 문어와의 구분을 제시하고 연습하는 수준이라면 중·고급에서는 구체

적이고 다양한 양태적 의미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함

을 제안한바, 이해와 사용으로 나누었다는 점에서 본고와 상통한다.

  

1) 표현 차원에서의 종결 표현 선택

표현 차원은 핵심 문법 기술부를 상으로 한다. 즉 규범 표현으로 규칙을 파

악하고 규칙에 맞게 정확하게 문장을 만드는 규칙으로서의 문법관, 사용으로서의 

문법관을 일컫는다. 해당 차원에서는 문어와 다른 구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구어 

발화를 구성하는 성분의 기능, 결합 관계, 발화 구조, 발화와 발화를 연계하여 상

방과 함께 거시적 담화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초급에서 해당 종결 표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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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근본적인 의미 기능에서 시작하고 중·고급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한국어 모

어 화자들이 평소에 말하는 방식 로 형태, 억양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초급에서는 문장 성분의 생략 없이 전형적인 형태로 가르

치고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구어 문법에 기반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초급

부터 일상 화에 노출시키고 반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2급부터 널리 쓰이는 

말하기 형태를 그 로 익혀야 유창성이 확보된다. 이것이야말로 표현 차원에서 

전형성과 실제성을 도모하는 길이다. 3장에서 살핀 다섯 기능에 따라 중급 이상

을 상으로 하는 표현 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능 내용 예시

정보 
요구

‣‘-나/-ㄴ가’를 이용한 자문의
 화법적 위장
‣기능 전용된 종결어미: ‘-구나’, 
 ‘-네’와 H% 결합한 즉각적 추론 발화
‣간접화 기제로 인해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느낌을 주는 ‘-더라’+H% 

‣어디지, 5층인가?
  먼저 하자고 하는 사람이 위너 아닌가?
‣너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진 않았네?
  원래 좀 집 팔고 사는 데 관심 있었구나?
‣언니, 어디 살더라?

정보 
제공

‣부정 표현과 ‘-을까’의 결합, 
 ‘-나/-ㄴ가’으로 추측성 정보 제공
‣인용 동사/인용표지 생략
‣비질문 의문문 

‣민희가 먼저 하지 않을까?
‣걔가 먼저 사귀자고.
‣라면 먹으면서 말하면 눈 흰자 보이는 거 알지?

행위 
요구

‣중첩으로 생성된 명사류 꼬리
‣화계 변동과 발화 말 장음화의 결합
‣부사류조각문 LH%
‣의도적인 중도종료발화 L:%

‣사과 먹어, 사과
 스벅 가자, 스벅.
‣밥 사 주세요.
‣잠시만. 
‣우산 좀.

행위 
제공 ‣명사류 조각문 H% ‣물티슈?

정서 
관계

‣비질문 의문문
‣틀 표지어(-다, -잖아, -어, 명사류
  조각문)
‣내적 상태를 표출하는 순간적
 발화(-다, -네, -구나) L:%, LHL%
‣-다/-네/-구나의 청자지향성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왠 줄 알아? 
‣그거 있다?, 있잖아, 내 입장은 이래.  
  빅뉴스, 빅뉴스!
‣장난 아니다! 대박이네. 
  야, 이거 목소리 넘 작게 들린다.
‣맛있다<맛있네<맛있구나

<표 Ⅳ-5> 표현 차원에서의 종결 표현 선택

표현 차원에서는 규범성에 어긋나지 않는 구어 문법 교육 내용을 추출하여 관

련 내용을 중급-고급-최상급에 배치할 수 있다. 정보 요구 기능에서는 혼잣말에 

사용되는 ‘-나’를 상 방에게 사용하여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담을 줄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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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 교육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 해당 부분은 학습자가 인식, 산출 둘 다 

부진했던 부분으로,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는 독화(monologue) 어미는 혼잣말로

서의 기능이 중화됨을 교수할 필요가 있다. 정보 제공 기능에서는 불확실한 정

보를 나타내고자 할 때 다양한 종결 표현이 교육 내용을 제시될 수 있다. FK는 

3장에서 보았듯 ‘-것 같아’를 사용하여 부분 ‘-어’ 종결형을 사용하 다. 그러

나 NK는 ‘-어’뿐만 아니라 ‘-나’, ‘-을까’를 사용했으며 불확실한 정보를 주기 

위한 조각문은 상승 억양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함을 교육 내용으로 추출한다. 

그 밖에 인용 표지를 생략하여 피인용문에 방점을 두는 것, ‘라면 먹으면서 말하

면 눈 흰자가 보여’ 신 ‘보이는 거 알지?’와 같이 ‘-지’를 사용하여 청자를 

화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다. 

행위 요구 기능에서는 ‘(아침에) 사과 먹어, 사과’에서 나타나는 명사류 조각문

은 화자의 의도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강조 의도가 있음을 제시한다. 진술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중첩은 부정적 정서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 구어라고 항

상 언어 경제성 논리에 기반하는 것은 아님이 교육 내용으로 조직될 수 있다. 

구어에서는 부분 상황에 한 정보를 공유하므로 구정보는 생략하고 불필요한 

서술은 가능한 제하고 말한다. 그러나 의사 전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러한 예측에 반하여 잉여 형태를 생성해 내므로 사용 차원에서 중요한 교육 내

용이 된다. 아울러 어미뿐만 아니라 명사류 조각문만으로도 상승 억양과 결합 

시 행위 제공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음을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정서 관계 기능 중에서는 신정보를 마주하 을 때를 가정해 보겠

다. 상 의 발화에 드러난 명제가 화자의 기존 지식 체계의 일부가 아닌 새로운 

것임을 지각한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때 학습자는 기학습한 ‘-다’, ‘-네’, ‘-구

나’ 계열 관계 중에서 반사적으로 말할 것인지, 인식한 뒤 추론 과정을 거칠 것

인지, 청자 지향성은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를 즉각적으로 선택한다. 산출을 위해

서는 학습자에게 두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는 선택항이 떠다니는 머릿속 언어밭

을 생성하는 능력, 다른 하나는 그중에서 적절하게 추출하는 능력이다. 이때 신

정보가 의외성이 높고 뜻밖이라면 ‘우와, 박, 와’와 함께 발화되는 것을 추가적 

지식으로 삼아 구성할 수 있다. 표현 과정에서의 문법 요소 선택에서 분명히 해

야 할 점은 ‘-구나(해라체)’, ‘-네(해체)’, ‘-다(해라체)’, ‘-군(해라체/해체)’처럼 

화계로서의 지위가 중요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  높임법의 뚜렷한 구분 없

이, 오히려 각 어미가 지닌 형태 통사 화용적 특성, 어미 사용에 따른 세심한 어

감 차이를 부각해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반말 화에서는 해체, 해라체,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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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체까지 화계 넘나듦 현상이 일어난다. 조각문까지 포함해서 모두 [-높임] 

환경에서 쓰이는 종결 표현들이다. 따라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각 종결 표

현을 따로 따로 외우는 것보다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범주 안에서 유사 문법

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언어밭의 선택항들을 절차적 지식으로 

내재화하여 적절한 종결 표현이 순간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능에 따라 표현 차원의 선택 기반을 마련하 다. 그렇다면 문법 항

목을 중심으로 한 표현 차원의 선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먼저 

하나의 문법 항목은 여러 기능에 걸쳐 수행되는바, 기능 일반적 범주와 기능 특정

적 범주로 나누는 작업에서 출발한다. 기능 일반적 범주는 여러 장르에 걸쳐 쓰일 

때 기본이 되는 문법 항목의 의미가 해당되고, 기능 특정적 범주는 일상 화와 같

이 특정 사용역에서 실현되는 특정적 의미가 해당된다. NK와 FK가 차이를 보

던 어미복합체 중 ‘-더라’를 선정해 표현 차원에서 종결 표현 선택의 힘을 증 할 

수 있도록 전망해 보고자 한다. ‘-더라’에 해 학습자는 회상으로만 인식하 고 

산출 회피를 보 던 문법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더라’는 중급에서 제시되며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교수되는 ‘-더라’의 내용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

롭게 알게 된 사실을 지금 전달함을 나타내는(양명희 외, 2016:239)” 의미로, 

체로 답에서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216) 이것은 해당 어미가 가지고 있는 고유 

의미로 범기능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능 일반적 의미로 칭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야기 시작에서 상승조와 함께 쓰이면 화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무 를 마련하고, 하강조와 함께 쓰이는 관계 유지 기능 특정적 의미

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정보 회사, 돈 많이 받더라?’로 말을 시작하는 경

우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공유하면서 청자의 관심을 유발하는데, 이는 정보 

제공인 동시에 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화자는 청자가 해

당 화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때에 따라 의

외성이 실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은 문법 항목이 한 번 제시되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숙달도가 올라감에 따라 반복적이고 누적적으로 제시되어야 선택의 힘 

증 로 이어진다. 특정 기능을 순환적으로 배열(circulating arrangement)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하나의 형태에 응되는 여러 기능을 익히도록 돕는다.

216) 양명희 외(2016:129)의 예문 중 일부를 제시한다. 한 문장만 제시된 예시가 아닌, 

화에서 쓰인 예문은 다음 두 개가 있다. 

   나: 네, 민준이와 화해할게요. 민준이 어디 있어요?/ 가: 너랑 싸운 뒤 울면서 나가더

라.// 가: 오랜만에 들어오니 한국도 많이 바뀌었죠? 나: 그래, 많이 변했더라. 

   화에서 모두 답에서 제시된 기능 일반적 의미를 토 로한 예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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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기능 구어 말뭉치에서의 실현 예문
숙
달
도 

해당 기능

기능 
일반적

대답할 때 
쓰이는 

정보 제공

‣L%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회상하여 다시 전달함
➜ 화제 도입과 무대 마련을 
동시에 함

A: 민희 봤어?
B: 어, 아까 보니까 
운동장에서 축구 하
고 있더라.↘

중
급

회상하기, 
정보 전달하기

기능 
특정적

정보 요구 ‣H% 과거에 지각한 사실인 것
처럼 이야기하여 공손성 증대 언니, 어디 살더라?↗ 고

급
정보 확인하기, 
정보 요청하기

이야기의 
시작으로서 
정보 제공

‣H%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지식 공유 ➜ 청자에게 관련 
정보 요구, 의외성이 있음.

결혼 정보 회사, 돈 
많이 받더라.↗

중
급

부연 설명 하
기, 정보 제공
하기, 비교하기 

관계 유지 
기능

‣L%, LHL% ➜ 나도 경험한 
사실임, 맞장구치기 

그래, 맞아. 그렇더
라.↘

고
급

공감하기, 반영
적 경청하기

<표 Ⅳ-6> 표현 차원에서 ‘-더라’의 순환적 제시 

2) 이해 차원에서의 종결 표현 파악

이해 차원에서의 종결 표현 파악은 보편 문법에서 벗어나는 소위 일탈 현상, 

통사적 실수, 불완전성을 지닌 언어 형식을 바라보는 적용 문법의 관점이다. 적

용 문법은 자연적 규범성, 부적절한 결합, 의도적인 제약 준수 위반에 그 근거를 

둔다. 상 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역이므로 맥락 의존적인 성격을 띤

다. 이해 과정에서의 적용 문법은 핵심 문법 교육에다 비문법적인 표현을 아우

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문법적인 표현을 제시할 때는 모어 화

자의 말뭉치에서 고빈도로 나타나는 항목을 추출하여 교수한다. 상호작용적 기

능과 함께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특징은 한국어에서만 나

타나는 것이 아닌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학습자 모국어의 구어적 표현과 비

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실제성 기반 교육에서 주의할 점은 종결 표현의 수의적 쓰임에 해 이

해 차원의 보충 교육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성이란 “언어 교수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현실 생활(real-life)을 반 하는 속성을 말하는데, 이것은 절

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도(degree)의 문제(우형식, 2011:289)”로 볼 수 있다. 교육

적인 관점에서 실제성만 추구할 수 없고, ‘실제성(authenticity)’과 ‘가상성

(imagination)’217)의 적절한 균형을 통하는 것이 언어 습득에 있어 더 유의미하기 

217) 이성 (2012:72)는 실제성과 가상성은 상쇄 효과를 낳는 역방향의 관계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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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어미 ‘-라’는 적용 문법의 표적 예이다. ‘나도 한 입만 주라’는 행위 

요구 기능 중에서도 [요청] 기능이므로 ‘도움 요청하기’, ‘갖고 싶은 물건이나 먹

고 싶은 음식 달라고 요청하기’를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 이해 차원의 파악 내용이 

된다.218) 반말 학습 후, ‘N 줘’, ‘-어 줘’ 이후 중급에서 교수될 수 있다. 확장적 쓰

임이자 적용 문법이므로 말하기 과제로 따로 부여되지 않는 신 듣기 지문에 제시

하거나 교재의 날개로 제시된다. 듣기 지문에 넣을 경우 장음화된 말음에 유의한다. 

날개로 제시하는 경우 20-30  사이의 구어에서 나타나며 점차 사용이 확장되어 가

는 추세임을 표시한다. 이때 본문 신 날개에 제시하는 이유는 학습 목표 달성 수

준에 따라 교사가 교수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차원의 종

결 표현은 교사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교실 상황에 맞게 넣거나 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FK의 입장에서 언어 사용 장면에 따라 나누면 아래 표와 같다.219) 쓰기

와 말하기는 사용 범주로, 듣기와 읽기는 이해 범주로 묶인다. 외국인 한국어 학

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말하거나 쓴 한국어를 수신한다.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여 말하거나 문어 매체를 통해 발신한다. 

이 아니라 서로 공존 가능한 별차원(別次元), 즉 별개의 차원에서 공존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 다. 따라서 실제성이나 가상성 중 하나만 강한 활동과 두 가지 다 강하거

나 약한 활동 등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218) 요청을 수행하는 언어 형태는 ‘나도 한 입만 주세요(초급)’, ‘나도 한 입만 줘(초

급)’, ‘나도 한 입만 줘라(중급)’ 등이 있다. 여기서 ‘주다’에 한하여 ‘-아라(중급)’와 

‘-라’는 공존하는 관계로, 나에게 건네는 의미일 때 ‘달-’보다 ‘주-’가 유용한 표현이

다. ‘주-’와 명령법 어미 ‘-어라’가 결합된 ‘주어라/줘라’는 말뭉치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구어로 ‘주라’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은 ‘둘째 이모 김다비’의 

노래 ‘주라주라’에서도 볼 수 있다. 가사 중에 ‘지갑 한 번 열어 주라, 휴가 좀 주라, 

카드 주라, 관심 좀 주라’ 등에서 사용된 ‘주라’는 간접 명령뿐 아니라 직접 명령에서

도 주라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해당 표현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

갑을 열어 줘’ 혹은 ‘지갑을 열어 다오’로 수정 시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전자를 교

수한다면 무표적 반말로 마지막 음절의 길이와 피치 곡선에 따라 어감이 달라짐을, 

후자를 교수한다면 사용하는 연령층이 높음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줘라(해라

체)’로 수정하면 ‘남에게 건네다’의 의미로 변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갑을 

열어 주라’가 되어 버린다. 이러한 문법 교수 지식으로는 ‘주-’, ‘달-’, ‘다-’의 보충법

적 관계와 교체(고 근, 1987; 배주채, 2009)가 적용될 수 있으나, 학습자에게는 현

 젊은 층 사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한정하여 교수 지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교수 지식은 이후 ‘적용 층위’에서 논할 것이다.

219) 서상규(2013:72)는 구어와 구어 말뭉치, 구어 문법에 해 논의하며 다음 표와 같

이 사용 언어를 구분하 다. <표 Ⅳ-7>은 다음을 수정·변형한 것으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언어 성격의 비가 잘 드러나 있다. 

      

역할             장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발신 한국인 학습자 학습자 한국인

사용 언어 구어 표준어 표준어 문어

수신 학습자 한국인 한국인 학습자



- 252 -

사용/표현 인식/이해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발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모어 

화자
사용 
언어

규범 
한국어(문어)

규범 
한국어(구어)220)

비규범/규범 
포괄하는 구어

비규범/규범 
포괄하는 문어

수신 한국어 화자 한국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학습자

<표 Ⅳ-7> 장면에 따른 사용 언어의 구분

이때 음 으로 처리한 부분과 교실에서 배운 언어 사이의 괴리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의지 하락으로 이어진다. ‘교실 방언’이라고 불리는 것도 듣기 역에

서 규범 한국어만 교실에서 듣다가 교실 밖을 나서는 순간 ‘구어스러운’ 말들이 

들려 교실에서만 쓰는 말이라고까지 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

면 학습자들은 괴리감을 느끼게 되고221) 이는 자신감 저하 및 의사소통 가능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구어에 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듣기 역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경험해야 하는 말이 바로 ‘구어’이고 학

습과 현실 언어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까닭이 된다(서상규, 

2013:72).”라는 의견이 이러한 비규범에 한 학습자의 어려움에 주목한 것이라

면, “각종 문법 범주와 무관하게 생동하는 입말과 그 변이형들은 어쩔 수 없이 

220) 서상규(2013:73)는 ‘규범 한국어’ 신 ‘표준어’로 칭하 으나 ‘표준어’라고 하면 ‘우

리나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  서울말’만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규범 

한국어’로 명명한다. ‘표준 한국어’도 체어로 가능하겠으나 이선웅(2020)에 따르면 

‘표준성’ 개념 설정의 근거가 박약하며 평균적인 문법 기술이 표준 문법의 역에 속할 

수는 있어도 역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해당 단어는 제하 다. 

가령 이선웅(2020:76)은 유현경 외(2018:499)에서는 ‘행복하세요’를 정문으로 처리하

으나 ‘표준국어 사전’을 근거로 한 규범 문법에서는 오용 사례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표 Ⅳ-7>도 말하기에 사용되는 언어를 규범으로 제한하 으나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규범, 비규범을 포괄하는 말하기를 목표로 할 수도 있다. 

221) 조경순(2007:410)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교실 현장을 벗어나 비문법

적인 표현 청취 경험 여부를 질문한 결과 110명 중 53명(48.2%)가 틀린 표현을 들

은 적이 있고, ‘한국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한국 사람도 한국말

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공부할 때 헷갈린다, 내가 왜 한국 사람도 모르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냐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람이 실수하면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

고, 정확하게 말할지?’라는 반응을 보 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 중 80명

(72.8%)이 비문법적 표현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 다고 응답하 다. 해당 연구는 수

행된 지 14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자장면/짜장면’을 

제외한 ‘다르다/틀리다’, ‘가르치다/가리키다’, ‘-구’, ‘-시오’, 이중피동 등은 지금까지 

널리 잘못 쓰이는 용례라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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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이라는 특수 범주 아래 다루어지거나 아니면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눈치껏 배울 수밖에 없게 된다(김하수, 2008:4).”라는 의견은 규범에만 의존한 

한국어 교육 현실을 비판한 의견으로 인식 측면에서 비규범·규범을 포괄하는 구

어 문법 요소 파악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222)

이상 종결 표현은 표현과 이해 차원으로 나뉘어 학습자의 선택과 파악 능력을 

도모하는 관점을 보 다. 구어 문법은 문법의 정오(正誤)를 판단하는 기준이 ‘맞

다/틀리다’와 같은 흑백 논리가 아니다. 그 신 스완(Swan, 2002)이 언급하

듯이, 특정 문법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고 사용하는지 알고 성공적으로 의사소통

한다는 이해 가능성(comprehensibility) 및 원어민 화자의 기준에서 심각한 일탈

은 통합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의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을 기준으로 삼는다. 

구어 종결 표현 교육의 두 차원에 따라 학습자는 초급에서부터 구어 매체/문어 

매체, 구술성/기술성의 차이를 알고, 이를 바탕으로 발화 인식 차원에서의 적용 

문법과 발화 수행 차원에서의 핵심 문법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2.2. 표현 및 이해 차원에서의 구어 문법 종결 표현 교육의 목표
본 항에서는 구어 문법 종결 표현 교육의 목표에 해 고찰해 보겠다. 이를 

위해 먼저 구어 문법 교육의 목표를 살펴볼 것이다. 교육 목표에 해 어권 

구어 문법 교육은 “유의미한 상황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 향상

(to develop students’ abilities to communicate in meaningful contexts, 

Hilliard, 2014:12)”, “학생들이 실시간 의사소통하는 압박감에 적응하게 함으로

써 유창성 발달(the development of fluency by allowing students to adapt 

222) 말하기 교육에서의 예를 들면, ‘너도 입어 봐 봐’에서 쓰인 보조 동사의 중첩적 쓰

임은 이해 차원으로 조직될 수 있다. ‘입어 보세요(초급)’, ‘입어 봐(초급)’ 학습 후에 

듣기 제시문 속에 포함하여 제시된다. 교실 상황에 따라 구어에서는 강조하기 위해, 

직설적인 명령을 피하기 위해 ‘~어 봐 봐’가 쓰이기도 함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한 응답으로는 [거절 표현하기], [요구에 응하기] 기능과 관련한 문법 항목을 교수할 

수 있다. 한편, 말하기 교수 외에 읽기 교육은 한국의 문화와 관련하여 교육적으로 적

용된다. 상점이나 백화점,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실게요’ 및 ‘-시-’가 주어 존 에서 

청자 존 로 확 된 사례는 그 자체로 읽기 지문으로 제공되면 흥미로울 것이다. 칼럼 

등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칼럼의 제목은 <네? 커피가 나오셨다고요?>와 같이 과

잉 사용에 한 흥미를 유발하는 제목 및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 목표는 한

국인들의 언어 장면에 실제로 나타나는 다면적인 모습의 총칭으로 인식하고 비규범적 

모습까지 포함하는 것이 구어임을 아는 것이다. 또한 상 를 존중하고 높이고자 하는 

정서와 갑을 관계의 문화에 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를 통해 적용 문

법에 해당하는 ‘-시-’를 메타적으로 인지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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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pressures of real-time communication, Mumford, 2009)”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여기서 유의미한 콘텍스트란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만남(in the 

meeting the demands of interactive), 실시간 화(real-time conversation)를 

말한다. 어권 구어 문법 교육의 목표를 참고하여 구어 한국어(Spoken 

Korean)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구어의 

특징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구어 문법을 도구로 삼아 

화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첫 번째 개념은 구어 사용에 한 메타적 인지를 가능하게 하며, 구어만이 가지고 

있는 미묘하고 섬세한 뉘앙스 차이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는 구어 실현 요

인과 특징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산출하는 능력을 증 한다. 구술성과 기술성에 

한 인식, 심리적 거리감과 격식성, 표현성과의 관계를 탐구하고 메타 인지를 통해 문

법적 감식안을 갖는 것은 구어 문법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이

해를 해야 사용을 하므로 첫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의 전제가 되는 문법 능력이

다. 동시에 두 번째 기준 달성은 언어 사용에 한 판단력, 즉흥적인 발화력이 있어야 

구어 문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의사소통 차원의 목표가 된다. 

그렇다면 종결 표현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구어의 여러 스펙트럼 중 본고는 

몇 회 이상의 만남을 전제로 한, 반말하는 친구 사이를 연구 참여자로 요구하

다. 이에 따라 교육 내용도 친 한 사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관계에 해 

논의하고, 교육의 상도 학문, 취업, 직업 목적을 하는 학습자가 아닌, 생활 한국

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한다. 이런 관점에 터한 종결 

표현 교육의 목표는 친 한 사이의 일상 화에서 어떠한 종결 표현이 적절한지에 

한 인식을 토 로 기능에 따른 형태, 억양을 선택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실

현하는 것이다. 이때 실체로서의 문법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법의 

‘지식 탐구적 목표’와 더불어, 실천으로서의 문법적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도구적, 

방법적, 실용적 목표인 ‘실행적 목표’도 함께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두 차원에 따라 

교육 목표를 설정하면, 실행적 목표는 ‘표현 차원’의 핵심 문법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상황 맥락에 맞는 표현을 이해 및 산출하는 것이다. 지식 탐구적 목표는 ‘이

해 차원’의 적용 문법을 교육 내용으로 삼고 구어에 한 감식안을 갖는 것이다. 

먼저, 실행적 목표는 상 방의 발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일상 화라는 

사용역과 발화 장면에 맞는 종결 표현을 선택 및 산출하는 데 도달점을 둔다. 

이를 위해 기능-형태-억양으로 이어지는 문법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택

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친 하면서도 공손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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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을 수행하는 능력의 증 를 목표로 삼는다. 

다음으로 지식 탐구적 목표는 실행적 목표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상황 맥락 요

건에 따른 종결 표현의 기능을 이해하고 메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223) 여기서 

‘상황 맥락’이란 시공간, 의도성, 화·청자 층위로 구성된다. 시공간 층위는 구어 종결 

표현의 실현 요인 중에서 ‘구어 양식적 요인’과 관련된다. 즉 현장성을 토 로 구어

의 생략, 반복, 첨가 등 구어 특징적인 표면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화·청자 층위는 

‘ 인적 요인’에서 기인하며 완곡함을 통한 상호작용성, 공손성, 친절성 등으로 나타

난다. 특히 화자가 청자의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행위 요구 화행을 실현하는 경우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기 위한 종결 표현의 사용이 요구된다. 의도성 층위는 화

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전달하는지와 관련하므로 ‘개념적 요인’과 관련된다. 개

념적 기제와 관련해서는 화제와 화자와의 거리 설정, 해당 기능에 알맞은 종결 표현 

선택, 같은 화제더라도 종결 표현을 다양화하여 메시지에 한 태도를 변주할 수 있

음을 안다. 시공간 요건과 의도성 요건은 언어 사용(use), 수행(performance)과 관

련한 것이고 화·청자 요건은 언어 행위(action)와 관계된다. 언어 행위는 언어를 통

해 이루어지는 행위, 즉 화행(speech act)과도 맞닿는다. 따라서 상황 맥락에 한 

이해는 구어 교육에서 언어 사용으로, 언어 수행과 행위로, 메타 인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2] 종결 표현 교육 목표

223) 실행적 목표와 비되는 지점에서 탐구적 목표는 한국어 교육보다 국어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다. 그러나 본고는 모어 화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도 숙달도가 높아

짐에 따라 지식 탐구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어 학습자가 ‘화장실은 

저쪽이세요’의 과잉 사용된 ‘-시-’를 들었을 경우를 예로 들겠다. 학습자는 ‘한국인이 

많이 쓰는 표현이다’ 혹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가 아닌, ‘본래 높임의 기능을 수

행하는 ‘–시-’가 표현의 필요성에 의해 인적 기능까지 수행한다, 청자를 높이기 위

한 화자의 표현 전략일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메타 인지를 일컫는

다. 탐구적 목표는 ‘구어와 문어의 기본적인 특성에 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상술한 

문법적 감식안까지 폭넓게 의미하는바, 의사소통적 목표의 전제이자 도달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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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어 문법 종결 표현 교육의 내용 구성과 교수·학습 방안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종결 표현을 자유롭게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알

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체계화·범주화한 종

결 표현 특징 중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고, 관점 층위, 역할 층위, 전략 

층위, 적용 층위로 별하여 순서 로 교육 내용 지식으로 변환해 보겠다. 이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1. 구어 문법 종결 표현 교육의 내용 조직

1) 관점 층위

구어 문법의 종결 표현 교육은 관점에 따라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으로 

별된다. 객관적인 관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측면, 주관적 측면은 내재적 규

칙에 기반한 관계적 측면에 무게중심을 둔다. 구어 소통에는 언어 소통과 관계 소

통이 존재하는데, 언어 소통은 객관적 관점에 관계 소통은 주관적 관점에 응된

다. 이러한 구분은 임칠성(2004)의 담화 층위 구분과도 상통하여 “내용 층위란 언

어적 내용과 관련된 층위이고, 관계 층위란 화자와 청자를 비롯한 참여자들 사이

의 인 관계와 관련된 층위(임칠성, 2004:2)”임을 참고할 수 있다.224) 구어 문법

에서 객관적 관점은 언어의 내용을 제 로 잘 전달하고, 전달된 화제를 해석하고 

지시하는 층위다. 해당 층위의 교육은 객관적인 관점을 형성하여 언어적 의사소통

을 원활하게끔 하는 일이다. 주관적 관점은 그 안에서 관계를 규정하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관점이다. 자신의 뜻하는 바를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만이 의사소통 목적

의 달성이 아니다. 해당 층위의 교육은 화 내용을 섬세하고 다양하게, 청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공손하고 친 한 화를 이끌도록 하는 일이다. 

객관적 관점은 문맥과 발화의 통합에서 얻을 수 있는 문맥 효과의 관점에서 

발화의 해석을 설명한다. 발화의 해석에서 청자가 얻을 수 있는 특정한 효과, 해

224) 박인기·박창균(2010)은 한국인의 말과 문화를 감성(感性)의 점주, 신중(愼重)의 범

주, 겸양(謙讓)의 범주, 경애(敬愛)의 범주, 허용(許容)의 범주, 친교(親交)의 범주, 유

(紐帶)의 범주, 논쟁(論爭)의 범주, 체면(體面)의 범주, 인정(人情)의 범주, 해학(諧

謔)의 범주, 풍속(風俗)의 범주로 나누었다. 임칠성(2012:370)은 그중 겸양, 경애, 허

용, 친교, 유 , 체면, 인정의 범주가 ‘관계’와 관련하는 범주로 보고 전통적으로 화법

과 문화가 관계 중심의 문화라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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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관련된 처리 능력을 토 로 하여 추론 양상이나 문맥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는 객관적 관점에서 어휘, 문법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역에 맞지 않는 종결 표현, 강한 느낌의 종결 표현을 사용할 

때 한국인과 더욱 그 간극이 두드러진다. 한국어 교육의 차원에서는 한국어 모

국어 화자가 가볍게 여기거나 얼핏 지나치기 쉬운 문법이더라도 구어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라면 문법 내용으로 추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네, -구

나’ 등을 사용한 맞장구 표현은 청자로서 화자의 발화에 공감하고 현 발화를 지

속할 수 있는 지지  역할을 수행하기, 행위를 요구할 때 의도적으로 말끝을 흐

리는 회피 의례(avoidance ritual)로 실현하기 등이 예가 된다.

이처럼 객관적 관점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화제의 선정부터 화·

청자의 발화 횟수, 사용하는 어휘·문법, 맞장구, 발화 표지, 완화 표현 사용과 관

련된다. 우선 언어 소통의 측면에서 ‘반말’을 사용하는 사이는 [친 함]이 결합

된 사이다. 친  정도에 따라 관계 결합력이 달라지겠으나, 일단 선택에 의해 자

발적으로 결합된 사이인만큼 상 에 한 어느 정도 정서적 기 를 가진다. 화

제 선정의 측면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해도 서로에게 비속어, 금지된 표현

을 사용하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는 상 가 원하지 않는 상 의 약점, 사

적인 정보로의 화제 선정, 불만 표출이나 거절하기 어려운 행위 요구 기능이 이

어지는 발화라면 객관적 관점에서 그 발화는 실패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종결 표현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정보 요구-정보 제공 발화 횟수를 들 수 있다. 아

무리 학습자가 답을 잘 하더라도 한쪽만 질문하고 이에 한 정보만 제공하는 화

는 질문을 던지는 입장에서 맥이 빠질 것이다. 다음은 액티브코리안(Active Korean) 1

급 6과 (83ㄱ)과 서울  한국어 1급 7과 듣기(83ㄴ) 지문 중 발췌한 것이다.225)

(83)  ㄱ.               ㄴ.
남: 토요일에 뭐 해요?
여: 병원에 가요.
남: 몇 시에 가요?
여: 오전 9시에 가요.
남: 일요일에도 병원에 가요?
여: 아니요. 토요일에는 병원에 가지만
    일요일에는 안 가요.
남: 그럼 일요일에는 뭐 해요?
여: 크리스 씨를 만나요. 그리고 영화를 봐요.
남: 몇 시에 크리스 씨를 만나요?
여: 오후 3시에 만나요.

남: 나나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여: 친구하고 같이 부산에 갔어요.
남: 부산에서 뭐 했어요?
여: 토요일에는 부산 시장을 구경하고, 
    일요일에는 바다에 갔어요.
남: 음식은 어땠어요?
여: 생선이 싸고 아주 맛있었어요.
남: 그래요? 날씨는 좋았어요?
여: 토요일에는 조금 더웠지만 일요일에
는 날씨가 아주 좋았어요.

225) 배운 것이 많지 않은 1급이므로 한정된 어휘·문법 자원 안에서 지문을 꾸려야 하는 어

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언어교육원은 단기 연수용 교재로 현재 ‘사랑해

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규 교재(서울  한국어)도 새로운 출간물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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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화·청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고 한쪽이 답만 한다면 남자는 여자가 

의사소통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화를 서둘러 종료할지 모른다.226) 물론 

초급에서 한정된 어휘와 문법 자원 안에서 화를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

으나 담화표지와 조각문, 화·청자의 역할 교환 등을 사용하여 객관적 관점에서 

언어적으로 더 바람직한 모습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다. 3장에서 FK는 ‘응’과 

‘그렇구나’를 사용한 반응 표지만을 사용하 으나 지식이 내면화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를 사용해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또한 관형사형 조각문, 

명사류 조각문을 사용해 상 방의 발언을 이끌며 참여할 수 있다. (84ㄱ)는 FK 

말뭉치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것을 (84ㄴ)과 같이 반응하는 역할만 한국어 

모어 화자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변주해 보았다. 조각문, 어미복합체의 형

태와 발화 말 억양이 다양하게 드러남을 볼 수 있다. 

226) 실제로 (83ㄱ)에 해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는 남자

를 싫어하는 거냐고 질문한 사례가 있다. 이 화는 화·청자의 역할 고정뿐 아니라 병

원에 간다고 했는데 어디 아프냐는 질문 또는 걱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류 조각문이 없

어 어색하다. 혹은 일요일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몇 시에 만나

느냐고까지 묻는 것은 사적 정보이므로 객관적 관점에서 실패한 화로 볼 수 있다.

(84) ㄱ. 가: 오늘 뭐했어?
나: 나는 9시 반에 일어나거든. 9시 반? 보통이지?
가: 응. 늦게 아니야. 
나: 어. 9시 반에 일어나서 그 옆 방에 라오스 친구가 있잖아.
가: 응.
나: 그 친구가 갑자기 문자 보냈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56명까지 늘어난다고 그랬어.  
     갑자기 그래서 너무 무서워 가지고 나도 그 마스크 사야 하는 거 생각했어.
가: 그렇구나.
나: 그리고 대구에 지금 음식들이 다 매진 되니까 우리도 빨리 사 놔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라오스 친구는 밥 그 컵밥 있잖아. 그거 48개?(웃음)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했대.
가: (웃음)
나: 그래서 나도 뭔가 마트 가서 사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그 얘기 서로 하고.:::지금  
     점심 먹으러 너랑 만날 테니까 그거 준비 하고. 어 조금 씻고:: 세수했어. (-) 나왔어.
가: 그렇구나.

ㄴ. 가: 오늘 뭐했어?
나: 오늘? 아침에 나는 9시 반에 일어나거든. 9시 반이면 보통이지?
가: 나랑 비슷하게 일어났구나. 
    뭐 평균이지, 방학인데. 
나: 어. 9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옆 방에 라오스 친구가 있잖아.
가: 아::: 지난번에 말했던 그?
나: 응. 그 친구가 갑자기 문자 보내는 거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56명까지 늘어난다고.  
   갑자기 그래서 너무 무서워 가지고 나도 그 마스크 사야 하는 거 생각했어.
가: 맞아. 나도 요즘 그 생각했는데.::
나: 그리고 대구에 지금 음식들이 다 매진 되니까 우리도 빨리 사 놔야겠다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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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관적 관점에서의 교육 내용은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친 성]과 

[공손성]을 유지하는 관계적 교육 내용과 관련된다. 관계화 정도는 주관적이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한 사회의 법, 도덕 윤리를 반 하는 실체적 규칙과 에티켓

을 반 하는 의례적 규칙을 기본 전제로 하므로 객관적 관점과 향을 주고받는

다.227) 고프만(Goffman)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하는 언어 형태로 어떤 사람인

지 평가받고, 청자들은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 형태로 화자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

를 범주화하고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에 한 메타 화용적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정교한 언어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높은 지위를 가리키는 것

처럼 화자에 의해 선택한 종결 표현은 주관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자

기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면에서 주관성을 가진다고 하 다. 청자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호의적이고 수용적 태도를 갖는 것은 자아 형성에 향을 준다. (85)는 

모어 화자의 인터뷰로, (85ㄱ)은 친 하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

는 것에 불쾌함을 표시하 다. (85ㄴ)은 반말의 순기능을 보여 준다.228)

227) 고프만(Goffman, 1956:477)은 인간에게는 ‘실체적 규칙’과 ‘의례적 규칙’이 있고, 

양자의 차이점으로 경의(deference)와 품행(demeanor)을 들었다. 전자는 높임말, 정

중한 어조, 상 방에게 칭찬 보내기 등 청자 지향적인 것이고 후자는 개인이 바람직하

고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화자 지향적인 것이다. 예의의 기호학에 해 성

찰한 김성도(2003:120)에 따르면 고프만의 ‘경의’는 각 개인에게 공손의 커뮤니케이션

을 요구하는 반면, ‘품행’은 그 같은 수신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단지 행위

자가 에티켓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데 사용된다고 하 다. 본고는 예의

와 관련하여 ‘경의’를 객관적 관점에서, ‘품행’은 주관적 관점으로 응하여 살핀다. 

228) 어미 ‘-냐’는 NK에서 정보 요구보다 정보 제공 기능에서 쓰 다. 해당 인터뷰는 

‘-냐’를 사용함으로써 청자는 인 관계를 ‘소원한 관계-중립적 관계-친 한 관계’로 

나누었을 때, 상 가 관계적 목적에서 중립적 관계를 친 한 관계로 좁히고자 ‘-냐’를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 던 경험에 한 인터뷰 중 일부다. 

    그 라오스 친구는 밥 그 컵밥 있잖아. 그거 48개? (웃음)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했대.
가: (웃음) 컵밥까지?
나: 그래서 나도 뭔가 마트 가서 사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는 그 얘기 서로 하고.:::지금  
     점심 먹으러 너랑 만날 테니까 그거 준비 하고. 어 조금 씻고:: 세수했어. (-) 나왔어.
가: 와::: 오전이 금방 지나갔네::!

(85) ㄱ. 그래 알아, 친한 거, 나도 알지, 만난 세월이 몇 년인데. 근데 너랑 민지랑 
이야기할 때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공손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야 
되나? 뭔가가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좀 예의 있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어. 
당사자면 모를 수도 있어. 친하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말투나 단어가 딱 달라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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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하고, 예의 있는 반말 화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는 어학당에서 소위 ‘반말’에 해서 깊이 있게 배우지도 않고 

반말을 괜히 잘못 사용했다가 무례하다는 인상을 줄까 봐 친구 사이에도 반말을 사

용하지 않고, 한국에 살면서도 안 쓰다 보니 사용 자체가 어색하다고 응답하 다. 

그러나 나이 차이와 관계없이 동료, 친구 사이에는 반말이 꼭 필요하다. 학습자는 

해라체, 해체의 순기능을 익히고 격식성에 따라, 심리적 거리에 따라 상  높임의 

등급을 조절하는 코드 스위칭이 가능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관적 관점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상 와의 친 도를 척도로 삼는다. 이를 

위해 타인의 감정, 사고, 정서를 지각하고 상 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화에 민감

하게 반응한다. 인지적·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이를 표현하여 참여자 간 결속력이 증

시킨다. 한편, 화는 어휘와 문법 선택의 과정이므로 인품을 드러내는 일이자, 

품위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도 한다.229) 친 도 향상과 소속감, 만족감 향상은 단일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 내용으로 추출되기 위해 언어적 층위를 거쳐 

조직될 수 있다. 정의적 요소지만 학습자 스스로 구어 화에서 배려적 의미를 구

성하고,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령 청자의 의견과 정서를 수용하고 공감하기, 상호 배려, 열린 질문으로 종결하기 

등이 해당한다. 한국어 문법 교육은 학습자가 의사소통에서 머릿속 언어밭의 역량

을 고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언어밭에서 문법 지식을 꺼내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인바, 관점에 따른 교육 내용은 사용 맥락, 표현 형식의 기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화자의 판단 결과임을 깨닫게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229) 주관적 관점은 화법 교육의 배려 개념과 상통한다. 서현성(2016:499-500)은 ‘배

려’는 화법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공손화법’, ‘청자 지향적 화법’, ‘공감적 화법’, ‘상호 

관계적 화법’, ‘ 인 관계적 화법’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고 하 다. ‘공감’도 배

려와 함께 언급되는 표적 용어로 공감적 듣기는 편견 없이 상 방의 개인적인 인식

의 세계로 들어가 그 사람에 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의사소통 과정이며 

타인 배려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ㄴ. 연수원 회식 때 민욱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희근이가 나한테 ‘-냐’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친해졌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우
리 다같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였고, 앞으로도 
더욱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때 나는 처음 안 거야. 서울에서는 ‘-냐’를 잘 
안 쓰니까. 걔네 엄마 아빠가 전라도 분이시긴 한데 걔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살았거든, ‘-냐’는 남자들끼리 엄청 친한 고향 친구한테나 사용
하지 어른 되고 만난 사이에서는 ‘-냐’를 한번도 안 쓴 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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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관점에 따른 종결 표현 교육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원만한 사회적 

교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언어 중심의 객관적 관점, 관

계 중심의 주관적 관점은 구어 문법 교육에서 결국 상호교섭적이다.

관
점

방
향 규칙 관련항 기능 역할 교육 내용

객
관
적

청
자 
지
향

외재
적 

규칙

경의
(deferen

ce)

상대를 
향한 

배려,예의 
표시, 

사회적 
인간관

계 
드러냄

화·청자가 공통으로 관심 가질 만한 화제 선
정, 일관되고 자연스러운 화제 전환, 비속어 
사용 금지, 상황에 따른 호칭과 지칭, 적절
한 빈도의 맞장구(재진술, 느낌 표현, 동조, 
관련 내용 질문) 긍정적 발화 표지, 간접 발
화, 열린 질문, 의도적인 발화 종료 등

⇑               ⇓               ⇑              ⇓

주
관
적 

화
자 
지
향

내재
적 

규칙

품행
(demea

nor)

인품 
드러냄, 

스스로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느낌

정체성 
확인, 

재귀적 
점검

수용, 공감, 대화 성찰, 상호 배려, 사려 깊
은 행동, 내성(內省), 타인에 대한 평가 및 
판단 진술 최소화, 열린 태도, 상생 화용 등

<표 Ⅳ-8> 관점에 따른 교육 내용

 

2) 역할 층위

역할 층위는 화자가 청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발화 관점과 그에 따른 어휘, 문법 

요소가 변화하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표현 가운데 자신의 입장을 잘 드러내는 형태

와 억양을 선택 및 조정하는 층위다. 화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메시지의 발신이고, 

청자의 역할을 메시지를 잘 수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화자는 발화 약화, 얼버무리

며 넘어가기, 주장 약화를 통해 공손함, 정중함 표시하기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청자는 

단순 반복, 초점화하기, 지정하기, 강조하기, 맞장구 등을 사용하여 호응할 수 있다.  

구어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면  면 화’, ‘일상 화’, ‘자유 화’는 어

느 한 사람이 주도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려주기와 [질문- 답]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진다.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끊임없이 바뀌므로 두 역할에 공통적으

로 필요한 것은 문법적 지식 중에서도 명제적 지식이다. 명제적 지식은 어미복합

체의 기능 일반적 의미, 기능 특정적 의미다. 기능 일반적 의미는 표현 차원에서

의 문법 요소에서 살피었듯이, 여러 기능에서 쓰이는 어미복합체의 고유 의미다. 

반면 기능 특정적 의미는 특정 억양의 결합으로 생기는 부차적인 의미다. 

이와 더불어 화자와 청자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작용 태도에 터한 방법적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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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산출과 수용의 환경, 배경, 의사소통 목적, 참여자와의 관계, 사용 양식을 

고려한 화·청자의 행위 지식을 말하며 구어 문법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다. 김하수

(2008:6)는 연습을 통해 언어 능력을 내면화하는 것과, 숙달된 문장 구조를 실제의 

언어 사용 상황과 연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 다. 전자는 이론적으로 미시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고 후자는 거시적인 확  구조를 모형화하는 문제다. 

미시 구조를 파악하는 부분은 명제적 지식에서 해당되며 거시적인 확  구조는 방

법적 지식, 장르적 지식과 관련한다. 구어 문법은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언어 수행 

과정의 협응으로 바로 이어지기 어렵고 과정적 교수와 연습을 통한 재구조화 과정

을 거친다. 화자와 청자의 역할에 따른 장르적 지식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230) 

230) 바이버 외(biber et al, 2009:40)는 사용역과 장르의 상황적 특성을 참여자(participants), 

참여자 관계(relation among participants), 채널(channel), 산출 환경(production 

circumstances), 배경(setting), 의사소통 목적(communicative purposes), 주제(topic) 일곱 

가지로 나누었다. <표 Ⅳ-9>는 해당 연구를 참고하되, 채널의 하위로 분류되었던 양식

(mode)을 상위 항목으로 설정하 고 일상 화와 관계없는 하위 요소는 삭제하 다.

화자의 역할 청자의 역할
1. 발화의 생성(메시지 발신) 발화의 수용(메시지 수신) 
2. 목적: 자신의 의도와 발화 목적을 전달 상대방의 의도와 발화 목적 인식

⇓ ⇓

3. 참여자
참여자 
간의 
관계

양식 채널
산출과 
수용 
환경

배경 의사소통 
목적 주제

4.

참여자 
수(2인/2인 

이상)
참여자의 
사회적 

특성(연령,
교육, 
직업, 
고향)

상호작용, 
사회적 

역할(지위, 
권력)

관계(친구/
동료/낯선 

사이), 
공유된 
지식

문어, 
구어 

영구적 
매체(녹음·녹화
/전사/인쇄/필
사/이메일 등) 

순간적 
매체(면 대 
면/전화/
라디오)

실시간성, 
계획성, 
대본화, 
수정과 
편집

시간과 
장소가 

참여자에게 
공유되었는

가, 
의사소통 

장소(사적/
공적), 
시기

일반적 
목적/특수
목적/사실
성, 입장의 

표현

일반적 
주제/특수

한 
주제/(대화

에서) 
언급된 
사람의 
사회적 
지위

⇓ ⇓

5. 종결 표현 선택: 가장 적합한 발화 종결의 
형태(어미복합체, 조각문)를 선택 종결 표현의 형태와 의미 기능 인식

⇓ ⇓

6. 종결 비분절 요소: 억양의 문법적, 화용적 
기능을 인식하여 실현

화자가 선택한 종결 표현의 비분절 요소 
의도 파악

⇓ ⇓
7. 담화 참여자와의 관계, 담화 장면, 담화 양식 등 상황 맥락 종합적으로 파악

⇓ ⇓
8.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말하기 수행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듣기 실현

<표 Ⅳ-9> 화자와 청자의 역할에 따른 장르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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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위와 같은 화·청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결 표현을 암기하

고 연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상 방의 

발화를 선조적으로 이해하고, 화자로서 언어 사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도

와야 한다. 특히 한국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언어 표현 양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언어에 한 직관이 없는 외국인을 상으로 할 때 발화 장면에 

한 세 하고 구체적인 설정이 필요하다. 구어 중에서도 일상 화는 [+상호성]

의 언어 활동이므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화를 생성하고 화자의 말하기와 청

자의 말하기가 공존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일상 화는 발화 교체가 빈번

하게 일어나면서 화자의 발화와 청자의 발화가, 혹은 그 반 가 인접쌍을 구성

하게 된다. 결국 화청자의 역할 수행을 통해 상호작용적인 측면과 정서적인 측

면에서 도움을 주는 화 파트너로 거듭나게 된다.

3) 전략 층위

전략 층위는 표현과 이해로 나뉜다. 표현 전략은 다시 ❶ 정확한 어휘 형태 

문장 능력, ❷ 화자의 음성 신호를 청자에게 잘 전달하는 데 유리한 발음, 유창

성, 리듬, 어조, ❸ 사회 문화적 능력으로 별된다. 이해 전략은 ❶ 음성 신호 

잘 전달받기, 기억하기, ❷ 언어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제 로 이해하기, ❸ 한

국인들의 발화에 한 메타 인지로 별된다. 

먼저 표현 전략을 살펴보겠다. 정확한 어휘와 문법, 억양으로 말하는 것은 명

제적 지식과 관련한다. 의사소통에 향을 주는 음성 요소에는 명료하게 말하기, 

자신감 있게 말하기, 차분하게 말하기, 적절한 속도와 크기로 발하기, 정확한 발

음으로 말하기, 유창하게 말하기 등 구어 문법 능력에는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231)도 포함된다. 사회 문화적 능력은 화에서 적정한 순간을 찾아 화에 

참여하고 적정한 종결 표현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의 의미 실현

을 위해 종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중도 종료하는 것도 표현 전략의 일종이다. 

231) 말하기 능력은 효과적인 말하기 전략 또는 말하기 평가와 함께 연구되었다. 손세모

돌(2002:186)은 의사소통에 향을 주는 음성 요소로 목소리의 높낮이, 발음, 크기, 

속도, 어조를 들었고 나은미(2007)는 언어적 요소로 발음, 속도, 높낮이, 크기, 어조

를 평가 요소로 제시하 다. 신지 (2008:138)에 따르면 리듬감은 음높이 곡선의 굴

곡, 즉 억양, 조음의 변화, 강도의 변화를 통한 강약의 실현 등의 전체적인 협응으로 

만들어지는 발화의 통합적인 운율 요소이며 유창성은 묵음 휴지의 비율 및 리듬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 다. 나아가 신지 (2013:68-69)에서는 음성 평가 세부 항목

으로 발음, 크기, 속도, 억양, 리듬감, 유창성, 끊어 말하기, 전달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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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인의 화법을 통해 학습자는 호혜적 태도, 상생적 태도를 배우고 상

방에 한 배려를 전제하고 말할 수 있게 된다. 확답을 요구하여 어려운 상황을 

만들기보다 일정 부분 여지를 두어 융통성 있는 태도,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것

이다. 구어 문법 종결 표현의 표현 전략은 동양적 의사소통과도 관계가 있다. 표

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언어를 최소화하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

하여 한국 문화, 나아가 동양적인 의사소통 방식까지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해 전략은 음성 신호를 듣고, 기억하는 데에서 시작한다.232) 조각

문, 공화, 인용, 반복, 완화, 비질문 의문문, 화계 변동, 자문 등의 종결 사용에 

한 진술의 강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최고급 

학습자에게는 실용적 목표가 아닌 탐구적 목표로서 종결 표현에 한 메타 인지 

전략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구어 문법은 초급부터 최고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의 기반인 터, 이미 일상 화의 수준을 갖춘 최고급 학

습자에게는 문법 선택 기제 인식을 통한 감식안 증 가 논의될 수 있다. 한국어 

교실에서 메타 인지는 활동에 한 점검, 적용 활동 과정에 한 상위 인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는 배운 문법의 기능 사용에 한 적절한 수행을 위한 방법

적 지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구어 문법 교육의 개념적 준거

로서는 구어 문법 생성 기제, 원리에 한 인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종결 표현에 관여하는 지식 요소를 양식, 참여자, 기능, 형태, 

억양, 전략으로 체계화하면 다음 <표 Ⅳ-10>과 같다. 1행은 종결 표현의 선택에 

작용하는 맥락적 요소를 배치했다. 상위 범주를 2행에, 하위 범주를 3행에 나타

냈고 관련 속성은 4행에 나타냈다. 5행은 각 범주가 종결 표현의 생성과 사용으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갖춰야 하는 지식을 분류한 것이다. 

232) 신지 (2014:125)은 성인 자유 발화의 운율 단위 통계를 발화당, 억양구당, 음운

구당, 음절당 숫자로 제시하며 한국어 화자는 체로 11.4음절 정도의 길이를 발화로 

구성하고, 7.2음절 정도의 길이로 억양구를 구성하며, 3.3음절 정도로 음운구를 구성

함을 밝혔다. 억양구가 구성되는 음절수가 평균 7음절 정도라는 것은 인간의 작업 기

억을 고려할 때 7개 묶음이 하나의 문법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화자의 음성 신호를 

청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데 매우 유리하므로 억양구가 7개의 음절씩으로 

묶여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인간의 작업 기억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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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에서는 종결 표현의 기본적인 고려 요소인 내적 맥락과 외적 맥락이다. 표

현 의도가 내적 맥락이라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지역적 상황, 시간

과 장소 등 물리적 상황이 외적 맥락이 된다. 2행은 종결 표현 선택에 관여하는 

제일 첫 단계로 사용역, 참여자, 기능, 형태, 억양, 전략으로 범주화하 다. 제일 

먼저 ‘구어’ 층위를 보겠다. 구어는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언어의 경제성, 실

시간성 등 구어만의 특수한 속성들로 인하여 반복, 생략, 축약 등이 나타난다.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양식으로 구분되는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을 알고 사용역

을 면 히 선택하여 장르적 지식을 발휘해야 한다. 왜냐하면 같은 ‘구어’라고 해

도 카카오톡과 면  면 화에서 쓰이는 종결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매체 담화에서는 감탄을 나타내는 ‘-군’을 쓰는 반면, 얼굴을 마주하는 직접 

화에서는 잘 쓰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어서 ‘참여자’ 층위는 화 참여자의 관계와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수시로 변하

는 일상 화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메시지의 생성과 수신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말한다. ‘기능’ 층위는 상황에서 용인 가능하고 적절한 방향으로 다섯 가지 기능 안

에서 형태와 억양을 선별하게 된다. 세 층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법적 지식으로 

[±유표성]에 따라 무표적 어미 ‘-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던데, -더라고, -라니

까’ 등 유표적 어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H%를 사용해 청자의 직접적 반응을 기

할 수도 있고 조각문의 경우 M:%를 사용해 미정, 암시, 비단정을 표시하여 나머

지 화를 이어나가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LHL%를 사용해 새로 앎을 표시하거나, 

LH%를 선택하여 간접적인 반응을 기 하는 부드러운 정서를 선택할 수 있다. 

1 [내적 맥락] 표현 의도 [외적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상황 맥락
⇓

2 사용역 참여자 기능 형태 억양 전략

3 구어

대화 참여자의 
관계(나이/친소

/성별/권력)
화자와 청자의 

역할

정보 제공, 
정보 요구, 
행위 요구, 
행위 제공, 
정서 관계

종결어미
조각문

L%계열(L%, 
L:%, LHL%, 
HL%) M%,

H%계열(H%, 
LH%) 

진술 강도의 
조절(진술 약화, 

진술 강화, 
진술의 선택과 

초점)

4

 실시간성 
특수성, 
언어의 
경제성, 
실제성

상호작용성, 
친 성, 유대성 

친숙성
적절성, 
용인성

유표성
(고유어미), 

무표성
(범용어미)

적극적으로/소
극적으로 청자 

반응 유도  

 협동성, 
공손성, 친절성, 

(화제의) 
연속성, 계속성, 

발전성 
5 장르적 지식  명제적 지식 방법적 지식

⇓
6 종결 표현 생성

<표 Ⅳ-10> 종결 표현 교육을 위한 지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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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전략’ 층위는 방법적 지식과 관련한다. 기능에 맞게 형태, 억양을 쓰는 

학습자도 공손성, 친절성과 관련하여 화의 전략이 부족한 경우가 나타났다. 상

관적 장면에서 ‘-나’를 사용하여 진술 약화하기 전략, 공화와 관련하여 우호적으로 

말 끼어들기 전략,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끝마무리가 어려울 경우 마지막 음절

을 장음화하여 말 차례를 넘기는 전략, 관심과 관여의 표시인 맞장구, 자신의 말 

차례를 가져오거나 유지하는 전략 등을 사용하여 상 방의 발화에 적극적으로 협

력할 수 있다. 화제의 측면에서는 화제를 이어나가거나, 발전시키거나, 전환하는 

전략을 학습한다. 전략적 표현은 관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련한다. 행위 요구 기

능에서의 화계 변동도 하나의 표현 전략이다. 화자가 요구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

한 목적으로 청자의 예측과는 다르게, 유표적인 방법으로 높임말을 사용했기 때문

이다. 화자의 의도나 전략에 의한 격식성 변화는 참여자 관계적 요인으로 설명했

다. 이 밖에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한 명사류 조각문 ‘나?’, ‘뭐가?’, 단어가 생각 

나지 않을 때 ‘뭐라고 해야 하나?’, ‘그 뭐라 그래’, ‘뭐라고 해야 되지’ 등은 관례

적인 표현으로 학습자가 덩어리로 외우면 좋다. 이와 더불어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에서 NK와 FK가 어미와 조각문 사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틀 표지어(frame marker)와 관련했다. 일상 화는 학술 논문이나 신문 

기사, 뉴스와 같은 전형적인 쓰임을 가진 언어 사용역은 아니나 틀 표지어가 존

재한다. 문어에서는 틀 표지어가 직시(dexis), 조응(anaphora) 등으로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지만, 구어에서는 어떤 이야기인지 예고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역

할을 한다. 화의 이동을 하나의 거시 구조로 보고 ‘시작–중간-끝’을 설정한다

면, 화의 시작을 알리는 표지어는 다음과 같다. ‘나 엄청 난감한 일 있었어’, 

‘결혼정보회사 돈 많이 가져가더라?’, ‘내가 더 재밌는 거 알려줄까?’, ‘빅뉴스, 

빅뉴스’ 등 어미복합체와 조각문을 사용해 화의 현재 위치, 방향 순서를 지정

해 준다. 따라서 화자의 입장에서는 명제 간 관계를 나타내 구어 담화 응집성을 

증진할 수 있으며, 청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말하기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적 지식이다. 

상술한 여러 전략 중 상관적 장면에서 사용되는 자문 어미 ‘-나’를 문법 표현으로 

설정하여 교육 내용을 제시해 보겠다. 그동안 자문 어미를 통한 화법적 위장은 NK

와 FK의 차이를 드러내는 종결 표현이었으나 FK는 인식과 산출 두 측면에서 미진한 

면을 보 고, 교육적으로도 다뤄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급 수준에서 아

래와 같이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233) 단원의 주제는 경험 말하기고, 문법과 표

233) 해당 내용은 ‘-나’가 정보 요구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이미 교수·학습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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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나’, ‘-구나’이다. 어휘는 학습자가 선정한 주제에 따라 관련 어휘가 달라진다.

말하기는 화 구조와 표현, 어휘, 발음, 억양을 교수한다. 과제 단계는 화자 

입장에서 ‘에피소드 말하기’, ‘불확실한 정보 넣기, 잘 기억나지 않는 정보 함께 

전달하기’, 청자는 ‘들은 내용에 해 공감하기, 맞장구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활동한다. 확장에서는 정보 요구에서 ‘-나’도 잠재적 선택항이 될 수 있음을 

교수한다. 해당 어미는 청자에게 반드시 답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청자의 선택

의 폭을 넓혀 공손성을 증 함을 교육 내용을 추출한다. 

학습 목표 잘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이야기할 때 혼잣말 어미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알고 표현한다.

주제 자신의 경험 말하기
발화 장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상황

문법 -나, -구나, -다
어휘 에피소드 관련 어휘(여행, 날씨, 계절, 연애, 문화)

관련 기능 추측의 태도 표현하기, 화제 전환하기, 자문하면서 발화 이어나가기.

말하기
대화 구조(정보 요구 → 정보 제공 → 맞장구, 또 다른 정보 제공, 관련 
정보 요구), 표현 연습
어휘, 발음, 억양 연습

과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담화 연습
의사소통 과제 수행
▶ 화자: 에피소드 전달할 때 불확실한 정보 넣어 말하기, 잘 기억나지 
않는 정보 이야기 같이 전달하기.

▶ 청자: ‘들은 내용에 대해 공감하기, 맞장구치기.

▶ 확장:　정보 제공의 ‘–나’는 LH%와 결합되고 이후 휴지 없이 대화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습한 정보 요구의 ‘-나’와 변별된다. 정보 
요구의 ‘-나’는 H%와 주로 결합되며 청자를 바라보거나 2초 이상의 
휴지가 나타나는 등 발화를 넘기기 위한 액션이 수반된다. 

예) 어렸을 때 독감 1차 맞혔고, 그리고 엠엠알(MMR) 맞혔고, 그다음에 수두 
아니다 폐구균이었나? 그거 주사 맞혔어. 암튼 많이 맞혔어. 
예) 거기에 그리고 막, 거기에 걔 친구가 맞나?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같이 
여행 가거나 자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익숙하진 않은데. 

예) 아기 때 주사 많이 맞혔구나. 그걸 다 기억하고 신기하다.

<표 Ⅳ-11> 정보 제공 기능을 실현하는 ‘-나’ 교육 내용 제시

4) 적용 층위
적용 층위는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문제다. 교재에 적용, 교육 과정에 적용, 

의 교육 내용이다. 교사의 재량에 따라 정보 요구의 ‘-나’를 복습하면서 시작할 수 있

다. 정보 요구의 ‘-나’가 먼저 제공되고 이후 정보 제공의 ‘-나’ 순서로 제시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위계화에 한 내용은 4) 적용 층위에서 후술하겠다. 



- 268 -

교수 지식에 적용하는 교육 내용을 설계하겠다. 아무리 정확성, 유창성, 실제성

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유용하지 않으면 교재와 교실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없다. 구어 문법이 실제성을 중요시한다고 해서 날 것 그 로의 화를 

교재에 실어 버린다면 오히려 학습자에게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육은 무

질서하게 변화하는 표면적 양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보편적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그러면서도 ‘교육적인’ 화문을 구성하여 가르칠 것인가가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화두(백승주, 2015:78-79)”기 때문이다. 교육적이면서 실제적이

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교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화의 전개 

과정 속에서 ‘억양 단위’가 수행하는 역할을 최 한 드러내야 한다. 또한 교육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어 문법 안에서도 숙달도에 따라 위계화되어야 한

다. 둘째, 교수 지식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 교수자들이 수업을 위해 사용하

는 문법서 및 누리집에 보다 정 한 교수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가) 교재와 교육 과정

억양 단위는 떠오르는 생각을 전달하는 정보 단위다. 억양 단위와 통사적 완

결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여러 억양 단위에 걸쳐 나타나는 경

우도 있다. 억양 단위는 예시 화문, 듣기 화문 등에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

다. 한국어 교재에서 화문은 각 단원의 첫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 주는 모범 

화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234) 예시 화문, 듣기 화문도 있으므로 예시와 듣

기 화문에서는 정형성(定型性)에서 탈피하여 구어의 모습을 온전하게 반 할 

수 있다. 예컨  (86)과 같이 억양 단위로 교재를 구성하는 경우 첨가 구조, 협

력 구조를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235) 

234) 모범 화문은 각 단원의 첫 부분에서 모범으로 보여 주는 화문이다. 단원의 앞

에 놓여 문법 형태의 전형적인 상황과 표현을 보여 준다. 단원 목표에 부합하여 학습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문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임과 동시에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

하는 역할을 하며 듣기, 쓰기, 읽기, 문화 등 다른 역으로 이어진다. 이런 면에서 

모범 화문은 실제성을 가지되 전형적이고 최소한의 모습을 균형 있게 보여 줄 의무

가 있으므로 통사적 완결성, 문장 단위를 최소한의 적용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

235) 전 옥(2003:262)은 억양 단위를 화자가 그 순간에 떠오른 생각을 하나의 통일된 

억양 곡선으로 실현한 단위라고 하고 화에서 나타나는 통사 구조는 완결 구조, 분

화 구조, 협력 구조, 첨가 구조가 있음을 보 다. 이는 화자와 청자의 머릿속에 기본

적인 통사적 구성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것이다. 또한 주어는 인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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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라도 하면//다행인데’를 두 화자가 나누어 통사적으로 완결을 이루고 

있다. 구어에서는 화자의 그 순간 머리에 떠오르는 정보를 말하고 덧붙이거나 

수정하는 형태이다. ‘확진자 다녀간 건/아니지?’는 한 화자가 두 억양 단위에 나

눈 분화 구조이다. ‘확진자 다녀간 건’에서 마지막 음절을 길게 늘려 상 방을 

바라보았으나 상 방이 답이 없자 말차례를 유지하여 ‘아니지?’로 다시 묻는

다. ‘ 전이나 오창이나 오픈 이래 이렇게 손님이 없는 적은 처음이야.’라고 문장 

단위로 구성하기보다 ‘오픈 이래 처음이야. 전이나 오창이나.’와 같이 구성한다

면 도치, 생략, 반복, 첨가를 자연스럽게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억양 단위로 종결된 발화를 예시로 사용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떠올리고 내뱉는 완벽주의 학습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구어에서는 ‘완벽하지 않

아도 된다’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기 때문이다. 입을 열어 말한 행위의 결과를 

표시하는 단위가 반드시 종결어미일 필요가 없으며,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

서 정보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억양 단위로 제시문을 구성하다 보면 교재

에서 조각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236) 

의 출발점(the cognitive starting point)으로 구정보이며 어순상 앞에 오게 되고 반

면 주어에 뒤따르는 신정보는 담화상에 뒤에 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먼저 전달

하고 싶은 정보가 신정보라면 일반적인 어순의 규칙을 어기고 신정보 먼저, 나중에 

구정보를 보충하여 통사 구조를 완성할 수도 있다고 하 다.

236) 세종 한국어 회화 교재를 일례로 살피겠다. 해당 교재는 통합 교재에 비해 회화 능

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담화 차원의 종결 표현을 살피기 용이하며, 비교적 최근

(2020.1.1.)에 출간되어 현  구어를 잘 반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급 수준

의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세종한국어 회화 3>의 경우, 파트1(어휘1, 표현1) → 파트

2(어휘2, 표현2) → 파트3(연습해요, 이야기해요, 듣고 말해요, 더 말해 봐요)로 구성된

다. 여기서 실제 화문인 ‘이야기해요’와 ‘듣고 말해요’를 분석한 결과, ‘이야기해요’에

서는 5개의 연결어미 조각문, 6개의 명사류 조각문, 20개의 감탄사류 조각문 총 31개

(86) 가: 사람들이 매장으로 안 오는구나, 배달이라도 하면.
나: 다행인데. 그나마.(한숨)　
가: 내 말이.
나: 확진자 다녀간 건:::↗
나: 아니지?
가: 응. 그건 아니고.
나: (한숨)
가: 오픈 이래 처음이야. 대전이나 오창이나.
나: 나도. 수은(수출입은행) 직원이 홍보 쪽인데 기자실 드나들어서.:::
가: 집에 있어야겠네.↗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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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육 과정에 한 적용 층위를 살펴보자. 구어 문법 종결 표현의 단

계별 위계화는 표현 차원에서 제시했던 순환적 배열과 궤를 같이한다. 종결 표

현의 기능 일반적 의미는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므로 가장 처음 단계에 제

시된다.237) 이후 반복적으로 제시되는데, 상호작용적 기능과 전략적 기능으로서

의 종결 표현이 차례로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Ⅳ-3] 종결 표현 교육 내용의 위계화

‘-나’는 전략 층위에서의 교육 내용에서도 주목한 바 있다. 현재는 부분의 한

국어 교재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나, NK가 고빈도로 사용하는 어미이며, FK는 인식

과 산출에 모두 부족함을 보 다는 점에서 가장 교육적이고 실제성이 높은 어미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어미의 의미 층위, 상호작용 층위, 전략적 층위가 한꺼

가 추출되었다. ‘듣고 말해요(듣기 지문)’에서는 명사류 48개, 감탄사류 56개, 연결어미

류 16개, 부사류 4개로 총 124개의 조각문이 추출되었다. 듣기 지문에서 명사류 조각

문이 많이 추출된 것은 도입 부분에 ‘지혜 씨, 리나 씨’ 등 호칭이 사용되었기 때문이

며, 간혹 ‘컴퓨터 학원요? 복싱요?’와 같이 되묻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감탄사류는 ‘아, 

그래(요), 음, 휴, 맞다, 휴, 와, 글쎄’ 등 비교적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그래(요)?’가 

20개로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연결어미 조각문은 ‘-아서’, ‘-고’, ‘-다

가’, ‘-은데’, ‘-아서’, ‘-려고, ‘-니까’ 등이 추출되었고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 다. ‘왜?’ 등은 부사류 조각문으로 집계되었고, 관형사류 조각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응’과 ‘네’, ‘아니’, ‘아니요’를 제외한 수이며, 

본문의 지문과 듣기 본이 겹치는 경우도 중복으로 합계하 다. 해당 교재는 행위의 

의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종결 표현인 ‘-으려고(요)’ 자체를 표현 항목으로 

제시한, 구어 문법이 잘 반 된 교재로 볼 수 있다. 다만, 명사류 조각문과 부사류 조

각문의 다양화, 관형사류 조각문에 한 적절한 출현이 요구된다.

237) 첫 단계가 고급(5급)이라면 고급(5급)-고급(6급)-최상급(6급+α)으로 위계화될 것

이다. 반말 화는 한국어 교육에서 주로 초급(2급)에서 제시되므로 초급-중급-고급

이 된다. 출발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 배치는 달라지는 것이다. 다만, 모든 기능에서 

사용되는 범용어미부터 고유어미 순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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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제시된다면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에는 

가장 기본 기능인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혼잣말’로 교수된 후, 중급에서는 

‘이제 어떡하나?’, ‘밖에 눈이 오나?’, ‘어제 무슨 일 있었나?’ 등 지식적인 측면에

서 핵심적인 의미 층위를 제공한다. ‘-나’의 혼잣말로서의 기능은 장르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장르 보편적 기능이다.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를 제공했다

면 이후 단계에서는 상관적 장면에서 쓰이는 자문 어미를 교수한다. (87)처럼 확

장적 의미 층위의 ‘-나’는 상호작용적 기능을 함을 보인다. (87)은 코로나19 바이

러스로 검사를 받은 후 학교 행정실과 보건소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불쾌했던 경

험에 해 이야기한다. 이때 사용된 ‘-나’는 정보 요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안을 

제시하면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상황을 반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함께 전한다. ‘전화를 꺼 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아’라는 직접적인 표현 신 의문

문 형식을 취했고, ‘-어’ 신 ‘-나’를 선택하여 청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마지막 단계는 장르 특수 층위에서 일어나는 전략적 기능에 해 학습한다. 

전략적 층위에는 표현 전략과 이해 전략에서도 다룬 바 있듯이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화 개시, 분위기 완화, 주의 환기, 호응, 회피, 지속, 강조 등을 종결 표

현을 통해 달성하는 단계이다. (88)은 정보 제공의 ‘-나’의 예시로, 추측하는 정

보를 나열하면서 LH%, LH%, H%를 사용하 다. 모든 질문에 한 답을 바라

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의 추측에 한 간접적·직접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H% 계열의 억양을 사용하 다. 동시에 부정확한 진술임을 표시하면서 응답의 

의무를 부과하여 청자를 화자 자신이 제시하는 화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 

주의를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이 기(旣)학습한 문법을 누적적으

로 제시하는 교육은, 고급으로 갈수록 구어와 문어에서조차 잘 쓰이지 않는 문

법을 배우는 것보다, 구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을 반복, 확장하여 학습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구어 문법의 교육관에 터한다.238) 

(87) 가: 근데 나도 이해 안 됐어. 왜 나한테 전화하는 건지.
나: 전화를 꺼 놓으면 안 돼? 전화를 꺼 놓으면 문제가 되나?(H)
가: 그래서 계속 뭐 보건소에서 한 30분마다 행정실에서 계속 문자도 

왔어. 그날 행정실 직원분이 결과 나오면은 바로 알려 달라고. 근데 
3시, 4시까지 기다렸는데도 결과를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도 많이 
전화를 나한테 전화를 많이 해서 그 사람들도 나한테 미안한 거야. 
그래서 한 5시 반쯤에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보건소에서. 
너무 궁금해 가지고 보건소에 그 관악구청 보건소에 직접 전화를 
했었어. 결과를 확인했다고. 그래서 나한테 아마 조금 있다가 전화 갈 
건데 음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88) 다: (코로나19 관련) 너무 많은 인터뷰를 봐 가지고 기억이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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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법 교수 지식

문법 교수 지식은 한국어 교사, 한국어 예비 교사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다.239) 문

법 교수 지식에 적용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문법, 표현 내용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의 교수학습샘터에의 적용 문제를 논할 수 있다. 교수학습샘터는 국립국

어원의 한국어 교육 문법 표현 내용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구축되었고, 국립

국어원 누리집에 연동되어 있어 접근성이 높으며 도입부터 유사 문법에 한 지식

까지 면 하게 다루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참고하는 자료 중 하나기 때문이다. 

238) 이와 관련하여 한 고급 학습자의 인터뷰 중 일부를 발췌한다. 

     친구를 도와주러 은행에 갔어요. 한국어 공부한 지도 이제 오래 되었으니까 자신 

있게 갔어요.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계좌를 터 드릴까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느낌상 아 어카운트(account) 오픈(open)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자존심 상했어요. 나는 한국어 이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왜 트다? 터요? 몰라요? 

생각했어요. 사실 5급 6급에서 지구 온난화, 경제 이야기, 역사 이야기, 한국 건축, 

예술, 무역, 뭐라 그러지::: 이데올로기? 이런 거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계좌를 터요 

관계를 터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더 좋지.(FK_18_F 인터뷰 중에서)

     ‘트다’라는 어휘와 관련한 인터뷰지만 같은 논리가 문법에도 적용이 된다. 기존 학

습한 문법을 확장적으로 적용하여 다시 학습하는 것은 교수 요목에서 상술한 순환적 

배치와도 연결된다. 이에 해 최은규(2013:277-278)는 계속 새로운 문법 요소를 교

수하는 선형 구조가 아닌 등급별로 지향점을 달리하면서 확장, 재교수하는 나선형 구

조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즉, 초급에서는 형태 구조 중심의 기초 문법, 중급은 문법 

항목의 다양화에 기초한 확장 문법, 고급은 담화 기능 표현까지 고려한 종합 문법을 

가르치자는 것이다. 등급별로 새로운 문법 항목의 순차적 제시라는 단선적 설계를 벗

어나 선수 학습 구조를 복습하고 확장, 심화하는 것이 나선형 구조다. 이렇게 교수요

목을 구성하면 교육 과정, 교재, 교수 학습 및 평가 등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이라는 해당 연구의 관점은 본고의 관점과 상통한다.

239) 문법 교수 지식의 결정에 향을 주는 요인에는 문법 내용에 한 지식뿐만 아니

라 학습자에 한 이해, 수업 환경(교재, 교육 자료, 교육 부자재 등) 및 교수 방법에 

한 지식도 포함된다. 한국어 교사는 수업 상황에 맞게 문법의 교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능력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법 내용 자체에 한 내용

으로만 한정하여 논의한다. 

라: 너도 좀 투머치야.
다: 무섭잖아.

근데 산소 치료랑 호흡기 중환자실 저거 구분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 
산소 치료라는 거 자체가 산소 호흡기를 쓴다는 거 아닌가(LH) 산소 
마스크 쓴다는 건가(LH) 기도 삽관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인가(L).

라: 자꾸 추측할 필요가 없어.
다: 왜 필요가 없어, 정확히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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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결어미 조각문의 경우, 종결어미화가 완료된 연결어미는 종결어미로 

분류하고, 종결어미화 과정의 연결어미는 연결어미 조각문으로 분류하 다. 연결

어미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면서 연결어미가 문장 끝에 자연스럽게 쓰이는 경우

도 종결 표현의 교수 상으로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발화의 끝자리에 나타나는 

모든 연결어미를 모두 문법 교수 지식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종결어미화 

과정 중인 연결어미 중 구어에서의 중요도에 따라 문법 설명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두 집단에서 고빈도로 나타난 ‘-고’와 NK와 FK의 차이가 컸

던 ‘-려고’를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려고’는 행위 제공 연결어미 조각문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두드러진 항

목이기 때문이다. ‘-려고’는 표준 국어 사전에 종결어미로의 쓰임이 함께 제시되

어 있으나 의심 및 반문으로만 등재되어 있다. 교수학습샘터에도 종결에 위치한 

‘으려고’는 ‘으려고 하다’, ‘으려고 들다’가 확장에 제시되어 있으나 ‘으려고’자체로 

종결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의도], [목적]과 연결선상에 있으나 후행절이 

생략된 [결심]의 의미로 쓰 을 때 ‘-려고’로 종결되며, 이때 하강조를 얹어 결심, 

상승조와 함께 쓰여 상 의 결심을 추측하여 물을 수 있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는 정보 제공에서 NK와 FK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연결어미 조각문

이다.240) ‘-고’는 별도의 표제어로 종결어미가 있으나 일상 화의 ‘-고’와 달리 

완전히 종결어미화가 완료된 것으로 빈정거림, 항의를 뜻하는 물음과 부드러운 명

령으로만 실려 있다. 교수학습샘터에는 ‘앞의 말에 덧붙이거나 계속 이어서 서술함

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의 말에 이어서 질문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등재되

어 있어 구어 실상에 훨씬 가깝다. 다만 추가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점은 ‘-고’의 

연결어미의 나열, 순서 중 종결에서는 [나열]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는 점이다. 시

간 순서를 의미할 때, 종결에 위치한 ‘-고’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관해 하

지선(2006: 56)은 ‘하루 종일 길을 걸어 다녔어. 밥을 먹고*’는 자연스러운 발화문

으로 보이지 않으며 후행절에 오는 행동이 선행절의 행동보다 앞설 경우 ‘-고’가 

쓰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환경이라고 하 다. 본고는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나 본

고의 말뭉치에서도 해당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루종일 길을 걸어 다녔어, 

240) 3장 정보 제공 기능에서 ‘-고’는 NK의 연결어미 조각문 386개 중 125개(32.3%), 

FK 연결어미 조각문 279개 중 108개(38.7%)를 차지함을 보 다. 비단 정보 제공 기

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구어에서 연결어미 ‘-고’는 관련 연구에서 항상 고빈도 순위

에 속해 있다. 가령 김풀잎(2016)은 외국인과 한국인의 구어 담화를 상으로 연결어

미 조각문의 출현 횟수을 비교하 다. 그 결과, NK는 -고(36.1%) > -는데(22.1%) > 

-니까(14.5%) > -어서(6.5%) > -는다고(5.6%) 순으로, FK는 –고(41.7%) > -는데

(19.6%) > -니까(14.7%) > -어서(7.3%) > -게(7.3%)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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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먹고서’가 ‘먹고’보다 자연스럽다는 것이 동의하는 바다. 순서의 의미가 종결

에 덧붙여지는 경우 ‘-어 가지고’, ‘-고서’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고’는 

추가적으로 생각난 정보, 즉 2차 정보를 덧붙일 때 사용된다. 구어는 발화자가 무

엇을 말할 것인지 계획할 시간이 짧게 주어지므로 즉석에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

다. 한국어 학습자는 떠오르는 세부 내용을 첨가하여 의미를 명료화하는 과정 거침

과 동시에 말 차례를 가져올 수 있다는 효과도 익힐 수 있다. ‘-고’의 이러한 특성

은 선행절 주제와 후행절에 부가적으로 얹히는 구(pre-clause topic and a 

post-clause tail)에 주목한 카터와 매카시의 어권 구어 문법과도 상통한다. 

처음 학습자가 연결어미를 배울 때는 연결어미에 맞는 후행절을 함께 학습할 

것을 권장한다. 이후 화에서 상 방의 정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생략, 전경-

배경 설정을 위한 도치로 인한 종결어미화 과정의 연결어미를 소개한다. 가령 

‘마트는 매일 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해’를 먼저 보이고, 선행절과 후행절을 

도치해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해. 마트는 매일 가고’에 노출한다.241) ‘-고’는 다

른 연결어미에 비해 본연의 의미를 지속한 채 종결어미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부터 교수·학습되어도 무리가 없다. 한편, 이렇게 후행절이 생략된 

느낌은 성별과도 관련된다. 이에 해 손옥현·김 주(2009:64)는 간접적으로 자

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여성어의 특징을 갖고 있어 남성 화자보다 여성 화자가 

‘-고’를 거의 두 배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고에서도 체로 남성 화

자보다 여성 화자에게서 더 많이 기술된바, 해당 내용을 추가적으로 다룰 필요

가 있다. 추가적으로, 의문이 아닌 경우에서 나타난 상승조의 억양은 발화를 계

속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하강조는 화자에게 발화 순서를 넘긴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교수학습샘터에 기술될 내용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1) 예컨  다음의 화에서 사라의 발화, ‘다음 주말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같이 식사

하자고 하셔서 봬야 돼’는 지금 부모님을 뵈어야 된다는 사실이 질문에 한 직접적

인 응답으로 전경화되었다. 이후 말줄임표와 함께 연결어미가 나타나 후행절이 생략

되었음을 보 다. 실제 화에서 말줄임표는 M%의 장음화로 나타날 것이다. 학습자

들은 해당 발화에 해 도치, 두드러짐을 표하는 정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미카: 니 얼굴에 고민이 있다고 쓰여 있어. 빨리 말해 봐. 

사라: 다음 주말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봬야 돼. 같이 식사하자고 하셔서...

미카: 왜? 뵙고 싶지 않아?                서강한국어 4A(2015:84)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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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의미 예문

-려
고

연결 의도, 목적 ‣살 좀 빼려고 아침마다 요가하고 있어. 

종결

화자가 청자의 결심을 추측하여 
정보 요구 

A: 밥 안 먹을 거야.
B: 왜? 살 빼려고?

의문사와 함께 쓰여 정보 요구 ‣몇 킬로 더 빼려고?
결심을 나타낼 때 ‣이제부터 살 좀 빼려고.
의심, 반문 ‣설마 지금도 말랐는데 살 더 빼려고?

기타

발음: [-을려구], [-을라구], 
[-려구]로 발음되기도 한다. ‣이제부터 살 좀 빼려고[뺄라구].

‘-(으)려고 해’처럼 쓸 수도 있
지만 구어에서는 대부분 생략함. ‣살 더 빼려고 (해).

-고

연결 대등 정보 나열 ‣민희가 이쁘고 귀여워.
시간 순서 ‣밥을 먹고 학교에 왔어.

종결

대등정보 나열은 종결로 많이 쓰임. A: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해.
B: 진짜?
A: 어, 마트는 매일 가고.

시간 순서를 나타낼 때는 종결에
서 잘 나타나지 않음.

C: 오늘 알바 갔다 왔어?
D: 응 갔다 왔어. 조모임 끝나고.
     (=조모임 끝나고 갔다 왔어.)

이차 정보 제공을 통한 명료화, 
세부화(추가적으로 정보가 생각
났을 때 말차례 가져옴)

E: 오빠 때문에 그런 거 같애. 
F: 그래?
E: 나 때문이 아니고.

기타

발음: [-구]로 발음되는 경우가 
더 많다. ‣조모임 끝나고[끝나구]

문장 종결의 ‘-고’는 ‘-어 가지
고’ 형태로 많이 쓰임.

‣다른 친구 뭐 해주는 동안에 자기 책 계속 
읽으라고 해 가지고.

억양: 화자가 계속 발화를 유지하
고 싶을 때는 상승조, 넘기고 싶을 
때는 하강조가 주로 쓰임.

‣올해는 일단 매일 헬스장 가기가 목표고(↗). 
음, 배에 복근 만드는 거 해 보려고.
‣다경이가 좀 여리여리하잖아요 막 이러고.(↘)

<표 Ⅳ-12> ‘-려고’와 ‘-고’의 종결 표현 설명 제시

지금까지 구어 종결 표현 교육 내용을 관점, 역할, 적용, 전략 네 층위에서 구

안하 다. 객관적 관점에서의 외재적 규칙, 주관적 관점에서의 내재적 규칙을, 

화자와 청자의 역할에 따라 장르적 지식을, 적용 문법을 상으로 하는 이해 전

략과 핵심 문법을 상으로 하는 표현 전략을 교육 내용으로 조직하 다. 끝으

로 교재·교육과정·문법 교수 지식에 적용하는 층위에 따른 종결 표현 교육 내용

을 위계화하 다. 이상의 내용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 276 -

[그림 Ⅳ-4] 종결 표현의 교육 내용 조직

3.2. 구어 문법 종결 표현의 교수·학습 방안
한국어 교육은, 주지하듯, 교수자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수업 시간 내 학

습자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말을 더 많이 하게 할까’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해 여러 교수법을 끌어들이고 있으며,242) 이들은 

교수 방법으로 모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초급일수록 귀납적 추리, 탐구 학습에

만 기 기 어려우므로 명시적 접근법이 선호된다. 본 절에서는 명시적 접근과 

암시적 접근의 장점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선택항 생성 및 확장을 위한 초점 교

수, 진술 태도 및 방식에 한 탐구로 나누어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1) 선택항 생성 및 확장을 위한 초점 교수

문법 교수 방법에는 연역적-귀납적, 설명적-발견적, 하향식-상향식 방법이 있

다. 연역적, 설명적, 하향식 방법은 문법의 뜻을 명시적으로 전달하며, 학습자가 

이를 정확하게 익히고 사용하게끔 만드는 방식으로, PPP 모형이 표적이다.243) 

242)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협동 학습, 과제 기반 학습, 반응 중심 학습 등이 이

에 해당된다. 여기에 스마트 교육 기반이 더해져 자율 학습 방식에 온라인 학습을 접

목하는 방식인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무크

(mook) 등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양방향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243) 명시적 교수법을 교사의 독단적인 설명 중심의 떠먹여 주는 방식, 전횡(專橫)적 방

식,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PPP(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 모형은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또 

다른 방식이지 학습자가 앉아서 ‘입 벌리고 받아먹는’ 수업이 아니다. PPP 모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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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귀납적, 발견적, 상향식 방법은 학습자들이 해당 문법을 추론 및 탐구하여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학습자의 참여를 이끌고 자발성, 다양성을 

고양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항에서는 두 접근법을 조합하여 선택항 생성과 확장에 기여하고 구어 문법

적 지식들이 구어 담화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뚜렷하게 접근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카터와 매카시(Carter & McCarthy, 1995)가 구어 문법의 

교육 방법으로 제시한 III(Illustration-Interaction-Induction)에 명시적 교수 단

계인 ‘제시’ 단계를 추가하여 해당 항목에 초점이 갈 수 있도록 교수·학습 단계

를 ‘예시-상호작용-귀납-제시-활동’으로 구성한다.

선택항 구성에 해서는 주세형(2009)의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의 관계를 

이루는 체계를 참고한다.244) 예컨  ‘-어, -야, -지, -나, -다’는 정보 제공의 

수평적 차원, ‘-다, -구나, -다’는 정서 표출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발화 기저의 선택항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알고, 합당한 이유로 하나

의 종결 표현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표출하도록 한다. 구어는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의 체계가 구성되므로 교수법의 예시도 기능을 중심으로 보이고자 한다. 여

러 기능 중 정보 제공 기능 수행을 목표로 하며, ‘-야’, ‘-나’, ‘-다’ 등을 기학습

한 중·고급 학습자를 상으로 한다. 수업 활동의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중심 교육 모형이며 학습자의 자발성,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보편화된, 안정적

인 교수법이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떠오른 III, TTT, ESA, 

OHE, NDAE 모형은 PPP 모형의 척점이 아니라 숙달도에 따라, 혹은 학습자의 요

구나 학습 분위기에 따라 변주될 수 있는 교수 모형으로 볼 수 있다.

244) 주세형(2009:192-193)은 수직적 체계(vertical dimension)의 예시로 사용자가 하

나의 명제를 맥락에서 실제로 실현할 경우 극성(polarity), 높임법, 문장 종결법이 동

시에 실현되므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수직적 차원이라고 하 다. 그러나 ‘부정법, 

높임법, 문장 종결법’은 각각 횡적 차원인데, 화자가 장형 부정을 선택했다는 것은 단

형 부정을 비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학습 
목표

-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종결 표현을 활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 같은 정보 제공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미가 사용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구어의 특성을 알고, 발화 말에 알맞은 억양을 얹어 산출할 수 있다.

학습 절차

예시,
상호
작용

- 다음 상황이 녹화된 상을 본다. 스크립트는 핸드아웃으로 제시한다.245) 

❶ 
가: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가시면 집안을 싹 청소를 해 놓으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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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보고 ❶, ❷의 종결 표현에 주목하여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르

게 느껴지는지 이야기한다.

- 짝과 스크립트를 소리 내어 읽고 ‘가’와 ‘나’ 역할을 바꾸어 읽는다. 

   근데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일주일이 됐는데 
   근데 집에 먼지가 수북히 쌓였어.
나: 응응.
가: 아빠 왜 이래 왜 이케 청소를 안 해, 내가 그랬어.
나: 그랬더니?
가: 그랬더니 그게 할아버지가 매일 청소하신 거라고 하셨어.
나: 아아.
가: 나는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시면 아이 뭐 할 게 있다구 맨날 하시나. 진짜 그 생각  
   했어. 내가 이케 늦잠 자구 있으면 할아버지가 막:: 잠을 자고 있으면 내가 잔 주  
   변만 빼 놓구 다 청소를 하셨어. 그리구 막 또 막 내 방 책 같은 거 건드리는 거  
   내가 되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뭐 없어지면 괜히 할아버지한테 짜증 내고 이랬는  
   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빈자리가 그게 제일 티가 났어.
나: 음.
가: 집안 청소를 할아버지가 다 하셨는데, 나중에 그걸 보구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생  
   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했어.
나: 할아버지가 힘드셨겠어. 
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 양말까지 다 빨아 주셨어.(웃음)
나: 양말까지?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가: 그래? 그땐 내가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부탁드렸어.

❷
가: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가시면 집안을 싹 청소를 해 놓으셨던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일주일이 됐나? 
   근데 집에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거야.
나: 응응.
가: 아빠 왜 이래 왜 이케 청소를 안 해, ✓ 내가 그랬다?
나: 그랬더니?
가: 그랬더니 그게 할아버지가 매일 청소하신 거라고.
나: 아아.
가: 나는 할아버지가 청소를 하시면 아이 뭐 할 게 있다구 맨날 하시나. 진짜 그 생각  
   했어. 내가 이케 늦잠 자구 있으면 할아버지가 막:: 잠을 자고 있으면 내가 잔 주  
  변만 빼 놓구 다 청소를 하셨다?
  그리구 막 또 막 내 방 책 같은 거 건드리는 거 내가 되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뭐 없어지면 괜히 할아버지한테 짜증 내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빈자  
  리가 그게 제일 티가 나더라.
나: 음.
가: 집안 청소를 할아버지가 다 하셨는데, 나중에 그걸 보구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나: ✓ 할아버지가 힘드셨겠다. 
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 양말까지 다 빨아주셨어.(웃음)
나: 양말까지?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가: 그런가?. 그땐 내가 어렸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부탁드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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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억양을 실어 실제 친구와 화하는 것처럼 읽어 본다.

- 친구와 반말로 이야기한 경험, 이야기할 때 주로 생각하는 것, 한국

어로 맞장구 칠 때 어려운 점 등에 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

귀납,
제시

-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면 같은 경험을 생생하게, 강약을 조절하여 이

야기할 수 있고 청자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이야기를 전할 때 무표적인 ‘-어’와 달리 ‘-다’, ‘-더라’, ‘-나’, ‘-지’ 

중에서 선택하여 발화할 수 있음을 교수한다. 지식의 내면화 정도, 

체험의 객체화, 자문의 화법적 위장에 한 메타 용어는 노출하지 않

은 채, 예시를 통해 차이점을 설명한다.<◯예 ‘내가 그랬다?(H%)’의 경

우 정보 제공에서 ‘-어’보다 명제와의 거리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반

면, ‘할아버지 힘드셨겠다.(L%)’에서의 ‘-다’는 상 의 말을 통해 새

롭게 추론한 사실을 이야기함.>

- 여러 선택항 사이 구별점에 해 질문이 들어올 경우, [새로 앎] 공

통 자질을 가지나 ‘늦게 일어났네?’의 ‘-네’에 비해서 [의외성]이 적

으며 [확실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아래 그림은 ‘-다’ 의미 자질 마

인드맵이다. 전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교수 지식으로 가지

고 있되, 수업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교수한다.

⇩ ⇩

활동

- A는 주말에 한 일을 이야기하고 B는 

상 의 말에 듣고 있다는 호응, 자신

의 말로 바꿔 추론한 사실 이야기 등

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화가 끝나

면 A, B역할을 바꾸어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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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 문법은 구어를 운용하는 데 있어 적절한 선택항을 구성하고, 그중 하나

의 언어 형식을 구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첫 단계는 담화 맥락에

서 화 참여자 둘 이상이 이야기를 할 때 절차적으로 구성되고 활용되는 자원

의 증 가 된다. 여기서 자원이란 언어지식을 말하며, 명시적 교수가 필요한 부

분이다. 그 첫 단계는 학습자로 하여금 정보 제공 기능에서 ‘-나, -네, -다’ 등

이 같은 선상의 언어 자원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항의 언어밭을 확

장해 주는 것은 치 가능한 말들의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생성해 

보는 일이다. 가령, 정보 제공의 ‘-다’가 계열체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그동안 

‘-다’는 감탄의 ‘-다’, 일기를 쓸 때 서술체의 ‘-다’, 혹은 자랑하는 맥락, 비아냥

거리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어미로 다뤄졌다. 그러나 현실의 구어에서는 정보 제

공의 기능에서 명제와의 거리의 유지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 ‘-나’는 혼잣말과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사이에 위치하여 불확실한 정보 제공 기능의 어미로 함께 

제시될 수 있다. 고급 수준으로 갈수록 실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문법 표현을 배

우는 것이 아니라,246) 구어에서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변별할 수 있도록 누적적

으로 교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숙달도가 올라갈수록, 문어 문법도 필요하나, 친

도나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종결 표현을 바꾸고 스스로를 선택하는 언어 주

체임을 인식하는 단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개인의 선호, 성

별 특성을 드러내는 항목은 제외하고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서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

택항 언어밭을 생성하고 체계적, 반복적으로 교수한다면 초급에서 배운 기본 의

미 외에도 자연스럽게 꺼내 쓸 수 있는 언어 자원이 증 될 것이다. 

245) 국립국어원 세종 말뭉치 <일상 화_가족과사랑에 해_4CM00003>에서 발췌하여 각색함.

246) 예컨  서울  한국어 6급에 해당되는 문법 항목은 다음과 같다. <-건 (간에), -

기 일쑤(이)다, -거니와, -다손 치더라도, N은/는 말할 것도 없다, -(으)려고 들다, -

는 양, -(으)리라, N에도 불구하고, -자, N(으로)에서 보다, -는 가운데, -(으)ㄹ래야 

(으)ㄹ 수가 없다, 어찌나 –던지, -(으)ㄹ 바에는[바에야] (차라리), -는 까닭에, -다 

뿐이지, -기란, -(으)ㄹ지라도, -는 한, -고서는, -게끔, -(으)면서도, -기(가) 이를 

데 없다, N더러, N이/가 다 뭐예요? N은/는 고사하고, 비록-(으)ㄹ망정, N만 해도, -

다든지 –다든지 하다, N와/과 맞먹다, 설사[설령,가령] –다(고) 해도, -(으)ㄹ라치면, 

-다고 할 것까지는[할 것까지야] 없다, -다고 치다, -(으)ㄹ 리(가) 만무하다, -던 차

에[차이다], -고도, -(으)ㄹ 성싶다, (비록/차라리) -(으)ㄹ지언정, -는답시고, -(으)ㄹ 

턱이 없다, N(으)로 말미암아, N에 지나지 않다, -기로서니, -아/어 주십사 (하고), N

인지라, -자니, -(으)ㄴ 끝에, 어디 N뿐인가(요)?, -느니만 못하다, -아/어 봤자[봤댔

자], -(으)랴 -(으)랴, -(으)ㄹ세라, N을/를 불문하고, -은/는 이상, -(으)니/느니 -

(으)니/느니 (하다), -건만, -는 게 고작이다, -(으)ㄹ 따름이다> 이를 통해 고급으로 

갈수록 구어보다는 문어에서 쓰이는 문법 요소에 치중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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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수업에서 화의 주도권은 교사가 아닌 학생에게 있으므로 명시

적 교수이되, 전달적 교수가 아닌 화적 교수를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 활동 단

계를 통해 구어 문법 체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인지적 차원에서의 사고 변

화를 꾀할 수 있다. 

2) 진술 태도 및 방식에 대한 탐구
 

다음으로 진술 태도와 방식에 한 탐구 절차를 살펴보자.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어휘나 문법을 약간 틀렸다고 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술 태도, 말하기 방식, 표현법에 한 문제가 발

생할 경우 오해의 여지가 더 많다. 어휘나 문법 요소의 오용보다 태도 및 방식은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하여 상호 이해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터해, 종결 표현의 방법론적 지식에서 차이를 보 던 미시적 

기능 중, 공화(共話) 교육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FK의 경우, 해당 내용

은 인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나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NK는 산출 시 

끼어드는 방법에 따라 적절한 정도가 달라짐을 언급한 바 있다. 방법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과는 달리,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짓고 방법론을 내재화하는 단계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입력 처리 교수(Input Processing Instruction)와 개인적 경

험과 연결 짓는 언어 경험 접근(Language Experience Approach: LEA)에서 필

요한 단계를 결합한 유도적 발견(Guided Discovery) 교수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밴패튼(VanPatten, 1996)에 따르면 입력 처리 교수의 구조화된 입력(str

uctured input)은 참조적 활동과 정의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참조적 활동은 목표 

문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학습자가 형태에 초점을 두는 활동이며, 정의적 

활동은 목표 문법을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짓는 구조화된 활동이다. 입력 처리 

교수는 주목하기(Noticing)와 언어인식(Language Awareness)을 바탕으로 하며, 

더 많이 주목할수록 더 많이 학습한다는 철학에서 시작한 귀납적인 모형이

다.247)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언어 형태와 내용에 동시에 주목하기

247) 귀납적 모형을 교수·학습 단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한 모형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

가 표적이다. 첫째, 레위스(Lewis, 1993)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OHE(O

bserve-Hypothesis-Experiment) 모형이 있다. 어휘 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며 발견 

단계가 특징적이다. 둘째, TTT(Task1-Teach-Task2) 모형은 과제를 기반으로 과제 

해결을 통해 유창성을 기한 후 정확성을 추가한 교수 모형이다. 과제에 기반하여 학

습자가 스스로 한국어를 관찰, 분석하여 문법과 규칙을 이해하는 표적인 귀납적 방

법론이다. 셋째, 리처드(J.C. Richards, 2002)가 제안한 NDAE(Noticing-Dis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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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쉽지 않다. 따라서 방법적 지식 교수는 내용보다 먼저 언어의 처리 방식에 

주목하여 둘 이상의 참여자가 어떤 식으로 말 차례를 교환하는지 주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후 내용에 한 의미 처리와 두뇌에 등록되는 과정이 자연스럽

게 일어나도록 돕는다. 

이렇게 ‘주목하기’ 또는 ‘의식 고양’을 위한 모형을 종합하면 [그림 Ⅳ-5]와 

같다. 1단계의 유도적 발견은 실제 발화 장면에 노출된 후, 언어 규칙을 획득하

고 도출, 학습 공동체와 공유, 확인하는 단계이다. 그다음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내재화, 체계화하는 단계이다. 자신의 경험을 수업에 반 하는 것은 학습자

의 흥미를 불러일으켜 학습 의욕을 고취한다. 3단계는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 밖

에서 구어 문법 관련 현상을 인식하고 산출하여 실제 삶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

는 의사소통 경험 단계다. 이를 도식화하고 실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rules-Accommodation and restructing-Experimentation) 모형이 있다. 문법 현상

에 주목하고, 의식을 고양한 탐구 학습의 방법을 복합한 모형이다. 넷째, 앞서 초점 

교수에서도 언급했던, 매커시와 카터(McCarthy & Carter, 1995)의 III(Ilustration-In

teraction-Induction) 모형이 있다. 해당 모형은 예시-상호작용-귀납적 유도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어 교수에 적합한 모형이다. 다섯째, 하머(Harmer, 2007)의 ESA

(Engage-Study-Active) 모형은 몰입-학습-활성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학습 단계에

서 학습자의 실제 의사소통 기회가 많으며 교사가 학습자의 숙달도, 학습자 요구, 수

업 환경 등에 따라 해당 단계의 순서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거나 반복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 5가지 모형은 모두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에 초점을 두고 과제 수행을 통

해 자연스럽게 내적 동기를 형성하는 귀납적 추론 단계를 거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학습 
목표

- 대화를 공동으로 이끌어 가는 ‘좋은 끼어들기’를 안다.
- 공화의 친 감 증진, 유대감 형성 효과를 알고 실천한다.

[그림 Ⅳ-5] 방법적 지식 습득을 위한 교수·학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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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절차

유도
적 

발견

- 공화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동 상으로 제시한다.

- 동 상을 보고 두 명 이상이 함께 완성한 명제는 무엇이었는지 학습 

공동체와 함께 유추하도록 한다. (◯예 메뚜기가 고흐 그림에 박혀서 

128년 동안 살았다, 90만 원하고 100만 원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다, 전사라고 부르면 그냥 우리 회사만을 얘기한다, 뚜껑 좀 따 주세

요 등)

- 말을 끼어들었을 때 친구의 기분은 어땠을까? 끼어든 친구는 왜 끼

어들었을까? 친구의 표정이나 화 분위기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가: 어머, 헛 메뚜기가:: 고흐가 그린 그림에 박혀서 128년 동안::
나: 살았대?
가: 산 건 아니고 사체로 거기에 있었대.
다: 5톤 트럭 한 대. 5톤 트럭 한 대 해서 완전한 포장 이사가 100만 원 정도 선 인  
   거 같애.
라: 싸게 제시하는 사람은 90만원 얘기하던데.
다: 90만 원하고 100만 원하고 뭐::
라: 큰 차이 없잖아?
다: 큰 차이 없지. 100정도는 뭐.(웃음)
마: 전사라고 부르지 않지 다른 걸로 불러.
바: 그래 그럼 그룹사라고 부르나?
마: 응 전사라고 부르면::,
바: 그냥 니네 회사만 얘기해?
사: 아 뚜껑 진짜 안 열린다. 뚜껑 좀::.
아: 따 달라고? 이리 줘 봐.  

⇩ ⇩

경험
공유,
내재
화, 

체계
화

- 학습자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혹은 한국인 친구와의 화에

서 발화의 앞부분을 듣고 뒷부분에 이어질 발화를 말하는 ‘ 화 공

동 구성하기’를 듣거나 본 적이 있으면 발표한다.

- 교사는 동 상을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경험을 먼제 제시한다. <무

한도전 501화 중 다음과 같은 클립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음. ◯예
유재석: 친구들이 왜 안 웃었는지.:: 노홍철: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  

- 학생들이 가져온 것 중에 비우호적 끼어들기의 예시가 있다면 우호

적 끼어들기 사례와 비교한다. 

- 학습자는 친구와 이야기할 때 뒷부분 발화를 예측 가능할 때 어떻게 

할까? ‘좋은 끼어들기’와 ‘나쁜 끼어들기’의 특징을 정리하고(아래는 

예시) 서로 바꿔 읽어 본다.



- 284 -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자. 1단계는 한국어 학습자가 주어진 동 상을 보고 

들으며 공화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스키마를 형성하는 단계다. 이때 학습 공

동체가 필요하다. 학습 공동체는 교실 안에서 또 다른 상호작용의 장(場)이 되

어, 지식의 나눔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돕는 소규모 조직이다.248) 다 같이 있

을 때 소극적이었던 학생에게조차 자유로운 화를 이끌어 내며, 한 발 앞선 동

료 학습자는 심적인 부담 없이 다른 학습자의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서

로는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기 때문이다. 해당 공동체 내에서 귀납적 지식을 도

출했다면, 교사는 학습자들이 추측한 전략에 해 피드백을 주고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구성한 지식을 일종의 저장 창고에 기억해 두게 된다. 

2단계는 학습자의 지식 내재화 단계다. 저장 창고에 있던 지식을 장기 기억으

로 보내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단계다. 해당 단계는 정의적 활동에서 

일어나며 형태와 의미를 연결(form-meaning mapping)하여 수용 단계로 넘어간

다. 수용 단계로 넘어간 언어 지식은 절차화(proceduralization)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밴패튼(VanPatten, 1995)이 제시한 언어 습득 단계 ‘입력(Input) → 흡수

(Intake) → 언어 발달 체계(Developing System) → 산출(Output)’ 중 입력, 흡

수를 지나 자신의 언어 경험과의 연결을 통해 언어 발달 체계에서 수용된 셈이

248) 학습 공동체는 교사가 보통 정해주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수행되나, 자발

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만약 14명

의 학습자라면 3명, 3명, 4명, 4명으로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과제를 수행하는데 하

향식 방식으로 수행되면 교사는 학생 수준에 맞게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고루 분포하여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좋은 끼어들기 나쁜 끼어들기
-뒷부분 말을 예측해 주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느낌이 듦.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 친구가 대신 
말해주면 좋음.
-어디쯤에서 친구에게 말할 권리를 넘겨 
주는 것인지 예상 가능함.

-말이 다 안 끝났는데 갑자기 끼어 든 
느낌.
-끼어들었을 때 내 말을 명확히 하려고 
질문한 것,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 말을 평가하거나 아예 다른 
말로 끼어드는 것은 기분이 나쁨.

⇩ ⇩

교실 
밖 

활동, 
과제 
수행

- 친구와 카카오톡 등으로 이야기하다가 

공화가 실현된 장면을 캡처하여 보낸다. 직

접 동 상을 찍어도 좋다.(이때 캡처 또는 

녹화에 해 상 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

음 수업 시간에 복습하면서 해당 장면에서 

친구가 보 던 반응 등에 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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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입력은 학습자가 노출된 언어인 반면, 흡수는 학습자가 실제로 주의

를 기울여 장기 기억력 속에 처리된다.249) 그러나 공화에 해 ‘절차화된’ 지식

을 갖고 있어도 구어 상황에서 즉각적이게 ‘튀어나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따

라서 마지막 적용 단계가 필요하다. 

3단계는 실제 한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속에서 친구들의 반응을 체험해 보는 

의사소통 경험 단계다.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 같은 반 친구들과의 말하기 과제 수

행으로도 체할 수 있다. 이때 내용과 문법 표현에 집중하기보다 학습자들이 서로 

반응하고 화를 이어나가는 방식에 주목하도록 이끈다. 의사소통 경험 후 잘된 사

례는 교실 안에서의 비계(scaffolding) 역할을 한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혹은 학습

자가 서로에게 좋은 끼어듦인지 나쁜 끼어듦인지 피드백하며 또 다른 의사소통 경

험을 촉진한다. 아울러 두 명이서 이루어지는 화를 확장하여 반 전체가 화자와 

청자가 되어 발화하는 방법도 있다. 한 명이 발화 한 텀씩 맡아 반 전체가 거시적

으로 화를 완성하며 사이사이 좋은 끼어들기 방식을 학습하도록 한다.   

유도적 발견 교수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재구조화된 지식을 갖추고, 의식하

지 않고 구어 상황에서 원활한 화 진행을 위한 끼어들기 전략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말하기 연습에서 문법 지식에 한 의미 기능 

파악과 산출은 교실 밖 사용으로 유도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49) 첫 번째 단계는 이해 층위로 청각적, 시각적 인지를 통해 공화의 기능-형태-억양

에 해 민감해지는 단계, 그리고 발화 기능, 의도를 제시하고 학습하는 단계이다. 나

아가 2단계는 학습자가 내부 구조를 스스로 구축하는 단계다. 방법적 지식 교수·학습 

절차가 스킬을 쌓아 가는(Skill-getting) 단계와, 스킬을 사용하는(Skill-using) 단계

로 나뉜다면, 스킬을 쌓은 단계와 사용 단계를 이어주는 것이 내재화 단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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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한국어 문법 교육의 핵심 요소로서 구어 문법에 주목하고, 어미복

합체와 조각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종결 표현을 설정한 후, 종결 표현의 실현

에 관여하는 기제를 체계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구안하 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구어 종결 표현에 한 사용 양상을 거시

적 차원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 고,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인 구어 특징적 종결 

표현에 해 미시적 기능 분석을 행하 다.

한국어 문법 교육은 그동안 구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유의미한 연구들이 축적

되었으나 국부적인 문법 요소의 빈도, 구조나 기능, 사용 제약 연구에 그쳐 구어 

문법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틀을 마련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종결 표현 교육은 학술 텍스트와 같은 문어에서 필자 태도, 완화(hedge) 

표현 교육에 집중되었고, 구어 문법에 기반한 연구는 드물었다. 구어에서의 종결

은 종결어미가 사용되지 않는 발화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미로 종결된 

연구에 치중되어 조각문과 어미복합체 전체를 조망할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Ⅱ장에서는 구어 문법의 정의를 ‘ 화

에서 나타나는 규칙’, ‘구어성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발화의 

규칙’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하 다. 화자가 해당 표현과 억양을 선택한 

이유와, 청자는 어떻게 느끼는지 심리적 배경과 생성 과정에도 주목한바 구어란 

‘화자 선택항의 집합체’이고, 문법은 ‘언어 형태 선택의 원리, 과정’으로, 구어 문법

은 ‘구어 맥락과 발화의 결합 그 자체’로 정의하 다. 아울러 구어 문법과 문어 문

법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구어 문법의 독자성을 담보하 고, 유관 개념과의 차이점

을 살피어 구어 문법의 위상을 공고히 하 다. 이후 구어 문법의 개념적 설정을 위

해 언어의 변이성, 수의성, 화자 중심성과 청자 중심성을 준거점으로 설정하 다. 

Ⅲ장에서는 종결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피기 위해 20-30  한국어 모어 화자 

30명,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30명, 총 60명의 일상 화 말뭉치를 수집하 다. 

그 결과 한국인 모어 화자 25,909어절(300분),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19,195어

절(300분), 총 45,534어절(600분)이 구축되었다. 이를 정보 요구 기능, 정보 제

공 기능, 행위 요구 기능, 행위 제공 기능, 정서 표출 및 관계 유지 기능 등 다

섯 가지로 별하 다. 두 집단 모두 정보 제공 기능이 가장 많이 쓰이며 일상 

화에서 의사소통 기능 부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이나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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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술 기능이 가장 높고, 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보 요구 기능이 

뒤를 이었다. 시킴, 요청 및 제안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요구, 행위 제공은 두 

집단 모두 소수로 나타나 20-30 의 의사소통 기능에서 명령, 청유 기능은 거

의 담당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상위 기능별 형태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모두 ‘-어’, ‘-지’, ‘-야’를 

많이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나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먼저, 정보 요구 기능

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더라’, ‘-는구나’, ‘- ’, ‘-네’, ‘-는다며’, ‘-니’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보 제공 기능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다’, ‘-다고’, ‘-

는지’, ‘-던데’, ‘-다면서’, ‘-냐’, ‘-냬’, ‘-네’, ‘-다니까’를 실현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부사류 조각문을 많이 생성하 고, 중첩 표현을 통해 명사류 

조각문 꼬리를 형성하 으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그러지 않았다. 행위 요구 

기능에서는 ‘-라’, ‘-어요’가, 행위 제공 기능에서는 ‘-을까’가 한국어 모어 화자

에게서만 나타났다. 정서 관계 기능을 수행하는 ‘-다’는 두 집단의 사용률이 비슷

하 으나 ‘-네’는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에서만 실현율이 높았다. 또한 한국어 학

습자는 틀 표지어로 기능하는 ‘-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나’를 사용하

는 맥락이 모어 화자와 달랐다. 하위 기능별 억양 실현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여전히 ‘평서법 = 하강조, 의문법 = 상승조’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 다. H%로 실현한 [물음] 기능을 제외하고는 전부 L%에 쏠림 현상을 

보 기 때문이다. 반면 모어 화자는 [알림] 기능 수행에 있어 ‘-나’, ‘-을까’를  

LH%와 결합하여 불확실한 정보를 표현하고 조각문 끝에 M%를 얹어 미정, 비단

정을 표시하 다. 또한 [시킴]을 실현하는 억양에서 모어 화자 집단은 조각문과 

L:%을 결합한바, 장음화를 통해 완곡함을 증 하 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의 차이에 관여하는 기

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시행하 다. 그 결과, 명제에 한 태도 측

면, 청자와의 관계 측면, 구어 양식과 관련된 측면 세 가지에서 차이를 보 다. 

먼저 개념적 측면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기존 지식 체계에 없는 신정보를 마

주하 을 때 지식의 내면화 정도에 따라 종결 표현을 선택하 다. 그러나 한국

어 학습자는 가장 무표적인 ‘-다’를 사용하고 나머지 어미들에 해서는 학습하

지만 말할 때 떠오르지 않아 잘 쓰지 않는 표현, 아예 학습하지 않은 표현이

라고 응답하 다. 과거의 체험을 회상할 때, ‘-더라’, ‘-더라고’ 등을 떠올리기보

다 초급에서 다루어 틀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어’를 사용하여 안전도를 높

이는 것도 마찬가지 심리에서 기인한다. 둘째, 인적 측면에서 모어 화자는 친



- 288 -

한 사이지만 공손성의 원리에 기반하여 의도적인 중도 종료 발화, 화계 변동 등

으로 진술 강도를 조절하 다. 반면, 한국어 학습자는 형태와 억양을 통해 공손

성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거나, 반말하는 화는 공손하지 않은 

화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구어 양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모어 

화자는 일상 화 사용역에 맞는 친 성, 협동성 형성을 위해 종결 표현을 선택

하 다. 또한 억양의 변주, 공화(共話), 중첩 구성, 인용 표지 생략 등을 통해 진

술의 초점화 전략과 더불어 틀 표지어를 사용해 어떤 이야기인지 예고하거나 흥

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수행하 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는 인식과 산출 둘 다 

못하거나, 인식하고 있되 산출하지 못하 다. 

Ⅳ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어 문법 종결 표현 교육의 내용을 구

안하 다. 먼저 두 차원 즉, 표현 차원의 선택과 이해 차원의 파악으로 나누었

다. 전자는 발화 수행 차원에서 전형적 쓰임에 기반한 핵심 문법 교육을, 후자는 

발화 인식 차원에서 수의적 쓰임에 기반한 적용 문법 교육으로 별하 다. 이

에 따라 종결 표현 교육의 목표는 실행적 목표와 지식 탐구적 목표로 설정했다. 

실행적 목표는 상 방의 발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일상 화라는 사용역

과 발화 장면에 맞는 종결 표현을 선택 및 산출하는 데 도달점을 둔다. 이를 위

해 기능-형태-억양으로 이어지는 문법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전략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함으로써 친 하면서도 공손한 의사소통

을 수행하는 능력을 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지식 탐구적 목표는 상황 맥

락 요건에 따른 종결 표현의 구어에서의 기능을 이해하고 메타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의 구성은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 화자의 역할과 청자의 역할, 이해 전략과 표현 전략, 교재 및 교육 과정에

의 적용, 문법 교수 지식에의 적용 차원에서 구안하 다. 종결 표현을 교수할 때

는 확장적 의미 층위, 장르 특수 층위까지 아우르는 선택항의 생성 및 확장을 

위한 초점 교수를 제안했다. 방법적 지식은 공화 학습을 예시로, ‘좋은 끼어들기’

와 같이 용어를 바꾸어 진술 태도와 방식에 한 탐구 학습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한국어 교육 구어 문법 연구에 있어 

학문적 성숙기로 넘어갈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구어 문법

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된 데에 비해 구어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구어로 보아야 하는지, 다른 문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한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양적으로 기축적된 구어 문법 연구를 되

짚고, 구어 문법의 준거와 구체태를 보인바, 향후 구어 문법 연구가 새로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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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특히, 문법학자들과 음운·음성학 연구

자들이 만나는 곳으로서 구어 문법을 바라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는 연구 

외연을 넓히고 협업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구어 문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

진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문법 연구에서는 구어 문법의 연구는 문법이 가지

고 있는 본연의 의미, 맥락적 해석에 초점을 두어 운율적인 분석은 추상적인 면에 

머물렀다. 반 로 음성 연구에서는 문법 선택의 원리와 기제에 한 해석이 부족

하 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전사 말뭉치와 음성 말뭉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능-형태-억양으로 이어지는 문법 선택의 흐름을 정치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구어 문법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이론적 층위와 실제적 층위의 

교량 역할을 수행하 다. 구어 말뭉치의 어휘 요소나 문법 항목을 분석한 연구

는 많았으나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이어진 연구는 드물었는데, 이는 교실 밖 실

제 한국어에 한 부분은 학습자가 드라마(K-drama) 보기, 노래(K-pop) 듣고 

따라하기 등을 통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국인 

친구를 사귀면서 간극을 좁힐 수도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국어 학

습자의 경우 여건상 어렵다. 아울러 학습자들에게 별다른 해결책 없이 혼자 하

길 권하는 것은 교수자의 입장에서 무책임한 것이므로 실제 한국어, 그중에서도 

친 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위 ‘반말’ 화도 적극적으로 교실 안으로 끌어왔다

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인위적 규범성에 터한 언어 외에

도 자연적 규범성, 용인성, 선호성이 높은 적용 문법의 범주도 배울 수 있는 가

능성을 보 다. 이러한 가능성의 제시는 구어 문법 교육 연구가 현장에 반 될 

수 있는 토 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2.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더불어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 말뭉치에 관련하여 최 한 자연스러운 구어를 수집하고자 하

다. 그러나 녹음 사실을 알린다는 것만으로도 연구 참여자에게는 일면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 한 편하게 이야기하고 잡담을 이어가도록 유도하

으나, 연구에 활용된다는 사실 인지만으로도 자연스러운 구어 수집에 방해가 되

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적으로 구축한 말뭉치이므로 규모 말

뭉치는 아니다. 21세기 세종 구어 말뭉치라는 국가 주도의 일상 화 말뭉치가 

있으나, 이는 2007년 이전에 수집된 것이므로 현  구어의 모습을 보이는 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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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 국립국어원에서 1,000시간 규모의 일상 화 말뭉치

가 공개될 예정인바, 규모 말뭉치에 터한 종결 표현 분석을 기약하고자 한다. 

둘째, 본고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에만 집중하여 

논의하 다. 따라서 모어 화자의 성별·연령·직업에 따른 비교, 학습자 구어에서 

중급과 고급 숙달도에 따른 비교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같은 한국어 

모어 화자도 환경, 성별, 직업 등 변인에 따라 개개인의 구어 사용 양상이 달라

진다. 또한 학습자의 국적, 숙달도에 따라, 학습 기간에 따라, 유학 기간에 따라 

구어 사용이 달라질 것이다. 본고는 20-30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경향성을 파악한 것으로, 응답자 변인에 따른 세 한 차이를 면

하게 살피지 못했다. 특히 억양은 학습자의 모국어에 향을 많이 받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언어권을 한정하여 문말 억양 습득에서 모어의 향을 관찰하거 모

국어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의 말뭉치는 5급 이상이 

73%를 차지하여 중급보다 고급에 치중되어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중급 수준에 

한정하여 분석하거나, 숙달도에 따라 비교하거나,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와 긴 경우를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나이의 차가 모

두 크지 않았다. 힘, 심리적 거리, 상황을 통제하여 나이, 지위가 비슷하고 친숙

성, 유 감이 높으며 비격식적 상황에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거리와 상

황은 동일하고 나이 차이만 다르게 설정한다면 힘에 따른 구어 종결 양상이 드

러나 나이 차이가 적은 경우와는 또 다른 양상이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요컨  

학습자의 숙달도, 학습 기간, 유학 기간, 친 도, 나이 차이, 지역에 따른 종결 

표현 사용 양상을 섬세하게 포착할 필요가 있다. 차후 지역적·사회적 언어 변이

를 아우르고, 변인 간의 구어 양상과 집단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선택 기제에 

한 고민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구어 사용에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해서는 표정, 행동, 시선 등 언어 외 표현 수단에도 주목하여 분석해야 한다. 본고

는 웃음, 한숨 등의 비언어적 수단도 전사하여 수집하 으나 이는 종결 표현 사용 

맥락을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그 자체가 분석의 상이 되지 못했

다. 휴지 비율, 휴지의 위치, 발화 속도, 초당 음절 수, 휴지 개입 양상, 발성 길이, 

음성의 강도, 억양의 굴곡 및 기울기도 종결 표현과 결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

내는 요소다. 따라서 종결 표현에 향을 미치는 비언어적, 준언어적 수단을 재조

직하고 유의미한 요소를 찾아 교육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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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How to Grammatically End Sentences 

in Spoken Korean

Kim, Poolip

This study focuses on the ‘Spoken Grammar' as a core element of 

moder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attempts theoretical 

systematization of sentential endings in the grammar domain. To this end, 

the perception and the use patterns of Korean native speakers and 

Korean learners on the sentential endings in the spoken grammar.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concrete realization of the 

sentential endings based on the Korean spoken grammar.

As the study of spoken grammar in Korean education has gradually 

expanded, meaningful studies have been accumulated tha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poken language in grammar education and drove the 

perspective of grammar. However, it is not enough to say that the 

grammar is viewed macroscopically because those studies were limited to 

the frequency of topical grammatical elements, structure or function, and 

restrictions of the use. Starting from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definition of spoken grammar should go one step 

further in the “rules in conversation,” so to speak, “‘the rules of 

utterance covering everything from high to low orality”. This article also 

paid attention to the psychological background and the creation process 

of why the speaker chose the expression and intonation, and how the 

listener felt.  As a result, spoken language is defined as ‘Collectives of 

Speaker’s Selections’, grammar is defined as ‘Principle and Process of 

Language Form Selection’ and the spoken grammar was defined as 

'Combination of Spoken Context and Speech.'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a conceptual standard for spoken grammar, the uniqueness of 

spoken grammar was guaranteed by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etween 

spoken grammar and written grammar. After consolidating the status of 

spoken grammar by looking for differences from related concepts, it was 

tried to set language variations and anomalous use, orality as a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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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peaker-centered strategies and listener-centered strategies as 

reference points. 

Among the various grammar items, the sentential ending is the most 

important item for learners in oral language conversation. This is because 

sentential ending determines the type of sentence and is the most useful 

grammar element in the context of real-life communication, in that it 

reveals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listener best. Additionally, this 

is one of the difficult parts for learners as the functional meaning and 

attitude may vary depending on what intonation is used in the sentence 

even at the same sentential ending. Nevertheless, in the meantime, the 

education of sentential ending was performed focusing on the written 

language such as academic texts, writer's attitude, and relaxed cover 

words, so studies based on oral language grammar were rare. 

Furthermore, sentential ending in oral language is frequently made 

without final endings. Therefore, the studies should include fragments 

without closing form and closing form using non-final endings, but few 

studies have dealt with fragments and final endings as a whole. 

Accordingly, this study collected daily conversation corpus of 30 

Korean native speakers in their 20s and 30s and 30 foreign Korean 

learners, to examine the use of sentential ending based on oral language 

grammar sentential ending based on spoken grammar. As a result, a total 

of 25,909 words from Korean native speakers and 19,195 words from 

Korean language learners were collected. It was a total of 45,534 

words(600 minut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orphological features of each upper 

function, both groups had commonalities that they used ‘-eo’, ‘-ji’, ‘-ya’ 

frequently, but there were more differences than similarities. First, in the 

information request function Korean language learners did not use 

‘-deora’, ‘-neunguna’, ‘-dae’, ‘-ne’, ‘-neundamyeo’, or ‘-ni’. In the 

information provision function Korean language learners did not practice 

‘-da’, ‘-dago’, ‘-neunji’, ‘-deonde’, ‘-damyeonseo’, ‘-nya’, ‘-nae’, ‘-ne’, 

‘-danika’. In addition, while Korean native speakers created a lot of 

adjective fragments and formed the tails of noun fragments through 

overlapping expressions, Korean language learners did not. In the 

behavior request function ‘-ra’, ‘-eoyo’ were shown in Korean native 

speakers only and in the behavior provision function ‘-eulka’ was shown 

among Korean native speakers only. ‘-da’ which performs the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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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function is used in both groups at similar ratio but ‘-ne’ was 

practiced by Korean native speakers with high frequency. Additionally, 

Korean language learners rarely used ‘-eo’ which functions as a frame 

marker and used ‘-guna’ in a different context. 

When analyzing the intonation realization by sub-function, it was found 

that Korean leaners could not go beyond the formula of ‘statement = 

dropping intonation, question = rising intonation’. This is because all of 

the features except for the [Question] function realized in H% were 

inclined to L%. However, Koren native speakers combined ‘-n ga’, 

‘-eulka’ with LH% to express uncertain information in the performance of 

[alarm] function and expressed ‘undecided’ or ‘not definite’ by placing 

M% at the end of the fragment. In the intonation realizing [order] NK 

group combined fragment and L:% and increased euphemism through the 

elongation mechanism. 

A follow-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asons for 

choosing the different word segments to understand the different use 

patterns between non-native Korean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As a result, the selection mechanism of the two groups differed in three 

ways: conceptual, genre and interpersonal aspects. First, in the 

conceptual aspect, the Korean native speakers selected the desired 

sentential ending from among the five functions according to the context, 

and clearly recognized and used the differences between similar 

grammars. However, non-native Korean learners replied that they used 

only general-purpose suffixes such as ‘-eo’ and ‘-ji’. They answered that 

they had learned the rest of the suffixes, but they did not come up when 

they spoke, or the suffixes that they had not learned at all. When they 

delivered their past experiences they did not try to use ‘-da’, ‘-dago’ or 

‘-danika’. Instead they used ‘-eo’ which they learned in the beginner 

class to raise the ratio of correct use. When they faced with new 

information that is not in their existing knowledge system, they did not 

select based on meticulous nuance such as '-eo', '-guna', '-ne', '-da' and 

etc, but chose ‘-da’ with unmarked sense. 

Second, in terms of genre, Korean native speakers chose sentential 

ending based on intimacy and cooperativeness for oral language, among 

other things, for everyday conversation, but non-native Korean learners 

used suffixes and fragments that did not fit the utterance scene. They 

answered that they had never thought of it in connection with 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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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use range. They did not understand the media differences 

between chatting via KakaoTalk or WeChat and everyday conversations. 

On the other hand, Korean native speakers performed a role of predicting 

a story or inducing interest by using a frame marker as well as a 

focusing strategy of statements through co-construction, reduplication 

construction, and omitting the quotation marks. 

Third, in the interpersonal aspect, Korean native speakers controlled 

the intensity of the statements using intentional half-way termination 

utterance and changing speech levels based on the principle of politeness 

although they are familiar to the speaker. On the other hand, non-native 

Korean learners did not have the perception that they could control the 

degree of politeness through form and intonation, or had a false 

perception that they did not have to be polite if they use banmal style in 

their relationship. It was also misunderstood that the exclamation kind 

fragments would be a sufficient requirement for empathic communication. 

Based on the above, the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sentential 

ending education based on spoken grammar were proposed. To this end, 

the educational perspective was divided into the expression dimension 

and the understanding dimension. The former was categorized into the 

core grammar education based on typical use in utterance production and 

the latter into the applied grammar education based on voluntary use in 

utterance reception.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the goal of sentential 

ending education was set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interlocuter’s speech, and to use sentential ending in accordance with the 

utterance scene of everyday convers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bility to perform intimate and polite communication by 

actively utilizing grammar knowledge leading to function-form-intonation 

and selectively using it and participating in communication strategically. 

The composition of the sentential ending education contents was selected 

as objective and subjective viewpoints, the role of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strategies, and application to 

textbooks and to the curriculum. When teaching sentential ending, a focus 

teaching was proposed for the creation and expansion of optional terms 

that extend to an extended level of meaning and a special level of genre. 

For co-construction learning, we proposed exploratory learning about 

statement attitude and method by changing terms such as 'interrupting 

good words'. In order to improve intonation ability, we have prepar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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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to communicate with Koreans in person with audio-visual material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criteria of 

sentential ending based on spoken grammar are comprehensively 

discussed, and in that the concrete aspects were derived through the 

corpus construction of real Korean native speakers and non-native 

Korean learners. It has significance that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to academic maturity in the study of spoken grammar and that 

it broadened the spoken grammar by analyzing both the transcription 

corpus and the voice corpus. The use of grammar and analysis of the 

flow of choice leading to function-form-intonation will enable learners to 

develop their ability to change spoken language expressions.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non-native speakers to acquire not only genre 

and syntactic functions, but also emotion transfer functions such as the 

ability to connect the discourse that leads the interlocuter to speak and 

friendly and polite narrative attitude. 

Key Words: Korean Grammar Education, Spoken Grammar, Oral discourse,

            Orality, Authenticity, Daily conversation, Language variation,

            Colloquial corpus, Oral language corpus, Sentence-ending    

              expressions, Fragmentary sentences, Int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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