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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양태 표현이 텍스

트에 선택되는 기제를 메타적 언어 인식의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

로 양태 표현의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

으로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메타적 인식 능력과 의미 생성의 자원으로서 언어

형식의 사용 능력 향상을 지향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국면에서 언어 주체가 문법 형식을 인식

하고 선택하는 기제를 바탕으로 양태 표현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문법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현되어 왔는지 반성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생

성적 관점에서 문법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

나 실제 문법교육이 실현되는 국면에서는 메타적 언어 인식 활동과 실제적 언

어 사용 활동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언어 형식의 의미와 효과에 대

해 탈맥락적인 단일 문장 차원에서의 기술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하

였다. 이에 언어 형식의 사용과 메타적 인식에 주목하는 양태 표현 교육은 사

회문화적 의미 과정을 언어적으로 구체화하고, 상호 교섭의 도구로서 문법 지

식의 가치 확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문법교육에서 텍스트에 대한 메타적 언어 인식과 사용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해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를

중심으로 한 문법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작업은 텍스트를 ‘사회적 실천 행위’로

서 바라보는 관점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체계기능 언어

학에 기반을 둔 장르 문법적 관점을 받아들이고, 텍스트의 장르성 인식 변인

중 매체 변인을 상세화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텍스트’는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의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고 입장

(stance) 개념을 받아들여 독자와 청자 요인의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이를 양태

표현의 확장적 개념화를 위한 토대로 삼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태 범주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고찰하고, 문법교육의 관점에서 양태 표현을 화자/청자 지

향적 표현 전략의 도구로 재개념화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구조화한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는 양태 표현이 가장 전

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텍스트 종류인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를 분

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체를 보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구어와 문어의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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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텍스트의 장르성과 의미 단계, 혹은

청자의 반응이나 사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양상에 따라 양태 표현을 동원

하여 언어 주체의 입장을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다 상세화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에 실현된 양태 표현의 선택항들이 갖는 의미기능

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두 텍스트 종류가 갖는 장르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칼

럼 기사와 토론 담화의 언어 주체가 어떤 양태 표현을 동원하여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에 사용되는 화자/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언어 주체의 입장 단언, 언어 주체의 인식에 대한 환언과 논평, 상황 의존성의

강조를 통한 객관화 전략으로 구체화되며,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언어

주체의 입장 유보, 언어 주체의 견해와 사실적 정보의 주관화, 텍스트 진행 안

내 및 이해 지원 전략으로 구체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략들이 어떤 요인들에 의해 조정되는지에 대해 텍스트의 의미 단계 요인, 독

자/청자 요인, 명제 특성 요인의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칼럼 기

사와 토론 담화에 나타나는 양태 표현 선택 양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자의 양태 표현 인식 및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양태 표현의

사용 및 인식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양상에 대해 텍스트의 장르성 차원,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 간 관계의 인식 차원,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조

정 차원에서 고찰하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지점을 구체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언어 현상’으로서 언어의 실제적

사용 양상이 되며, 학습자에게 이 ‘언어 현상’은 ‘모범적으로 따라야 하는 전형’

이 아닌, 모어 화자에게 탐구의 대상이자 언어 사용의 참조 대상으로서의 자격

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 분석의 또 다른 대상이 되는 ‘학습자’는 ‘미숙하지만 나

름대로의 언어생활을 꾸려 나가는 모어 화자’로서 그 양상이 균질하지 않다는

특성을 보인다. 이렇듯 학습자의 양태 표현 인식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는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준거로 기능하

게 된다. 문법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위한 또 하나의 준거는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문법 지식이 기법적 지식과

수행적 지식으로서 연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준거 틀을

바탕으로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은 양태 표현 선택 기제를 중심

으로 한 복수의 선택항 체계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교육 내용은 양태

표현의 ‘형태와 의미의 역동적 순환성’에 따라 선택항 체계를 연계적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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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열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으로

직조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법교육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거나 시간 표현 교육에

서 부수적으로 다뤄져 왔던 양태 범주를 의사소통 참여자의 입장 변화와 텍스

트 의미 단계의 변화에 따른 양태 표현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문장 단위에서 문법 요소의 화

용적 의미에 주목하는 방식으로만 구현되어 왔던 문법교육을 텍스트 차원으로

확장하여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텍스트 종류

간의 비교를 통해 양태 표현이 텍스트의 장르성이 변화함에 따라 어떻게 변별

적인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하여 장르 문법교육의 관점에서도 실증

적인 연구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가

‘언어적 자원’의 인식과 사용에 관한 문법교육 연구에 보탬이 되길 바라는 바이

다.

주요어 : 양태 표현, 양태 표현 교육, 양태 표현의 선택, 텍스트 문법, 담

화 문법, 장르 문법 교육, 텍스트 장르, 기사문 교육, 토론 담화

교육, 화법과 작문에서의 양태

학 번 : 2016-3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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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문법 형식의 메타적 인식과 사용의 양상에 주목하여 양태 표현 교

육을 체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언어 주체가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로

언어화하는 과정에 있어 고려하는 여러 요인들이 어떤 양태 표현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지, 선택한 양태 표현이 텍스트와 그를 둘러싼 맥락 요인을 고려

했을 때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해석하는 부면을 양태 표현 교육의 틀로서 구도

화하는 것이다.

문법 교과의 본질과 위상을 규명하고 그에 부합하게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문법교육과정 담론은 그간 크게 의미 생성의 자원으로서 문법 요소를 강

조하는 담론(주세형 2005, 2009, 2010, 2014; 제민경 2014; 주세형·조진수 2015

등)과 문법 탐구의 과정을 통해 국어의식의 고양을 강조하는 담론(김광해 1995;

김은성 2005, 2006; 신명선 2006, 2013; 남가영 2006, 2008 등)으로 양분되어 발

전해 왔다(남가영, 2017: 37). 본질적으로 두 담론의 관계는 상호작용적이며 순

환적이다. 학습자가 의미 생성을 위한 언어적 자원으로서 문법 요소를 바라보

고자 할 때 탐구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고, 이는 곧 국어의식이 고양

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한 국어의식이 전제된다

면 문법 요소의 의미기능을 학습자 자신의 의도에 맞게 표현하거나 해석해 낼

수 있다. 이는 문법교육에서 모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민감성을 갖추

고, 선택된 문법 표지를 정밀하게 해석하거나 표현하는 힘을 갖춘 인간을 이상

적인 학습자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여기서 ‘해석’과 ‘표현’ 능력이라든가 ‘언어적 민감성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은,

이를테면 표현자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문법 지식을 아는 것이

인지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석자 내지는 수

용자를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문법 지식의 작동 범위가 정의적 영

역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민경(2015)에서는 추구해

야 할 목표가 ‘태도’나 ‘경험’에 있다고 해서 그 교육 내용이 바로 ‘태도’나 ‘경

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국 ‘태도’나 ‘경험’은 ‘지식’이 없이는 생산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바(제민경, 2015: 20), 결국 문법교육에서 ‘지식’은 ‘어떤 지식’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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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제민

경(2015)에서는 문법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학습자의 상을 ‘문법하는 인

간’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문법 지식’은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때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은 언어에 대한 메타적 사

고와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괄하는 ‘문법하기(grammaring)’로 구체화

된다. 사실상 이는 김은성(2006:26)에서도 제시한 국어인식 활동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1) 이 메타성은 ‘인식성’을 토대로 성립한다. 학습자가 국어인식 활

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가 인식 주체로서의 위상을 점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문법교육과정 차원에서는 의미 생성의 자원으로서 문법 요소를

강조하는 담론과 문법 탐구의 과정을 통해 국어의식의 고양을 강조하는 담론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다. 문법 요소에 관한 교육 내용은 여

전히 분석적 관점에 입각하여 문법학의 학문적 구조를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으

며, 사용 내지는 의미 생성의 차원을 고려하는 문법교육 내용은 학습 활동 차

원 정도로만 구현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국어의식에 관한 교육 내용은 국어

사랑이나 국어 발전에 관한 부분만 강조되어 있을 뿐 ‘메타적 언어 인식과 사

용’ 간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식’이

라는 용어가 주는 단편적인 인상과 언어의 체계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 문법에

대한 편견이 쌓여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문법학은 학습자보다

언어 자체에 주목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왔지만, 언어는 본질적으로 사용자로서

의 화자(필자)와 청자(독자)를 포함한 맥락 안에서 운용되므로 언어 사용자로서

의 사람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언어에 있어서 형식의 몫이 절반이

라는 점에서 형식에 대한 관심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

다(구본관, 2016: 203-208). 최영환(1994), 민현식(2002)에서도 기술하듯 국어 지

식은 국어 구조에 관한 지식과 국어 사용에 관한 지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문법 지식을 알고 적절히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인식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문법 지식을 의미 구성을 위한 도구로 보는 관점에 입각

하여 문법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 텍스트 내지 담화2)를 생성하는 필자 및

1) 김은성(2006)의 ‘국어인식 활동’과 제민경(2015)의 ‘문법하기’와의 차이에 대해 제민경
(2015)에서는, ‘인간의 행위들 중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듬은 
계획적 행위’로서 ‘활동’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에 초점을 둔 것이 ‘국어인식 활동’이라
면, ‘문법하기’는 ‘언어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된 인식의 범위를 지닌
다고 설명한다.

2) ‘텍스트’ 내지 ‘담화’는 혼용되기도 하고 구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두 용어 및 개념에 
관한 연구는 김은성(2008)을 비롯한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 국어교육
에서 ‘텍스트’는 주로 문어 사용역에서 문장 단위 이상의 글 단위를 지칭할 때, 담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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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와 이를 둘러싼 맥락 요인을 고려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 사용의 문제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는 주체는 바로 필자/화자이

다. 그리고 필자/화자는 언어 형식의 해석과 선택의 과정에서 언어 그 자체에

대한 메타적 사고를 수행하게 된다.

문법교육이 구조적 지식의 단편적 차원으로만 인식되어 왔다는 점은 화법,

작문, 독서와 같은 기능 영역의 교육 내용이나 학문적 논의에서 문법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왔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알 수 있다. 대체로 작문 영역에

서 문법 지식과 작문 능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관

계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3) 또한 문법 지식은 작문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 주로 고쳐쓰기 단계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는 작문 영역에서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이 구조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형태, 통사론적 지식의 형태로만 제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문

법을 ‘언어 운용 및 구성의 원리’로 보는 관점(구본관․신명선, 2011; 제민경,

2015)에 기반하여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것은 의미를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의사소통 교육과 문법교육은 별개의 논의가 아닌 것이 자명하

며, 오히려 의사소통 교육의 국면에서 다소 설명이 어려웠던 부분을 문법교육

내용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나아가 작문 과정에서의 ‘고쳐쓰기’ 차원에서만

단편적인 지식으로 다루어져 왔던 문법교육 내용을 작문뿐만 아니라 화법, 독

서의 행위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교호 작용하는 실체로 구현할 수 있다.

모든 텍스트에는 필자의 태도, 가치, 신념이 표현되어 있다. 김정자(2001: 32)

에서 지적한 대로 언어의 중립성은 신화일 뿐이며, 언어가 지닌 설득성이나 모

호성, 양태성을 고려하면 필자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지 않고

서는 의사를 표명할 수 없다. ‘태도’를 언어화하는 방식이나 형식은 여러 유형

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자체로서 의사소통 참여자의 주관성을

구어 사용역에서 단일 문장 이상의 단위를 ‘담화’로 명명해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방식을 따르고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이 두 용어의 개념이나 관
계, 사용의 문제를 논구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하는 방식을 따라 문어로 구
성된 것을 ‘텍스트’ 내지는 ‘문어 텍스트’, 구어로 구성된 것을 ‘담화’ 또는 ‘구어 텍스
트’로 간주하기로 한다. 다만 본 연구는 ‘텍스트’ 내지 ‘담화’를 언어 단위 차원이라기보
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따른다. 이후 상술하겠으나 이는 보그랑드
(Beaugrande, 1997: 10)가 텍스트를 ‘의사소통 사건(communicative event)’이라 정
의한 것과도 관련되는데, 텍스트 자체를  이에 관여하는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실천(practice) 행위로 보는 관점이다. 

3) 힐록스(Hillocks, 1986), 하트웰(Hartwell, 1985)은 부정적, 노구치(Noguchi, 1991)는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다. 이재성·이윤빈(2010)이나 황재웅(2007)에서는 문장 관련 문
법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글쓰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미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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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하는 문법적 기제인 양태 범주에 주목하여 ‘양태 표현의 인식과 선택 양상’

의 구체태를 문법교육 내용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특히 양태 표현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태 표현에 대한

Lyons(1977: 452)의 정의인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 자체로도 설명

이 가능하다. 즉 언어 형식은 화자의 심정적 의견이나 태도에 의해 선택되고,

양태 범주는 화자의 ‘의견’과 ‘태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화자의 주관에

의한 ‘언어화’의 과정을 가장 명징하게 드러내 주는 문법 범주라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교육의 내용으로서 양태 표현은 그 위상을 제대로 드러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양태 표현 자체가 포괄하는 형태의

범위가 넓고, 작용 양상이나 층위가 복잡하고 추상적이어서 음운, 형태, 통사론

중심의 교육 내용이 문법교육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의미 있

는 학교 문법 내용으로 가공하여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양태 표현 교육을 논할 만한 몇몇 문법 형태들에 대해서도 ‘시간 표현’이라는

표현 안에 묶여 시제와의 관계 속에서만 양태 의미가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

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언어화하고자 할 때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국면에 있어 문법 지식을 활용할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결국

학습자들은 여전히 문법교육을 “체계화된 문법 지식을 배우는 일”4) 이라고 단

편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실제 글쓰기의 상황에서는 단일 문장을 완벽하게 표

현하는 일조차 어려운 일이라고 느낀다. 학습자에게 문법교육의 내용은 체계로

서의 언어로만 인식되어 있고, 이것이 사용의 국면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즉 문법교육 내용이 미숙련자의 글을 숙련자다운 글로 전환할 수 있는

생산적 도구로서의 역할(주세형, 2006)을 수행한다는 점을 학습자가 인지하고

문법을 표현의 도구로 섬세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내면화하기에 현재의

문법교육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양태 표현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선택되

는 양상을 교육 내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바, 이때 교육 내용 체계화의 이

4)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언어의 구조를 탐색하는 학습자의 활동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문법교육 내용이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해 온 결과 문법교
육 무용론까지 한때 대두되었고, 그 결과 기능적 관점에 입각한 문법교육 내용이 강조되어 왔으
며 본고 또한 이 입장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언어 그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형해
화하는 활동은 과학적 사고, 메타인지적 사고를 촉발한다는 점에 있어서 가치 있는 교육 내용이
라고 판단하는 바이다. 다만 문법교육 연구사에서는 끊임없이 사용으로서의 언어가 강조되어 오
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물들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문법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에
서는 언어 형태를 분석하고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교수ㆍ학습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연구자
가 주목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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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틀로서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는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을 탐색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화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문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양태 표현을 언어에 대한 메타적 인식과

사용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고 이를 교육 내용화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

를 위해 ‘메타적 언어 인식’과 ‘사용’과 관련한 개념들을 검토하여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의 위상을 정립한다.

둘째, 이론적 검토를 통해 양태 표현의 선택 양상에 개입하는 요소를 구

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텍스트에서의 양태 표현 실현 양상과 학습자

의 양태 표현 사용 및 인식 양상을 분석하여 교육 내용 선정의 준거로 삼는

다.

셋째,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을 설계한다. 이는 양태 표현

선택 기제를 중심으로 구성한 선택항 체계의 연계적 조직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활동의 계열적 조직을 통해 구현된다.

2. 선행 연구

  2.1. 양태 표현에 관한 연구  

문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양태 표현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언어학 연구사에서 양태가 어떻게 정의되고 범주화되어 왔는지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양태(modality)는 우선 양태의 개념과 이를 담지하는

문법 표지의 범위를 명료화하는 문제와, 그에 따라 양태의 종류를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양태의 정의와 하위 분류에 대해서는 라이온스(Lyons, 1977)의 견해가 가장

기본적으로 통용된다. 그는 양태의 개념을 “화자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명

제가 기술하는 데 대한 그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Lyons, 1977: 452)”으로 보고 그 종류를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로 구분하였다.

‘인식 양태’는 해당 명제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나 앎에 대한 태



- 6 -

도를, ‘의무 양태’는 동작주에 의해 수행될 행위에 대한 필연성이나 가능성 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의미하는 양태의 종류이다. 라이온스(Lyons,

1977)의 견해는 의미적으로 포괄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문법 범주로서의

정의로는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에서 양태라는 언어적, 범주적 개념을 학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양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후 바이비 외(Bybee et al., 1994)에서

는 양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행위자 지향적 양태’, ‘화자 지향적 양태’, ‘인식

양태’, ‘종속절 서법’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팔머(Palmer, 2001)에서는 의무

양태를 해당 행위의 책임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에 따라 동작주 지향 양태와 화

자 지향 양태로 구분하고, 인식 양태의 하위에 증거 양태를 따로 구분함으로써

양태 체계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때 라이온스(Lyons, 1977)가 제

시한 ‘인식 양태’와 ‘의무 양태’는 태도/판단의 대상이 명제인가 사태/사건인가

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팔머(Palmer, 2001)는 명제/사태에 대한 태도/판단이

누구의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더함으로써 양태의 하위 범주에 관한 논의를 체

계화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양태 범주의 개념역에 관련해서는 서법(mood)과 그 개념을 혼유하거나 혹은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연구 초기에는 양태를 문법적으로

실현하는 범주를 서법으로 간주하면서(Bybee 1985, 고영근 1965; 1989; 2007,

남기심 1978; 1996; 2001, 서정수 1996) 양태를 ‘양태성’이라는 일종의 의미로 보

고 문법 범주를 설정하지 않다가, 이후 문장 유형인 화행과 양태와의 경계를

명료화하고, 이를 담지하는 문법 표지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면서 현재

로서는 서법보다는 ‘양태’를 용어로서 채택하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태

를 문법 범주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은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문법적 표지로 드

러나는 것을 서법으로 보는 Jespersen의 관점에 근거해 있는데, 이들 연구들에

서 설정한 문법 표지들에는 화행, 즉 문장의 유형과 관련한 표지와 명제의 가

능성, 실현성과 관련한 의미를 담지하는 표지가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를 초래

한다. 이에 장경희(1985)에서는 기존의 서법 개념에 사건 자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과 청자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섞여 있다고 지적하

고 명제 자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만을 양태로 설정하여 양태 범

주를 체계화하였다. 장경희(1985)의 논의는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를 인식 양태

에만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양태를 서법과 분리시켜 서법 내에 서

로 다른 개념이 혼재되어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종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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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를 확고히 한 연구로 볼 수 있

다.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박재연, 2006:

53)’로 양태를 정의한 박재연(2006) 또한 양태를 문법 범주로서 확립하기 위한

논의로서 의의를 갖는다. 그는 ‘화/청자의 한정’이라는 양태의 정의에 입각하여

양태의 범위를 화자 지향적 양태로 한정하고, 주어 지향적 양태에 대헤서는 준

양태로 보고 있다. 이후 박재연(2019: 55)에서는 ‘화자 지향적 양태’에 대해 일

반적으로 양태 의미는 담화상의 화자를 향해 있지만, 의문문에서는 양태 의미

가 청자를 향하게 되므로 ‘화/청자 지향성’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논구하고 있

다. 다만 장경희(1985)와 박재연(2006)은 양태의 표지를 어미로 제한하면서 양

태 의미를 나타내는 우언적 구성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편 김지은(1998)은 양태 용언에 대해, 문병열(2007)은 양태 용언과 형식 명

사 구성을 중심으로 양태를 논의하고 있어 양태 표지를 확장적으로 보고자 하

는 본 연구에 주요한 참고점이 된다. 특히 김지은(1998)은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화자의 감정적 태도를 양태에 포

함시키고 있어 유의미하다. 이선웅(1999, 2001)도 마찬가지로 감정 양태의 영역

을 설정하고 있다. 손혜옥(2016)에서는 기존의 양태 연구들에서 논의해 왔던 양

태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양태의 개념을 ‘비현실 명제와 비실현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양태의 실현 방식을 분석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손혜옥(2016)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종결 어미나 용언, 부사와 같이 특정한 범

위에 대해서만 양태 의미와 종류를 다루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언적 구

성을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분석하고 있어 유의미하

다. 한편 손혜옥(2016)의 논의는 문법 범주로서 양태의 개념을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 상세한 고찰을 보여주고 있지만, 양태의 개념에 ‘사실 명제’나 ‘실현된 명

제’를 배제하고 있어 오로지 선어말 어미와 일부 우언적 구성에 대해서만 논의

하는 한계를 갖는다.

양태 표현 교육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논의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주로 이

루어져 왔으며, 글쓰기의 국면에서 필자의 의도를 표현하거나 특정한 텍스트 맥락

에 적절하게 작용하는 양태 표현의 어휘문법적 항목들을 목록화하여 제시한 연구

들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양태 범주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에 대해서는 양

태부사와 같은 어휘 차원에서부터 선어말 어미나 우언적 구성까지 그 범위가 넓

어서 주로 특정한 장르적 성격을 띠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특정한 언어 형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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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 의미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어 교육 영역에서 양태 표현

교육을 폭넓게 논의한 엄녀(2009)와, 양태 부사를 중심으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한

두르순(2014)의 경우 양태성을 띠는 언어 형식을 논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

르게는 의도 표현, 추측 표현과 같이 양태 의미를 기준으로 이를 담지하는 언어

형식을 범주화하여 한국어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들(박선영 2020, 유민

애 2012)이 있다. 이렇듯 국어 교육에서보다 한국어 교육에서 양태 범주에 천착하

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은, 한국어 양태 범주라는 일련의 문법 범주가

갖는 체계가 ‘한국어 사용 환경’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다는 점이 그 이유로서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필자 내지 화

자가 여러 맥락적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한 양태 형식을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은

한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학습’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에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양태 범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어 교육 분야에서 양태 범주만을 다룬 논의는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데

(신희성 2019, 강효경 2019), 초기에는 시간 표현의 담화적 기능에 주목하는 방

식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테면 ‘탐구 경험’을 문법교육의 방법이 아

닌 내용으로 접근하고자 한 남가영(2008: 175-176)에서 ‘시제를 경유한 서법의

이해’라는 교육 내용으로 시제와 양태의 통합을 구성하려는 시도를 보임으로써

양태 범주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한 논의가 그러하다. ‘장르’를 ‘사회문화적 의미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이러한 의미 과정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한 ‘언어화의 원

리’로서의 문법을 재개념화하여 이를 ‘장르 문법’으로 정의하고 있는 제민경

(2015)에서는 남가영(2008)을 비롯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의 사례

보다 더욱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제민경(2015: 176-182)에서는 체계기능언

어학을 기반으로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의 장르 관점을 수용하

여 사회문화적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를 크게 묘사하기, 서사하기,

지시하기, 설명하기, 주장하기로 구분한다. 이들을 다시 장르의 핵심 자질로 비

교 분석하면서 자질 중 하나인 ‘주관성’을 ‘주장하기’와 관련 지으면서 이 ‘주관

성’의 자질을 언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문법 범주로 양태를 제시하였다. 다만

장르 문법교육의 중핵 내용의 하나로 ‘시간성’에 대한 시간·양태 표현의 선택항

을 제안하면서 양태 표현을 시간 표현과 통합하고자 하였는데, 통합의 근거로

“상황의 시간에 대한 인식에는 상황에 대한 주체의 주관적 태도가 개입하며, 이

런 면에서 시간 표현의 선택은 이미 양태의 선택을 포함”5)하기 때문이라는 점

5) 양태 표현 중 최근 체계기능언어학의 대인적 기능을 중심으로 양태 표현 교육에 천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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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시간 표현 교육 내용에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을

포섭하는 방식으로서 필자의 주관성을 담지하는 양태 표현의 다의성이 제한적

으로 드러났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신희성(2019)에서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의 텍스트를 일종의 전범

(canon)으로 간주하고, 학습자가 생성한 설득 목적의 글쓰기와 이를 평가 및 해

석하는 전문가, 대학생 독자 집단으로 나누어 대인적 기능의 언어화 현상을 살

피고 있다. 그는 화자나 필자가 의도한 의미를 개별적 언어 체계를 활용하여

텍스트로 실현하고 다시 청자나 독자가 텍스트를 바탕으로 의미를 수용하는 과

정을 ‘언어하기’로 개념화하면서 ‘필자-텍스트-독자’라는 언어하기의 과정 전체

측면에서 대인적 기능의 주요 언어적 자원인 서법과 양태의 선택 양상을 분석

하였다. 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기능 언어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인적 기능

과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가 구안한 평가 이론에서의 ‘입장

(stance)’ 개념을 한국어의 문법교육 내용에 본격적으로 접목하고자 했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의 문법교육 연구에서는 중

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은유적 양태를 설정하여 필자의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필자가 독자를 어떤 언어적 장치를 통해 고려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효경(2019)은 설득적 글쓰기에 나타나는 양태 표현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

을 구성하고자 한 연구로, 기존의 한국어 양태 연구가 문법 범주로서 양태의

자리를 확고히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 오히려 논의의 폭이 넓어지고 있지 못

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태를 ‘의미 범주’로 보고 양태 표현의 범위를 확장하

여 문법교육 내용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강효경(2019)은 신희

성(2019)와는 달리 평가 이론이 평가어 체계의 복잡성에 있어서 필자의 언어

선택 기제에 따른 언어 운용 양상을 살피고 이를 교육내용으로 설계하는 데 오

히려 난해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논의에서 배제하였고 양태 표현의 선택

항 체계를 체계기능 언어학적 관점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신희성(2019)에서는

서법과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을 살피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양태 표현

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학습자들이 주로 범하는 부적절한 언어 형식의 사용 양

상이 어떠한지 그 경향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다면, 강효경(2019)에서는

학습자와 전문가라는 두 집단을 중심으로 모어 화자 개개인의 표현 성향, 그리

고 그것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실현되는지, 해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신희성(2018, 2019)에서도 제민경(2015)에 대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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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찰하고 모어 화자가 텍스트를 생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언어 주체의

양태 표현 구성 방식을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각각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양태의 범주적 확장을 시도하는 관점에 있어서 신희성(2019), 강효경

(2019)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두 연구는 체계기능 언어학적 관점에 입각

하여 양태 표현의 체계를 구성하고,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들이 문장 단위에

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피고 있어 양태 표현이 전체 텍스트의 장르성이나

텍스트의 내용에 따라 어떻게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논

의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 전체의 흐름과 장르적 특성에 주

목하여 언어 주체가 어떻게 양태 표현의 의미기능을 인식하고 선택하는지 양상

에 대해 분석하여 문법교육 내용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2.2. 언어 인식과 사용에 관한 문법교육 연구 

모어 화자에게 유의미한 문법교육의 관점에 대해 천착해 온 문법교육 연구물

들은 이전의 문법교육이 ‘탈맥락적’이고 ‘이상화된 언어의 구조물’을 정확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해 왔기에, 모어 화자에게 무의미한 문법교육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제로서의 언어’나 ‘과정으로서

의 언어 현상’, 또는 문법교육에서 설정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 논구하는 흐

름으로 이어져 왔다. 이들 논의는 모어 화자가 언어를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사

용할 줄 아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문법교육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

으며, 그 중심에는 ‘문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다. 이에 ‘문법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민감성’,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 ‘비판적 언어 인식’, ‘문법하기

(grammaring)’, ‘문법 문식성’과 같은 용어들이 그 ‘가르쳐야 할 것’의 관점 내

지는 조직자로서 개념화되어 왔다. 이들은 결국 모어 화자가 모종의 문법 형식

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메타적으로 점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체계로서의 언어를 인식하는 교육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체계로서의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재구조화하느냐에 관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개념들은 모두 모종의 언어

형식이 갖는 특성과 의미기능을 맥락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

로 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필연적으로 텍스트를 대상으로 문법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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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주세형(2005)에서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문법교육을 거시적으로 통찰

하면서 ‘기능 중심성’ 개념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분석적 관점에 입각

해서만 전개되어 왔던 문법교육 내용이 실제 언어 현상 속에서의 사용 차원으

로 전환되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세형

(2007)에서는 문장 쓰기 교육 내용에 장르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안적

문장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언어 형식의 ‘인식’에 관한 문제는 김은성(2006)에서 태도 교육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는 국어 현상에 주목하여 이에 대해 메타적으로 사

고하는 활동을 하는 문법교육 특유의 언어적 경험(김은성, 2006: 74)이 태도 교

육의 중핵적 내용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어 인식 활동의

구체태를 제안하고 있다. 언어 형식의 ‘메타적 인식’에 관한 교육의 관점은 이

후 제민경(2015)에서 장르 문법으로 구체화된다.

비판적 언어인식은 비판적 사회문화적 언어 이론(Critical Sociocultural

Theory of Language)과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6)에 기반

을 둔 언어 교수의 접근법(Janks, 1999: 11)으로, 모든 언어 및 문식성 교육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언어를 통해 반영되고 생산되는 힘의 구조에 대한 비판

적 검토라고 본다(Fairclough, 1992; Godley & Mincci, 2008: 320, 김은성 2013:

141, 재인용). 비판적 언어인식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비판적 담화분석(CDA)은

읽기 교육에서 ‘비판적 읽기’의 내용과 방법(김유미, 2014)으로 다루어져 왔고,

문식성 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비판적 문식성’과도 일부분 문제의식

을 공유해 왔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이론 자체가 상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

서 연구자들마나 분석 틀이나 방법론이 다소 다르지만, 비판적 담화 분석의 관

점에서 텍스트는 사회적 실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그리고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 분석의 방법론으로 제안하고 있는 체계기능 언어학적 관점은 소통의

맥락에 주목하는 문법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와 부합한다는 점에서 유의

미하다. 신명선(2013)에서 문법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교육적 인간상은 비판적

언어 인식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 것과(신명

선, 2013: 112), 김은성(2013)에서 특정한 언어 행위가 과연 타당하고 공평한 것

6) (정희모, 2017: 172-173)에서는 페어클러프(Fairclough, 1992)에 의해 제안된 비판적 
담화분석은 연구자들마다 분석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완성된 이론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 쟁점 및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국어 교육에서 현실적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더욱이 국어 교육에서는 ‘비판적 담
화분석’이 비판적 읽기, 비판적 문식성의 개념과 정치한 구분 없이 사용되면서 사실상 
‘비판적 담화분석’이라기보다는 비판적 문식성의 교육 내용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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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대하여 숙고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김은성, 2013: 146)이 국

어 교육 내용으로 제공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비판적 언어인식은

문법교육에서 유의미한 개념으로 수용될 수 있다.

제민경(2015)에서 개념화한 ‘문법하기’7)는 앞서 김은성(2006)에서 논구한 ‘메

타적 인식’을 토대로 한다. 여기서 인식의 대상은 언어 주체가 자신의 의미를

발현하는 과정인 ‘언어화’ 전체가 되고, ‘문법하기’는 이 ‘언어화’의 과정을 ‘문법

적’으로 초점화하여 구조화된다. 문법하는 인간은 사회적 의미 과정에 따라 텍

스트를 인식하고 텍스트에 따라 장르성을 인식하며 그 장르성에 따라 타당한

선택항을 구성하고 언어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언어화의 주체가 되는데, 이 과정

은 명확한 ‘인식’을 전제했을 때 생산적 의미 과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양태 표현의 인식과 선택 현상 또한 제

민경(2015)에서 논구한 ‘인식’과 ‘생산적 의미 과정’의 관계에 주목한다.

한편, 텍스트 생성의 국면에서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고려한 이

슬비(2016)는 양태 표현뿐만 아니라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양상을 담지하는

언어 표지 전반을 다룬 연구로,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필자 태도 표현에 주목

하여 한국어 교육 내용을 구안한 연구로서 ‘필자 태도’ 개념을 상세화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에 주요한 참고점이 된다. 한국어 문법교육 연구에서 텍스트 장르,

특히 학술 텍스트의 장르성에 관한 인식은 박나리(2012)를 비롯한 여타 연구들

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이슬비(2016)는 문법 형식을 표현자가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요인으로서 장르 개념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장르 기반 교수법 관련 연구 내지 장르 인식 교육 연구들과는 변별점을 가지

며, 이는 모어 화자의 언어화 현상에 천착하여 문법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

는 본 연구의 전제와도 연결된다.

신희성(2019)의 ‘언어하기(languaging)’는 의사소통의 역동적 양상 전체를 통

어하는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과정으로서의 언어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화

자나 필자가 개인적 언어 체계를 활용하여 의도한 의미를 어휘문법의 선택을

통해 표현하고, 청자나 독자가 개인적 언어 체계를 활용하여 실현된 어휘문법

을 다시 담화의미로 이해하는 행위의 과정 전체를 일컫는다(신희성, 2019: 4).

7) ‘문법하기(grammaring)’는 라슨-프리만(Larsen-Freeman, 2003)에서 이미 사용되었지
만, 제민경(2015)에서 개념화한 ‘문법하기’와 라슨-프리만(Larsen-Freeman, 2003)에서
의 ‘문법하기’와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라슨-프리만(Larsen-Freeman, 
2003)의 ‘문법하기’는 우선 제2언어 교육을 전제로 문법을 지식보다는 기능(skill)의 하
나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제민경(2015)에서의 ‘문법하기’는 모어 화자의 언어적 통찰의 
국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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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하기 과정에서 의미는 ‘화자가 의도한 의미-텍스트로 실현된 의미-청자가

수용한 의미’의 삼항으로 존재하며, 언어 체계는 ‘화자의 언어 체계-사회적 언

어 체계-청자의 언어 체계’의 삼항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 ‘언어하기’는 개인

적 언어 체계가 대화 상대의 개인적 언어 체계와 사회적 언어 체계와의 조율을

거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사회적 언어 체계’의 실체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맥락을 언어 밖의 외

재적 변인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는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을

문법교육적으로 접근하면서 체계기능 언어학에서 보이는 언어의 계층성을 이론

적 토대로 삼는데, 이때 마틴(Martin, 1997: 7)에서 맥락을 내포적 기호로서 처

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요컨대 ‘언어하기’는 사회적 언어 체계의

개입을 전제하고 있고 그것이 문법교육에서는 ‘장르’로 구체화된다는 점에 동의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텍스트를 둘러싼 화자와 청자와의 대화적 관계에 좀더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있어 맥락이 언어화되는 지점에 대한 설명이 흐릿해지는

한계를 낳는다.

한편 신희성(2019)에서 개념화한 ‘언어하기’는 언어의 과정성에 주목하고, 화

자가 생성한 의미와 청자가 재생성하는 의미 모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혜승(2013)에서 강조하는 대화적 문식성의 개념과도 관련이 높은데, 정혜승

(2013)에서도 역시 작문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외재적인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는 점에서 신희성(2019)에서 ‘맥락’을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한 양상을 드러내고,

그러한 점에서 맥락이 ‘언어적’으로 분석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다만 정혜

승(2013)에서 강조하는 ‘맥락 상호작용적 독자’의 개념은 본 연구가 독자 및 청

자의 반응에 따라 양태 표현의 전략을 조정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국면에서 유

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조진수(2018)의 ‘문법 문식성’은 ‘체계기능 언어학의 사회기호학8)적 문법관을

바탕으로 텍스트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특정한 문법 장치 중 어떤 것에 주목

할지를 결정하여 이를 구조, 기능 층위에서 분석하고 장르 층위의 해석 조정

과정을 거쳐 이데올로기 층위에서 해석하는 능력’으로 규정된다(조진수, 2018:

40-41). 조진수(2018)에서는 정혜승(2008)에서 정리한 ‘문식성’ 용어의 사용역을

고찰하고, ‘문법 문식성’이 기능적 문화적 비판적 문식성과 동일 층위의 문식 유

8)  사회기호학은 사회적 맥락을 '언어를 둘러싼 언어 외적 산물'로 규정하지 않고 '의미의 
상위 층위'로 규정하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할리데이(Halliday, 1976, 2014), 마틴과 로
즈(Martin & Rose, 2008, 2015, 2018)에서 논구하는 체계기능 언어학의 체계, 장르 
관계 이론과도 깊은 이론적 관련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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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아니라 텍스트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특정한 문법적 장치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해석을 가리키는 문법교육적 개념(조진수, 2018: 33)이라는 점을 강조한

다. 조진수(2018)의 ‘문법 문식성’ 개념이 기존의 관련 논의와 차별화되는 지점

은 체계기능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장르’ 개념과 ‘이데올로기’ 층위를 모두 포섭

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 이는 전술하였듯 문법 문식성의 이론적 출발점을 사회

기호학적 관점에 입각한 체계기능 언어학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법 문식성’이 터하고 있는 장르 관점은 마틴(Martin, 2015)의 장르 관계

이론, 즉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의 장르를 변별적 자질로 세분화하여 이를 선

택항의 체계로 구체화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제민경(2015)에서 이론적 기

반으로 삼고 있는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의 장르 이론에 비해

더욱 ‘분석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교육 내용화의 국면에서 이러한

관점이 유의미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론한 연구들과 같이 문법교육의 관점에 관한 거시적 논의들은 특정한 문법

형식의 의미기능이나 문장 내지 어휘가 텍스트와 필자, 독자 간에 어떤 방식으

로 소통되는지를 중심으로 문법교육의 내용을 모색하는 논의들에 방향성을 제

공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을 문법교육의 국면에서 구체화하려는 시도와 함께 문

장 구조 교육의 내용을 구안한 조진수(2013, 2018), 문장 종결 표현의 교육에

천착한 김자영(2014)과 시간 표현의 사용 양상을 문법교육에서의 맥락을 중심

으로 교육 내용화를 시도한 김정은(2014), 텍스트의 대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

용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 박진희(2020), 표현 효과를 중심으로 부

정 표현의 개념역을 확장하여 부정 표현의 교육 내용을 모색한 김범진(2019)과

같은 논의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양태 표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

만 모종의 언어 형식이 텍스트에 선택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요인들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더하여 ‘-잖아요’, ‘-거든(요)’와

보조 용언 ‘-아/어 주-’의 의미기능을 논한 결과를 중심으로 문법교육에서 인성

교육의 방안을 고찰한 오현아․강효경(2015, 2017)은 일대일 구어 대화 상황에

서의 언어 사용에 국한된 연구이기는 하나 특정한 문법 형태의 의미기능에 대

한 고찰을 통해 문법교육과 인성 교육과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더하여 신문

텍스트의 ‘-(다)는 것이-’ 구문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문법 지식의 응용화 방

향을 탐색한 남가영(2009), 텍스트 장르와 통사 구조, 특정한 언어 형식의 의미

기능에 천착한 남길임(2004, 2006, 2009), 역시 신문 텍스트에 사용된 특정한 언

어 형식의 의미기능을 탐색한 이관희(2010, 2012), 제민경(2011, 2013),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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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은/는 것 같-’의 특성을 고찰하고 국어 교육에서 양태

표현을 포함한 ‘텍스트 표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조진수 외(2015ㄱ,ㄴ)와

같은 논의들은 본 연구가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현을 해석하는 방식에 주요

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문법 지식 이해와 사용 능력을 고양하는 것

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내

용의 구현태 중 하나로서 양태 표현의 실현 양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가 우선되며, 실제 언어 주체들이 텍스

트에 양태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역적으로

이를 검증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표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표 1>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방법

단계 연구 목적 연구 대상 및 방법

Ⅱ장

▪ 양태 표현 교육의 실태 및 교육적 

필요성 분석

▪ 역대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교육 전문가 인터뷰

▪ 양태 표현의 인식과 선택 기제에 

대한 문법교육적 고찰

 - 목적1: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목적2: 문법교육 내용화를 위한 

양태 표현의 개념적 확장 

 - 목적3: 텍스트 분석을 위한 기준 

마련

▪ 상호 교섭의 도구로서 양태 표현

의 실현 과정에 근거한 교육 내용의 

이론적 틀 체계화

▪ 문헌 연구

 - 방법1: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과 그 

요인에 천착한 연구 

 - 방법2: 양태 표현에 관한 국어학적 연

구와 문법교육적 연구

 - 방법3: 비판적 담화 분석과 체계기능 

언어학적 관점, 장르 문법적 관점에 근거

한 텍스트 분석 연구 

Ⅲ장

▪ 언어 주체의 양태 표현 실현 양상 

분석

▪ 텍스트 분석, 담화 분석

-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의 준거를 마련하

기 위한 질적 분석

- 토론 담화, 칼럼 기사 수집 및 양태 표

현의 실현 양상에 대한 장르 문법적 접근

▪ 학습자 집단의 양태 표현 및 해석 

양상 분석을 통한 교육적 지점 확인

▪ 학습자 작문 과제 및 작문 과제 수행

 - 학습자의 작문 과제 수행 결과물에 나

타난 양태 표현 분석

 - 학습자 작문 과제를 통한 양태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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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에서는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을 논구하기에 앞서 양태 표현과 관련한 기

존의 문법교육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에서부

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그리고 이 교육과정이 반영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

다. 양태 표현은 언어 단위로서 일련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도 하지만, 양태 형

식의 선택과 해석은 오로지 해당 문법 형식을 사용하는 대화 참여자의 몫이다.

이에 문법 지식이 작동하는 언어 현상을 둘러싼 맥락과 사용 양상에 주목하는

연구가 양태 범주뿐만 아니라 문법 범주 전반에 걸쳐 시도되어 왔다. 즉 기존

의 문법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 독서 영역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교수

ㆍ학습의 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컨

대 문법교육뿐만 아니라 타 영역 간 관계를 살피는 작업은 텍스트를 통한 소통

의 과정에서 양태 표현의 사용 국면을 살핌으로써 문법과 타 영역 간 교육적

연결 지점을 찾는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양태 표현 자체가 화자의 주관성을 표상하는바 모어 화자가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여 모종의 양태 표현을 선택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

이 구성되어야지만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표현의 도

구로서 양태 표현이 학습자의 머리에서 어떻게 언어화되는지 그 기제를 중심으

로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의 체계를 구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

다.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언어 형식의 의미기능을 해

석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양태 표현의 선택 기

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교육 내용의 구도로 설정하는 작업을 통해 Ⅲ

장에 이어질 텍스트 및 담화 분석의 이론적 토대를 공고히 한다. 언어 형식의

인식과 사용의 기제를 양태 표현을 대상으로 논구하는 작업은 이와 관련한 선

행 연구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양태에 관한 선행 연

구들을 고찰하여, 양태와 양태의 하위 범주들, 그리고 양태성을 의미하는 언어

형식의 범위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문법교육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양태의 개념

텍스트에 관한 인식 양상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른 사후 면담

Ⅳ장 ▪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의 설계

▪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교육 내용 선정  

▪ 교육과정 및 교과서 차원에서 양태 표

현 교육 내용의 구현



- 17 -

과 언어 형식의 범위를 정립하고자 한다.

더하여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를 논구하는 문제는, 양태 표현을 확장적 개념

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를 전제한 다른 유관 개념들, 이를테면 ‘독자 관여’, ‘필자 태도’, ‘입장(stance)’,

‘태도(attitude)’가 다루어지고 있는 방식을 함께 살핌으로써 이루어져야 하기에

이들을 이론적 검토에 포함시킨다. 더하여 본 연구는 특정한 양태 표현의 선택

이 과연 타당한지, 왜 타당한지에 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문법교육 내용을

구안한다는 연구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분석의 대상은 결국 텍스트여야 한다

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에 동원되는 언어 형식을 해석하는 접근법으로

서 장르 문법적 접근과 비판적 언어 인식의 방법론을 취하고자 한다. 문법교육

의 관점이자 방법, 내용으로서의 장르 개념은 체계기능 언어학적 관점에 터하

며, 구체적으로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에 주목하고 있는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 마틴과 로즈(Martin & Rose, 2009)와 장르 문법이라는 개념을

문법교육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제민경(2015)의 논의, 할리데이의 체계기능 언어

학적 관점 등을 바탕으로 한다.

Ⅱ장에서 양태 표현의 개념을 확장하고 이에 기반한 이론을 검토한 결과는

Ⅲ장에서 다룰 텍스트 분석과 담화 분석의 틀로 기능하게 된다. 먼저 본 연구

에서 교육 내용 선정 및 구조화의 준거로 삼은 ‘언어 현상’은 텍스트 분석을 통

해 일반 언어 사용 주체의 양태 표현 사용 양상을 유형화함으로써 구체화하였

다. ‘설득’과 ‘양태 범주’를 핵심 연구 대상으로 삼아 교육 내용의 체계화를 시도

했던 강효경(2019)은 장르 문법적 관점에 터하여 숙련자와 학습자의 설득적 글

쓰기 결과물에 대한 질적 분석을 시도한 바 있고, 신희성(2019)9)에서는 교과서

에 실린 ‘설득’ 목적의 글과 학습자의 설득적 글쓰기 결과물을 비교하여 문법교

육적 접근을 시도한 바 있어 본 연구에 참고점이 된다. 다만 두 연구 모두 ‘설

득적 글쓰기’라는 다소 범박한 논술문 장르 하나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

어, 궁극적으로 ‘결과로서의 텍스트 유형’ 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텍스트 종류’로

서 언어 형식이 해당 텍스트가 갖는 미세한 장르성의 차이에 따라 어떤 의미로

각각 기능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없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다. 이를테면 추측

의 인식 양태 표지로 기능하는 ‘것 같다’가 일반적인 논술문 텍스트에서, 칼럼과

같은 기획 기사에서, 또 토론 담화에서 각각 표현자의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9) 신희성(2019)에서는 체계기능 언어학에서의 ‘대인적 기능’을 문법교육적으로 고찰하는 
데 연구의 방점을 두고 있어 엄밀히 말해 장르 문법에 완전히 주목하고 있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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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지, 그로 인한 해당 표지의 의미기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작업들이

다. 제민경(2015)에서 기사문을 보도문으로 바꿔 쓰는 작업이나, 건의문 작성

활동 등을 통해 이를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시간 표현을 비롯한 전체적인 언

어 표현의 변화 양상을 고찰한 것이고, 양태 범주 교육과 관련해서는 텍스트

종류를 넘나들며 언어 형식의 의미기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체계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장르 문법적 접근을 시도하여 양태

표현의 해석과 선택 기제를 밝히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장르성에 따라 양태 형식의 의미기능이 차이를 보이는 양

상을 포착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의 대상을 시사 잡지 및 신문의 칼럼과 방송

토론 담화로 확장하기로 한다.

문법교육에서 논구하는 ‘장르’는 필자의 글쓰기 과정에 주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논증 및 설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어 담화

를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금까지 관련 선행 연구

들은 주로 논증 텍스트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구어 담화에 사용

되는 양태 표현을 분석하고 교육 내용화에 천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오현아․

강효경(2015, 2017) 또한 개별 형태들의 의미기능에 집중한 연구여서 구어 담화

에서 어떻게 양태 표현이 선택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어

담화와 관련하여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의 내용은 주로 화법 영

역에서 이루어져 온바, 구어 담화에서의 문법교육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

던 것은 구어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저절로 습득되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

문이다. 기실 구어 담화가 갖는 비체계성, 즉각성의 특성들은 구어 담화에서 문

법을 논의하기 무색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구어 담화에서의 ‘양태 표현’은

정확성이 아니라 적절성과 타당성의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

의 가치가 충분하다. 구어 담화야말로 시간 내지 공간을 공유하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인바, 양태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 및 비언어로 실현되는

모든 표현들이 청자, 상황 등 맥락 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언어 주체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양태 표현의 적절성은 교육

의 국면에서 유의미하게 논의될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연구이기는 하나 김풀잎

(2020)에서 종결 표현의 구어 문법교육을 구안하여 구어 문법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바, 모어 화자의 구어 문법교육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양태 표현 선택의 대화적 전략이 표현자에 의해 양태 표지가 어떤 기제

로 선택되는지, 혹은 독자 내지 청자가 양태 표지의 의미기능 및 표현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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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는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양태 표현의 의미기능을

탐색함으로써 이를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와 관련짓는 이론적 작업의 실증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대상으로서의 칼럼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

사 검색 사이트인 ‘빅카인즈’에서 2020년 5월 ～ 2021년 5월간의 중앙지 칼럼

기사와 시사 잡지 ‘시사IN’ 기사 중 본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양태 표현을

검색하여 그 의미기능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표 2>와 같다.

<표 2> 텍스트 분석 대상

아래 <표 3>은 분석 대상으로 삼은 토론 담화의 목록으로, MBC에서 방영한

‘100분 토론’ 중 5회 분을 선정한 것이다.

<표 3> 텍스트 분석 대상 - 토론 담화 목록 정보

칼럼 기사로만 텍스트를 한정하지 않고 구어 토론 담화까지 분석의 대상을

넓힌 것은 매체 변인에 따라 선호되는 양태 표현의 특성을 변별적으로 포착하

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어와 문어 사용역과 관련한 매체 변인

을 가장 명료한 축으로 삼아, 토론 담화와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되는 칼럼 기사

는 토론 담화와 주제를 공유하는 기사들로 선정하였다. 또한 칼럼 기사의 분석

에 있어서는 해당 언론사나 필자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사를 선정할 때에는 토론 담화의 주제를 기준으

10) 분류 기호에서의 ‘저자명’과 ‘토론 참가자’는 모두 이름을 알파벳 약어로 처리하였다. 
(예) 홍길동-H, 한편 토론 담화에서 진행자는 ‘진’으로 분류하여 표기한다.

구분 텍스트 종류 편수 분류 기호10)

언어 

현상

칼럼 기사  50편 C-출처명-일련번호

토론 담화 전사본 5회 분(한 편당 100분)
D-토론 참가자-방송 회

차

학습자 학습자 작문 과제 185편
D-3-일련번호

G-2-일련번호

번호 토론 주제 및 회차 어절 수

1 게임중독, 질병인가(827회) 9,635

2 정년 연장, 고령화 해법인가, 세대 갈등인가(829회) 8,337

3 과거 청산과 미래(838회) 7,935

4 정시 확대 찬성과 반대(849회) 10,101

5 분노한 부동산 민심, 해법은?(879회) 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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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흔히 보수 언론으로 언급되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에서 하나의

기사를 선정하고, 진보 언론으로 언급되는 한겨레, 경향, 시사IN 중에서 하나의

기사를 선정하였다. 한편 언어 주체의 역할과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현 간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칼럼을 선정하여 또 하나의 비교군으

로 삼고자 했다. 토론 담화 각각의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한 칼럼 기사의 목록

은 <표 4>와 같다.

<표 4> 텍스트 분석에 사용된 토론 담화와 칼럼 기사 목록

한편 Ⅲ장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 분석의 결과는 학습자의 텍스트 생성 결과

물과 비교하여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지점을 찾는 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텍

스트 분석의 대상 중 하나인 ‘학습자 작문 과제’를 작성하게 되는 ‘학습자’는 ‘미

주제 토론 담화 칼럼 기사

게임 중독 게임중독, 질병인가(827회)

▪‘게임 중독’ 질병 인정, 차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2019-05-26, 한겨레)

▪ 게임 질병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9-05-27, 중앙일보 biz 칼럼)

▪ 게임 중독은 정말로 병일까(2020-02-18, 

정신의학신문)  

정년 연장
정년 연장, 고령화 해법인가, 세

대 갈등인가(829회)

▪ 60세 정년연장, 종결점 아닌 시작점(2014

년 4월 KDI경제정보센터 칼럼) 

▪첩첩산중 ‘정년 연장’ 논의, 피할 수 없는 

길이다(2019-09-18, 한겨레)

▪정년 연장, 표 계산만으로 서두를 일 아니

다(2019-06-04, 중앙일보)

한일 관계 과거 청산과 미래(838회)

▪ 문재인 정부발 한일관계 파탄의 공포

(2019-04-22, 중앙일보)

▪ 한일 갈등은 세계사적 쟁투(2019-07-31, 

한겨레)

▪ 양국 모두에 피해 준 일본 수출규제(2020

년 1월호, KDI경제정보센터 칼럼)

정시 확대 정시 확대 찬성과 반대(849회)

▪ 돌고 돌아 '정시 확대', 대입제도 혼란 언제까

지(2019-11-28, 한겨레)

▪ 고교학점제 앞두고 정시 확대하는 자가당

착 입시정책(2021-04-30, 동아일보)

▪ ‘정시 확대’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

(2019-11-01, 이범 교육칼럼)

부동산 

정책

분노한 부동산 민심, 해법

은?(879회)

▪ 평범한 이들의 투기 욕망(2018-10-29, 

한겨레)

▪ 과감한 정책 전환 있어야 부동산 수습한

다(2021-05-17, 중앙일보)

▪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2018

년 11월호, KDI경제정보센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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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지만 나름대로의 언어생활을 꾸려 나가는 모어 화자’로서 교육의 대상이자

언어생활을 성장시켜 나가는 ‘담화 실천가’(제민경, 2015: 96)가 된다. 텍스트와

담화에 나타난 언어의 실제적 사용 양상으로서의 ‘언어 현상’은 학습자가 ‘모범

적으로 따라야 하는 전형’이 아닌, 탐구의 대상이자 언어 사용의 참조 대상으로

서의 자격을 갖는다. 즉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텍스트로 구현할 때 어떤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지를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필자의 주관성을 전략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논증 텍스트 작문 과제를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그 결과물을 토대로 텍스트 분

석을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학습자 및 전문가 조사의 수행 절차 및 과정은 <표 5>와 같다.

<표 5> 연구 자료 및 연구 참여자 정보11)

연구 참여자의 학교급 및 학년 선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초등학교나 중학교급의 문법교육 내용은 주로 문장의 구조와

품사, 음운의 체계와 변동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태 표현과 크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양태 표현을 나타내는 언어 형태들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가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는 문장 종결부의 양태 표현은 주로 시간 표현,

높임 표현, 피동 표현과 일부분 겹치며, 이들을 본격적으로 교육 내용으로 접하

게 되는 때는 국민공통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1학년 시기와 고등학교 2,3학년

선택 교육과정 시기인 것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필자/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전

략적이고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양태 범주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활동이 유의미

한 시기는 고등학생 시기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2019ㄱ,

11) 본 조사에 사용된 자료에 대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는 2020년 7월 13일
자로 승인받았다.(IRB No. 2007/002-012)

구분 연구 자료 및 조사 방법 학교 소재 및 인원 분류 기호 조사 시기

예비 

조사

요약문 작성 과제 수행 

- 설문지법

· 서울 G고 1학년 107

명
G-1-일련번호

2019년 

11월-12

월 

본조사

학습자 작문 과제 수행 

– 설문지법 

· 서울 D고 3학년 35명 D-3-일련번호
2020년 

7월-8월 
· 서울 G고 2학년 150

명
G-2-일련번호

개별 면담 결과 자료 

– 일대일 반구조화 면담
· 면담 희망자 20명 S-I-일련번호

2021년

1월-2월

전문가 인터뷰 

- 반구조화 면담

· 국어교육 및 문법교육 

전문가 6명
P-I-일련번호

2021년

1월-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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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에서는 양태 범주가 문법교육의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공통 교육과정 국어과 교육 내용 중 문법 요소의 사용과 이해 관련 내용이 고

등학교 1학년 시기에 제시되어 있고, 고등학교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 교육과

정에서 양태 범주가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문법 요소에 관한 내용을

모두 학습한 고등학교 2-3학년 학습자를 본 조사의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 이미 양태 표현 이외의 다른 문법 요소들을 학습

하여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에 대한 문법 형식을 인지하고 있기에, 양태 표현

과 관련된 작문 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적정 수준 이상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을 해석하고 이를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학습자 또한 스스로 학습의 필요성 및 교육적 가치를 느낄 수 있

을 것으로 보았다.

예비 조사는 학습자가 원 텍스트를 읽고 요약문을 작성할 때 원 텍스트의 장

르적 특성을 어떤 방식으로 언어화하는지를 살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원 글의 주제를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주제별로 필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제시하여 이를

요약하도록 하였다. 2차 텍스트인 요약문을 수집한 것은 우선 요약의 행위 자

체가 원 글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의 결과로서 표현의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원 글에는 원 글 필자의 심리적 태도가 어휘, 문장 등의 층위에 전반

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양태 표현 또한 필자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법

도구 중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요약문을 작성하는 요약문 필자는 원 글의 내용

과 함께 글의 주제에 대한 원 글 필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여러 단서들을 포착

하여 원 글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해석하고, 이를 자신이 작성하는 요약문에

반영하게 된다. 양태 표현 또한 양태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만 적절한 양태

형식의 선택도 가능해지는바 요약하기 활동은 원 글 필자의 심리적 태도를 해

석하고 해석의 결과로서 요약문을 생성하는 이해-표현의 국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요약 대상이 되는 글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배우게 되는 선택 교육과정

교과서의 지문을 발췌,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이를 요약하도록 하였다. 지문의

주제는 두 가지로 설정하여 인문사회 분야의 주제로 작성된 글 한 편, 기술 및

과학 분야의 주제로 작성된 글 두 편을 제공하고 글자 수를 제한하여 요약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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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예비 조사용 학습자 요약문 과제 분석을 위한 자료 구성 및 출처

분야 주제 출처
요약 

글자 수

과학 ① 백신 개발의 과정 고등학교 ‘생명과학Ⅰ’(2015), 비상교육 250자 이내

과학 ② 원시생명체의 기원 고등학교 ‘과학’(2013), 천재교육 250자 이내

사회
③ 기능론적 관점에서

의 사회 발전

고등학교 ‘사회문화’(2009), 비상교육 (발

췌 및 수정)
350자 이내

인문사회와 기술 및 과학 분야로 원 글의 주제를 나누어 요약문을 수집한 이

유는 원 글의 학문적 성격에 따라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이 유의미하게 달라지

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이다. 요약문에 관한 연구는 아니나 인문 사회 논문

과 과학 공학 논문의 표현 간 차이를 연구한 메이튼 외(Maton et al., 2007)에

따르면 두 분야의 논문 텍스트가 갖는 지식 구조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언어

사용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인문 사회 논문은 과학, 공학 논

문보다 더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들 텍스트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

는 연구로서 학술적 기술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필자의 존재나 인용 시 피인

용자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등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경향을 띤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 조사에서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언어적 자원들이 어떻게

양태 표현으로 나타나서 글을 구성하는지를 보는 데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 결과 1) 요약문이 갖는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 2) 요약문을

생산하는 언어 주체로서 학습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 부족 3) 원 글에

드러난 필자의 태도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서 부적절한 양태 표현 사용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는 예비 조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득적 텍스트를 생성하

되, 필자/화자가 모종의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여

언어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제 수행에 앞서 1) 어떤 장르적 특성을 갖는

텍스트를 생산할지, 2) 예상 독자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했는지, 3) 자신의 의도

를 표현하기 위해 어떤 양태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작

성하게 하였다. 설득적 글쓰기, 논설문 등과 같이 목적 중심으로 텍스트 작문

과제를 제시했던 기존의 양태 표현 교육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1) 화제

를 제시하되, 텍스트 종류를 세분화하여 선택 후 작문을 수행하는 과제, 2) 화

제와 텍스트 종류의 선택을 모두 개방하고 작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후에 자

신이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언어적 자원을 선택했는지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작문 과제의 주제와 텍스트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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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본 조사용 학습자 설문지에 제시된 작문 과제 주제와 텍스트 종류

작문 과제 주제

대학 입시 정시 전형 확대

코로나19 이후는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현대인의 과시적 소비 현상

기타 자유 주제

텍스트 종류

신문에 칼럼으로 실을 경우

대학의 수시 면접 고사장에서 면접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학생들이 보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경우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에 청원 신청을 할 경우

대학 입시용 논술 고사에 응시하는 경우

면담은 실험 참가자들의 작문 과제 작성 결과를 토대로 ‘반구조화된 형식’으

로 진행하였다. 면담은 참가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글을 재검토하는 과정, 양태

표현의 해석 및 사용과 관련한 추가적 질문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양태 표현의 해석 및 사용에 관한 문제

를 유형화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학습자의 양태 표현 해석 및 사용 양상을 분

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교육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면담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대해 국어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하였으며, <표 8>과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교사로 3

인, 국어교육 및 문법교육 분야에서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자로 3인을 구

성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8>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정보

국어교육 관련 경력 분류 기호 조사 시기

1
고등학교 국어 교사

교육 경력 12년 / 국어교육 학사
P-I-1

2021년 

1월 말-

2월 초

2
중학교 국어 교사

교육 경력 12년 / 국어교육 학사
P-I-2

3
중학교 국어 교사

교육 경력 12년 / 국어교육 석사 수료
P-I-3

4
초등학교 교사, 대학 강사

교육 경력 5년 / 국어교육 박사 
P-I-4

5
고등학교 국어 교사

교육 경력 12년 / 국어교육 석사
P-I-5

6
대학 강사

교육 경력 5년/ 국어교육 박사 
P-I-6



- 25 -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면담 참여자들에게 학습자

가 작성한 작문 수행 결과물 중 5개의 글을 보여주고 이를 내용적, 형식적 층

위에서 전반적인 첨삭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어서 면담 참여자들이 첨삭한

내용을 토대로 양태 표현 교육과 관련한 연구자의 추가적인 질문을 더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사한 텍스트와 담화, 그리고 학습자 면담 자료는 모두 질적 분석 프로그램

MAXQDA 2020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MAXQDA 2020은 대표적인 질

적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신희성(2019)에서 학습자 자료에 나타난 양태 표

현을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남지애(2018), 이슬비(2016)의 연구에서 사용

된 질적 분석 프로그램 Nvivo 11과 Atlas. ti에 비해 코딩 과정에서 시각적 도

구를 활용하여 분석의 직관력을 높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현의 해석된 의미는 통사적 층위에서의 양태 의

미와 화용적 층위에서의 의미기능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다. 예컨대 ‘-겠-’이

‘의지’, ‘추측’, ‘필자 입장의 유보’, ‘예정상적 의미’, ‘관습적 사용’, ‘가능성’, ‘텍스

트 진행 안내’ 등과 같은 다의성과 텍스트적 기능을 가진다고 했을 때, 형태 중

심 코드는 ‘-겠-’ 하나로 두고, 연구자가 텍스트를 읽어 가면서 해당 맥락에서

어떤 의미기능이 포착되는지를 살펴 이를 코딩하였다.

<표 9> 텍스트 분석을 위한 코딩 과정 사례

자료 코딩 과정

[C-K-8] 이 법 조항이 제정된 것은 

1911년인데, 한 세기가 지나 '업무

수행비용'에 재택근무자의 집세가 포

함된 것이다. 

초기 

코딩 

-은/는 것이-, 명사화, 해설, 설명, 환

언, 확실성, 화자 지향 

<메모>선행하는 내용에 대한 필자 입장

에서의 설명. 화자의 견해에 객관성을 

더하기 위한 유표적 장치

초점 

코딩

해석적 환언, 화자-청자 층위, 화자 지

향

Document group Document name Code Segment

기사문-칼럼 시사인 20-6-9-8 ㄴ 것이- 포함된 것이다.

기사문-칼럼 시사인 20-6-9-8 ㄴ 것이- 요청한 것이다.

기사문-칼럼 시사인 20-6-9-7 ㄴ 것이- 해야 하는 것이다.

기사문-칼럼 시사인 20-6-9-2 ㄴ 것이- 하는 것이다
기사문-칼럼 시사인 20-6-9-2 ㄴ 것이- 볼 수 있다.

기사문-칼럼 시사인 20-6-9-2 ㄴ 것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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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AXQDA2020 프로그램에서의 코딩 예시

<표 9>는 ‘-은/는 것이-’의 코딩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코딩 범주 중 ‘명사

화’는 ‘-은/는 것’이 관형형 어미+의존 명사 ‘것’이라는 통사적 구조에 관련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해설’이나 ‘환언’과 같은 것은 필자가 ‘-은/는 것이-’라

는 통사적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명제를 설명하고자 한 것에서 비롯되는

모종의 화용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설’을 통해 독자에게 정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끔 제공하는 효과와 동시에 이를 통해 필자의 견해를 공

고히 하는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기실 필자와 독자라는 맥락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명사화’와 ‘해설’은 다른 층위의 기능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것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할리데이(Halliday, 1992)에서

전자를 ‘구조적 기능’, 후자를 ‘스펙트럼적 기능’12)으로 구별하면서 이들은 ‘발달

적 형태’를 띤다고 본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서 ‘기능(function)’은 일반적으로

‘전체적 구성으로서 언어가 지니는 자질’이면서 동시에 ‘개별 단위 구조의 자질’

을 칭하는데, 이는 사회문화적으로 발휘되는 언어의 자질이라는 점에서 역시

사회적 형태를 띤다(Halliday, 1992; Matthiessen et al., 2010: 101-102). ‘개별

단위 구조의 자질’은 통사적 구조 층위에서의 ‘구조적’ 기능을 가리키고, ‘전체적

구성으로서 언어가 지니는 자질’은 언어의 ‘사용’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 ‘스

12) 제민경(2015: 51)에서는 할리데이의 ‘스펙트럼적 기능’을 ‘구성적 기능’이라는 표현으로 명
명하면서 구조적 기능과 구성적 기능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할리데이에서는 ‘스펙트
럼적 기능’의 세 가지 층위 간 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구하고 있지만 스펙트럼적 기능
과 구조적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것을 지적하면서 각 기능
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사문-칼럼 시사인 20-6-9-1 ㄴ 것이- 있는 것이다.

토론 담화 백토 879 ㄴ 것이- 높은 거죠.

토론 담화 백토 879 ㄴ 것이- 하는 거예요.

토론 담화 백토 879 ㄴ 것이- 한 거예요.

토론 담화 백토 879 ㄴ 것이- 쓰는 거예요.

토론 담화 백토 879 ㄴ 것이- 있는 거예요
토론 담화 백토 879 ㄴ 것이-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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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적 기능’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태 형식이 갖는 구조적 기능과

스펙트럼적 기능을 명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이를 언어가 ‘다층적으로 사용되

는 양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이때 1차 코딩13)에서 추출되는 코드들은 양태

형식의 의미기능과 관련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서 칼럼

기사는 문어 텍스트, 토론 담화14)는 구어 텍스트로 그 사용역이 다르기는 하지

만, 본 연구는 구어와 문어 문법이 다르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한

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양태 표현의 선택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코드

를 범주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습자의 응답 내용과 텍스트 분석의 결과는 ‘①자료 코딩(코드 부여), ②코

딩의 범주화(패턴 코딩→매트릭스 디스플레이 구축), ③자료 해석 및 시각화’와

같은 질적 자료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분석하되, 휴버만과 마일스

(Huberman & Miles, 1994; Cresswell, 2013; 조흥식ㆍ정선욱ㆍ김진숙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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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해하고 기록하기,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기’와 같

은 자료 분석 전략을 참고하여 유형화하였다.

13) 코딩 사례 및 과정은 기실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를 체계화해 나가는 작업과 함께 이
루어지는 것이기에 Ⅲ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14) 토론 담화는 대화분석의 방법으로도 분석 가능하지만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장르 문법
적 관점과 양태 형식 선택의 대화성에 관한 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텍스트 분석
의 틀을 마련하고 이 틀에 입각하여 텍스트를 분석해 나가는 질적 연구 방식을 취하였
다. 박용익·정연옥(2017: 128-129)에서도 알 수 있듯 대화 분석의 경우 의사소통의 규
범이나 대화의 원형을 살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는 모범적인 규범이나 
대화의 원형을 마련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어 화자가 어떤 요인을 고려
하여 양태 형식을 선택하는지에 주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대화 분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박용익·정연옥(2017)에서도 분석의 방향은 개별 의
사소통이 ‘어떻게’, ‘왜’ 이루어지는지를 질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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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 분석을 위한

이론적 전제

1. 양태 표현 교육의 국어교육적 위상 점검

1.1. 양태 표현 관련 기존 교육의 반성적 검토

(1) 메타적 언어 인식 활동과 실제적 언어 사용 활동의 분절

그간 문법교육학계에서 문법 지식은 ‘국어 구조에 관해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에 관한 것’과 ‘국어의 운용 원리를 알고 이를 사용하는 능력에 관한 것’의

두 축15)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이들은 상보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분석적 관점에 입각한 문법교육의 실태를 비판적으

로 성찰하면서 문법을 ‘의미하는 방법’으로 보고 ‘생산적 도구로서의 문법’ 교육

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세형(2005, 2007, 2009, 2014)을 비롯하여, 문법을 ‘말과

글을 사용하는 언어 운용의 원리(구본관, 2016: 200)’로 정의하여 모어 화자의

언어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는 태도 역

시 형태통사적 문법 지식이 갖는 체계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어

에 대해 메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과 한국어 텍스트를 문장 문법으로써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서야 텍스트 이해 및 생산을 위한 문법교육

이 온전히 실현된다(최경봉 외, 2017: 17). 이렇듯 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도구

로서 문법 지식이 역동적으로 인식 및 작동하는 경험을 교육 내용화하는 학문

적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교수․학습의 실체로 구현되는

국면에서는 인식과 사용의 분절이 일어나고 있다. 인식과 사용16)의 분절에 관

15) 국어 지식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축적되어 왔다. 먼저 김광해(1997)에서는 '국어 지식
'을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의 규범과 적용, 국어에 대한 태도'의 네 영역으
로 규정하였다. 한편, 또 다른 논의인 민현식(2002)에서는 '국어의 구조와 사용에 관한 지식
', '인간이 습득하는 언어 사용 능력'을 국어 지식으로 보고 있다. 이관규(2006)에서는 문법 
능력을 '지식 능력, 사용 능력, 태도 능력'으로 규정하고 문법교육의 목표를 이들 능력을 신
장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16) 문법교육 연구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문법교육이 독서, 작문, 화법과 같은 의 의사소통 
기능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그 외재적 가치를 모색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법이 오로지 의사소통의 도구적 가치로만 소화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텍스트에 동원되는 문법 요소는 필자/화자와 독자/청자 간의 맥
락적 의사소통의 산물이며, 텍스트의 의미를 읽어내는 경험은 문법을 구조적이고 분석
적으로 인식하는 인지적 작용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문법교육에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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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체적 양상은 언어 사용의 영역, 즉 기능 교육 영역에서 문법을 어떤 방식

으로 다루어 왔는지, 또 문법교육에서 또한 언어 사용의 국면에서 문법 지식을

어떻게 구현해 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문법 지식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느냐에 관한 연구들은 문법 지식

과 작문 능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문법 지식 교육이 작문

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분석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문법 지식 교육’이 각 연구에서 심도 있게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

증한다. 작문 교육에서 문법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

에 기여한다는 연구들에서도 문법 지식은 고쳐쓰기의 과정에서 탈맥락적인 차

원으로만 다루어졌다. 이는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중 교사 집단에서 나온

응답 사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연구자가 ‘글쓰기나 말하기를 지

도할 때 문법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기록한 것

이다.

P-I-3 중학교 수준에서는 글을 완성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

법 위주의 교정을 주로 다루게 되죠.

P-I-2 우선 글쓰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야 해서 내용 생성과 완성에 대

한 안내를 먼저 해요. 고쳐쓰기 단계나 중간 중간 질문에 대한 답 정도로 문법

지식을 다루어 왔고요. 중학교에서 글쓰기를 주로 하는 경우는 독서와 교과서

의 쓰기 단원에서 작성하고, 독후감을 쓰는 경험 정도가 작문 교육의 전부예요.

그때는 웬만한 오류는 눈감고 넘어가 줘요. 중3은 논설문 쓰기를 진행하면서

문법 지식을 많이 다루게 돼요. 대체로 호응의 오류 중심으로 주로 얘기해 왔

어요.

응답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장 전문가인 교사들 또한 작문의 과정에서

문법 지식은 교정적 차원에서 주로 작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는 학교급에 따라 문법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와도 결부

되어 있어서, 반드시 교수ㆍ학습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문법 지식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덧붙여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문법 지식이

의 확장은 논의의 필요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학습부담량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성취
기준의 축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영역 간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현실적인 문제 속
에서 이루어진 논의이기는 하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성취기준을 마련
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두 영역 간의 상생적 통합 방향에 대해 고민한(이
관희 2010, 2012 참고) 선례들이 문법교육의 내용 및 가치를 외재적으로 접근하고자 
한 시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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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시간 제약, 교과서의 구

현태, 수능이나 내신 위주의 수업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체계 위주의 문

법 지식을 가르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요컨대 텍스트에 사용된 모종의 언어 형식을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활동은 언

어 교정적 차원의 문법 지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적 언어 사용

의 국면에서 문법 형식이 어떤 의미로 소통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는 활동까

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형식의 의미기능

에 대한 인식이 실제적 언어 사용 활동과 연계되는 방식의 교수ㆍ학습이 이루

어져야만 이를 통해 학습자가 언어에 내재한 문법을 이해하여 언어적 사고력을

증진하고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문법교육 내용이 여타 다른

의사소통 영역의 교육 내용과 유의미한 연계를 이룰 수 있다. 이는 문법교육

내적인 관점에서 ‘문법 지식’의 위상에 대한 고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문법교육 내적인 관점에서 ‘지식’의 형태가 어떠한지를 탐색한 결과물들을

통해 문법교육 외적인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 문법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

되어야 다른 기능 영역과 관련한 능력이 향상을 가져오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서 문법교육의 내용을 영역 내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도 얻게 된다.

(2) 문법 요소의 의미기능과 텍스트 차원의 연계성 문제

앞서 문법 형식에 대한 메타적 언어 인식 활동과 실제적 언어 사용 활동이

교수ㆍ학습의 국면에서 분절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는 결국 문법 형식이 갖는

의미기능에 대해 적절성과 타당성의 차원에서 탐구해 볼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부족하다는 한계와도 관련된다. 국어교육의 장에서 문법교육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논의가 항상 있어 왔던 것은 문법교육이 실상 구조적

문법 지식을 ‘잘’ 익히고 단일 문장에 오류 없이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만 구현되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구본관(2012)에서는 ‘문법’을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으로, ‘문법론’은 ‘문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

하고 있는데, 문법교육 무용론이 습관적으로 대두되는 현상의 기저에는 문법교

육을 ‘문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닌 ‘문법론’, 즉 문법을 연구하는 학문의 구조를

익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구본관, 2016: 199-200)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문법교육 밖에서 문법교육을 바라보는 오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국어

교육을 포함한 언어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법론이 아닌 문법이어야 하는데

도, 학문 중심의 4차 교육과정 시기에 문법론이 문법교육의 배경 학문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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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잡았던 경험이 현재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문법교육 내용을 구안하는 데

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수 있다. 문법교육학계 내에서도 문법교육 내용과

문법 교과서의 구현 방식이 구조주의적 관점에서의 문법 지식에만 천착해 있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문법 지식이 ‘생산적 도구’로서 갖는 가치를 어

떻게 교육 내용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교육 내용화되어 교육 현장에까지 파급되었는가 하는 질문에는 여

전히 답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법교육이 실생활에 유익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으며 문법 지식에 대한 학습은 여전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

다(김은성, 2007; 정희모, 2013; 구본관, 2016: 92 참고, 강효경 2019: 22 재인용).

강효경(2019 : 22)에서도 문법 교과서가 여전히 학습자의 실제 언어생활의 발

달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문법 지식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될 때 다양한 언어관에 따라 언어의 여러 부면들을 깊이 있

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잘 구현되어 있으면서도 이들을 ‘분절된 언

어 단위’ 중심으로 구성해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습자들이 문법교육 시

간에 배운 분절된 언어 단위로서의 해당 지식을 ‘의미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자신의 실제 언어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다. 후에 상술하겠지만 할리데이의 체계기능 언어학을 토대로 모어 화자의 언

어적 자원 선택의 원리를 ‘체계항’으로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생성적 관점의

문법교육 내용을 꾸리자는 논의는 주세형(2005)을 필두로 계속되어 오고 있지

만, 장윤희(2006: 336-337)에서도 지적하듯 언어화의 복잡다기한 과정을 선택의

원리로 설계하기에는 실제 교수ㆍ학습 상황에의 구현태에 관한 논의가 보다 축

적되어야 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양태 의미’라는 것을 드러내는 언어 형식이 특정한 형태통사적 층위에만 국

한되어 있지 않고 보조사, 어휘, 선어말 어미, 어미+보조 용언과 같은 우언적

구성 등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양상을 고려한다면 통사적 단위 중심의 문법교

육 내용 체계 하에서는 모어 화자의 실질적 사용과 관련해 유의미한 교육 내용

을 보여주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양태 범주에 관해서는 현재 교과서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겠-’이나 ‘-더-’와 같은 선어말 어미 위주로 시간 표

현의 화용적 사용 차원 정도로 학습 활동에 구현되는 것이 전부다. 다만 화자

와 필자의 주관적 태도라는 양태의 핵심 개념이 그대로 다루어졌던 때는 7차

교육과정이 반영된 국어 교과서로, 당시 지시 표현과 함께 ‘심리적 태도 표현’이

라는 용어로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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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7차 교육과정 국어(상) 교과서 중 3. 다양한 표현과 이해(밑줄은 연

구자)

<표 10>을 참고했을 때 7차 국어 교과서에서는 ‘장면’ 개념을 도입하여 문법

형태를 담화 맥락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 동일한 명제를 장면,

즉 화자/필자의 의도, 사건의 상황 맥락 등에 따라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범주가

우리말에 있다는 점을 ‘알아두기’ 정도라도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참조점이

될 만하다. 그러나 학습자가 양태 표현의 의미기능을 해석 및 사용해 보는 활

동은 없고, 교과서 본문에서는 지나치게 인위적인 차원으로만 다루어짐으로써

학습자의 실제적 언어생활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에 의미 있는 활동을 보여주

지는 못했다. 더구나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오히려 심리적 태도와 관련한 교

육 내용은 각기 다른 단원으로 흩어지거나 혹은 그 범위가 축소되거나 삭제되

었다. 이렇듯 ‘표현의 도구’로서 문법 요소가 피상적으로만 다뤄져 온 것은, 텍

스트를 일종의 ‘의사소통 행위’로서 바라보지 않고 언어 형식의 구조를 파악하

기 위한 자료로서만 소비해 왔다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텍스트를 단순히 문

장 이상의 언어 단위로 보지 않고 언어적 실천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의 교육과정에서까지도 ‘텍스트에서의 문법 요소’에 주목

하는 방식의 문법교육은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피동․사동 표현, 인용 표현,

시간 표현과 같은 문법 요소와 관련한 교육 내용이 단일 문장 차원에서의 화용

적 의미에 주목해서만 성취 기준 및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17) 정

17) 문법 요소에 대해 하나의 단원으로 다루고, 그 이후 담화 단원에서 문법 요소에 대해 

<알아두기 - 장면에 따른 다양한 표현 방식>

•지시 표현 :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따라 ‘이, 그, 저’ 등을 이용한 지시 표현이 달라진다.

(예) 너 이것/저것/그것 좀 생각해 봐.

•심리적 태도 표현 : 동일한 명제도 장면에 따라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주로 어미를 이

용하여 표현한다. 

(예) 지은이는 숙제하기 싫은가 봐. / 지은이는 숙제하기 싫은 모양이야. / 지은이는 숙제

하기 싫은 게 틀림없어.

•높임 표현 :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기본적으로 높임 표현이 달라지지

만, 친소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예) 어디 가세요?(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을 때)

     어디 가니? (화자와 청자가 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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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텍스트에서의 언어 형식에 대해 다룰 수 있는 ‘담화’ 단원에서 구현하고 있

는 교육 내용은 지시, 대용, 접속 표현18)을 단순히 찾아내거나, 이를 통해 텍스

트의 응집성, 응결성을 찾아보자는 내용으로 꾸려져 있다. 텍스트의 응집성과

응결성, 그리고 텍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총체적 의미는 지시, 대용, 접속 표

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법 요소, 어휘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층적인 언어 형식이 모여 모종의 의미를 만들어 내는 텍스

트 안에서 문법 요소가 갖는 기능을 탐색하는 활동은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

다.

물론 모든 문법 지식이 ‘사용’을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의 맥락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식도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장윤희(2006: 332)에서는 국어에 내재하고 있는 질서에 대한 막연한 인

식을 대상화, 개념화하여 이해함으로써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

으며, 주세형(2008: 85-88)에서는 자신의 맥락을 초월하여 사고할 수 있는 메타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탈맥락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인지 발달이나 그와 관련되는 여러 요소들은 단순히 ‘사용’과 관련되는 지식을

배운다고 하여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고경재, 2018: 17). 국어 지식에서도 국어

구조를 메타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이 더욱 유의미한 부분이 있고, ‘언어 사용’의

국면에서 언어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주목하는 활동이 더 유의미한 부

분이 있다. 양태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언어 주체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

법 범주라는 점에서 ‘타당하고 적절한 사용’을 지향하는바 양태 의미를 담지하

는 언어 형식의 구조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인식과 사용에 대한 탐구까지 그

교육 내용이 확장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문법교육 내용으

로서 텍스트를 유의미하게 접근함으로써 구현될 수 있다.

또다시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교육 내용이 중복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는 교육 내용이 교과서로 구현되는 층위로서 단원을 재구성하는 차원에서 해결 가능하
다.

18) 이와 관련하여 조진수 외(2015)에서는 ‘담화’ 단원에서 텍스트 구조 표지인 지시, 접
속, 대용 표현만이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화 단원에는 텍스
트 구조 표지뿐만 아니라 양태 표현까지 받아들여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까지 포괄하
는 ‘텍스트 표지’ 교육 내용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정혜승
(2013)에서 강조하는 대화적 전략으로서의 ‘상위담화’와 이슬비(2016)에서의 ‘필자 태도 
표현’ 개념과도 궤를 같이한다.



- 34 -

1.2. 메타적 인식과 사용에 주목하는 양태 표현 교육의 의의

(1) 사회문화적 의미 과정의 언어적 구체화

모종의 언어 형식이 선택되고 표현되는 과정은 상당히 직관적이지만, 그 바

탕에는 화자 내지 필자의 의도,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언어 형식과의 관계,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및 형식의 적절성 및 타당성, 청자와 화자와의 관계 등

이 복합적으로 개입한다. 모어 화자인 학습자가 ‘언어 구성 및 운용의 원리로서

의 문법(구본관ㆍ신명선, 2011: 266)’을 알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임을 생각할 때, 이를 ‘양태 표현’으로

대신하여 ‘양태 표현의 구성과 운용의 원리’를 학습자가 아는 것이 양태 표현

교육의 중핵적 목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본관ㆍ신명선(2011:266)의 ‘원리’는

‘화자의 의도’ 차원에서만 기술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제민경(2015: 19)의 예를

빌리자면, 피동 표현의 원리는 ‘사태를 객관적 사실로 나타내려는 화자의 의도

를 표현한다’ 등으로 기술되는데, 모어 화자에게 필요한 것은 화자의 의도가 ‘무

엇 때문에’ 사태를 객관적 사실로 나타내려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화자 개

인의 의도를 넘어서는 사회문화적 의미 과정과 관련을 맺는다. 이때 ‘언어화’의

과정이 ‘사회문화적’이라는 점은, 아담스(Adams, 2000: 21)의 ‘공동주관성

(intersubjective)’19)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구성된 ‘나’의 의미는 주

관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는 그것이 ‘나 자

신’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회 속에서 구성된 것(제민경, 2013: 183에서 재인

용)이라 보는 것이다. 양태 표현 교육은 바로 이 ‘사회문화적 의미 과정’을 언어

특정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 그 부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터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르 문법적 관점이 ‘사회문화적 의미

과정의 언어적 실현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입각하여 양태 표

현 선택의 기제를 고찰함으로써 필자 내지 화자가 모종의 양태 형식을 해석하

고 선택하는 언어화 과정에 개입하는 여러 층위의 맥락 요인들을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9) 주세형(2009: 184)에서는 할리데이(Halliday)가 ‘맥락’을 보다 가시화하여 설명하기 위
해 중간언어층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맥락도 일종의 언어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독특한 개별 언어 사건들은 그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언
어 공동체의 일원이 인식할 수 있는 ‘유형’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이 유형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제를 할리데이의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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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2 보통은 공식적인 말하기와 비공식적인 말하기 단원에서 종결 표현의

중요성과 관련한 내용이 다루어지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워낙 SNS에 익숙해

져 있다 보니까 공식적인 말하기, 비공식적인 말하기, 공식적인 글쓰기, 비공

식적인 글쓰기 이 네 가지가 다 헷갈리는 상태를 보여요. 특히 공식적인 말하

기, 글쓰기가 다 안 되는데 지나치게 구어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하는 문제들

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밑줄은 연구자)

P-I-2에서도 알 수 있듯 양태 표현 교육은 구어이든 문어이든 표현하고자 하

는 텍스트가 어떤 맥락적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언어적 실체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단순히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문어적이고 격식적

인 표현을 사용한다, 비공식적 말하기에서는 자유롭게 원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구분하는 교정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아닌, ‘왜 공식적/비공식적으

로 판단되는 언어적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해 ‘장르성 인식의 변인’의 문제로 접

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획득한다.

장르 문법적 관점에서의 ‘장르’는 문학 교육이나 작문 교육에서 오랜 시간 동

안 다루어져 왔다. 문학 교육에서는 ‘갈래’라는 용어로, 작문 교육에서는 ‘담화

관습’이나 ‘유형’20)이라는 용어로 이미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기도 하다. 우한용

(1988)을 비롯하여 ‘장르’21)를 다루는 여러 문학 교육 연구들에서는 ‘수행’과 ‘참

여’로서의 장르에 주목하여 장르를 ‘고정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

며 문화적․사회적 합의와 관습에 의해 형성된(김미혜, 2012: 144)’ 것이라 보

고, 장르가 텍스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독자 해석’의 층위에 존재함을 논구한

다. 이렇듯 ‘장르’는 필자인 언어 주체와 독자인 해석자가 오랜 시간 관습적으

로 쌓아 온 언어적 행위의 산물이기에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정혜승(2013)

의 ‘대화적 문식성’에 주목한다. 그는 언어 주체의 자신 및 타인과의 대화 행위

를 통해 문식성이 ‘실천’된다고 보면서 ‘대화적 문식성’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

20) 이윤빈(2014)의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르 인식(GA : genre awareness) 교육은 쓰기 
교육에서 장르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FYC(First Year Composition) 교육의 최근 화두 중 하나는 ‘모든 맥락에 전이될 수 있는 
보편적 쓰기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장르 인식 교육은 그 전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학생들이 새로운 장르를 만났을 때 해당 장르의 특성을 분석할 수있는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이윤빈, 2014:465). 

21) 쓰기교육 연구의 장르 담론은 중등 교육의 장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장에서도 활발
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학문 공동체의 맥락을 고려한 글쓰기 교육에 주목
하는 이윤빈(2012, 2013, 2014)에서 작문 교육이 ‘장르’를 어떻게 교육 내용으로서 다룰 것
인지 고민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는 쓰기교육 연구에서 기반으로 하는 작문 이론의 흐
름과 관련이 깊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이 쓰기교육에서 중요
하게 의미화되는데, 이는 장르를 ‘사회적 행위’로 정의하는 북미 신수사학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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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맥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필자-텍스트-독자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필

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어떤 언어적 전략들을 사용하는지를 중심으로 대화적 문

식성의 구체태를 논구하고 있다. 이는 체계기능 언어학에서 구조화하는 언어의

메타기능 체계 중 상호작용적 기능과도 관련을 맺는다. 다만 대화적 문식성은

상호작용적 기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필자는 표현의 의도, 표현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장르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르 문법과 관련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에서도 장르 문법교

육을 내용화하기 위한 시도가 반영되어 참고가 된다.

[12언매02-10] 다양한 갈래22)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

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이 성취기준은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적절

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친교 및 정서 표현,

정보 전달, 설득 등 목적 층위와 기사문, 보도문, 공고문, 광고문 등 구체적 갈래

층위에서 국어 자료의 언어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도록 한다. 글의 갈래에 따

른 언어적 특성으로는 기사문에서는 인용 표현이나 피동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는 점, 공고문에서는 명사형 종결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는 점 등이 있으며, 광고

에서는 음성, 문자, 음향, 이미지,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이해

하도록 한다.

장르 문법 교육은 사실상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12언매02-10]가 적절한 모양새를 갖추고 구현되기까지는 보다 실증

적인 논의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구안하고자 하는 양태 표현

교육 내용 또한 이 성취기준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

다. 최경봉 외(2017: 44-45)에서는 이 성취 기준의 핵심이 개별 텍스트마다 나

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갈래를 대표하는 언어적 특징을

학습하는 데 있기 때문에, 개별 텍스트의 내용을 결정짓는 어휘보다는 갈래와

상관관계를 지니는 ‘언어적 특성’을 보여주는 문법 장치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22) 최경봉 외(2017: 44)에서는 해당 성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갈래'를 제시하는 논리를 명
확히 하고, 제시할 갈래를 타당하게 선정한 후, 해당 갈래의 특정을 보여 주는 문법 지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갈래 개념은 언어 형식이 파편화되어 제시되지 않고 규칙
의 목록으로 남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문법 지식의 유의미함을 보증
해 줄 수 있는 교육내용 제시의 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Ⅳ장에서 상술하겠으나 
이 성취기준이 반영된 언어와 매체 교과서의 구현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보도 기사의 구조
적 특징을 익히는 차원에서 활동이 제시되어 있어 현장 전문가들조차도 해당 단원을 유의미
한 교육 활동으로 이끌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기에, 장르 문법교육의 내용이 
교과서에 구현되는 층위에 있어서는 논의가 더욱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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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를 장르 문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양태 형식들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자료로서의 위상을 갖

고,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들은 그러한 자료들이 교육 내용으로서 가공되는 이

론적 틀이 된다.

(2) 상호교섭의 도구로서 문법 지식의 가치 확장

구어든 문어든 모종의 텍스트가 생산되고 해석되는 현상의 중심에는 ‘언어’가

있다.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의 과정에서 언어 주체는 독자와 끊임없이 대화하

고자 한다.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상황이 토론이든, 대화든, 글쓰기든 간에 ‘언어’

가 있는 시공간에서는 상호교섭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언어가

내재하고 있는 원리가 문법이라면, 문법 지식을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은 상호교섭의 능력이 신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I-3 말하기 단원을 수업할 때는 말하기 방식. 말하기 불안을 다루고요. 주

로 자기 소개하기, 주장하는 말하기로 진행하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데에 중점

을 두는데, 토론 수업&대회도 진행하고요. 입론쓰기, 주장에 대한 근거의 준비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편이에요. 이때 주로 표현의 과정에서 단정적 서

술과 완화적 표현 사이의 완급에 대해서 지도하면서 종결 표현의 사용 정도

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단정적 서술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상대가 기분나빠

할 수 있다, 완화적 표현을 가급적 쓰는 게 좋다, 이렇게요.

인터뷰에서 언급하는 완화적 표현, 단정적 서술을 실현하는 주된 방식이 양

태 표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양태 표현의 교육은 ‘적절하고 타당하게 표현하

기’의 교육 내용을 언어적으로 실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

다. 다만 교육의 방향은 인터뷰에서처럼 표현의 과정을 교정적으로 제시해 주

는 방식의 교수ㆍ학습도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하

는 양태 표현이 자신의 견해에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대방에게 감정적

인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를 메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는 단일할 수 없다. 텍스트

로 형상화되기 전 화자의 심리에 존재하는 의미와 텍스트로 실현된 의미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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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텍스트를 접한 청자에 의해 재형상화되는 의미

역시 앞선 두 의미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신희성, 2019: 4).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언어 현상의 특징이며, 본 연구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장르 문법적 관점이

나 체계기능 언어학 또한 언어의 이러한 역동적인 사용 양상을 전제로 하고 있

다. 통사적 체계로서의 언어는 학습자의 과학적 사고, 메타인지적 사고를 촉발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이것이 사용의 국면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체

계로서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실제 언어 사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양

태 표현 교육은 이러한 언어의 역동성을 전제로 하여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다기능적·다의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실제 언어의 모습인

데 교육에서 이를 굳이 외면하거나 부정할 필요는 없다. 이는 형식 중심의 접

근보다 의미기능 중심의 접근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신희성, 2018: 33). 이

에 본 연구는 문법교육에서의 ‘태도’에 관해 거시적으로 논의한 김은성(2006)의

‘국어인식 활동’에 주목한다. 그는 ‘태도’를 문법교육의 결과물로서 ‘성과’의 성격

을 갖는 것과, ‘교육 대상’으로서의 태도를 구분하고 특히 후자인 ‘교육 대상’으

로서의 태도는 문법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

면서, 그 기반에는 국어 현상에 주목하여 이에 대해 메타적으로 사고하는 활동

을 하는 문법교육 특유의 언어적 경험(김은성, 2006: 74)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김은성(2006)이 제안하고 있는 태도 교육의 요소에

따른다면 양태 표현의 사용과 관련한 태도 요소는 ‘국어인식 활동의 태도’가 우

선시될 것이고, 이를 통해 ‘국어에 대한 태도’와 ‘국어인식 활동 자체에 대한 태

도’가 내면화될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는 김은성(2006: 161)에서 언어 단위에

따른 교육의 태도 요소 중 문장 단위의 교육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요소를 제안

한 것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문장 교육의 태도 요소(김은성 2006: 161)>

• 분석적 국어인식 태도 : 문장성분, 문장의 짜임, 대우법, 시제와 상, 피동법

과 사동법, 부정법

• 규범적 국어인식 태도 : 문장의 문법성 인식과 판단

• 창의적 국어인식 태도 : 문장의 창의성 인식과 판단

• 국어에 대한 태도 : 적격한 문장 생산과 국어 발전의 관계

김은성(2006: 161)에서 제안하는 문장 교육의 태도 요소 중 ‘창의적 국어인식

태도’ 요소는 양태 표현의 선택에 관여하는 언어 주체의 인식과 관련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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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겠다. 분석적, 규범적 인식 태도가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현을 형태

통사적으로 형해화해 보는 활동과 관련 있다면, 창의적 국어인식 태도는 언어

주체가 자신의 의도를 적절하고 타당하게 양태 표현에 실어 표현하는 것과 관

련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개념화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언어 형식

에 대한 ‘인식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어 화자가 모종의 문법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어에 대한 ‘인식’이 작동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P-I-1 화작(화법과작문)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러닝-글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글쓰기의) 최종 단계에서

문법 지식에 대한 개입이 일어나긴 하는 거 같아요. 학습자들이 문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문장의 호응이나 맞춤법 등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자

기 첨삭도 시키고, 동료 평가로도 진행을 하고요. 같은 글을 서너 번 정도 첨삭

을 해요. 첨삭한 상태에서 일대일로 문법 지식의 개념과 관련한 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편인데, 확실히 반복적으로 하니까 자기 글쓰기에 대한 메타 인

지가 긍정적으로 일어나는 효과가 있었죠.

P-I-1의 인터뷰에서는 다시쓰기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문

법 지식에 대해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점검하는 경험과 그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석과 사용의 순환적 활동 속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어떤

이유로 문법 형식을 선택했는지, 그러한 문법 형식이 여러 맥락적 요인에 부합

했는지, 왜 모종의 문법 형태를 수정했는지를 고민하고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문법 지식’을 내면화하고 이어 문법 지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양

할 수 있다. 양태 표현을 적절히 선택했느냐의 문제는 언어 형식에 대한 인식

성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했느냐의 국면으로 초점화된다는 점에

있어서 상호교섭의 도구로서 문법 지식이 갖는 가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 섰을 때 본 연구는 양태 표현 교육의 구체태가 상호교섭의 도

구로서 문법 지식이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용으로서의 문법 지식으로 작동하는 양태 표현은 화법과 작문이나 독서 교육

과정 성취기준의 기술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12화작01-02]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ㄱ‘. … 개인과 개인 차원의 의사소통은 언어의 주고받음을 통해 화자와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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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필자와 독자 간에 의미, 가치, 태도, 믿음 등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

[12화작04-03]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건전한 화법과

작문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ㄴ‘. … 언어 공동체의 담화 관습과 작문 관습은 화법과 작문의 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화법과 작문 활동에 참여하는 화자나 청자, 필자나 독자의

태도를 해석하는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밑줄은 연구자)

해당 성취기준의 해설에서 ‘필자와 독자 간 의미, 가치, 태도를 공유’한다는

점이나,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관습을 이해’한다는 기술에서 양태 표현

교육과의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 즉 필자와 독자 간에 공유되는 심리적 태도

는 그것을 담지하는 양태 표현을 통해 의미화되고, 특정한 양태 표현이 모종의

장르성을 갖는 텍스트에 고빈도로 사용되는 양상은 곧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관습을 파악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보인 성취기준들이 화법과 작문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된 것이라면,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하는 설득 목적의 담화 및 텍스트와 관련한 성취기준에서 양

태 표현 교육이 유용해지는 지점이 더욱 뚜렷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국01-09]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는다.

• 이 성취기준은 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지, 목적을 이루

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듣는 능력을 기

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화자가 청자의 신념, 태도,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

로 말을 할 때에는 설득 전략을 사용한다. 의사소통에 사용된 이성적 설득, 감

성적 설득, 인성적 설득을 이해하고, 설득 전략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게 하

는 데 중점을 둔다. 이성적 설득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화자의 주장

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감성적 설득은 청중의 욕망과 분노, 자긍심, 동정심 등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인성적 설득은 화자의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하여 메시지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다.(밑줄은 연구

자)

이 성취기준에서 제안하는 ‘설득의 전략’이라는 것은 사실 맥락에 따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의 종류는 너무도

다양해서, 그에 따라 어떤 언어적 전략을 선택할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광고를 통해 시청자를 설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감성적 설득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 토론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성

적 설득의 전략을 주로 구사하게 될 것이다. 더하여 어떤 목적의 담화가 되었

든 설득은 이성적, 감성적, 인성적 설득 전략을 적절히 수반해야 성공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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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다. 위의 성취 기준에서 유형화하는 세 가지 설득 전략은 아리스

토텔레스가 설득 수단으로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개념에 기반한 것이다. 에토

스는 인품과 같은 화자의 개인적 특성, 로고스는 말할 내용의 논리,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 설득의 수단은 언어 주체가 양태 표현

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설득 수단뿐만 아니라 정의적 설득과 관련된 형

식을 선택하는 과정을 교육 내용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현아·강효경

(2015)에서 종결 표현 ‘-잖아(요)’와‘-거든(요)’가 기본적인 어미 ‘-아/어(요)’23)와

다른 화자의 청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배려’

의 태도를 내면화하는 인성 교육 내용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가 양태 표현 교육을 내용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으로서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를 선정한 것은, 텍스트에 나타나는

이성적 논증뿐만 아니라 언어 주체의 주장이 어떤 ‘감성적 언어 표현’에 실려

그 설득의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장르 문법적 관점을 받아들

여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를 탐색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문법교육의

내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언어적 실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민병곤(2008)에

서 말하기․듣기 교육의 중핵적 목표를 음성 언어 장르24)의 운용 능력을 신장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학습자 특성, 담화의 내용과 형식, 교육 자료의 체계 측

면에서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담화 유형들을 선정 및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기-토론-쓰기’의 연계적 수업과 관련하여 이를 유형화하

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제언한 나은미(2013)의 논의는 유의미하다. 그는 말하기

초점, 쓰기 초점, 읽기 초점, 독서-토론-작문 통합형으로 연계적 수업의 유형화

를 제안하면서 교육 목표와 연계 및 통합의 적절성, 능력을 고려한 읽기 목록

의 필요성, 다양한 쓰기 유형 개발의 필요성, 한국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말하기-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보완할 점으로 제안했는데, 양태 형식의 인식과

선택에 관한 본 연구의 논의는 이러한 보완점에 대한 일련의 명시적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희성(2018)에서도 독서와 작문 영역의 성

23) 오현아,강효경(2015: 85)에서는 문법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의 방향을 1)생활 문법 중심 
문법교육, 2)언어 사용자 의도 중심 문법교육, 3)언어 사용자 간 소통 중심 문법교육으
로 제안하면서 문법 형식의 의미기능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 문법교육에서의 
인성 교육 내용 요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24) 민병곤(2008)이나 이창덕(2007)에서 강조하는 담화 유형과 음성 언어 장르에서의 ‘유
형’ 내지 ‘장르’는 국어교육 일반에서 ‘개별 텍스트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분류된 텍
스트 유형(이상구, 2013:193)’으로 정의된다. 이는 일련의 텍스트 유형학적 접근으로서, 
‘장르 문법’에서의 ‘장르’가 ‘사회문화적 행위’로 이해되는 방식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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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준을 검토한바 의사소통에서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이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례를

보이지 못한다면 교육 내용은 피상적인 데에 그치게 된다고 비판하고, 양태 범

주의 교육이 ‘의사소통에서 심리적 태도’에 관한 언어 표지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기에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문법교육, 특히 양태 표현

과 같이 언어 주체에 의해 수의적으로 선택 가능한 문법 요소에 관한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2. 양태 표현 선택 기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

2.1. 양태의 개념과 하위 범주

(1) 양태의 개념

박재연(2019: 4)에서도 논구하듯 ‘양태’는 ‘시제’처럼 그 하위 영역이 어느 정

도 분명히 확립된 후 현상의 기술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어미의 어떠한 의미

가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어미가

양태 범주를 실현한다고 기술되어 왔다. 따라서 ‘화자의 태도’라는 의미 영역은

다른 문법 범주와 달리 대립25)을 토대로 성립하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양태의 개념역은 넓은 의미로는 시제와 상을 포괄

하는 범주로 파악되기도 하고(Fillmore, 1968), 좁은 의미로는 시제와 상, 대인

적 기능과 관련된 화행, 감정적 태도를 모두 배제하고 비현실 명제, 비현실 사

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손혜옥, 2016: 24)로서 가능성, 의무나 허락, 능력이나

의도에 관한 문법 표지의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양태의 의미역을 넓게 설정하는 논의들은 전술한 바 있듯 서법이나 시제, 상

과 같은 인접 범주를 모두 포괄하거나, 혹은 문법 범주가 아닌 의미 범주로서

양태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양태의 경계를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광의

의 양태 개념은 필모어(Fillmore, 1968)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문장을 명제+

25) 박재연(2019)에서는 양태 범주도 시제나 상 등과 마찬가지로 문법 요소의 기술에 유용
한 하위의 의미 영역을 어느 정도 확립할 수 있음을 인식 양태의 의미 성분을 분석함으
로써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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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로 파악하고 α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태로 파악했다. 이는 명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양태로 간주하는 입장이어서, 한국어의 경우 어말 어미와 선어

말 어미가 표시하는 모둔 문법 범주가 포함된다. 한동완(1996: 28)에서도 양태

를 화자의 인식과 관련한 범주로 보고, 시제와 관점상(viewpoint aspect), 양상

(modal)을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후 광의의 양태 개념은 라이온스

(Lyons, 1977: 452)의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범주’라는 정의와 유사한 기술 방식을 보인

다.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로 양태를 정의한

장경희(1985: 11), 화자의 문장 내용(명제)에 대한 심리적 태도(고영근,

1989/1999: 33),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세분화하여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구본

관 외, 2015: 323)와 같은 정의들이 모두 양태를 넓게 정의하는 기술들이다.

한편 고영근, 1989/1999)은 양태를 의미 범주로 간주하고, 이러한 양태성이

문법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서법(mood)’으로 보아 서실법, 서의법, 강조법으로

유형화하였다. 팔머(Palmer, 1986) 역시 서법을 동사의 형태, 통사론적 범주로서

양태 의미를 실현하는 주된 문법 범주로 설명한다. 서법은 보통 문장 유형, 즉

화행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 바이비(Bybee, 1985)에서도 그러한 견해가 나타나

는데, 양태란 여러 가지 유형의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개념

적 영역을 가리키는 반면, 서법은 이러한 의미 영역의 한 하위 영역에 대한 굴

절적 표현을 가리치는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서법과 양태를 구분하여 문장

유형과 관련된 것은 서법으로, 그 이외에 명제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양태로 정의한 논의는 장경희(1985)가 대표적이다. 이후 한국어

의 양태 관련 논의들은 서법과 양태를 구분하고,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견해에 관련된 문법 표지들은 모두 ‘양태’로 정의된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의

논의인 구본관 외(2015)에서도 서법을 화행과 관련된 것으로, 양태는 명제에 대

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로 보고 있는바 본 연구는 서법과 양태의 관계

에 대해 구본관 외(2015)의 기술을 참고하고자 한다. 한편 양태의 범주적 개념

에 대해 구본관 외(2015: 327)에서는 ‘양태’를 의미 범주로 ‘서법’을 문법 범주로

파악하는 것은 ‘시제’라는 문법 범주와 ‘시간’이라는 의미 범주의 관계와 유사하

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굳이 문법 범주와 의미 범주의 이름을 달리 세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따라 ‘서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양태’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태는 의미 범주이자 문법 범주가 된다.

문법 범주로서 양태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주로 양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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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축소하거나 구체화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양태의 범위를 좁은 개

념으로 이해한 연구들은 광의의 양태 개념들이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포괄한다

는 점을 지적하여 양태 의미나 명제 성격을 세분화하거나, 양태의 하위 범주들

중 문법 범주로서 실현되는 것과 의미 범주로서 실현되는 것을 구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양태의 범위를 한정한다. 장경희(1985)에서 정의한 양태의 개념은 전

술한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의 양태를 지칭하지만,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는 어

미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경희(1985)에서는 국어에서 명제에 대한 화

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동사, 형용사, 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논

하면서도 ‘-더-’, ‘-겠-’, ‘-지’, ‘-네’, ‘-구나’ 등을 국어의 ‘양태소’라는 문법 범주

로 한정하고 이들 문법 범주가 나타내는 화자의 태도만을 문법 범주로서의 ‘양

태’로 본 것이다.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

로 양태를 정의한 박재연(2006)에서도 어미로 양태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

는데, 명제의 수, 성격, 내용에 따라 명제의 속성을 구체화하고 주로 평서문을

기준으로 분석되던 양태 의미를 의문문으로 확장하여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까

지 양태적 한정을 하는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임동훈(2008: 219)에서는 라이온

스(Lyons, 1977)의 정의에서 명제의 ‘무엇’에 대한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인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허들턴과 풀럼(Huddleton & Pullum, 2002:173)의 논의

를 받아들여 양태를 ‘명제의 사실성(factuality)과 실현성(actualisation)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표현된 범주’로 보았다. ‘사실성’과 ‘실현성’을 양태 범주 확립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는 최근의 논의는 손혜옥(2016)으로, 임동훈(2008)에서 정

의한 양태의 정의를 받아들여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와 사

건의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양태를 정의하고 있다.

협의의 양태 개념들 또한 각각 포괄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양태 정의에

서 준거점으로 삼는 요소들 중 어떤 요소를 엄정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포괄

적으로 정의되는 요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박재연(2006)

이나 장경희(1985)의 논의에서는 우선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를 어미로만 제한

하고, ‘양태 의미 담지자’가 누구인가의 차원에서는 화자 지향적 양태만을 논의

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대신 명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구의 언어학에서 증거

성, 의외성 등으로 논의되는 사실 명제에 관한 부분까지 포괄적인 입장을 보인

다. 요컨대 이들 논의에서 양태는 명제의 사실성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

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식 양태뿐만 아니라 명제의 정보적 출처, 명제의 내면

화에 관한 범주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손혜옥(2016)의 논의와 임동훈(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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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는 양태의 정의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보

이는데, 손혜옥(2016)의 논의는 오로지 ‘비현실 명제’, ‘비실현 사건’만을 양태의

범위로 한정하는 대신, 임동훈(2008)의 논의는 명제의 사실성이나 화자의 내면

화와 관련한 의미를 표상하는 형태로서 ‘-더-’, ‘-네’, ‘-구나’, ‘-지’, ‘-거든(요)’

을 양태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장경희(1985)나 박재연(2006)에서의 양태

범위와 유사하다. 대신 손혜옥(2016)에서는 화자 지향적 양태와 주어 지향적 양

태를 모두 양태의 논의에 포함하고, 우언적 구성을 양태 범주를 나타내는 표지

로서 기술하고 있다. 다만 비현실 명제와 비실현 사건만을 양태의 범위로 한정

하여 기존 논의에서 양태 어미로 논의되어 왔던 ‘-지’, ‘-네’, ‘-구나’는 논의에서

배제하고, 선어말 어미와 일부 우언적 구성만을 양태 표지로 간주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광의의 양태는 인접한 문법 범주와의 경계

가 흐릿해지면서 문법 범주로서 양태를 정립하기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고,

협의의 양태는 양태 정의의 준거를 엄격하게 세우는 일에 매몰되면서 기존의

양태 형식으로 다루어져 왔던 표지들의 의미기능을 기술하는 문제를 포기해야

한다는 한계가 각각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에

천착하여 양태 표현의 교육을 구안하는 것이지 양태 체계의 엄밀한 기술에 있

는 것은 아니므로, 구본관 외(2015)에서 개념화한 광의의 양태 정의를 수용하기

로 한다. 다만 다수의 양태 연구들에서 보여준 양태 개념을 이루는 구성 요소

들, 이를테면 명제의 성격이나, 화자의 인식과 관련한 것들은 이후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를 구체화할 때 이론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더하여 ‘언어 주

체의 의도’는 대체로 화자 지향적 양태를 통해 더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되, 일부 주어 지향적 양태의

경우는 언어 주체의 의도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 또

한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양태의 하위 범주

양태의 하위 범주로는 전통적으로 명제 자체의 성격이 참인지 여부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나 앎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닌 동작주(agent)에 의해 수행될 행위에 대한 필연성

(necessity)이나 가능성(possibility) 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이나 태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의무(obligation)나 허락(permission)과 관련되는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Lyons, 1977/2001: 793, 823)로 이분된다는 견해가 기반이 된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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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머(Palmer, 2001)와 바이비 외(Bybee et al., 1994)에서는 ‘동작주 지향적 양태

(agent-oriented modality)’와 ‘화자 지향적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를

구분한 양태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11> 팔머(Palmer, 2001)의 양태 유형

양태 유형

명제 양태

(propositional modality)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사건 양태

(event modality)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표 12> 바이비 외(Bybee et al., 1994)의 양태 유형

동작주 지향적 양태

(agent-oriented modality)

의무, 필요성, 능력, 갈망, 의도, 의지, 본원

적 가능성

화자 지향적 양태

(speaker-oriented modality)
명령, 금지, 기원, 권고, 경고, 허락

인식 양태

(epistemic modality)

가능성(possibility), 개연성(probability), 추론

된 확실성, 반사실

장경희(1985)에서는 국어에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동사, 형용사, 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논하면서도 ‘-더-’, ‘-겠-’, ‘-지’, ‘-

네’, ‘-구나’ 등을 국어의 ‘양태소’라는 문법 범주로 한정하고 이들 문법 범주가

나타내는 화자의 태도만을 ‘양태’로 한정하면서 ‘인식 양태’만을 양태의 하위 범

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3> 장경희(1995: 198)에서 제안한 양태의 유형

인지 방법

지각 양태(-더-, -네) 감각 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지니게 됨

사유 양태(-겠-)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정보를 추정 또는 

창출함

이미 앎의 양태(-지) 발화 이전부터 정보를 지니고 있음

처음 앎의 양태(-구나) 발화 시점에서 비로소 정보를 지니게 됨.

박재연(2006: 69-75)에서는 팔머(Palmer, 2001)과 같이 명제 내용에 따른 양

태의 속성으로서 ‘정보 내용으로서의 명제’와 ‘행위 내용으로서의 명제’를 양분

하여 이를 각각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칭하면서, 장경희(1985, 1995)와 마

찬가지로 인식 양태만을 양태의 하위 범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양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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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역을 제시하였다.

<표 14> 박재연(2006), 양태의 의미 영역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확실성 판단, 

개연성 판단, 

가능성 판단

정보의 획득 방법 지각, 추론, 전언

정보의 내면화 정도 이미 앎, 새로 앎

청자의 지식에 대한 가정 기지가정, 미지가정

행위 양태의 

의미 영역

대타적 조건 부과 명령, 제안, 기원

재귀적 조건 부과 약속, 의도, 소망

요컨대 장경희(1985)와 박재연(2006, 2019)에서 보이는 양태 유형은 문법 범

주로서 양태를 체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문법 요

소가 범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문법화가 일어난 언어 형태를 중심으로 체계

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러한 점에서 어미의 양태 의미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다.

한편 행위 양태는 ‘동적 양태’나 ‘의무 양태’ 등의 다른 메타 용어들로 대체되

기도 하며, 각 용어들이 포섭하는 의미들은 다소간 차이가 존재한다. 양태의 종

류와 관련하여 이선웅(2001)에서는 양태 유형을 ‘통보 양태, 인식 양태, 정감 양

태, 의무 양태’로, 임동훈(2008)에서는 양태 유형을 ‘인식 양태, 증거 양태, 의무

양태, 동적 양태’의 네 부류로 나누었다. 특히 정감성(감정 양태)도 양태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정감성을 양태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감정 양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팔머

(Palmer, 1986, 2001), 김지은(1998), 이선웅(2001), 박진호(2011), 구본관 외

(2015), 신희성(2019), 강효경(2019)에서는 감정 양태26)의 영역을 받아들이고 있

다. 김지은(1998)에서는 양태 용언을 대상으로 한 논의이기는 하나, 양태를 ‘명

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아/어 주-’, ‘-아/어

내-’와 같은 형식까지 양태의 범위에 포함하여 기술한다. 한편 팔머(Palmer,

2001)에서도 감정 양태를 평가 양태(evaluative modality)라는 용어로 기술하고

있는데, 손혜옥(2016: 23)에 따르면 이선웅(2001)에서 보여 주는 감정 양태는 사

실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인 반면, 팔머(Palmer, 2001)에서

는 비단언 명제나 비실현 사건에 대한 소망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26) 박재연(2006: 77-78)이나 임동훈(2003: 144)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법 형식
들이 체계적인 의미 영역을 가지기 어려워서 하위 범주로서 분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감정 양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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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양태를 설정하고 있어서 명제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슬비(2016: 52-55)와 신희성(2019)에서도 지적한바 화자의 ‘정서’, ‘대상에

대한 평가’ 등도 모두 넓게 보아 ‘화자의 심리적 태도’ 안에 포함되는데, 이를

가장 고빈도로 드러내 주는 것이 양태 범주라고 볼 수 있다. 문법 형식의 인식

과 사용에 주목하여 양태 표현 교육을 구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명제 내

용에 대한 심리적 태도라는 정의 자체에 이미 정감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선

웅(2001: 323)의 논의를 받아들여 감정 양태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다만 감정 양태의 의미 영역이나 문법 형식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히 기술

된 바가 없다. 강효경(2019)와 신희성(2019)에서도 감정 양태의 영역을 모두 받

아들이고 있으나, 신희성(2019)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문법 형식이 감정 양태를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신희성(2019)에서도 분석의 범주에 포함하

고 있을 뿐 감정 양태 형식이 텍스트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해석되는지를 논의

한 부분은 없다. 한편, 한국어의 양태 범주에서 양태의 하위 범주를 가장 세분

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박진호(2011: 310-311)에서는 <표 15>와 같이 양태 유

형을 제시한 바 있어 감정 양태를 비롯한 양태의 하위 범주를 논의하는 데에

참고점이 된다.

<표 15> 양태의 정의와 종류(박진호, 2011: 310-311)

박진호(2011)의 양태 체계 중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27)는 서로 포섭될 수 있

다. 임동훈(2003: 141-142)에서는 화자가 명제의 인식적 진리성에 대한 판단을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명제의 확실성

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commitment)를 나

타냄.

확실성(certainty), 개연성

(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사태의 바람직함

에 대한 판단을 나타냄. 또는 사태의 발생 책임

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자에게 있음

을 나타냄.

의무(obligation), 허락/허용

(permission)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사태의 발생 가

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

게 있음을 나타냄.

예: 능력(ability), 의도(intention, 

willingness), 바람(wish)

감정 양태(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

예: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

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

움, 경계심 등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

직접 경험(direct evidence), 傳

聞(hearsay), 추론(in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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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려 할 때는 때로 해당 명제의 정보가 어떻게 획득되었는지에 대해 언급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증거 양태(임동훈(2003)의 용어로는 ‘근거 양

태’)는 인식 양태의 특수한 하위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박재연

(2018: 35-36)에서도 한국어의 인식 양태는 인식론적 판단, 증거, 내면화 요소는

서로 매우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나타나며, 한국어에서 지각, 전언 등 정보의

출처를 세분화하여 표현하는 형식은 대부분 새로 앎의 의미 속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굳이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로 나눌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위 양태와 동적 양태 또한 함께 설명될 수 있다. 특히 당위 양태는 이

전에 ‘의무 양태’라는 용어로 주로 논의되어 왔는데, 그 안에 ‘의무’라고 할 수

없는 양태성도 논의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행위 양태’, ‘동적 양태’,

‘사건 양태’ 등의 다른 용어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구본관 외(2015)에서는 이들

논의를 포괄하면서 양태의 하위 범주를 인식 양태, 행위 양태, 감정 양태로 유

형화하고 있다. 각 하위 범주의 성격은 아래와 같다.

<표 16> 한국어 양태의 체계(구본관 외, 2015: 326)

양태의 종류 정의 하위 의미 영역

인식 양태

(무의지적 양태)

명제가 표현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태도

추측, 가능성, 지각, 추론, 

새로 앎, 이미 앎 등

행위 양태

(의지적 양태)

명제가 표현하는 행위자의 행위

에 대한 담화 참여자나 명제 참

여자의 태도

의도, 능력, 의무, 허가, 

소망, 기원, 제안 등

감정 양태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태도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

본고는 양태 체계를 분류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

소 범박해 보이더라도 구본관 외(2015: 326)의 양태 체계28)를 따르고자 한다.

27) 송재목(2009: 48)에서는 ‘-더-’가 양태와 구별되는 증거성 표지라고 제시하여 본고가 참
고로 하는 박재연(2006) 등의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송재목(2009)에서는 장경희
(1985)와 박재연(2006)에서 ‘-더-’를 과거(지각), 새로 앎, 미지가정’으로 분석한 것에 대
해 이들 논의에서 ‘지각(perception)’을 비록 (인식)양태 속에서 다루고 있지만 화자가 
자신의 감각기관을 이용해 직접 획득한 정보를 나타내는, ‘직접 지식’의 증거성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았다. 곧 증거성과 인식 양태는 서로 별개의 범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8) 구본관 외(2015: 325)에서 감정 양태로 구분한 것은 ‘-다나, 답시고’와 같은 어미와 
‘이나, 나마’와 같은 보조사이다. ‘-다나’는 가벼운 경멸의 감정을, ‘-답시고’는 비아냥거
림의 감정을 부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보조사를 양태 표현으로 들여오는 
문제는 ‘보조사까지 양태의 언어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보조사를 배제’하는 것 중 하
나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보조사에 양태성이 있다고 본다면, 양화사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감정 양태뿐만 아니라 ‘-을 수도 있-’과 같이 행위 양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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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첫째, 가장 다수가 합의한 하위 범주들을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둘째, 궁극적으로 문법교육의 장에서 양태를 논의하고자 할 때에는 양태 체

계가 세분화된 것이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에서이다. 다만 구

본관 외(2015)에서 논의한 감정 양태의 의미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은 감정 양태뿐만 아니라 모든 문장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

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 양태의 의

미역에 대해서는 박진호(2011)의 논의를 받아들여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의 정감성을 포함하는 범주로 보고, 이

를 표상하는 양태 표현의 목록들을 감정 양태로 유형화하여 다루고자 한다.

한편 전술한 것처럼 주어 지향적 양태를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처럼 언어 주체의 선택이나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양태의

영역에 포함하여 다루고자 한다.

가. 회사 측은 하루 속히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여 고용 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가.의 경우 표면상 양태 의미 담지자는 ‘회사 측’이 되지만 사실 이 문장에는

(‘나’가 생각하기에)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때 언어 주체는 의도

적으로 ‘나’를 숨기고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설득 목적의 주장하기에서 객관성

을 보장받아 보다 설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의미한 방식(박성철, 2011,

2013; 최경봉 외, 2017)임을 참고한다면 주어 지향적 양태도 기술의 범위에 포

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태의 하위 범주에

대해서는 그 개념역과 용어가 다소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식 양태, 행위 양태,

연구자에 따라서는 감정 양태를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태 의미 담지자와 관련한 분류에 있어서도 화자 지향적, 주어 지향적 양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최근에는 양태의 하위 범주별로 양태 의미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양태 표현의 메타적 인식과

선택의 기제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지만,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를 전략 중심으

로 구체화하는 데 있어 이론적 참고가 된다. 손혜옥(2016: 57-65)에서는 인식

양태(명제 양태)와 행위 양태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양태 표지 의미의 분석 기

서도 보조사가 논의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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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주관성/객관성29), 양태 강도, 판단 근거의 현장성, 의외성(mirativity)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어서 의미 분석 기준을 행위 양태의 영역까지 넓혔다는 데

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우선 ‘주관성/객관성’ 준거는 양태 의미 담지자가 화자

에 있는지 타인의 주어에 있는지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양태 표지들이 화자의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의 태도를 가리키기

도 하고 화자나 주어지시 대상이 아닌 타인의 주어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 준거는 주어 지향적 양태, 화자 지향적

양태 개념과 관련된다. 두 번째 분석 기준인 ‘양태 강도(strength of modality)’

는 명제의 사실성과 사건의 실현성에 대한 화자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이다(Huddlenton & Pullum, 2002: 175). 이는 박재연(2019)에서 정보의 확실성

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확실성 판단(certainty), 개연성 판단(probability), 가능

성 판단(possibility)으로 구분한 것과도 관련 있다. 세 번째 분석 기준인 ‘판단

근거의 현장성’은 판단의 근거가 발화 현장에 존재하고, 신정보라면 화자에게

내면화되지 않은 새로 알게 된 정보(손혜옥, 2016: 64)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

분석 기준인 ‘의외성(mirativity)’과도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의외성은 문장

에 표현된 명제가 화자에게 내면화된 정보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연구

들에서는 ‘이미 앎/새로 앎’이라는 용어로 기술되어 온 의미 성분이다. 손혜옥

(2016)의 구분 중 판단 근거의 현장성에 관한 부분은 그 정의로 미루어봤을 때

‘의외성’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를테면 추측과 의도의 인식 양태

표지인 ‘-겠-’과 ‘-ㄹ 것-’이 문법적으로 대립하거나 대립하지 않는 환경을 설

명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다. 한편 박재연(2018)30)에서는 양태 어미들의 복잡성

을 인정하고 하나의 표지에 내재된 의미 성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양태 어미

29) 손혜옥(2016)에서 이야기하는 ‘주관적 양태/객관적 양태’와 ‘주관성/객관성’은 각각 화
자 지향적 양태와 주어 지향적 양태를 가리킨다. 이후 다른 연구들 및 본 연구에서 ‘주
관성/객관성’이나 ‘주관화/객관화’ 와 같은 용어들이 의미역을 달리하여 다수 등장하므
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주관적 양태’는 ‘화자 지향적 양태’ 내지는 ‘화/청자 지향적 양
태’로, ‘객관적 양태’는 ‘주어 지향적 양태’로 기술하기로 한다.

30) 인식론적 판단은 일반적으로 정보의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을 판단하는 태도를 범주
화한 것이다. 증거성(evidential)은 문장에 표현된 명제/정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입
수했는가(지각, 추론 등)를 나타내고, ‘새로 앎’은 유형론에서 논의되는 ‘mirativity’를 
일컫는데 이를 주로 ‘의외성’으로 번역해 왔다. 문장에 표현된 명제가 뜻밖임
(unexpectedness), 신정보임을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다(박진호, 2011: 314). 그러나 박
재연(2013)에서는 한국어의 내면화 범주가 ‘놀람’, ‘기대하지 않음’, ‘예측하지 못함’ 등
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어떤 정보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얼마나 자리 잡았는지를 표현하
는 범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식론적 속성으로서의 ‘mirativity’는 한국어
에서 ‘이미 앎’과 관련된 독자적인 형식도 존재하므로 ‘의외성’보다는 ‘내면화’라는 용어
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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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의성을 구조화하고 있다.

<표 17> 한국어 인식 양태 어미들의 의미 성분(박재연 2014, 2018 참조)

인식론적 판단 내면화 정도 증거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

-더- ∅ 새로 앎 과거 지각 미지 가정

-네 ∅ 새로 앎 현재 지각 ∅
-구나 ∅ 새로 앎 추론 ∅
-지 ∅ 이미 앎 ∅ 기지 가정

-거든(요) ∅ 이미 앎 ∅ 미지 가정

-겠- 개연성 판단 새로 앎 추론 ∅

또한 김정은(2019ㄱ)에서는 ‘-겠-’의 관습적인 쓰입이나 ‘-을 것이-’에 대한

인식 양태적 의미까지 체계화하기 위한 시도를 보이기 위해 박재연(2018)의 표

에 더하여 <표 18>과 같이 의미 성분의 체계 구체화를 시도한 바 있다.

<표 18> 상과 양태 선어말 어미들의 의미 성분(김정은, 2019ㄱ)

-더- -겠- -(으)ㄹ 것- -었-

인식론적 판단 ∅ 개연성 판단 개연성 판단 확실성 판단

내면화 정도 새로 앎 새로 앎 ∅ ∅
증거 과거 지각 추론 추론 ∅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
미지 가정 ∅ ∅ ∅

화자의 행위 ∅ 의도 의도 확신

판단 근거의 

현장성
∅ 현장 비현장 ∅

상적 의미
비완결

결과상
예정 예정

완결

결과상 지속

<표 17>, <표 18>은 하나의 양태 형식에 하나의 의미기능으로만 기술되어

파편화되어 있던 것이 의미 성분을 기준으로 체계화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표 17>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

의 경우 엄밀히 말해 인식 양태의 의미라고 보기 어려워서, 각각의 의미가 대

등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양

태의 분석 기준에 대해 더 보완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하나의 형태가

인식 양태를 담지하기도 행위 양태를 담지하기도 하는 등 인식 양태와 행위 양

태가 의미적, 형태적으로 완전히 분절된 것이 아닌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양태

의미의 분석 기준을 정치하게 세우는 작업은 역으로 어떤 양태 형식이 어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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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의해 선택되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를테면

‘-거든(요)’가 화자의 ‘이미 앎’의 인식을 담지하고 청자 지식은 ‘미지 가정’의

의미로 해석되는 점을 이용하여 언어 주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해당 정

보에 대해 모를 수도 있는 청자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 ‘-거든(요)’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이러한 ‘-거든(요)’의 의미기능

으로 인해 맥락에 따라서는 ‘특정 정보를 모르는 청자’에게 무례한 표현이 되기

도 한다. 본 연구는 ‘-거든(요)’가 언제 ‘호의적 태도’로, 또는 언제 ‘무례한 태도’

로 받아들여지는지 그 지점에 주목하여 ‘선택의 맥락’을 구도화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기능 언어학에서 양태를 “긍정적 극성과 부정적 극성 사

이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에 대한 표현”(Matthiessen 외, 2010: 141)으로 정

의하면서 양태 체계의 하위 구성 요소를 설정하고, 각 변항들을 ‘선택과 조합이

가능한 것’으로 제시한 점에 주목하였다.

<그림 2> 체계기능 언어학에서의 양태 체계와 변항(Halliday & Matthiessen,

2014: 182)

<그림 2>에서는 양태(modality) 체계의 하위 구성 요소로 ‘양태 유형

(MODALITY TYPE), ‘정향(ORIENTATION)’, ‘값(VALUE)’, ‘극성

(POLARITY)’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은 ‘변항(variable)’ 혹은 ‘진입 조건(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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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에 해당하는데, 각 변항 내에서의 하위 선택항들의 조합으로 불확실

성의 영역에 존재하는 양태가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태 유형은 정보

양태와 행위 양태로 2분되며, ‘정향’의 하위 선택항은 ‘주관적/객관적’, ‘명시적/

암묵적’ 의미들이고, ‘값’의 선택항은 ‘확신성’으로 이것이 높고 낮음에 따라 선

택되는 것들이다.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 체계기능 언어학에서의 양태 체

계는 한국어 종결 표현에 나타나는 양태 의미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우선 양태의 유형(MODALITY TYPE)을 정보 양태(modalization)와 행위 양태

(modulation)의 두 가지로만 설정함으로써 감정 양태를 포섭할 수 없으며, 정보

양태의 하위 변항으로 확률(probability)과 빈도(usuality)를 선택하고 행위 양태

의 하위 변항으로는 의무(obligation)와 의향(inclination)을 표상하는 것으로 설

정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인식 양태가 아닌 정보 양태라는 명명 방식에서도 알

수 있듯, 이는 증거성(evidential) 범주를 양태 체계에 포함하지 않은 데서 비롯

한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증거성은 명제에 대한 앎의 유무나 경험과 관련한 것

이어서 ‘정도성’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신희성(2019: 67)에서

도 지적하듯이 행위 양태의 의미들 중에서는 의도와 의향뿐만 아니라 능력 역

시 중요한 범주가 되는데 특히 한국어의 경우 ‘-을 수 있-’과 같은 양태 표현은

고빈도로 의무나 의향이라는 의미 범주로 묶을 수 없는 것이지만 대인적 기능

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양태 체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체계기능 언어학의 양태 체계가 한국어에 완전히 들어맞다고 보기는 어렵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기능 언어학의 양태 정의를 수용하는 것의 장점은

다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양태의 의미 범주에 대해 하나의 준거(확률과 빈

도)를 설정하고 의미 범주를 정도성 측면에서 체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

고 언어 주체의 ‘심리적 태도’가 ‘무엇에 대한 화자의 태도’인지를 기준으로 양

태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태 하위 범주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체계기능 언어학에서뿐만 아니라 인식 양태 범주에 대해 정도성을 중심으로 양

태 표현을 체계화하는 논의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황주하(2018), 이지연

(2018), 김병건(2016) 등이 그러하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에서

도 정보 양태를 중심으로 정도성을 나타낸 바 있다. 이들은 어미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우언적 구성이 인식 양태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확신의 정도를 중심

으로 양태 표현의 목록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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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값과 방향에 대한 위상적 관점(Martin & White, 2005: 17)

무엇보다 Shin(2018)은 체계기능 언어학의 양태 체계에 한국어의 인식 양태

(정보 양태)와 행위 양태 표현을 목록화하고 있어 본 연구에 참고가 된다.

<표 19> 정보 양태와 행위 양태의 실현 강도(Shin, 2018: 41-42)

정보 양태 행위 양태

확률 빈도 의무 의향

그렇다 한다

틀림없다

그럴 것이다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모양이다

그런 듯싶다

그런 법이다

그리하기 마련이다

그리하기 일쑤다

그리하기 십상이다

그런 셈이다

그런 편이다

그럴 때 있다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할 수 있다[허용]

하겠다

할 것이다

하려 한다

할까 싶다

하는 게 좋겠다

할까 보다

안 그렇다 안 한다

<표 19>의 양태 표현 목록들 중 일부는 본 연구의 언어적 범위에서 벗어나

지만, 향후 ‘텍스트 표지’나 ‘필자 태도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유의미할 수 있는

언어 목록들이다. 특히 행위 양태에 있어서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인식

양태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체계화 관련 논의를 확장하고 있어 본 연구에 주요

한 참고점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양태의 개념과 하위

범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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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의 개념>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세분화하여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

<양태의 하위 범주>

양태의 하위 범주 정의 및 속성

인식 양태

-명제가 표현하는 정보의 성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언

어화된 범주

-확률(가능성)과 빈도, 증거성을 준거로 정도화할 수 있

다.

행위 양태 

-명제가 표현하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담화 참여자나 

명제 참여자의 태도가 언어화된 범주

-수행성의 부과 차원에 따라 의무, 의향을 준거로 정도화

할 수 있다.

감정 양태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한정이 언어화된 범주

-소망, 후회,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

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과 같은 감정을 부정적, 긍정적 

준거로 삼을 수 있다.

2.2. 양태 표현 선택 기제의 이론적 토대

(1) 메타적 언어 인식 기제로서의 장르

앞서 살펴본 양태의 의미나 종류에 관한 논의들은 문법 범주로서 양태의 자

리를 다질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지만, ‘표현’의 과정에서 모종의 양태가 선택되

는 기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양태 표현들이 언어적 자원으로서 어떻게 동원되는

지에 대한 과정이나 요인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어교육 및 문법교육에

서 언어 형식의 사용이나 과정, 텍스트의 의사소통적 특성에 주목해 온 일련의

연구들이 ‘언어하기’, ‘문법하기’, ‘문법 문식성’, ‘대화적 문식성’과 같은 개념들을

구조화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양태 표현 교육 또한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 그 속에서 자신이 언어 형식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선택

하려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터해 있으므로 전술한

개념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제민경(2015)에서 개념화한 ‘문법하기(grammaring)’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문법적 앎에 통합하는 언어 주체의 역동적 행위(제민경, 2015: 81)’로서

‘문법하는 인간’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문법하는 인간’은 자

신의 언어생활 속에서 자신의 언어를 메타적으로 인식하는 주체로, 자신을 둘

러싼 언어 현상에서 모종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이 타당한지를 점검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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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언어적 민감성을 갖춘 주체가 된다. 이러한 문법하기는 ‘문법적 앎’의 구

도를 상세화함으로써 보다 언어적으로 초점화된다. 제민경(2015: 98-103)에서는

‘문법하기’를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선정의 준거 틀로 구조화하여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이 보다 문법적으로 초점화된 것이다.

<그림 4> 문법하기의 구조(2)(제민경, 2015: 103)

제민경(2015: 103)에서 보여주는 문법하기의 구조는 크로프트(Croft, 2007:

351; 이동혁, 2012: 46)의 언어화 모델과도 연관되는데,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양태 표현은 문법 요소의 하나로서, 단어의 의미를 보다 정교화하는 문법 요소

의 선택과 연계되는 ‘특정화하기(Particularizing)’의 과정31)에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특정화하기’는 ‘명제화’, ‘범주화’, ‘구조화’와 모두 연계적

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통합적으로 분석되어야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

를 텍스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조진수(2018)에서는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구안하면서 교육 내용 구현의 이

론적 토대로 ‘문법 문식성’을 설정하고, 문법 문식 활동을 하게 되는 유표적 지

점을 ‘문법 문식소’로 설정한 바 있다. ‘문법 문식성’은 문법을 메타적 인식의 대

상으로 삼아 텍스트에 사용된 문법적 장치의 의미기능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31) 문법 요소를 통한 ‘특정화하기’는 형태소 단위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언어 단위와 문법 요소에 대한 앎을 전제로 한다. 제민경(2015: 103)에서는 실천된 ‘텍
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장르 문법과 일견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언어 단위에 대한 앎을 
문법교육 내용의 한 축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형태소 단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문법 요소의 ‘미묘한 차이’를 포착할 수 있고, 그러한 인식은 언어적 민감성
의 고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는 것이-’와 ‘-다는 것이-’의 차이를 인식
하는 사고 작용은 형태소 단위에 대한 앎이 작동함으로써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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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2018: 38) 사고 작용으로, 인지 과정의 측면에서는 문법 문식소의 설정

-분석-해석의 과정에 따라 심화된다. ‘문법 문식성’ 개념이 기존의 문식성 논의

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문법 고유의 기능성을 명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문법하기’와 ‘문법 문식성’은 모두 체계기능 언어학을 사회기호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바라봄으로써 맥락을 내포적 기호로 처리한다는 점, 그리고 문법의

기능성에 주목하고 메타적 언어 인식과 언어 형식의 사용 차원에 관한 모어 화

자의 언어화 과정에 관한 교육적 관점을 통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닌다. 다만 두 개념이 터하고 있는 이론적 기반이나 ‘장르’의 개념화 방식, 이

데올로기와 언어 간의 처리 문제, 언어 인식과 사용의 국면에서 어디에 더 주

목하는지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먼저 문법 문식성 개념은 마틴(Martin, 2015)에서 개념화하는 장르 관계 이론

에 터하고 있는 반면, 제민경(2015)에서 개념화한 장르 문법과 ‘문법하기’, 그리

고 본 연구의 장르에 대한 관점은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에 기

반을 두고 있다.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과 마틴(Martin, 2015)32)

은 모두 체계기능 언어학과 사회기호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문법교육에서 텍

스트 유형보다 텍스트 종류에 주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에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두 이론은 표현된 텍스트 결과물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는 과학 보

고서, 서평과 같은 텍스트 종류가 복합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장르를 '묘사하기', '설명하기', '지시하기', '주장하기', '서사하기' 수준의 사회

적 과정으로 규정하고 '다중 장르적 텍스트'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제민경

(2015)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받아들여 텍스트는 ‘다중 장르성’을 갖는데, 이는

텍스트가 갖는 ‘변별적 자질’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이것이 ‘총칭적 장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마틴(Martin, 2015)은 마틴과 로즈(Martin

& Rose, 2008) 이후 최근까지도 장르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념

으로(Martin, 2014a, 2014b, 2015; Rose, 2015, 조진수, 2018: 41 재인용)서 체계

기능 언어학의 '체계(system)' 개념을 도입하여 ‘장르 관계’라는 개념을 구축하

였는데, 이는 장르를 다른 어휘문법적 선택항과 마찬가지로 체계 내 선택항으

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텍스트의 장르 복합적 성격을 설명한다.

32)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과 마틴(Martin, 2015)의 장르 이론이 보이는 공
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진수(2018)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외 내용은 조진수
(201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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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Martin(2015: 48-49)의 관점에 따른다면, ‘묘사하기’, ‘설명하기’, ‘지시

하기’, ‘주장하기’, ‘서사하기’와 같은 과정만이 ‘장르’가 아니라, 그 하위 장르인

‘진술’, ‘일화’, ‘훈화’, ‘논평’, ‘서사’, ‘가십’ 등에 대해서도 가능태로서의 ‘장르’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의 방식대로라

면 ‘일화’, ‘훈화’와 같은 하위 장르들은 실현된 하나의 사례(instance)로서 상황

맥락에 존재하며 다중 장르적 성격을 띤 텍스트 종류로 규정된다. 그런데 마틴

(Martin, 2015)의 장르 관계 이론에 따르면 ‘훈화’와 같은 하위 장르들 또한 실

현태로 존재하는 텍스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사회문화적 맥락

에 위치하는 하나의 장르가 된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훈화’는 진입 조건인 [+

시간에 따른 구조화], [+반전이 있는], [-해결적], [+도덕적 해석] 등의 자질로

설명된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의 ‘장르’ 체계를 상세화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의미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마틴(Martin, 2015)의 장르 관계

이론을 기반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마틴(Martin, 2015)이 제안하는 장르 변별

적 자질들이 어쨌든 실현된 텍스트를 ‘분석’하기에 적절한 것이지, 필자가 텍스

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기제를 교육 내용화하는 것에

주목하는 본 연구에는 복잡도가 높은 장르 관계 이론의 체계가 적합하지 않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조진수(2018)에서는 문장과 텍스트를 해석하는 양상에

대해 주로 주목하고 있고 ‘문법 문식성’ 개념의 정의를 살펴봐도 텍스트의 ‘해

석’ 능력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장르 관계 이론이 적절할 수

있다. 해석은 사고를 거듭할수록 체계의 복잡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장르 관계 이론에 따르면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한 모든 맥락이

기호로서 표현된다고 할 때 이들을 모두 선택항으로 설정하게 됨으로써 ‘선택

할 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를 낳는다. 그러한 체계가 체계기능 언어학의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 내용화의 측면

에 있어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문법 문식성’33) 개념은 ‘문식 활동’을 기본적으로 ‘분석’과 ‘해석’에 두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문식 활동’의 종착점을 ‘사용’을 통한 ‘소통’으로까지 나아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언어 형식을 통한 소통’이 타당하게 이루어지

33) 본 연구는 조진수(2018)가 개념화한 ‘문법 문식성’ 개념이 텍스트의 이해에 관해서만 
조망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조진수(2018)에서도 강조하듯 ‘문법 문식성’ 관점의 문장 
구조 교육은 생성적 관점에 터해 문장 구조의 선택항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
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식 활동 자체에는 표현이나 생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
지 않으므로 문법 문식성 개념은 텍스트의 표현보다는 이해에 좀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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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분석과 해석 중심의 문식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때 ‘무엇’을 해석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필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텍스

트의 장르성, 문장 구성의 방식, 문법 장치의 기능 정도가 해석의 주된 대상이

자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태 표현의 인식과 선택에 관여하는 기제는 사

회문화적 맥락이 언어화된 ‘장르’ 속에서 필자의 의도에 더해 필자가 고려해야

하는 상호작용적 독자의 존재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문법 문식성이 문법적 사고 작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필자’가 문법을 어떻게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문법적 장치의 의미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방점을 두었고,

그 과정에서 독자의 위상에 대해서는 대인적 기능 차원에서 소략하게 언급되었

다. 물론 문법 문식성의 구성 요소를 논하는 데 있어 장르 관계 이론을 도입했

다는 점, 체계기능 언어학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독자의

요인을 완전히 형식주의적으로 간주한 것은 아니지만, 독자의 위상을 역동적으

로 조망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에 정혜승(2013)의 ‘대화적 문식성’에서 ‘맥락 상

호작용적 독자’의 존재는 문법 문식성 개념이 포괄하지 못했던 독자 특성의 역

동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작문 교육에서의 논의이기는 하

나 정혜승(2013)에서 개념화한 ‘대화적 문식성’은 대화주의 작문 이론을 바탕으

로 언어 주체가 자신 및 타인과 대화함으로써 문식성이 ‘실천’된다고 보는 관점

이다. 그는 맥락을 구성하는 요인으로서 필자-텍스트-독자가 있다는 점에 주목

하여 필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어떤 언어적 전략들을 사용하는지를 중심으로 대

화적 문식성의 구체태를 논구하고 있다. 그는 텍스트 생산에 관여하는 맥락을

거시적 맥락, 텍스트 간 맥락, 과제 특수적 맥락으로 분류하면서 특히 거시적

맥락에 대해 ‘작문 과정 외부에 존재하면서 과정 전체를 통어하고 조정하는 기

반적 요인이자 힘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이 된다’라고 기술하여 거시

적 맥락을 ‘작문 과정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사회문화적 맥락

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공동체의 신념, 가치, 지식 체계 및 공동체의

언어 및 장르적 관습 규범 기대를 포함한다’라고 그 성격을 기술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맥락이 ‘언어화’34)되는 지점으로 ‘장르’를 언급하고 있어 모순을 보인다.

34) 언어 형식의 의미기능을 탐색하는 데에 있어 해당 언어 형식과 부착되는 내용적 측면을 살
피는 작업은 필연적이다. 정혜승(2013)에서는 언어학 분야의 상위담화 연구가 할리데이의 
체계 기능 문법의 틀을 차용함으로써 텍스트 내용 구조를 살피는 데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체계 기능 문법은 기본적으로 절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담화 이상의 
단위를 의미하는 거시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원표, 2005: 196). 텍
스트의 대화적 속성을 온전하게 분석하게 위해서는 문장 수준의 상위담화적 단서를 넘어선 
내용 수준의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정혜승, 2013: 220)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작문 
교육에서 지적하는 기존 상위담화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제민경(2015, 2019)에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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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르’의 특성을 인식하는 사고 작용은 ‘표현된 텍스트’를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르’가 과연 작문 과정의 외부에 존재

한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

신희성(2019)에서 논의하는 ‘언어하기’는 바로 이 ‘소통’의 과정에 주목한 개념

으로 볼 수 있다. ‘언어하기’란 화자나 필자가 개인적 언어 체계를 활용하여 의

도한 의미를 어휘문법의 선택을 통해 표현하고, 청자나 독자가 개인적 언어 체

계를 활용하여 실현된 어휘문법을 다시 담화의미로 이해하는 행위의 과정 전체

(신희성, 2019: 44)를 일컫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에 따르면 ‘언어하기’의 과정에

서 청자나 독자가 화자 및 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사회적 과정이 개

입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이 언어 외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처

리되었다는 한계를 보인다.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을 양태와 서법을 통해 구체

화하면서 대인적 기능을 구성하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요인에만 천착한 것이다.

요컨대 어떤 텍스트에서 동일한 양태 형식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

식이 갖는 의미기능은 해당 형식이 부착되는 명제의 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

고, 언어 주체가 모종의 전략을 사용하여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양태 형식의 선택이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인식하는 기준은 텍스트가 어떠한 장

르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양태 표현

은 명제 내용의 차원, 언어 주체의 사용 차원, 장르성의 차원에서 모두 해석된

다. 이는 <그림 5>에서도 알 수 있듯 언어가 갖는 계층성에서 기인한다.

<그림 5> 사회적 맥락-언어의 관계와 장르-언어의 관계(Martin, 1997: 4-8)

<그림 5>에서도 알 수 있듯 체계기능 언어학의 바탕에서 ‘장르’는 언어로 표

현된 텍스트와 사회문화적 맥락이 만나는 지점이 되는데, 막상 연구의 흐름은

‘장르’ 연구와 대인적 기능, 텍스트적 기능 관련 연구가 크게 관련을 맺지 못하

기하는 ‘총칭적 장르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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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장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는 쓰기 교육35)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언어 외적인 것으로 처리해 온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틴(Martin, 1997:7)은 체계기능언어학에 기반한 담화 분석의

이론적 전제로 사회문화적 맥락이 언어화되는 양상을 <그림 6>36)와 같이 도식

화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작문 이론을 비롯한 여타 국어교육의 하위 분야에서

맥락을 외재적으로 간주해 왔던 것37)과 달리 내포적 기호38)로 바라보는 관점에

주목하였다.

<그림 6> 사회적 맥락의 계층화된 모델에 관한 언어의 계층화 내용

형식(Martin, 1997: 7)

35) 국어교육에서 장르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쓰기교육이다. 신수
사학의 흐름은 구성주의 흐름과 만나 다시 페렐만의 ‘보편 청중’이나 바흐친의 ‘대화주
의’와 관련되며 국어교육 연구에 영향을 끼쳐 왔다.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이재기(2013)
나 보편 청중에 대해 탐색한 정희모(2012)의 연구가 있으며, 대화주의와 신수사학을 비
교한 문선희 외(2013)의 연구도 있다.(이와 관련한 연구사적 논의는 제민경, 2015 참고)

36) <그림6>과 같이 '맥락'과 '언어'가 내용 형식과 표현 형식의 관계에 놓이고 언어가 다시 
내용 형식에 해당하는 '어휘-문법 층위'와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음운 층위'로 구분된다
는 관점을 수용하면, 문법은 맥락을 언어화하는 핵심 기제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마틴의 사회기호학적 논의는 문법교육의 관점에서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조진수(2018: 
51)에서는 이 두 가지 중 '문법'이라는 용어를 협소하게 정의하여 음운을 문법에서 배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림6>과 같이 음운을 문법에서 배제하게 되면 
양태 범주의 경우 문법화가 진행된 인식 양태 어미가 억양에 따라 그 의미가 분화된다는 
양상과 같은 언어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37) Martin(1997)과 Martin(1997, 2005, 2008, 2015)의 논의를 이론적 기반으로 삼은 조진
수(2018)에서는 맥락을 내포적 기호로 간주하여 문장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법교육에 유의미한 맥락의 개념은 언어 특정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에 맥락을 내포적 기호로서 바라보는 조진수(2018)의 관점과 궤를 같이 한다.

38) 문법 문식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장 교육 내용을 구현하고 있는 조진수(2018)에서는 
최근 옐름슬레우의 기호학 이론을 통해 체계기능 언어학을 사회기호학적 관점에서 이해
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Bache, 2010 ; Taverniers, 2011 ; Martin, 
2014a, 2014b, 2015)고 이야기하면서, 사회기호학에서는 맥락이 언어의 내용 형식으로서 
내포 기호학 체계를 이루고, 언어는 맥락의 표현 형식으로서 외시 기호학 체계를 이룬다
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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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주체가 청자 및 독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는 과정

에서 양태 표현이 선택되는 양상에 주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 연구와 궤를

같이 하지만, ‘언어 주체가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기제’에 청자의 반응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선택된 양태 표현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장르성의 인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양태 표현의 대인적 기능과 관련해서는 화이트(White, 2003: 260)가 제

안하는 입장39)(stance) 개념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양태, 극성, 증거성, 헤지

등의 이름 아래 다루어진 어휘문법적 형태와 구조의 다양한 집합체들을 대화론

의 관점에서 아우르는 것이다. 이때 화자/필자가 텍스트에 의해 참조되는 다양

한 관점이나 사회적 위치결정(positioning)을 향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입장의 담화 의미론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다(White,

2003: 259). 화이트(White, 2003: 260-261)는 본인의 논의가 근본적으로 바흐친

(Bakhtin)과 볼로시노프(Vološinov)의 영향을 받았으며, 앞서 언급한 어휘문법

적 자원들의 의사소통적 기능성을 적절히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대화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화이트(White, 2003)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어로 실현되는 발화’가 추상적

체계가 아닌, ‘언어적 상호작용의 사회적 사건’이라는 점이다. 언어로 소통되는

현상을 ‘사회적 사건’으로 위치시킴으로써 대화성은 역동적 독자뿐만 아니라 언

어 주체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들 구성 요소들이 사회문

화적 맥락과 독립될 수 없다는 점을 공고히 한다. 화이트(White, 2003: 261)의

‘입장’ 개념은 화자/필자가 명제에 대한 확신이나 지식의 지위 정도를 드러내는

정도에 한정하여 양태를 논의하는 라이온스(Lyons, 1977)나 팔머(Palmer, 1986)

보다 그 논의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요컨대 양태

39) 관련된 연구들에 따라 의미역의 차이는 다소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stance의 정의는 
'화자나 필자의 의견이나 평가로 실현되는 태도를 언어적으로 부호화하는 방법(Gray & 
Biber, 2012)'으로, 그 하위 요소로는 인식 양태와 다른 출처의 인용, 정서나 태도 판
단, 헤지(hedge)와 같은 기능을 갖는 언어 형식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이
트(White, 2003)에서는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는 대화적 팽창과 수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언어 자원의 부분일 뿐(White, 2003: 261-262)이어서, ‘입장’ 개념 안에 양태 범
주와 그 외 상위담화 표지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입장’은 텍스트에 
동원되는 모든 언어적 자원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언
어 주체가 전략적으로 양태 표현을 어떤 의도에서 선택하는지에 대해 초점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유의미하다. ‘stance’의 번역어는 ‘입장’, 
‘견지’, ‘태도’와 같이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입장’을 선택하고자 한다. ‘견지’는 모어 
화자에게 시각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고, ‘태도’는 정의적 개념을 이야기할 때 사
용되는 ‘attitude’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입장’이 가장 적절한 용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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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명제나 사태의 특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부착된다는 관점이 기존의 양

태 의미와 관련한 연구들이 취하는 관점이라면, ‘입장’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언

어 주체가 명제나 사태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서 자신의 의도를 전략적

으로 실현하기 위해, 즉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양태 형식을 동원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민경(2015)에서 개념화한 ‘문법하기’의

구조를 받아들여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다만 ‘문법하기’

의 구조에서 독자 및 청자는 언어 주체의 인식 안에서 다소 축소적으로 다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주체의 인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독자 및 청자의 위상은 더 부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언어 주

체가 독자 및 청자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전략을 개념화할 때 ‘언어하기’나 ‘대화

적 문식성’의 구성 요소를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언어적 자원

을 선택하는 언어 주체의 전략을 양태 표현의 사용 국면으로 초점화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재구조화한 ‘문법하기’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7> ‘문법하기’의 재구조화

본 연구에서는 ‘문법하기’의 과정에서 언어 주체가 ‘독자/청자’와의 관계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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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면서 어떤 언어적 자원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고 보고 독자/청자 요인을 양태 형식 선택의 주요 변인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언어 주체의 인식은 생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장르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독자/청자와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언어 형식의 선택항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 층위에서의 해석은 언어 주체가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

에 대해 어떤 것을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준거로 기능

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양태 표현의 대화적 전략은 무엇을 ‘특정화’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2) 자료체와 관념 층위의 매체 변인

(1)에서 본 연구가 재구조화한 ‘문법하기’의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 언어 주

체는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떤 텍스트로 표현되는지를 인식한다. 이때 ‘어

떤’은 ‘텍스트의 장르성 인식’으로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인지 과정을 통해 언어

주체는 양태 표현 선택의 전략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타당한지

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모어 화자의 양태 표현 선택 기제를 구도화하기 위

해서는 언어 주체가 텍스트의 장르성을 인식하는 변인에 대한 상세화가 필요하

다.

텍스트의 장르성 인식 변인에 대해서는 제민경(2015)에서 ‘화제-목적-매체’라

는 세 가지 변인으로 제안된 바 있다. 세 변인은 ‘목적’ 변인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며, 텍스트와 만날 때 언어를 중심으로 통합된다. 이때 화제, 목적, 매체

는 체계기능 언어학에서의 메타기능 체계에서 사용역(register)의 장(field), 주체

(tenor), 양식(mode)(Eggins, 2007: 90)과도 관련 있다. 장(field)은 ‘무엇’에 대하

여 이야기하는가의 측면에서 변인 중 하나인 ‘화제’에 대응되고, 주체(tenor)는

참여자들 간의 관계와 관련한, 즉 언어 주체가 어떤 목적을 담아 텍스트를 생

성하려는지와 관련된다. 양식(mode)은 언어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매체

변인과 관련되는데, 양태 형식의 사용이나 경향성은 이들 변인의 종합적인 고

려를 통해 결정된다.

텍스트 ‘장르’는 국어 교육에서 텍스트 유형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과정으로서의 언어보다는 일반화된 목록이나 유형

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게 됨으로써 모어 화자의 역동적인 언어적 실현태로서의

텍스트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화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텍스트

유형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텍스트를 목적이라는 단일 변인을 통해서만 파악한



- 66 -

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양태 표현 선택의 타당성을 메타적으로 판단하

는 준거는 목적뿐만 아니라 화제, 매체 변인의 국면에서도 보다 구체화될 필요

가 있다.

앞서 확인하였듯 학습자는 표현의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말하기, 공식적인 말

하기, 비공식적 글쓰기, 공식적 글쓰기’와 같이 표현의 ‘양식(mode)’, 즉 매체 변

인과 관련하여 적절한 언어 형식을 동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화

법 교육이나 작문 교육에서는 이러한 표현 양식의 문제에 대해 선언적 차원에

서의 교육 내용만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언어적 실체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장르 문법의 구도에서 장르성의 인식 변인 중 매체 변인을 구체화하

는 것과도 연결된다. 우선 매체 변인은 화자의 행위와 관련을 맺는 ‘소통 수단

으로서의 매체’와 텍스트와 관련을 맺는 ‘텍스트의 매체’로 나누어진다(제민경,

2015: 114).40) 소통 수단으로서의 매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 책, 신문,

사진, 영화, 인터넷, 게시판(오프라인), 편지지’ 등의 기술적 형식을 의미하며,

‘텍스트의 매체’는 텍스트 종류의 하위 특성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구어, 문어’

등의 양식적 특성과 관련 있다. 이때 구어와 문어는 대해 옹(Ong, 1982; 이기

우․임명진 역, 2006)의 견해에서처럼 표현된 결과물이 아닌, 그러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정신 구조적인 차이로 보고 있다. 문어와 구어의 사용역, 혹은 문어체

와 구어체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이러한 견해를 따라 문어체적/구어체

적 특성이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을 알 수 있

다. 민현식(1994, 2007)41)의 분류에서도 <표 20>과 같이 텍스트의 매체로서 문

어와 구어의 특성을 구분하고 있다.

40) 구어체와 문어체의 특성이나 개념역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입말과 글말이
라는 자료체나 소통 방식 내지 수단이라는 층위와, 존재 양식이라는 관념적인 층위의 
두 층위로 분석하는 방식을 대체로 택하고 있다. 다만 관념적 층위에서 구어와 문어가 
모종의 특징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상세화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41) 민현식(1994, 2007)은 ‘구어체’는 “구어의 특질이 현저한 것으로 대화 지향적 문체”이
고, ‘문어체’는 “문어의 특질이 현저한 것으로 문장 지향적 문체”라고 구분하였다. 또한 
구어와 문어의 판정은 말하기와 듣기의 과정을 통하는 최종적 음성 실현 여부에 달려 
있으나 구어체와 문어체의 판정은 읽기와 쓰기의 과정을 통하는 최초의 문자 생성 여부
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언어가 실현된 매체가 ‘구어’와 ‘문어’를 구분하지만, 이미 그 
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언어가 실현된 목적에 따라 ‘구어체’와 ‘문어체’로 구분할 수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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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구어와 문어의 문체

구어체적 구어 일상 대화, 통화 등

문어체적 구어 연설문 보도문 등

구어체적 문어 소설의 대화문, 시나리오, 인쇄 광고 등

문어체적 문어 교과서 설명문, 기사문 등

<표 20>에서 알 수 있듯 매체 양식은 구어체적 특성과 문어체적 특성의 정

도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고, 이때 각 문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중심으로 문어체와 구어체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주된 분석의 기준 내지 요소로는 격식성, 상호작용성, 공공성,

정보의 공유 정도 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 격식성이 문어성과 구어성을 구분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되어 왔다. 노대규(1996: 18)는 격식적 문어, 비격식

적 문어, 격식적 구어, 비격식적 구어로 나누어 구어와 문어 사용역 안에서 격

식성의 자질이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구현정(2005: 4)은 구

어, 문어적 특성을 지닌 구어, 구어적 특성을 지닌 문어, 문어로 나눈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서상규(2013), 이현희(2014)는 구어와 문어를 연속선상에 위치

시키면서 구어와 문어 안에 구어성이 높고 낮음의 정도에 따라 전형적인 구어,

구어성이 높은 구어에 가깝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격식적’, ‘문어적 특성을

지닌’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의사소통 상대방과 심리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것이고 ‘비격식적’, ‘구어적 특성을 지닌’은 거리감이 비교적 없는 장면을 뜻하므

로 구어의 상호작용 특성에 터해 구어와 문어를 구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구어성’과 ‘문어성’은 격식성의 정도, 상호작용의 양상

등을 기준으로 분류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구어성’이라든가 ‘문어성’

이라는 개념을 확장하여 구어 내지 문어의 속성을 논구하다보면, 일반적인 구

어성과 문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게 된다. SNS에 게시되는

텍스트들이 복합 양식 매체라는 표현으로 매체의 성격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 구어성과 문어성의 범박한 정의를 통해서는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생산되는 텍스트의 매체 특성을 면밀하게 해석해 내기 어렵다. 김풀

잎(2020: 36)에서도 강조하듯이 ‘비격식성 = 구어체’, ‘격식성 = 문어체’는 잘못

된 인식이며 의사소통 행위로서 표현된 언어는 상황(setting), 목적(purpose), 문

맥(context)에 따른 특징적인 양식을 살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텍스트 분석의 대상은 구어 토론 담화와 칼럼 기사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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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대상을 구어 담화로까지 넓힌다고 했을 때 구어 담화에 나타나는 문법

형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를 정립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관

련하여 구어와 문어 문법의 관점에 대해 분류한 지현숙(2010: 310-312)을 참고

할 수 있다. 그는 ① 구어는 결코 문법으로 체계화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 ②

문어 문법 속에 구어 문법을 포함하여 기술한 관점, ③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

을 동일시하는 관점, ④ 구어 문법이 독자적인 문법 체계를 가진다고 보는 관

점으로 분류하였고, 김풀잎(2020: 57-59)에서는 지현숙(2010)의 논의에 더해 ⑤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향한다는

관점42), ⑥ 문어 문법이 구어 문법에 포함된다고 보고 기술하는 관점을 추가하

여 구어 문법과 문어 문법에 대한 관점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

요컨대 구어 사용역에서의 언어 현상을 논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 구어의 체

계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입장과 문어 문법의 구도에서 구어의 언어 현상을 설

명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양분된다. ④와 같이 구어 문법의 독자적 체계를 세우

려고 하는 입장들은 문어 문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언어 현상들이 있고, 구어

문법 고유의 질서나 원리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④의 입장을 받아들이다 보면

언어의 체계를 문어와 구어라는 사용역으로 나누어 각각을 별도로 기술해야 하

는 수고로움이 생긴다. 교육의 수월성 측면이나 이를 떠나 언어학의 영역에서

도 구어와 문어의 체계를 별도로 두는 일은 경제적이지 않다. 한편 문어 문법

의 구도에서 구어의 언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입장은 기존의 문법서들이

견지해 온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문어 문법을 규범적인 것으로

보고, 구어 문법을 비규범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태도는 문어가 구어보다 정련

되어 있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어 사용역이 갖는 모종의 특성을 배제

해 버리는 오류를 낳는다.

본 연구는 ⑤ 구어와 문어 사용역의 문법을 통합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관

점을 수용하기로 한다. 이는 문법을 형태·통사에서 나아가 언어 전반의 규칙으

로 넓게 보았을 때, 문어 문법과 구어 문법은 큰 맥을 같이한다는 입장으로 배

진영 외(2013)가 대표적이다. ‘문법’은 언어 운용의 원리임을 전제로 했을 때 ‘언

어’의 범위는 문어와 구어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즉 자료체가 달라지는 것은

42) 이 관점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개의 구어 문법 연구에서 견지되어 온 관점
이라고 할 수 있다. 구어와 문어의 문법이 동일하다고 보고 기존에 정립되어 있는 문법 
범주, 문법 단위를 구어에 적용하여 문법 현상을 기술하거나 해석하는 연구가 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구어의 문법 현상과 문어의 문법 현상의 비
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배진영 외, 201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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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결과물의 사용역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에 내재한 언어 운용의 틀이 달

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설명의 명료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도 구어와 문어

의 통합적 기술 방식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는 자료체적인 차이이며, 각 사용역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은

대화주의적 관점이나 체계기능 언어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해석이 가능한 부분

들이 존재한다고 본다. 요컨대 본 연구가 주목하는 문법 범주인 양태와 이와

인접한 시제, 상 등의 개념과 분석 단위는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를 해석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구어와 문어 문법의 통합적 기술 방식을 지향한다는 인식에 기반하면, 구어

와 문어의 차이는 문체의 차이가 아니라 매체의 차이(배진영 외, 2013: 73)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구어’와 ‘문어’의 개념을 ‘입말’, ‘글말’ 정도의 축자

적인 개념으로 본 것이다. 구어와 문어의 통합적 관점에서 말뭉치 사용역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배진영 외(2013: 73-74)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한 이

유에 대해 첫째, 구어적 특징, 구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이고 이론적인 속

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매체로서의 구어를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지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속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 둘째, 구어성과 문어

성을 정의하는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힘들다는 점, 셋째, 구어성과 문어

성을 판별하는 기준 자체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는 결국 구어와 문어를 이분법

적으로 이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실제 구어와 문어 자료의 다양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매체

변인을 구성하는 요소는 실현된 입말, 글말이라는 자료체적 층위와 관념적 층

위, 즉 정신구조적 차원에서 실현된 텍스트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층위로 나뉘

어 기술될 필요가 있다. 이때 매체의 구어적 특성 내지 문어적 특성은 사실상

해체된다.

구어와 문어를 자료체적인 개념으로 축소하고, 정신구조적 차원에서의 매체

특성을 매체 특성의 구성 요소 중심으로 해체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 있는 이유

는, SNS가 발달하면서 복합 양식 매체의 영역이 확장되는 현재의 언어적 실태

를 더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어와 문어의 의미역을 입말과 글

말이라는 자료체적인 개념으로 한정했을 때, 자료체적인 것 이외의 성질들을

설명해 줄 준거들을 매체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목록화할 수 있다. 기실 ‘구

어성’과 ‘문어성’ 개념의 모호성이 이 부분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전술하였듯 구어와 문어의 ‘경향성’을 중심으로 범박하게 매체 특성을 구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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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통해서는 장르성 인식의 매체 변인을 면밀하게 읽어내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예컨대 단순히 구어로 발화된다고 해서 격식성이 파괴된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문어로 발화된다고 해서 격식성이 높아진다고 보기에도 어려

운 텍스트들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현대의 매체 환경에서는 구어적 특성, 문어

적 특성과 같은 구분이 아니라 실현된 텍스트의 매체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

를 중심으로 매체 변인이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신구조적 차원에

서의 매체적 특성을 ‘관념 층위의 매체’로 명명하여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이에 김풀잎(2020)에서 구어 매체와 문어 매체를 자질 중심으로 분석한 김풀

잎(2020)의 논의는 주요한 참고점이 된다. 그는 구어와 문어 매체에 대한 이론

적 논의를 바탕으로 구어 문법의 종결 표현 교육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때 표

기 수단으로서의 방식으로 구어 매체와 문어 매체를 대별하고(매체 층위), 언어

존재 양식으로 ‘구술성’과 ‘기술성’의 개념(관념 층위)을 택하고 있다. 관념 층위

의 매체 양식으로 ‘구술성’과 ‘기술성’을 개념화한 것은 결국 선행 연구에서 매

체 특성을 문어성과 구어성으로 구분하는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구술성’과 ‘기술성’을 구분하는 준거

를 다각도로 제시한 점은 유의미하다. 김풀잎(2020: 37)에서는 구술성에 대해

격식성(-), 심리적 거리감(-), 모호성(+), 상황의존성(+), 계획적(-), 공유된 지식

(+)의 성질을 포괄하는 것으로, 반대로 기술성은 격식성(+), 심리적 거리감(+),

모호성(-), 상황의존성(-), 계획적(+), 공유된 지식(-)으로 규정하면서 구술성과

기술성 각각이 어떤 성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구체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매체 층위와 관념 층위의 결합(김풀잎, 2020: 37)

김풀잎(2020)에서 논구한 관념 층위의 구어-문어 특성은 전술한 자질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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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A-H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같은

‘칼럼 기사’라 하더라도 다른 자질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즉 대화 참여

자가 맥락적 요인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문어 매체 안에서 그 영역이 다

양하게 이동하는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한편 ‘심리적 거

리감’ 자질은 언어 주체가 독자 및 필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림 8>의 도식으로 단순화하여 설명하기 쉽지 않

고 별도의 변인으로 보다 상세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술성

과 기술성의 자질을 논구하는 측면에서 모종의 상관 관계를 갖는 자질들이 있

는데 이를테면 상황 의존성, 계획적, 모호성, 공유된 지식의 자질들은 각 자질

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연동되는 경향이 있다. 상황 의존성이 높으면 공유된 지

식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계획적이지 않을수록 모호성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 자질들이 모종의 상관 관계를 이루면서 연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굳이 자질로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념 층위의 매체 특성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격식성’,

‘상호작용성’, ‘공식성’의 세 가지 자질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 연구들에

서 이들 자질들은 독립된 변인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구어성/문어성의 정도에

귀속되어 그 속성이 기술되어 온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격식성과 상호

작용성, 공식성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우선 구어와 문어 사

용역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 구어와 문어의 성격이나 사용역을 구

분하는 기준으로서 ‘격식성’은 그 지위가 상당히 확고하므로, 격식성은 매체 특

성을 설명하는 주요한 자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격식성은 텍스트가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 틀의 엄정함에 관한 자질로 정의 가능하다. 공식성은 여러 선행

연구들 을 비롯하여 화법 교육이나 작문 교육에서 ‘비공식적’, ‘공식적’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독립적 자질로 추가할 수 있다. 공식성은

텍스트가 사적인 글이나 대화로서 소통되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소통되는 것인지의 정도에 관한 것이며, 상호작용성은 독자 및 청자와 언어 주

체가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자질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념 층위의 매체 특성을 구성하는 자질을 <표 21>과 같이 정리하고,

장르성 인식의 매체 변인은 <그림 9>와 같이 도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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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텍스트 장르성 인식의 매체 변인 구체화

<표 21> 관념 층위의 매체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

매체 특성의 구성 요소 성격

격식성 텍스트가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 요건의 엄격함의 정도

공식성 텍스트의 공개 범위 정도

상호작용성 대화 참여자 간 즉각적인 응답 가능성의 정도

대화 참여자 간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지에 관한 ‘상호작용성’은 이전까

지의 논의에서는 주로 문어성이 ‘상호작용의 불가능’, 구어성은 ‘상호작용 가능’

으로 구분되어, ‘격식성’과 ‘상호작용성’이 자료체 층위와 연동되면서 부적 관계

를 형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복합양식매체의 발달로 이러

한 구도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바, 이를테면 연설과 같은 경우 구어로 발화되

지만 격식성이 높고, 상호작용성이 낮은 담화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연설 중에

서도 연설자가 나와서 방청객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으면서 진행하는 교양 강의

는 구어로 발화되지만 공식성은 높은 한편 공적 연설에 비하면 격식성은 낮고,

상호작용성은 중간 정도의 매체 특성을 띤다. 블로그 게시글과 그에 달리는 댓

글의 소통 양상은 문어로 이루어지지만 격식성이 낮고 상호작용성은 높은 담화

로 볼 수 있게 된다. 블로그 게시글의 공개 여부에 따라 공식성의 정도도 달라

진다. 요컨대 <그림 9>에 제시한 자료체 층위의 매체, 관념 층위의 매체는 각

각 독립적인 변인이 되며, 관념 층위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한 각 자질들 간 상

관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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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의 관계

언어 주체는 모종의 텍스트를 생산하고 해석하기에 앞서 자신이 어떤 입장에

서야 할지에 대한 고려를 우선적으로 하게 된다. 이때 언어 주체가 구축하는

자신의 ‘입장’은 텍스트의 화제에 대한 태도(attitude)일 수도 있고, 독자 및 청

자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다. 이때 언어 주체는 독자 및 청자에게 자신이 어떻

게 인식되기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선택하는 어휘문법적 목록을 달리하게 된다

는 점에서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주체와 독자 및 청자의 관계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을 ‘언어 주체가 담화 공동체와

독자 및 청자를 고려한 사회적 실천 행위’로 보는 관점을 전제로 하여 언어 주

체가 독자 및 청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그림 10>과 같이 도식화하였

다.

<그림 10> 언어 주체-텍스트-청자 및 독자와의 관계

언어 주체는 실재하는 독자 및 청자를 고려할 수도 있고 독자 및 청자와 시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서 예상 독자를 상정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칼럼 기사와 방송 토론 담화를 기준으로 간단히 말하

면, 칼럼 기사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이므로 독자 및

청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방송 토론 담화에서의 청자는 언어 주체 외부

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화 상대방’과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 시청자인 청중

으로 이원화된다. 요컨대 토론 담화에서 대화 참여자는 우선 객관적으로 실재

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역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청자를 설득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청자나 칼럼 기

사의 독자는 담화 공동체 안에 존재하며, 담화 공동체는 장르와 관습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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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구성된 실재로 볼 수 있다.

독자 및 청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 언어 주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글 내지 말을 생성해야 한다. 이때 불특정 다수의 청중 내지 독자를 상정하는

문제는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 강조하는 담화 공동체 개념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서 독자는 ‘담화 공동체(Porter, 1992)나, 담화 공

동체의 기대(Dudley-Evans, 1995)’로 간주된다. 담화 공동체는 실체적 독자처럼

완전히 개인적으로 특정될 수는 없고, 언어 관습과 코드의 공유를 통하여 특정

한 쓰기 방식과 읽기 방식을 가지는 공동체이다. 포터(Porter, 1992: 79-103)는

필자는 수동적인 독자에 텍스트를 맞추는 외로운 주체가 아니라 독자를 확인하

고 동시에 그에 영향을 받는 사회적 존재이며, 독자는 필자가 쓰고자 하는 영

역의 분야나 공동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에 다르면 독자는 공동체의 일종

의 관습이나 규약으로, 텍스트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원이자 토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정혜승, 2013: 58-59). 이때 일종의 관습, 규약, 사회문화적 자

원은 언어의 층위에서 ‘장르’로 실현되며, 언어 주체가 어휘문법적 목록을 선택

하는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 즉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서 개념화하는 독

자는 담화 공동체의 규약을 적용받는 존재가 된다. 담화 공동체 개념은 공동체

를 강조함으로써 텍스트의 담화 관습, 즉 언어 주체가 모종의 텍스트를 인식

내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텍스트의 총칭적 장르성43)을 고려하여 언어 형식

을 동원하는 국면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자를

동질적이고 단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개인적 특성에 주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한편 독자 및 청자가 실재하는 경우는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 이

를테면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나, 면접, 토론과 같이 대화

참여자가 시공간을 공유하는 구어 담화 등이 해당된다. 물론 독자 및 청자가

실재하는 경우에도 화자는 자신이 생성하는 텍스트의 담화 관습을 고려하게 된

다. 그러나 예상 독자 및 청자를 좀더 개인화하여 자신의 표현을 조정할 수 잇

다. 중요한 것은 독자 및 청자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지 그들의 생각이

나 반응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오롯이 언어 주체의 추론에 의해 설정된다는

43) Ⅲ장에서 후술하겠으나 '총칭적(generic) 장르성' 개념은 제민경(2015, 2019)에서 변별
적 자질로서의 장르가 조직되어 다중 장르적 텍스트를 만들어 내고, 생성된 다중 장르
적 텍스트가 띠는 총체적 특성을 일컫는 것이다. 이를테면 보도 텍스트는 객관성을 강
조하기 위해 텍스트 화자가 인용의 방식을 통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목소리의 중
층성을 갖는데, 이때 이 목소리의 중층성은 보도 텍스트의 총칭적 장르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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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아모시(Amossy, 정인봉 등 역, 2003)의 ‘필자 구축’ 개념

은 주목할 만하다. 그에 따르면 필자는 텍스트 안에 독자만 구성하는 것이 아

니라, 독자에게 보이고 싶은 자기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명선

(2009)에서는 ‘어성’ 개념과도 관련되는데, 이는 가상 필자가 예상 독자에게 자

기를 드러내는 방식을 가리키는 말로 정의된다. 이러한 개념들은 독자 및 청자

가 실재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한바, 신선경(2008: 89-90)에서도 과학 텍스트가

예상 독자에 따라 텍스트의 목적과 텍스트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

고 있어 본 연구에 참고가 된다.

<표 22> 과학 텍스트의 종류(신선경, 2008: 89-90)

신선경(2008)에서 보인 <표 22>는 텍스트의 장르성을 언어 주체가 인식하는

국면에서 예상 독자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는 대

화주의 이론에서 독자의 역할을 필자와 관계되는 위치에서만 정의하지 않고 화

제에 대한 독자의 관점에 의해서도 정의된다(Halasek, 1999: 63, 정혜승, 2013:

40 재인용)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담화 공동체’ 개념뿐만

아니라 대화주의 작문 이론44)에 기반한 ‘협상 파트너로서의 독자’에 대해서도

44) 정혜승(2013)에서는 작문 이론의 연구사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독자 개념을 정리하
고 있어 참고가 된다. 본 연구가 독자 개념의 이론적 기반으로 참고하는 사회적 구성주
의 작문 이론과 대화주의 작문 이론은 모두 독자 개념을 필자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수신자로 보고 언어와 의미의 사회성을 중시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이론은 의미의 중심이 공동체에 있다고 보는 반면, 대화주의 
작문 이론은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미가 구성된다고 
본다(전은아, 1998: 14).

목적 장르별 예상 독자

연구

제안서 및 결과 보고서

일반적 지식과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집단의 동료 연구자 및 

정책 결정자

학술 논저

전문가 및 대학원생실험보고서 및 실험 노트

연구 집단 내의 뉴스레터

교육

초,중,고 교과서
일반적 지식과 한정된 정보를 제시 

받는 문외한

대학 교재
대학 수준이 일반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문외한

정 보

전달

잡지 및 신문의 과학기술 

관련 기사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문외한

과학 잡지 및 과학 교양서

의 과학 에세이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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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정혜승(2013:60-65)에서 개념화하는 ‘맥락 상호작용적 독자’ 개념이

이에 기반해 있다. 그는 작문을 텍스트를 생산하는 행위를 넘어 필자가 정체성

을 구성하고 협상하는 실천으로 보고, 그럴 경우 독자는 정체성 협상의 파트너,

즉 변화 가능한 ‘맥락 상호작용적 독자’로 보고 있다. 필자가 자신을 어떤 정체

성을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인지, 텍스트를 통해 자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따라 텍스트 속 필자의 위치가 역할이 달라지는데, 그와 상호작용하여 독자의

위치와 역할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정혜승, 2013: 65). 맥락 상호작용적 독자

는 복잡한 상황 속의 맥락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필자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맥락 상호작용적 독자 개념은 언어 주체

가 텍스트에 담아내고자 하는 화제에 대해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정체성

을 갖고 이를 표현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되며, 어떤 언어 형식을 동

원하여 필자로서 위치를 조정할지를 고려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2.3. 양태 표현의 확장적 개념

(1) 표현 전략으로서의 양태

언어 주체는 여러 전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모종의 언어적 자원을 통해

드러내기도 하고 은폐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행

위가 대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기반해 있다. 앞서 언어 주체의 ‘문법하

기’를 재구조화하면서 ‘독자/청자’ 요인을 고려하여 언어 주체와의 관계를 설정

하는 과정은 언어 주체가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포장’할지 그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기제로 정리한 바 있다. 언어 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객관화’

할지 ‘주관화’할지를 고려하여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는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에 주목하여 언어 주체가 어떻게 자신의 전략을 언어

적으로 실현하는지에 대한 상위담화(metadiscourse) 연구를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텍스트에 사용된 상위담화에 관한 연구는 언어의 대인적 기능에 주목한 것으

로, 양태 표현은 이러한 상위담화의 한 종류가 된다. 상위담화는 '담화에 대한

담화, 말하기에 대한 말하기, 쓰기에 대하여 독자에게 하는 말'45)(Crismore,

45) 샌더슨(Sanderson, 2008: 165)은 크리스모어(Crismore, 1989)와 유사하게 상위담화를 '
필자가 자신의 텍스트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수사적 전략'으로 보았다. 하이랜드
(Hyland, 1995: 37)는 상위담화를 '특정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고 독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지원하고, 한 텍스트 내의 상호작용적 의미 협상을 위하여 사용된 필자의 
자기 성찰적 표현을 아우르는 용어'라고 보았다. 기술 양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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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7)로 정의된다.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에서는 장르 분석 가

운데,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담화 표지들을 상위담화(metadiscourse)로 명명

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들 논의에서 상위담화는 ‘명제적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청자나 독자가 주어진 정보를 구성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언어적 자원’으로 정의된다.

<표 23> 상위담화의 하위 범주와 언어적 장치(Crismore, Markkanen &

Steffensen, 1993: 47)

텍스트적 상위담화

textual 

metadiscourse

텍스트 표지

논리적 연결어

logica connectives

순서어

sequencers

안내어

reminders

화제 제시어 topicalizers

해석적 표지

주석 code gloss

화행 표지 illocution markers

안내 announcement

대인적 상위담화

interpersonal 

metadiscourse

완화 표현 hedges

확실성 표지 certainty markers

인용 표지 attributors

태도 표지 attitude markers

논평 commentary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 47)에서 보여주는 상위담화 분류의 체

계는 텍스트 구조와 내용 관련 언어적 장치와 독자의 이해를 고려한 언어적 장

치로 유형화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하이랜드(Hyland, 2005)에서는 학술 텍스트

에서 필자가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어떤 언어적 장치로 나타나는지 주목

하였다. 그는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의 체계 중 대인적 상위담화

를 수정 및 보완하여 상호작용의 언어적 자원을 입장(stance)과 참여

(engagement)로 대별하고 <그림 11> 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크리스모어(Crismore, 1989)의 정의를 공통분모로 하여 그 개념이 
조금씩 정교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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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학문적 담화에서 상호작용의 핵심 자원(Hyland, 2005: 177)

<그림 11>에서처럼 하이랜드(Hyland, 2005)가 제안한 핵심 자원은 <표 24>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4> 상호작용의 언어적 자원 하위 분류(Hyland, 2005)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 47)의 상위담화 논의는 기본적으로 ‘상

상호

작용

입장(stance)

유보(hedge)

한 명제(의견, 입장)에 대하여 필자

가 확실한 사실로 수용하기보다는 일

정한 거리를 두고 보류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의미함. 

필자의 추론적 태도를 보여주고, 독

자에게 필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도

록 여지를 남김.

확신

(boosters)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화제, 대상, 

명제, 의견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

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장치

태도 표지

(attitude 

markers)

정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장치

자기 언급

(self-mention)
필자가 담화적 자아를 드러내는 방식

참여

(engagement)

독자 대명사

(reader 

pronouns)

텍스트에 독자를 참여시키는 장치

지시

(directives)

필자가 독자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

동하도록 요구하는 것

질문

(questions)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를 텍스트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논의하는 화

제나 대상에 대하여 필자와 함께 문

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

행함.

공유 지식

(shared 

knowledge)

독자가 어떤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것에 의지하여 

독자를 텍스트 안에 참여시키는 장치



- 79 -

위담화’가 독자를 고려하는 장치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를 텍스트적 표지와 대

인적 표지로 분류하여 하이랜드(Hyland, 2005)의 견해보다 포괄적인 형태를 보

여준 반면, 하이랜드(Hyland, 2005: 177)에서는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 47)에서 보여준 대인적 상위담화의 하위 분류에 비해 대인적 기능을 수행

하는 언어적 자원의 하위 분류를 보다 상세화하고 있어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슬비(2016: 74-75)에서도 지적하듯, 각 연구들이 보여주는 상위담화의 체계들

은 하위 범주들 간 경계가 명료하지 않고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애초에 대인적 기능이라는 범주 자체가 문법 범주나 문법 형태가

다양한 의미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다 보니 단일 연구 안에서도 범주

화의 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인적 상

위담화에 포함된 인용 표지나 논평은 실상 텍스트적 상위담화 내의 해설과 구

분하기가 어렵다.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담화는 텍스트를 일종의 대화적 장치로 접근하고 그

러한 대화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는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에 주목하고 있어서

유의미하다. 상위담화에 주목하는 연구는 이후 체계기능 언어학의 대인적 기능

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는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의 평가 이론

(Appraisal Theory)으로 체계화된다. 평가 이론에서는 언어 주체의 평가적 태도

가 언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이론화하기 위해 이를 입장(stance),

태도(attitude), 관여(engagement), 등급(graduation)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체계기능 언어학의 틀 안에서 언어의 대인적 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

을 중심으로 평가적 표현을 체계화하고 있다.

46) 최근의 상위담화 이론은 상위담화 개념의 불명료성과 하위 범주 간 변별의 불명확성을 보
완하기 위하여 할리데이의 체계기능 언어학에 의존하는 대신 야콥슨(R. Jakobson)의 언어 
기능 모델에 의거하여 상위담화 개념을 정교화하고 재분류하는 추세에 있다. 투미(Toumi, 
2009)는 기존의 상위담화 이론으로 담화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위담화의 
개념 및 분류 체계가 모호하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상위담화가 명료하게 정
의되고 분류되기 위해서는 재귀성(reflexivity)의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재귀성을 
도입하면 상위담화는 텍스트 안에 의미를 구성하기 위하여 필자의 의하여 사용된 자기 지시
적 표현으로 보다 명확하게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와 모라넨(Mauranen, 1992)과 아델
(Adel, 2006)의 논의에 의지하여 투미는 상위담화를 상위텍스트와 필자/독자 지향적 상위담
화로 분류하였다(정혜승, 2013: 213). 



- 80 -

<그림 12> 평가 이론의 체계와 요소(Martin & White, 2005: 38)

‘평가어’ 개념이라든가 모든 언어화된 표현에는 언어 주체의 ‘평가’가 반영되

어 있다는 평가 이론의 큰 틀은 양태 표현 교육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련 연구들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평가 이론의 요소나 체계는 그

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언어 형태의 측면에 있어서나 평가 이론의 하위 요소

가 갖는 의미역의 모호성 모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선 어휘 층위

부터 문법 층위까지 포괄하는 형태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문제로 인해 평가

이론의 하위 요소 각각이 언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체계화하기 쉽지 않다.

또한 평가 이론의 하위 요소들이 나타내는 층위가 다르다는 점도 재고의 여

지가 있다. 이슬비(2016: 78)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 ‘정도성(graduation)’ 범주를

구성하는 ‘초점화의 정도’, ‘힘의 정도’에 관한 요소들은 다른 하위 범주인 ‘태도

(attitude)’나 ‘관여(engagement)’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다. 즉 정도성은

각 범주 내에서 정도성이 조절되는 방식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식(이슬비, 2016:

78)으로 그 층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평가 이론이 그 하위 범주나 체계의 정교함에 있어서는 보완되어야 할 지점

들이 있지만, ‘태도’와 같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태나 독자 및 청자에 대한 언어

주체의 정감적(emotional) 요소가 어떻게 언어화되는지를 체계화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감정 양태와 행위 양태의 선택 기제에 대해 의미 있는 지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표현을 정도성에 따라 구조화

하고자 했다는 점은 양태 표현의 강도와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관여’ 기

제에 대해서도 언어 주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어떻게 실어 표현하는지와 관련한

양태 표현의 선택 양상을 고찰하는 데 이론적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정혜승(2013)에서는 상위담화와 관련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대화적 문식

성의 구성 요소를 필자가 독자를 고려하는 대화적 전략으로 상세화하고 있어

유의미하다. 대부분의 상위담화 관련 연구들이 그러하듯 정혜승(2013)에서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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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내세우고, 필자가 독자를 고려하는 전략을 유형화

하고 있다.

<표 25> 필자의 대화 의도, 전략 및 텍스트 실현 방식(정혜승, 2013:

321-322)

정혜승(2013)에서 유형화한 작문의 전략들은, 작문의 과정에서 독자를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표 25>에서도 알

수 있듯 기존의 상위담화 연구들이 갖고 있는 하위 범주 간 성격이 불명료한

문제는 정혜승(2013)에서도 여전히 드러난다. 이를테면 ‘대화적 관계 구축’이라

는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전략은 ‘텍스트 매력도 제고’

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대화의 의도 범주 내에서도 각 세부 전략들이 조금씩

경계가 모호한 지점들이 생겨나는 문제를 보이는데, 논리 구축 전략과 독자의

반응에 대처하는 전략들과의 관계 문제나, 필자와 독자의 관계 형성 전략과 필

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과의 경계에 관한 부분들은 좀더 보완된 논의가 필

요하다.

한편 이슬비(2016)에서는 체계기능 언어학의 이론적 바탕 가운데 특정 사회

문화적 상호작용의 맥락인 장르 가운데서 화이트(White, 2003)에서 제안한 입

장(stance) 개념을 받아들여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개념을 정립하고, 필자

대화 의도 대화 전략 세부 전략

대화적 관계 구축

관계 형성

필자 위치 정하기

독자 위치 정하기

필자와 독자의 관계 맺기

신뢰 구축
필자 신뢰 형성하기

필자 권위 형성하기

텍스트 매력도 제고

논리 구축
사유 중심 논리 구축하기

자료 제시 논리 구축하기

정서적 호소
흥미와 관심 유발

공감 유발하기

독자 이익 제시
독자의 이익을 말하기

독자의 불이익을 말하기

반응 대처

독자 반응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재반론하기

부정적 반응의 여지를 주지 않기

독자 이해도 제고

필자 정보 제공

필자의 대상이나 사태에 대한 태도 

표명하기

필자의 태도에 대한 태도 표명하기

독자 지식 고려
사실 정보 추가하기

해석 정보 제공하기

텍스트 정보 제공
텍스트 내용 정보 제공하기

텍스트 구조 정보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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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언어화되는 필자 태도 표현을 <표 26>과 같이 분석하여 본 연구에 참

고점이 된다.

<표 26> 필자 태도 표현의 하위 범주(이슬비, 2016 <표>는 연구자)

이슬비(2016)의 논의는 그의 표현대로 ‘필자 태도 표현’을 어휘문법적 층위에

서 다층적, 통합적으로 살폈다는 데에 있어 본 연구에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와 하이랜드(Hyland, 2005)의 상위담화 하

위 범주들은 대상에 대한 평가적 태도와 상호작용적 태도 내지 상위담화 간에

그 경계가 모호하거나 중첩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필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는 언어적 장치들에 대해 ‘평가적 태도’라는 영역으로 하위 범주화를 했

평가적 

태도

직접적

-평가 어휘 : 관형어, 서술어에 주로 나타남.

-인용 동사 : 발화 인용 동사

-논리, 해석동사 : 환언, 해석 동사, 인과 관계에 대한 

동사

간접적

-정도 조절 : 평가적 태도의 강약이나 양상에 대한 부사

어를 부가함(가장, 매우, 좀더, -적 접미사류 와 같은 표

현)

-수량 조절 : 수와 양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평가적 태

도를 드러냄.(-이/가 높다, 가능성이 크다 등)

-초점 조절 : 대상을 명확하지 않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평가적 태도를 드러냄.(아마도, 일종의, -중의 하나 등과 

같은 완화 표현, 장형 부정)

인식적 

태도

자기투영
-자기 투영 구조의 다성성과 투영 동사의 사용

-동적 양태로서 ‘-(으)ㄹ 수 있다’의 사용

인식양태
-(으)ㄹ 것이다, -(으)ㄹ 수 있다, -(으)ㄴ/는 셈이다, -

것이다, -어야 한다, -어야 할 것이다

시상 -(으)ㄴ 바 있다. -고 있다, -되다 파생동사, -게 되-

상호작용적 

태도

텍스트적

독자의 텍스트 이해를 돕고 텍스트에 대한 몰입을 유지

하도록 텍스트 담화 표지를 삽입하는 것

-독자 지원 : 독자를 텍스트 내에서 안내하는 역할

-독자 유도 : 독자를 텍스트 안의 논의에 몰입하도록 유

도하는 역할 (예) 공유 지식의 확인(주지하듯이..), 해설

(구체적으로 말해...), 청유문이나 의문문

논증적

효과적인 논증을 위하여 독자의 대안적 관점을 고려하여 

필자의 담화적 영역을 확장하고 축소한다. 

-논증적 범위 확장 : 대안적 관점 인정

-논증적 범위 축소 : ‘인정’에 후행하는 대상과의 빅 및 

대조(특히, 무엇보다도...), 반기대, 심화(논리적으로 뒷

받침하는 전제를 부가(-(으)면/다/라면, (으)ㄹ 때)하면서 

자신의 명제를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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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은 범주의 구체화 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식적

태도의 유형으로 제안한 ‘자기투영’, ‘인식 양태’, ‘시상 표현’과 같은 것들이 결

국은 오롯이 필자가 명제 자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표현으로만 처리되면서

이들이 갖는 상호작용적 태도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축소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는 재고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본 연구는 텍스트에 동원되는 모든 언어적

장치는 ‘대인적(interpersonal)’이라는 하이랜드(Hyland, 2005)의 견해를 기반으

로 양태 표현의 선택 또한 대인적 요소가 관여한다는 점을 공고히 하고자 한

다. 다만 본 연구는 양태 표현의 범주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인적 전략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앞서 논의한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을 기반으로 했

을 때 양태 표현은 독자 및 청자와 언어 주체화의 관계 속에서 조정되고 선택

된다는 점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언어 주체는 청

자 및 독자의 감정이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여 양태 형식

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 주체가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

로 언어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상위담화 연구에서 해석

표지, 헤지 표현 등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양태 표현의 선택 양상을 체

계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장경현(2010: 43-55)에서 구조화한

문체 선택 요소 중 텍스트 외적 요소의 ‘화자/청자 지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표 27> 필자의 문체 선택 요소 분류(장경현, 2010: 43-55, 표는 연구자)

분류 하위 분류 특성

텍스트 외적 요소 

단절성/연계성
매체와 발화 상황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상호 소통이 가능한 정도

화자/청자 지향성

화자 지향성 : 발화가 청자보다 화자에

게 열려 있는 것.

청자 지향성 : 발화가 청자에게 열려 있

는 것 

매체 제약성 매체 특성

텍스트 장르의 관습

장르 문체에 관한 것

특정 장르의 관습에 따라 청자가 그 장

르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화자가 

장르에 관습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체를 

쓰려고 노력하는 것

텍스트 내적 요소 

구정보/신정보 화용론에서의 테마/레마와 관련

전향성/후향성
양태 의미 '이미 앎'과 신정보,구정보 개

념 관련

텍스트의 특수 효과 화자의 의도적인 일탈 문체

리듬 시나 힙합의 가사에서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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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현(2010)에서 구분한 텍스트 외적 요소와 내적 요소는 ‘텍스트’를 탈맥락

적인 구조체라는 좁은 개념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해 있다. 그러나 텍스트 외적

요소들 중 화자/청자 지향성 개념은 텍스트를 사회적 실천으로 간주하는 본 연

구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통해 언어 주체가 독자 청자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측

면에서 양태 표현의 선택 전략을 유형화하는 데 참고점이 된다. 장경현(2010)에

서 논구하는 화자/청자 지향성 개념은 정보 전달의 방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얼마나 고려하여 발화하느냐의 문제이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

일반적으로 ‘지향성’은 양태의미 연구에서 양태의미 담지자를 지시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온 경향이 있는데, ‘화자 지향성’은 바이비(Bybee, 1985)의

‘speaker-oriented modality’를 번역한 용어로, 박재연(2004, 2019), 손혜옥(2016),

팔머(Palmer, 2001) 등의 연구에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개념들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및 장경현(2010: 35)에서 제안하는 ‘청자 지향성’은

권순희(2002, 2005)에서 사용하는 ‘청자 지향 관점’과 비슷한 개념으로, 화자가

발화를 할 때 청자를 얼마나 배려하고 의식하는가를 나타낸다. 화자/청자 지향

성이라는 준거는 양태 형식의 의미기능이 텍스트 차원에서의 사용과 해석의 국

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조망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정혜승(2013)에서

제안하고 있는 ‘맥락 상호작용적 독자’ 개념을 양태 형식의 선택 요인으로 위치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화자 지향성과 청자 지향성의 개념은 <표

2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8>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개념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언어 주체의 목소리 강화 전략. 

-대화적 공간의 축소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언어 주체의 목소리 약화를 통한 청자의 개입 가능성 강화

-대화적 공간의 확장

이들 전략이 어떻게 문법적으로 특정화되는지에 대해서는 화이트(White,

2003)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대화적 팽창과 수축’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는바

본 연구에서의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이 대안의 개입 가능성을 줄여 대화

를 수축하게 만드는 장치라면,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주장하는 명제를

일반 산문에서 유표적인 종결부가 필연

적인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

결속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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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해석하게 해 대화를 팽창시킨다. 따라서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필자 내지 화자인 언어 주체가 자신의 목소리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태 형식을 선택하는 전략이 된다. 즉 ‘주장하기’ 장르성을 갖는 텍

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언어 주체의 목소리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더 숨겨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화자 지향성은

전자의 경우에 어떠한 양태 형식들이 동원되며, 양태 형식이 동원되는 과정에

서 작용하는 전략들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양태 형식이라 하더라

도 해당 양태 형식이 텍스트의 어떤 의미에, 어떤 명제와 부착되느냐에 따라

화자 지향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청자 지향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가령 ‘해석적 환언’과 같이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하여 기술하

는 언어화 전략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 텍스트적 장치로 간주되어 왔고, 주로 ‘-

은/는 것이-’ 구문으로 표현된다. 그런데 이는 언어 주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기능도 같이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 주체의 입장이나 태

도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표현은 모두 화자 지향적 전략으로 처리하였다. 반대

로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언어 주체가 자신의 목소리나 태도를 드러내

는 것보다는 독자나 청자가 언어 주체의 견해나 의도를 반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거나, 독자나 청자가 언어 주체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

지를 사용한다거나 하는 일련의 의사소통 행위들에 내재된 기제와 관련된다.

이는 앞서 논구한 평가 이론에서의 관여(engagement) 개념이나 이슬비(2016)에

서 범주화한 필자 태도 표현 중 상호작용적 태도의 하위 요소로서 논증적 기능

과 관련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평가 이론의 관여(engagement)는 바흐친의 대

화주의와 결합하여 논의되는 평가의 하위 범주 중 하나로 필자가 자신이 주장

하는 명제에 대한 대안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단일 어성(monogloss)과 다

중 어성(heterogloss)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이때 단일 어성의 성격은 화자 지향

적 양태 표현 전략과, 다중 어성은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표 28>에서 제시한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과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을 언

어 주체가 선택하고자 할 때, 양태 표현들이 갖는 의미기능들은 전략을 실현하

기 위한 언어적 자원이 되는바, 전략 및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는 <그림 1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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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기제

<그림 13>은 인식 양태, 행위 양태, 감정 양태의 범주는 명제의 성격과 관련

되는 개념들로서, 실상 언어 주체는 표현하고자 하는 명제의 속성에 의해서만

양태 표현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즉 언어 주체는

해당 명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어 보이고 싶은가’를

고려하여 양태 표현을 선택하게 되고, 이는 주관화/객관화의 정도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희성(2019)에서는 체계기능 언어학의 대인적 기능에

대해 살피면서 선택항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교육 내용은 양태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양태 표현의 분류는 외재화/내재화 및 객관화/주관

화의 자질이 갖는 ‘정도성’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교육적 처

방이 필요한 지점은 ‘객관화/주관화’의 자질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효경

(2019)에서도 ‘객관화/주관화’47)가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하나의 준거점이 된다.

중요한 것은 주관화가 강하게 반영되는 양태 표지라고 해서 반드시 청자 지향

적이지 않고, 객관화가 강하게 반영되는 양태 표지라고 해서 반드시 화자 지향

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언어 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관화하여 드러낼

지, 약한 정도의 주관화 방식을 사용할지, 혹은 강한 정도의 객관화를 사용할지

혹은 그 반대의 방식을 택할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언어 주체가 ‘언어적으로’ 자

기 입장을 강화할 것인가, 독자 및 청자의 입장을 강화할 것인가에 따르게 된

47) 강효경(2019)에서 이야기하는 '객관성'과 '주관성'은 손혜옥(2016)에서의 동일 용어들과
는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강효경(2019)에서의 '객관성'과 '주관성'은 어떤 문장이 '객관
성' 혹은 '주관성'이라는 성격을 지니도록 하는 언어화 방식을 의미하기에, 이를 '객관
화', '주관화'로 칭하고 있는 반면, 손혜옥(2016)에서의 ‘객관성’과 ‘주관성’은 각각 주어 
지향적 양태, 화자 지향적 양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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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기존에 양태의 하위 범주로 논의되어 온 인식 양태, 행위 양태, 감

정 양태는 언어 주체가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을 선택하기 위한 자원

(linguistic resource)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왜 사용되었는지를

역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다시 말해 양태 표지가 선택된 ‘의도’ 측면에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화자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청자의 입장을 배려

하기 위한 것인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텍스트의 의미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희성(2019)이나 강효경(2019)의 논의에서 논구하는 ‘객관화/주관

화’의 준거점 또한 명제나 사태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명제가 나타내는 행

위에 대한 인식 차원이라기보다는 언어 주체가 그러한 인식을 ‘어떻게 드러내

느냐’의 차원에 더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전략’으로 보고, 이 전략을

선택하는 요인에 ‘문법하기’의 구조에서 작동되는 ‘장르성’이나 ‘독자/청자’와 같

은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리하면 언어 형식의 선택에 관여

하는 언어 주체의 메타적 인식 기제에 입각하여 양태 표현을 다음과 같이 개념

화할 수 있다.

<표현 전략으로서의 양태>

•명제나 사태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범주

•언어 주체가 독자 및 청자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를 주

관화하거나 객관화하는 전략

(2) 양태의 언어적 범위 확장

양태 표현을 텍스트에 동원하는 언어 주체의 의도 표현 전략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언어적 범위는 현재 국어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어미와 우언적 구성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양태 범주라고 볼 수 있는 언어 단위에 대해

서도 양태 범주의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선어말 어미와 종결어미

로만 양태 범주의 언어적 범위를 한정하거나, 양태 부사, 양태 형용사 등 어휘

적 차원까지 넓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협의의 양태 개념을 따른 논의들은

대체로 문법화가 이루어진 형태로서 어미만을 양태 범주의 언어 표지로 간주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론한 바대로 양태의 하위 유형으로 인식 양태만

을 인정하는 장경희(1985, 1995)와 박재연(2006)의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선어

말 어미와 종결 어미만을 양태의 문법 형식으로 보고 있다. 장경희(1995)에서는

국어에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동사, 형용사, 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함을 논하면서도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인 ‘양태소’만을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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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하고 있다. 박재연(2006)48)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이는 양태 범주를 서

법과 다른 문법적 범주로 설정하기 위해 문법 형식으로 볼 수 있는 ‘어미’에 주

로 주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양태의 의미 영역을 인식 양태만으로 한정하고 문법화가 이루어진 어미만을

그 형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법 범주로서의 언어학적 체계를 정립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필자 혹은 화자가 자신의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는 실제적 양

상을 포섭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태 표현이 언어 자원으

로 활용되는 국면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신희성(2018:24)에서 논의한 것처럼 필

자가 명제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100%인지, 50% 인지와 관계없이 그것을 독자

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느냐의 문제(신희성, 2019: 75)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라면 양태의 언어적 범위는 확장되는 것이 적절하다. 손혜옥(2016:

35)에서도 한국어 양태 범주를 논의할 때 우언적 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양태 범주에서 추측, 의무, 능력, 의도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우

언적 구성들의 주관적 혹은 객관적 쓰임을 기술해 온 것은 일반적인 양태 연구

에서의 흐름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특히 양태 의미의 문법적 실현 양

상의 차이에 따라 서법과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를 구분해 보면, 통사적으로 필

수적이며 현실과 비현실의 이항 대립을 이루는 것을 서법으로, 수의적으로 실

현되면서 개념적으로 비현실 아래에서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는 문법 표지로 실

현되는 것을 양태로 간주함으로써 서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체계를 가지

는 양태 범주에 우언적 구성이 들어설 자리(손혜옥, 2016: 31)가 생길 수 있다

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광의의 양태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어미와 우언적 구성, 보

다 넓게는 연결 어미+보조 용언 구성이나 어미+의존 명사 구성 등 형태 통사론

적 범위에 있어서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이는 강효경(2019)에서 ‘양

태’ 의미를 담지하는 언어 형식들을 모두 양태 범주로 처리하는 것과 다르지

48)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박재연, 2006:53)’
라는 기술에서도 알 수 있듯 박재연(2006:53-57)에서는 양태 의미의 담지자가 화자나 
청자인 경우를 화자 지향적 양태, 양태적 한정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의 지시 대상인 경
우를 주어 지향적 양태라 하고, 주어 지향적 양태는 양태적 한정의 주체가 화자가 아니
므로 진정한 의미의 양태가 아니라고 하였다. 본 연구는 화자 지향적 양태와 주어 지향
적 양태 모두 양태의 범주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는 주어 지향적 양태에도 그러한 방
식으로 언어화하는 데에는 언어 주체의 심리적 태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박재연(2006)에서도 양태 표지는 어미로 제한된다. 박재연(2006)에서 우언적 구
성이 양태 표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우언적 구성이 주어지향성을 띠므로 진정한 의미의 
양태를 나타내는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박재연(2006)은 양태 정의에서 화
자의 주관적 한정을 중요한 요소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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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는 앞서 양태 형식을 ‘텍스트에서 언어 주체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 전략’으로 바라보는 본 연구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강효경(2019: 48-50)에서는 시제나 서법 등과 같은 문법 범주와 공통된 지위

를 지닌 범주로서 양태 범주가 설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언어 사용

의 차원을 보다 실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태 체계를 ‘문법 범주’ 차원의

체계라기보다는 ‘의미 범주’ 차원의 체계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태라는

의미 범주를 실현하는 문법적 형식들을 모두 양태 표현으로 포괄하고 있다.

<양태 표현의 범위(강효경, 2019: 50-51)>

형태소 차원

ㄱ. 선어말 어미: -겠-, -으리-, -더- 등

ㄴ. 어말 어미: -구나, -네, -지, -을까 등

우언적 구성 차원

: -을 것이다, -는 것이다, -을 수 있다, -을까 무섭다, -을지 모른다, -은/는

듯하다, -을 것 같다, -고 싶-, -으면 하-(좋겠다), -고자 하-, -어야 하다, -을

만하다, -어도 좋다, -에 틀림없다, -을 리 없다, -기 쉽다

어휘 차원

ㄱ. 양태 부사: 분명히, 과연, 아마, 혹시, 반드시 등

ㄴ. 명사: 추측, 가능, 의지, 단정, 필요, 우려 등

ㄷ. 동사·형용사: 생각하다, 믿다, 추측하다, 우려하다, 가능하다, 확실하다, 틀

림없다, 필요하다, 타당하다, 쉽다, 어렵다 등

양태를 문법 범주가 아닌 의미 범주로 바라보고 어휘적 차원까지 양태 표현

의 범위를 확장한 강효경(2019)의 논의는 본 연구에 주요한 참고점이 된다. 모

어 화자의 언어화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교육 내용화한다는 전제 자체가 문

법 형식이 아닌 해당 형식을 선택하는 의도와 의미기능이 교육 내용 체계화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담지하기 때문이다. 신희성(2019)에서도 ‘은유적 양태’의 개

념, 즉 어휘적으로 양태가 실현되는 차원까지 대인적 기능의 교육 내용으로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입각한 문법교육

의 관점에서라면 양태의 언어적 범위는 확장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다.

다만 본 연구는 양태성을 갖는 어휘의 존재49)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텍스

49) ‘생각하다’, ‘믿다’, ‘추측하다’, ‘보다’ 등은 학술 텍스트에서 필자 태도 표현에 대해 
체계화한 이슬비(2016)에서도 인지 동사, 투영 동사로 다루어졌다. 다만 본 연구는 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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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분석의 대상에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물론 문법교육이라는 것이 언어에 대

한 직관적 인식이나 사용을 의식화하고 메타 인지를 이끌어낸다는 점에 있어서

양태 표현 교육에 어휘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면 가치를 지닐 수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양태 표현 교육의 대상을 고등학교 학습자로 설정하고 있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태 부사나 양태 용언과 같은 단일 어휘의 층위를 교

육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어 보인다. 신희성(2019)에서도 양태 부사를 텍

스트 분석을 진행할 때 코딩 범주로 포함시킨 바 있으나 양태 부사의 사용 문

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참조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강효경(2019)에서도 양태

부사를 비롯한 어휘적 차원까지 양태 표현을 확장하고 있으면서도, 이는 양태

의 언어적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학습자 텍스트에서는 양태 부

사의 오용이나 교육적 시사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기술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 텍스트의 코딩을 진행했을 때 양태 부사를

비롯한 어휘 차원의 양태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

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태 표현 교육, 특히 양태 표현

의 전략적 사용이나 인식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 파악이 상대적

으로 용이한 어휘 차원보다는 주장하기 장르성의 텍스트에서 특정적으로 나타

나는 문말 형식과 관련하여 논의를 쌓아 가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양태 표현의 목록은 다음과 같

다.

◾양태 선어말 어미 : -겠-, -(으)리-, -더-
◾양태 종결어미 : -네, -구나, -지, -거든(요)(요), -다나, -어야지, -잖아(요)
◾우언적 구성 : -은/는 것 같-, -을 것 같-, -은/는 것이-, -을 것이-, -구먼

(구만), -은/는/을 셈이-, -은/는 바이-, -을 리 없-, -을 리 있-, -을 수 있-, -

을 수 없-, -을 턱이 없-, -을 터이-, -을 임에 틀림없-, -은/는 게 틀림없-, -게

마련이-, -게 십상이-, -지 싶-, -은/을 듯하-, -은/을 듯싶-, -은/을 성싶-, -은

/을 모양이-, -을 법하-, -을 뻔하-, -, -을걸, -은/는걸, -을까 보-, -을까 싶-,

-을까 하-, -련다, -을게, -을라, -을래, -아/어야 하다, -아/어야 되-, -아/어도

되-, -아/어도 좋-, -(으)면 되-, -을 만하-, -을 참이-, -을 줄 알-, -을 줄 모르

-, -ㄴ지/-은/는/을지 모르-, -음직하-, -고자 하-, -려고 들-, -려고 하-, -고

싶-, -기 바라-, -(으)면 싶-, -으면 하-, -으면 좋겠다, -게 되-, -아/어 버리-,

연(2012)에서 '우려하다', '걱정하다'와 같은 동사를 '감정 양태 동사'로 분류한 점을 참
고로 하여 이러한 감정 양태 동사가 특정한 구문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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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 주-, -아/어 대-, -을 따름이-, -을 뿐이-, ‘-은/을 노릇이-’, ‘-은/을 판이

-’, ‘-은/을 지경이-, -고 말-

◾덩어리 구성 : -아/어야 하-는 것이-, -아/어야 하는 것이-, 은/는/을지 모

르-, -은/는가 싶-, -은/는가 보-, -다고 보-, -다고 생각하-, -기 어렵-, -은/는

바 있- 등

본 연구는 우언적 구성 중 ‘-아/어 두-’, ‘-아/어 버리-’, ‘-아/어 보-’, ‘-아/어

대-’ 와 같이 상 표지로 논의되어 왔던 표현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상은

시간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양태보다는 시제와 관련이 깊은 범주이기는 하

나,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상 표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한

다. 이를테면 ‘-아/어 버리-’는 완료상(완결상, perfective) 표지이지만 완료상 표

지에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선택항들이 존재한다. 모종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

해 완료상 표지 ‘-아/어 있-’을 사용하느냐, ‘-아/어 버리-’를 사용하느냐는 사

건 구조의 시간성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사건에 대한 필자의 심정적 태도도 주

요한 개입 요소가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양태 표현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은/-는/-을 노릇이-’, ‘-은/-는/-을 판이-’, ‘-은/-는/-

을 지경이-’, ‘-을 뿐이-’와 같이 화자의 감정적 태도에 관한 표지는 전술한 바

와 같이 감정 양태로서 다룰 수 있는 표지들이므로 모두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

킨다.

또한 두 개 이상의 양태 형식이 결합된 형태나 ‘-다고 생각하-’와 같이 우언

적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장하기’ 장르성을 띠는 텍스트에 고빈도로 등

장하는 구문의 형태는 해당 텍스트의 장르성을 드러내 주는 관습화된 표현으로

보고 ‘덩어리 구성(cluster)’50)으로 처리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양태 형식

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경우를 예로 들었을 때 토론 담화에서 ‘-아/어야 하-’는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어야 하는 것이-’보다 현저히 적게 사용된

다. 이는 언어 주체가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여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혹은 완화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은/는 것이

-’를 동원하여 명사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독자 및 청자가 실재하고 시

공간을 공유하면서 경쟁적인 언어 수행이 일어나는 토론 담화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우언적 구성뿐만 아니라 문말

50) 제민경(2015: 108)에서는 언어형식이 덩어리 구성(cluster)을 이룰 경우 그 의미기능이 
복합적으로 형성되고, 언어형식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것이 담화 공동
체에서 일종의 전형적 표현으로 관습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관습화된 표현
은 장르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 92 -

에 등장하는 덩어리 구성(cluster)을 분석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이 텍스트

의 장르성을 드러내 주는 모종의 언어적 특성을 갖춘 문법 목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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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양태 표현 선택 기제 분석

1. 분석의 전제

1.1. 장르성의 통합과 변별

Ⅱ장에서 상론한 바 있듯 본 연구는 모종의 텍스트 종류는 ‘변별적 장르 자

질’들이 조직적으로 통합되어 만들어지는 ‘다중 장르적 텍스트’로 보고, 이 ‘다중

장르적 텍스트’는 총칭적 장르성을 담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텍스트

에 실현되는 양태 표현의 전략과 의미기능은 ‘다중 장르적 텍스트’에서 어떻게

양태 표현이 동원되는가를 살핌으로써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장르’를 사회문화

적 의미 과정으로서의 글쓰기로 규정하는 냅과 왓킨스(Knapp & Watkins,

2005)의 이론을 장르 문법교육으로 구현한 제민경(2015)의 장르 개념과 범주는

텍스트에 실현된 양태 표현의 타당성을 ‘텍스트’ 차원에서 정치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표 29> 변별 자질에 따른 장르의 범주와 개념(제민경, 2015: 62)

장르 개념 상대적 핵심 자질

묘사하기   대상을 특정 구조에 배치시킴으로써 상세화하는 과정 공간성

⥮
시간성서사하기 인물과 사건을 시간적․계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 

지시하기 상대의 행위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과정 관계성

설명하기 대상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전달하는 과정 객관성

⥮
주관성주장하기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명제들을 관계 짓는 과정

제민경(2015)에서는 양태 표현이 주장하기 장르의 교육 내용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는데, 이는 문법 요소로서 양태 표현이라는 범주가

갖는 주관성이라는 속성을 핵심 자질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중 장르 산

물’인 텍스트는 <표 29>의 ‘묘사하기’, ‘서사하기’, ‘지시하기’와 같은 장르의 변

별 자질들이 언어 주체의 인식에 따라 구성된 결과이다. 제민경(2015, 2019)에

서는 이를 나는 해당 텍스트의 속성 자질을 범주화하여 그 범주 내에서 인식

가능한 자질을 변별적으로 인식하는 ‘변별적 장르성’이 게슈탈트적 총체인 하나

의 원형으로 인식되면서 ‘총칭적 장르성’51)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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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칼럼과 토론 담화는 ‘설득의 의사소통 행위’라는

점에서 총칭적 장르성을 공유하지만, 그러한 총칭적 장르성을 획득하기 위해

구성되는 변별적 자질들은 각기 다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별적 자질들이 어

떤 의미 단계(stage)를 거쳐 양태 표현과 결합하거나 혹은 결합하지 않으면서

조직되어 다중 장르적 텍스트로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

서 분석의 전제는 다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텍스트’로 귀결된다.

1.2. 의미 단계(stage)에 따른 입장(stance) 변화의 언어화

상론한 바와 같이 총칭적 장르성을 획득하기 위해 동원되는 장르의 변별적

자질들은 언어 주체의 인식에 의해 구성된다. 다시 말해 언어 주체가 텍스트를

생성하고자 할 때 인식하는 장르성은 언어 주체가 구성하고자 하는 의미, 곧

텍스트가 어떤 의미 단계(stage)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의미

단계에 따라 언어 주체의 역할 역시 조정될 수 있다. 텍스트 구조와 장르성과

의 관련성에 대해 살핀 김봉순(2010)의 논의는 텍스트의 총칭적 장르성 또한

역동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는 ‘설득’의 기능을 수

행하는 데에 논증(arguement) 구조도 있지만 기술(decription)이나 서사

(narrative) 구조도 흔히 쓰이고, 또 ‘서사’의 구조는 ‘제보’의 기능도 하고 ‘설득’

도 할 수 있고 예술로서 ‘정서표현’의 기능 등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Virtanen, 1992；안병길, 2002：255에서 재인용)고 하면서, ‘텍스트의 관습에 대

한 지식’을 제공하는 일이 텍스트 분류가 쓰기 지도에 기여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김봉순, 2010: 180)라는 점을 역설한다.

본 연구는 언어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면서 장르의 핵심 자질들을 다

층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의미가 생성되

고 변화하는 과정에 따라 의사소통 참여자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조정하는지, 그것이 어떤 양태 형식을 통해 언어화되는지에 대해 변별적 장르

의 자질이 조직되는 양상을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두

보이스(Du Bois, 2007)의 ‘입장 행위(stancetaking)’ 개념은, 주체가 객체를 평가

51) 제민경(2019)에서는 장르 문법 연구의 궁극적 목적을 ‘총칭적 장르성’을 밝히는 데에 
두고 있지만 총칭적 인식은 해당 텍스트에 대한 담화 공동체의 일반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자칫 ‘원형성의 목록화’에 다시 함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국면에서는 ‘변별적 인식’과 ‘총칭적 인식’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라고 강조하는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변별적 장르성’이 ‘총칭적 장르성’을 만
들어 내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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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evaluation), 그에 따라 주체의 위치가 정해지면서(positioning) 다시 또 다

른 주체와의 관계가 조정되는(alignment) 세 가지 하위 행위가 일체적으로 발

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분석의 도구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4> 입장 행위(stancetaking)의 다이아그램(Du Bois, 2007: 168)

두보이스(Du Bois, 2007:168)에서의 보여주는 입장 행위의 다이아그램은 입장

삼각형(stance triangle) 모델이 어떻게 발화에 적용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이를

한국어에 대입하면 어순이나 언어 단위의 차이점으로 인해 그 위치가 다소 달

라질 수는 있다. 영어는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어순을 가지고 있어 입장 주체-

정위/평가-입장 객체-조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림 14>에서도

알 수 있는데, 국어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범주의 순서는 다소 달라질 수 있

고, <그림 14>에서 ‘too’와 같은 부사를 통해 명제에 대한 상대방과의 관계나

입장을 ‘조정(align)’하고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조정 행위가 보조사나

다른 어미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교착어적 성격의 특성상 입장 주

체와 조정이 동일한 어절을 공유하게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지점은

객체, 즉 ‘니카라과에 가는 것(go to Nicaragua)’을 ‘평가(evaluate)’하고, 주체가

부사 ‘too’를 통해 상대방의 태도에 동조하는 조정 행위이다. 두보이스(Du Bois,

2007:164)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 조정을 수렴(convergent)과 발산(divergent)이

라는 용어로 규정하면서 대화 참여자 간의 의견이나 태도가 일치되는 경우 ‘수

렴’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발산’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두보이스(Du Bois,

2007)가 보여주는 입장 행위의 모델과 그에 따라 발화를 분석하는 방식은 해석

자, 즉 독자 청자의 반응이나 이야기의 진행 흐름에 따라 언어 주체가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여 적절한 의미 단계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두보이스(Du Bois, 2007)에서 보여주는 입장 삼각형 모델의 양상은 대

인적 기능이 어휘적 차원에서 실현되고 조정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어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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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양태 표현 교육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간 수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대화 참여자와의 ‘수렴’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명제나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

명하는 ‘행위’가 어떻게 양태 표현 사용의 전략으로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 토

론 담화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입장의 ‘수렴’과 ‘발산’이 양태 표현을 통해 드러

나는지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더하여 대화의 내용

적 흐름, 즉 의미 단계에 따라 어떤 양태 표현들이 동원되는지를 중심으로 분

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1.3.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텍스트

언어 주체가 적절한 언어 형식을 선택하면서 독자 및 청자와의 관계를 조정

하고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장르성을 고려하는 사고 작용에 주목하는 본 연구

는 텍스트를 문장 이상의 단위를 넘어선 ‘사회적 실천 행위’로 보는 입장에 기

반해 있다. 페어클러프(Fairclough, 1992)에서는 담화가 세계에 대한, 특히 인간

에 대한 하나의 행위임을 강조하는데(Fairclough, 1992: 63-65), 이때 언어

(language use)는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가 되며, 그가 말한 담화 실천은 관습

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를 갖는다(제민경, 2015:

65). 따라서 텍스트를 ‘사회적 실천’으로 보는 비판적 담화분석(CDA)은 본 연구

에서 텍스트를 바라보는 관점과 텍스트에 실현된 양태 표현을 분석하는 방법론

적 측면에 있어 참고점을 제공한다.

페어클러프(Fairclough, 1995: 97-98)는 비판적 담화분석의 이론적 틀을 <그

림 15>와 같이 도식화하면서 텍스트 분석의 차원을 ‘텍스트-담화 실천

(discourse practice)-사회문화적 실천(Socialcultural practice)’의 세 차원

(dimension)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세 차원의 담화 실천 행위를 분석하는 방

법으로 기술(Description), 텍스트와 담화 실천 사이의 관계 해석

(Interpretation), 텍스트의 산출 과정과 해석 과정의 사회적 효과를 설명

(Explanation)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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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of discourse            

      Dimension of discourse 

analysis

<그림 15> 비판적 담화분석의 이론적 틀(Fairclough, 1995: 97)

그의 용어를 따라 담화, 그리고 담화 실천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을 세 층위

로 바라보는 페어클러프(Fairclough, 1992)의 접근법은 언어 주체가 의미를 텍

스트로 실현하는 언어 행위가 개인적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기반을 제공하기에, 양태 표현이 선택되는 기제에 대해 언어

주체의 의도 표현을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독자 및 청자와의 관

계 속에서 양태 표현의 선택을 분석할 수도 있고, 담화 공동체의 관습과 관련

지어 양태 표현의 선택을 논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판적 담화 분석은 텍스트에 동원된 어휘문법적 자원을 담화 실천과 텍스트

사이의 관계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문화적 실천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서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 특히

신문 사설은 특정 사안이나 화제에 대해 그 신문사가 취하는 믿음이나 태도,

즉 이념을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이념을 생산 및 재생산하고,

이를 통해, 해당 사회를 유지 및 존속시키며, 더 나아가서, 새로운 모습의 실재

(reality)를 만들어내기도(이원표 2006: 114) 한다. 각 신문사는 사설을 통해 우

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틀(frame)을 제공하지만, 어떤 이해관계

를 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여 어떤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현

실, 정확하게 말해 재구성된 현실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최윤선 2014: 99.

김병건, 2015: 48에서 재인용). 따라서 비판적 담화분석52)의 접근법을 통해 칼럼

Socialcultural practice

(Situational;institutional;social)

Process of production

Process of interpretaton

Discourse practice

Text

Description(text analysis)

Interpretation(text analysis)

(processiong analysis)

Explanation(soc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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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나 토론 담화에서 사회적 사태에 대한 언어 주체의 관점이 ‘무엇을 드러내

고’, ‘무엇을 숨기는 방식’으로 양태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지를 언어

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마틴과 로즈(Martin & Rose, 2008)에서 이데올로

기53)를 ‘내용이 아니라 관계가 만들어지고 실현되는 방식(Bernstein, 1996,

1999)’이라고 설명하는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무엇보다 비판적 담화 분석의 분

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54)이 사용되

었다는 것은, 텍스트에 표현된 대화 참여자와 사태와의 관계, 언어 주체의 사태

에 대한 태도가 양태 표현으로 선택되는 기제를 분석하는 본 연구와 이론적 기

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 양태 표현 실현 양상 분석의 실제

-칼럼과 토론 담화를 중심으로-

2.1. 칼럼과 토론 담화의 장르성과 언어 주체의 인식에 따른 

양태 표현의 실현 양상

(1) 텍스트의 장르성에 따른 양태 표현의 선택

52) 연구자에 따라서는 비판적 담화분석(Fairclough, 1992)은 체계적이고 통일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론이나 분석 틀이 학자마다 다르다(김유미, 2014: 433)는 점과 이념
성이 강하고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다루는 텍스트의 분석에 동원되는 방법(정희모, 
2017)이기 때문에 국어교육적의 관점으로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53) 교육에서 이데올로기를 논구하는 작업은 주로 사회 현상의 분석을 통해 사회구조적 불
평등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서 기술한 Bernstein(1996, 1999)의 용어
를 빌리자면 이는 관계보다는 내용에 천착하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관점은 이데올로기
를 일종의 담론 내용으로 간주함으로써 교과 내용의 변혁을 모색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 계층이 보여주는 특정한 언어 현상은 그
에 내재된 담론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태에 대
한 언어 주체의 태도가 언어적으로 관계를 맺는 양상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관점과 구
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진수(2018: 88)에서는 ‘실제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Berger 
& Luckmann, 1966, 하홍규 역, 2013)’이라는 관점을 취하는 지식사회학에 기반하여 
언어로 표현된 문장의 문법적 구조 분석을 통해 사태의 재구성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고 보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문법 문식 활동에 이데올로기 층위의 해석 범주를 포함
하고, 장르에 대한 인식은 이데올로기 층위의 해석 과정에서 조정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 참고점이 된다.

54) 김병건(2015)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관해 이념적 시각이 다른 두 언론사의 사설을 비판
적 담화분석의 관점에 입각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때 Halliday(2004)를 비롯한 체계기
능 언어학의 타동성(transitivity) 체계를 중심으로 행위자(Actor), 과정(Process), 평가
(Appraisal)가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피고 있어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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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문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사실을 보도하는 보도 기사에 비해 칼럼 기

사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 학술 텍스트에 비해

형식적으로는 다소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독자

를 대상으로 하며 지면에 실린다는 점에서 공식성이 높다는 특성을 갖기에 고

도의 설득 전략을 요구하는 텍스트이다. 방송 토론 담화는 대본을 전제로 한다

는 점에서 문어적이면서도, 시공간을 공유하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소

통인바, 양태 표현뿐만 아니라 언어 및 비언어로 실현되는 모든 표현들이 청자,

상황 등 맥락 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텍스트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주

지하였듯 칼럼과 토론 담화는 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언어 주체의 견해를 표

명하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설득’이라는 목적을 공유하지만, 각각의 텍스트 종류

가 갖는 장르적 특성은 상이한 지점들이 있다. 칼럼은 문어, 토론 담화는 구어

라는 사용역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뉘고, 그런 점에서 나

타나는 여러 장르적 변별점들이 존재한다.

칼럼은 각 언론사별로 ‘사설’, ‘독자 투고’, ‘기고’ 등의 형식으로 다양한 양상

을 띠기 때문에 ‘사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일상에 대한 개인

적인 사색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언론사의 이념이나 관

점을 대표하는 사설을 칼럼이라고 이름 붙이는 언론사들도 있다. 따라서 보도

기사55)에 비해 칼럼은 칼럼을 발행하는 언론사의 고유한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

주거나, 필자가 언론사 밖의 외부 인사인 경우 상대적으로 언론사의 입장과 다

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칼럼은 ‘보도 기사’에 비해 기사

를 발행하는 집단 내지는 개인의 주관성이 더 명징하게 드러나는 텍스트 종류

로 볼 수 있다. 베스터가드(Vestergaard, 1999)에서도 보도 기사와 사설의 언어

적 실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보도 기사’에 비해 ‘사설’은 명백하게 평가적

인 표현들이 많이 발견되며, 이런 평가들은 필자 자신에 의한 것(이원표, 2009:

137)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루는 주제가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찬반이 나뉘는 경

우가 아닌 경우에라도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논의에(혹은 사설에) 유리한 발언

이나 사실(fact)을 취사선택하며, 그 다음 그 발언이나 사실을 해석·평가하고,

55) 이원표(2009: 130)에 따르면 ‘보도기사’와 ‘사설’이 신문이라는 동일한 매체 안에서 발
견되지만 ‘의사소통적 목적’을 핵심적 기준으로 하는 장르분석(genre analysis)의 관점
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장르라는 것인데, 이 두 장르의 분석에서 
그동안 초점의 대상이 되어온 “사실의 (객관적) 전달”과 “신문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념 표현”이라는 의사소통적 목적은,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신문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
인 ‘보도기사’와 ‘사설’을 서로 구분해주는 중요한 변별적 자질이 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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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재구성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김병건, 2015: 48).

한편 칼럼의 구조나 칼럼에 나타나는 필자의 언어적 표현은 기실 어느 한 유

형으로 단일화하기 힘들다. 이는 달리 말하면 논증 텍스트나 보고서와 같이 고

도의 격식성을 요구하는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주요한

문제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필자의 글을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고 필자의 견해가 간혹 집단을 대표하는 견해로 비춰질 가능

성이 높다는 점에 있어서 개인 블로그에 싣는 게시물과 신문이라는 매체에 실

리는 게시물은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신문이라는 매체가 갖는 영향력

의 크기가 학술 텍스트나 보고서, 제안서와 같이 문서 형식의 경직성으로 이어

지지는 않으므로 칼럼은 형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필자의 자율성에 상당히 의존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정도의 사회적 책무를 갖는 글로

볼 수 있다.

박선이 외(2010: 68)에서는 허버트(Herbert, 2000)의 칼럼 종류를 바탕으로 한

국 언론사의 칼럼 특성을 고려하여 칼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어 본 연구

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칼럼 기사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ㄱ. 현안 논평 칼럼: 칼럼 게재 일주일 이내에 일어난 사건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즉각적 해설 혹은 의견, 주장을 담은 칼럼. 속보성, 전문성에서 저널리즘 성

격에 가장 부합.

ㄴ. 전문가 의견 칼럼: 특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와 정책 대안을 담은

칼럼. 현안 논평 칼럼에 비해 속보성을 조금 떨어지지만, 주요 이슈를 직접적으

로 다루는 점에서 중요.

ㄷ. 비전문가 의견 칼럼: 현안과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필자의 주관적 주

장이 우선.

ㄹ. 교양지식 전달 칼럼: 현안과 느슨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시사 논평보다 교

양과 엔터테인먼트를 중시.

ㅁ. 가십 및 기타 칼럼: 시사 현안보다 유명인, 특정 사건 등과 관련한 뒷이야

기 등을 흥미위주로 다룬 연성 칼럼.

위 분류를 따른다면 본 연구에서 분석을 시도하는 칼럼 기사는 주로 ㄱ과 ㄴ

에 해당된다. 그 외 칼럼들에 비해 사회적 쟁점이나 현안을 다루는 글로서 사

설에 가까운, 즉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강도 높게 드러나는 성격을 띠는 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들에서 고빈도로 선

택되는 양태 표현이 화제에 따라 확연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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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이 주장의 표출을 통한 설득에 있는지, 개인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독

자로 하여금 공감을 유도하고자 하는지 등에 따라 텍스트에 주로 선택되는 양

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다시 말해 ‘설득’을 목적으로 하더

라도 설득의 방법이나 행위가 논증에 있는지, 아니면 감정적 측면에서의 설득

에 있는지에 따라 주로 선택되는 문법 형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다음 칼럼

기사의 사례를 살펴보자.

C-S-7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스스로를 영웅시할 수도 있고, 피해자

를 모욕하거나 비난하기도 한다. 더러는 양형의 참작을 받기 위해 전략적 태

도를 보일 수도 있다. (중략)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디지털을 활용한

범죄는 피의자가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갖기 때문에 의외로 예방 효

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중략) 많은 문제를 무릅쓰고 신상

공개를 운용할 필요성과 정당성 그리고 운용의 합리성을 도모해야 한다. (중

략)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얻어지는 이

익과 침해되는 법익 사이를 면밀하게 따지는 작업, 즉 형량을 의식적으로 해

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형량 작업을 통해 신상공개 판단의 자의성과 비일관성을

줄여야 한다.

더 나아가 신상을 공개할 만큼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와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줌으로써 법치국가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해자의 불필요한 신상 노출은 가해자도 알고 보면 지극히 평범하거나 순수한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동정 여론을 형성하거나, 오히려 비난 받을 사람은 피해자

였다는 식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져올 수 있다.

"비통하리만큼 엄정한 자기 응시"야말로 신상공개 제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

도여야 한다.

C-S-14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풍경이 사진으로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

것이 바로 그의 촬영 동기일 것이다. (중략) 우리를 잠시 현실에서 벗어난 아

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이끌어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피난처 구실을 할 수 있

다. 하지만 이렇듯 이상화된 '자연'의 이미지는 자연을 우리 삶과는 너무도

멀게, 그리고 잃어버린 풍경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중략) 사진으로 보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좀 더 근접한 모습이 될 것이다.

C-S-7의 필자는 디지털 범죄 처벌 방안이나 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한 사회

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증을 통해 밝히고 있는데, 이때 행위 양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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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야 하-’를 사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을

수 있-’와 같은 완화 표현도 사용하고 있지만 텍스트 전반에 걸쳐 ‘-아/어야 하

다’를 고빈도로 사용함으로써 ‘주장하는 자’로서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C-S-14는 사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이

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을 유도하는 자유 기고로서 C-S-7에서 나타나는 ‘-아/어

야 하-’와 같은 양태 표현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대신 ‘-을 수 있-’나 ‘-을 것

이-’와 같이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을 유보적 전략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표 30>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칼럼 기사에 나타난 양태 표현을 추출

하여 정리한 것으로, 음영 표시된 부분은 전문가가 작성한 기명 칼럼이며, 다른

칼럼은 모두 자유 기고가나 언론사를 대표하여 작성된 것이다. 각 형식이 텍스

트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다르지만, 주로 선택되는 양태 표현의 패턴(pattern)을

파악하는 작업은 칼럼 기사의 장르성을 분석하는 데 참고가 된다. 특정한 텍스

트 종류에 선호되는 양태 표현의 실현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해당 텍스트의 필

자 집단이 왜 그 언어 형식을 선택하였는지 해당 집단의 의미 체계와 관련하여

상관관계를 해석하는(최경봉 외, 2017: 45-46)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표 30> 칼럼 기사에 나타난 양태 표현의 선택 양상

주제 칼럼 기사 양태 표현 선택 양상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질병 인정, 차분한 사

회적 논의 필요하다(2019-05-26, 

한겨레)

-아/어야 할 것이-

▪ 게임 질병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9-05-27, 중앙일보 biz 칼럼)
-을 수 있-, -은/는 것이

▪ 게임 중독은 정말로 병일까

(2020-02-18, 정신의학신문) 

-을 것이-, -을 수 있-, -은/는 것

이-, -을 만하-, -을 뿐이-, -을 수 

있을 것이-

정년 연장

▪ 60세 정년연장, 종결점 아닌 시작

점(2014년 4월 KDI경제정보센터 칼

럼) 

-게 되-, -을 것이-, -은/는 것이-, 

-아/어야 하-

▪첩첩산중 ‘정년 연장’ 논의, 피할 

수 없는 길이다(2019-09-18, 한겨

레)

-은/는 것이-,, -을 수 있-, -아/어

야 하-

▪정년 연장, 표 계산만으로 서두를 

일 아니다(2019-06-04, 중앙일보)

-을 수 있-, -ㄴ 셈이-, -은/는 바 

있-, -아/어야 하-

한일 관계
▪ 문재인 정부발 한일관계 파탄의 

공포(2019-04-22, 중앙일보)

-다고 보-, -은/는 것이-,, -을 것이

-, -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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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칼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어야 하-’나 ‘-은/는 것이-’는

이들은 필자 목소리의 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필자

의 입장을 객관화하거나 명료하게 보여주는 양태 표현들인바 이들은 사회적 쟁

점을 다루는 칼럼 기사의 장르성을 고려하여 선택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필

자는 칼럼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자신과 견해를 같이 하

는 독자들에게는 지지를, 견해를 달리 하는 독자들은 설득을 통한 태도의 변화

를 목적으로 한다. 전술하였듯 설득의 전략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언론사의

대표적 입장을 표명하는 글 내지는 필자가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필자

의 견해를 명료하게 보여주되 신뢰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태 표현이 구성되

는 것이다.

한편, 국어 교육에서 토론은 토론의 형식과 논증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논증은 토론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의 토론 교육

이 형식에 매몰되어 있다는 문제는 늘 제기되어 왔기에, 토론 교육에서 형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느냐에 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본 연구에서 토론

담화는 토론의 형식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일어나

는 언어화의 양상을 살피고자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영진(2010)과 박종훈

(2013)을 참고하여 토론 담화를 ‘어떤 주장을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합리적 이유

▪ 한일 갈등은 세계사적 쟁투

(2019-07-31, 한겨레)
-은/는 것이-, -을 것이-

▪ 양국 모두에 피해 준 일본 수출규

제(2020년 1월호, KDI경제정보센터 

칼럼)

-을 것이-, -은/는 것이-,, -을 수 

있-, -은/는 바 있-, -아/어야 할 것

이-

정시 확대

▪ 돌고 돌아 '정시 확대', 대입제도 혼

란 언제까지(2019-11-28, 한겨레)

-은/는가 싶-, -다고 보-, -을 수 

없-, -아/어야 하-

▪ 고교학점제 앞두고 정시 확대하는 

자가당착 입시정책(2021-04-30, 동

아일보)

-은/는 것이-, -아/어야 하-

▪ ‘정시 확대’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

(2019-11-01, 이범 교육칼럼)

-은/는 바 있-, -은/는 것이-, -을 

것이-, -을 수 있-, -아/어야 하-, -

을 수 없-, -다는 것이-, -게 되- 

부동산 

정책

▪ 평범한 이들의 투기 욕망

(2018-10-29, 한겨레)
-은/는 바 있-, -아/어야 하-

▪ 과감한 정책 전환 있어야 부동산 

수습한다(2021-05-17, 중앙일보)
-아/어야 하-, -을 수 있-

▪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

다(2018년 11월호, KDI경제정보센

터 칼럼)

-은/는 것이-, -을 수 있-, -아/어야 

하-, -을 것이-



- 104 -

를 탐구하는 상호 교섭적 소통 과정’이라 정의함으로써 토론을 어떤 담화 유형

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적 언어 수행의 양상으로 본다. 이를 통해 토론 교

육 내용은 논증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내용을 구성할 가능성을 갖

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 설 경우, 토론 교육 내용에는 상대방 존중의 태도, 상

대방과의 관계 조절, 자신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비판적 반성, 상호 교섭을 통

한 문제 해결 방안 도출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박종훈, 2013: 136). 토론의 의미역을 확장하는 것은 극단적으로는 일상 대화에

서 일어나는 사소한 토의나 쟁론까지도 포괄하게 됨으로써 토론의 형식이 ‘형

식에 얽매이는 것’으로 치부되고 말하기 듣기 교육의 본질 차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지는 문제를 낳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일상 대화에서의 경쟁적 언어

수행의 양상까지 토론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토론은 격식성

과 공식적 특성을 갖는 의사소통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토론이 구어 매체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높

은 격식성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토론 참여자들 간에는 경쟁적 언어 수행과 공

손성의 원리를 넘나드는 의사소통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음은 토론 담화

에 나타난 양태 표현의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 토론 담화에 나타난 양태 표현의 선택 양상

주제 토론 담화 양태 표현 선택 양상

게임 중독 게임 중독, 질병인가(827회)

-은/는 것 같-, -게 되는 것이-, -게 

되-, -겠-, -지, -더-, -고 싶-, -다

는 것이-, -은/는 것이-, -을 것이-, 

-을 것 같-, -네, -을 수 있-, -거든

(요), -잖아요-, -으면 좋겠-, -아/어

야 되-, -다고 보-, -겠죠, -고 생각

하-

정년 연장
정년 연장, 고령화 해법인가, 세대 

갈등인가(829회)

-은/는 것 같-, -게 되는 것이-, -게 

되-, -겠-, -지, -더-, -고 싶-, -다

는 것이-, -은/는 것이-, -을 것이-, 

-을 것 같-, -네, -을 수 있-, -거든

(요), -잖아요-, -으면 좋겠-, -으면 

하-, -아/어야 되-, -다고 보-, -겠죠, 

-고 생각하-, -려고 하-, -아/어야 되

-, -아/어야 될 것 같-, -을게

한일 관계 과거 청산과 미래(838회)
-은/는 것 같-, -게 되는 것이-, -게 

되-, -겠-, -지, -더-, -고 싶-,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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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서 알 수 있듯 토론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

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양태 표현을 동원하면서도, 상대방 내지 시청자들의 거

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화 표지로서 양태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논증을 핵심으로 하는 토론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근거 자료나 대본을 기

반으로 한다는 점이 일상 대화와의 차이점이다. 토론을 시작할 때 입론서를 쓰

는 것에서 이미 토론이라는 의사소통 행위가 글쓰기와 말하기 행위를 모두 포

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 주체가 글을 쓰는 과정, 글이 토론 담화

에서 구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양태 형식들이 선택되는지 두 가지 양상

을 모두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구어로

발화된 방송 토론56)이라는 결과물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칼럼과 토

론 담화는 자신의 견해를 강도 높은 목소리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칼럼에서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사용되었던 ‘-아/어야 하-’는 ‘아/어

야 되-’의 형태로 더 많이 등장하며, 토론 담화에서는 ‘-아/어야 한다고 생각하

56) 토론의 과정, 즉 언어 주체의 인식이 문어 텍스트로 생성되고 이것이 다시 구어 담화
로 표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니므로 이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는 것이-, -은/는 것이-, -을 것이-, 

-을 것 같-, -네, -을 수 있-, -거든

(요), -잖아요-, -으면 좋겠-, -아/어

야 되-, -다고 보-, -겠죠, -고 생각

하-, -으면 하-, -어야지, -을게

정시 확대 정시 확대 찬성과 반대(849회)

-은/는 것 같-, -게 되는 것이-, -게 

되-, -겠-, -지, -더-, -고 싶-, -다

는 것이-, -은/는 것이-, -을 것이-, 

-을 것 같-, -네, -을 수 있-, -거든

(요), -잖아요-, -으면 좋겠-, -아/어

야 되-, -아/어야 하-, -다고 보-, -

겠죠, -고 생각하-, -으면 되-, -아/어

야 되는 것이-, -을게, -아/어 버리-

부동산 

정책

분노한 부동산 민심, 해법은?(879

회)

-은/는 것 같-, -게 되는 것이-, -게 

되-, -겠-, -지, -더-, -고 싶-, -다

는 것이-, -은/는 것이-, -을 것이-, 

-을 것 같-, -네, -을 수 있-, -거든

(요), -잖아요-, -으면 좋겠-, -아/어

야 되-, -다고 보-, -겠죠, -고 생각

하-, -으면 되-, -아/어야 되는 것이-, 

-을게, -아/어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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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어야 된다고 생각하-’와 같이 의무의 의미기능을 갖는 양태 표현과

인지 동사를 활용한 인용 표현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목소리의 강도 측면

에서 차이를 보인다.

D-827-O 저는 담배를 피울 때 담뱃세를 냅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실 때 주

류세를 냅니다. 당연히 게임과 관련된 있는 역기능들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럴 때 게임세는 중독세는 당연

히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병리현상들을 치유하

고 또 교육할 수 있는 게임세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849-J 학종에 대해서 왜 불만이 있느냐 하면 그런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

으니까) D-849-K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D-834-J 사실 전환형 인턴이라는 걸 제가 잘 모르는데요. 6개월 동안 술자리

까지 평가 받는다는 건 거의 고문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뭐 그런 것 노동

법의 전문가 이런 게 아니지만 이걸 사회가 법제도로 그걸 놔둬야 되나? 이거

좀 공적으로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칼럼 기사에서 언어 주체가 자신의 주장을 명시적으로 드

러낼 때는 예외 없이 ‘-아/어야 하-’가 등장했는데, D-827-O와 같은 구어 토론

담화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대상이 된 토론 담화에서는 73건의 ‘-

아/어야 되-’와 ‘-아/어야 하-’가 추출되었는데 이들 표현이 단독으로 토론 담화

에 등장하는 경우는 3건뿐이었다. 모두 구어 담화에서 ‘-아/어야 하-’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다고 생각하-’, ‘-다고 생각되-’, ‘-다고 보-’와 같이 다른 양

태 형식이나 인지 동사와 결합한 형태로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태 표현과 관련한 연구는 아니지만 남길임(2009)에서는 문어와 구어 요인

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접미사 ‘-적’의 사용 빈도와 ‘-적’

파생어의 형태․통사적 결합 양상을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와 문제의식을 공유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적’의 사용이 ‘학술적 주제’라는 주제적 요인과 ‘문어’라

는 매체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을 밝히고 있어 특정한 언어 형식이 텍스트의 장

르성을 구성하는 변인들에 의해 선택된다는 현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 변인의 자료체적 층위에

따라 동일한 양태 표현이 구어와 문어의 영역에서 다른 의미기능을 담지하거

나, 유사한 의미기능이 구어와 문어의 영역에서 달리 나타나는 경우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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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 층위에서의 매체 변인을 중심으로 그 요인을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텍

스트 전체에 사용된 양태 표현의 경향성을 살펴봤을 때 의무의 의미기능을 갖

는 행위 양태 표현이나 ‘-을 수 없-’과 같은 양태 표현의 사용을 통해 언어 주

체의 확언, 단언적 태도를 드러내는 경향은 토론 담화보다 칼럼 기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대화 참여자가 대면하는 토론 담화와는 달리 상호작용성이

낮고 공식성이 높은 칼럼 기사의 특성상 언어 주체가 자신의 태도를 명료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어와 문어라는 자료체로서의 매체 변인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어 상황이 갖는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언어 주체의 입장보다 체면

손상에 관한 대화의 격률이 우선적으로 개입한다고 볼 수 있는바 화자는 자신

의 주장을 피력하면서 최대한의 완화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전정미(2015: 286, 297)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메

시지의 ‘명료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논리

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과 자신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하

면서도, 모호한 표현이 서로 다른 의견의 대립이 있고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

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는 기능

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논구하고 있다. 정리하면 칼럼 기사는 자료체로서

의 문어가 갖는 높은 격식성과 낮은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메시지의 ‘명료성’이

우선시되고, 토론 담화는 구어 대화라는 점에 있어서 구어 사용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격식성을 갖지만 대화 참여자가 시공간을 공유한다는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대화의 격률이 우선시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칼럼과 토론

담화의 장르적 특성을 <표 3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2> 칼럼과 토론 담화의 장르적 특성

칼럼 토론 담화

공통점
-설득 목적

-보고서, 제안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격식성, 높은 공식성

차이점

-언어 주체와 독자가 시공간을 공

유하지 않음.(낮은 상호작용성) 

→언어 주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명료성을 높이는 방향으

로 양태 표현 선택

-대화 참여자가 시공간을 공유함.

(높은 상호작용성)→공손성의 원리 

가 우선적으로 적용된 양태 표현 선

택

장르적 특성

-언어 주체의 견해 명료화

-주관화와 객관화 전략의 조절을 

통한 신뢰도 강화

-경쟁적 언어 수행

-공손성의 원리와 언어 주체의 주장 

명료화 간 정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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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주체의 역할 인식에 따른 양태 표현의 선택

칼럼은 언어 주체가 칼럼의 장르성을 인식하면서 실재하지 않는 독자를 구성

하는 반면, 토론 담화는 청자가 실재하기 때문에 언어 주체는 ‘청자와의 관계

설정’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 특히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방송 토론 담

화는 언어 주체가 설정해야 하는 독자의 성격이 두 가지 층위를 이룬다. 우선

토론 참여자의 경우 화자와 청자가 시공간을 공유한다. 그런데 그 토론이 방송

으로 송출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토론을 시청하는 시청자라는 청중이 별도로

존재한다. 시청자는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페렐만(Perelman)의 보편 청중 개

념과도 상통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토론 참여자는 자신과 상반된 견해

를 갖는 다른 참여자를 설득해야 하는 의무를 갖기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시

청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회자는 대화 참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면서 토론

의 내용적 흐름을 조절하는 등의 개입을 통해 토론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받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의 언어 주체와 독자 및 청자

와의 관계는 <표 33>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33> 칼럼과 토론 담화에서 언어 주체와 독자와의 관계

언어 주체와 독자/

청자와의 관계

칼럼 기사 구성된 독자로서, 담화 공동체 내의 수신자

토론 담화

실재하는 청자 - 토론의 대화 참여자. 사회자. 

실재하지 않고 구성된 청자 -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로서, 담화 공동체 내의 수신자

칼럼 기사의 언어 주체는 경험의 대상과 언어 주체와의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기에 일차적으로는 ‘사건에 대한 전달자’ 내지는 ‘해설자’의 위상을 점한다. 그

런데 ‘전달’과 ‘해설’은 언어 주체가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고 해설하고 싶어하

는지에 따라 언어화되는 양상이 달라지므로, 사건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칼럼 기사는 궁극적으로는 언어 주체

의 ‘논평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더욱 주관적이다.

① [칼럼-중앙일보-부동산 대책]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

준일이다. 이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불과 2주 앞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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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세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을

전진 배치해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친

경제부총리 출신이다. 그는 과세 원칙을 잘 알고 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가 무거우면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를 낮춰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

는 것은 세제의 기본 원리다. 또 하나의 상식은 세제는 단순해야 하며 안정적이

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 원칙대로 지금의 징벌적 세제를 정상화해야 한

다.

하지만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현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

이다. 지난 4년간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하는데

여전히 기존 정책 고수를 외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구난방인 가운데 그나

마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은 1주택자의 한시적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

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방안 정도다.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

다. 지난 4년간 세 부담이 몰고 온 부작용을 한번 짚어보면 금세 알 수 있다.

현 정부는 해마다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 인상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렇게 올리고도 버틸 국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 극단적인 과정을 거

치면서 서울 강북에도 공시가격이 30% 넘게 뛰는 곳이 속출하고, 종부세 대상

은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로 늘어났다.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2005년 주택 보유

자의 1%에 그쳤던 ‘부자세’가 ‘대중세’가 됐다.

한국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2018년 재산세·종부세·양도

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를 넘어섰

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1.96%)의 2배 이상이다. 현 정

부 들어 보유세가 급등한 결과 GDP 대비 세금 부담은 4.4%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OECD 최고인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여파로 국민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정부는 상황

이 심각해지자 주택 83만 채 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최대 90%까지 허

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에 불과하다. 더구나 집

값이 너무 올라 빚내도 사기 어렵다.

정책 실패를 수습하려면 세 부담 안정화가 먼저다. 당장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폭주 기

관차처럼 달려온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물

잠김 현상과 풍선효과로 부동산 시장 불안과 국민의 세 부담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 땜질 대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중앙일보 오피니언, 과감한 정책 전환 있어야 부동산 수습한다, 2021.5.17.>

② [칼럼-한겨레-부동산 대책] 내가 사는 지역에 ‘게이티드 커뮤니티’ 분양 광

고가 떴다. ‘대문을 잠근 동네’라는 뜻일 텐데, 첨단 경비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주거형태라고 한다. ‘그들만의 리그’로 살고 싶다는 욕망을

반영한 셈일 텐데, 이곳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상류층도 아니고 중산층을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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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주거 불평등, 자산 양극화가 이제는 중

산층을 향해서 공간 분리라는 방식으로 더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자산이 불평등을 확대하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은 국가통계와 국민의 인식 등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엠브레인의 10월6-7일 조사

(800명)에 의하면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 응답자의 약 절반(48.9%)이 부

동산 등 자산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꼽았다. 24.4%는 ‘부모의 재력에 따른 불평

등’을 꼽았다. 자산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이 이 시대 불평등의 진원지임을 확인

해주는 결과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세청 과세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자료도 동일한 결

론에 이른다. 근로소득을 따로 추린 지니계수는 0.471이었으나 여기에 자산 보유

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칠 경우엔 지니계수가 0.520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대 자본주의는 이제 중세 세습사회의 문턱까지 역행했

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의 진단이 대표적이다. 그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상층 자산계급이 자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상속·증여를 통해 불평등을 확대재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산은 정치·사회적인 의식, 태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앞의 조사에서

67%는 ‘복지가 확대되면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 답했지만 집이 많을수록 이런

기대는 뚝뚝 떨어졌다. 무주택자의 복지 기대감은 72.2%였지만, 1주택자 65.5%,

2주택자 58.3%,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5% 순으로 기대감이 하락했다. 흥미로운

것은 미래 집값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복지 기대감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집값

이 낮아지는 게 좋다’는 응답층에서는 복지 기대감이 70%에 이른 반면, ‘오르는

게 좋다’는 응답층에서는 43.3%에 그쳤다.

예상한 대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다주택자로 갈수록 높았다. 무주택자는

19.8%만 ‘현재 수준 또는 상승’을 선호하고 80.2%는 ‘낮아지는 게 좋다’고 응답

했다. 하지만 1주택자는 37.4%, 2주택자 51.4%, 3채 이상 다주택자 75%가 ‘현재

수준 또는 상승’을 기대했다.

집이 생겨 사적 자산 축적의 길에 접어들면 집값 상승에 대한 욕망도 높아지

는 반면, 공적 복지에 대한 기대감은 반비례해 낮아진다. 왜 ‘사적 자산 기반 복

지’에 대한 기대감이 공적 복지보다 훨씬 강한 것일까? 두 측면에서 보아야 한

다. 첫째, 한국의 공적 복지 수준 자체가 낮은데다 그 수준이 높아지리라는 기대,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사적 자산 축적을 조장하

는 정권들을 겪어온 역사적 체험 때문이다. 물론 둘은 연관되어 있다.

사적 자산 기반 복지로 성장해온 사회에서 “내 집 값만은 오르면 좋겠다”는

욕망은 평범하다. 그리고 몹시 파괴적이다. 평범한 생활인을 파괴적 투기꾼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공적 복지를 약속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부동산을 못 잡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겨레 프리즘, 평범한 이들의 투기 욕망,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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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 ②의 언어 주체는 각각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에서

논평하고 있는 칼럼 기사로, ①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중심으로, ②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자산의 양극화를 불러왔고 각 계

층의 박탈감과 분노를 ‘투기 욕망’이라는 관념으로 보고 있다. ①의 언어 주체

는 ‘과도한 보유세를 내야 하는’ 사태에 대해 직접 경험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언어 주체가 사건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언어 주체는 ‘이날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표

현을 통해 마치 사건(과도한 보유세 납부)을 경험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기실 위의 문장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주택 보유자’로서 이때 ‘내야 하

는’ 행위의 부담은 주체인 ‘주택 보유자’에게 얹혀지는데, ‘주택 보유자’의 입장

에서 느끼는 세금의 부담을 강조함으로써 전달자인 언어 주체가 경험주의 언어

를 선택하는(제민경, 2015: 123) 기술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 주

체는 ‘주택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독자’와의 감정적 연대감을 획득하게 된다.

한편, ①의 언어 주체는 특정한 이익 집단(주택 보유자 내지는 주택을 보유할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자)을 대변하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더구나 집값이 너무 올라 빚내도 사기 어렵다.’와 같은 문장들

이 그러하다. 이에 더하여 언어 주체는 텍스트 안에서 언어 주체의 역할을 다

소간 조정하는데, 주택 구매자가 느끼는 부담에 대해 기술할 때는 경험주로서

감정적 호소를 유도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세금 비교, 정부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세금 관련 법안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다. ‘전달자’로서의 언어 주체는 양태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입장 강화를 위해 동원하는 수치나 자료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후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라는 주관적 견

해에 신뢰를 더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여, 결국은 ‘사태를 해설하고 논평하는

자’로서 목소리의 신뢰도를 획득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② 또한 칼럼의 서론 부분에서 ①과 유사하게 경험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양

상을 보인다. 그는 ‘내가 사는 지역에’와 같이 언어 주체로서 텍스트 화자인 자

신을 완전히 드러내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사건을 경험주로서 기술하고, 이후

이러한 사건에 대해 해설하는 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어, 텍스트가 언어

주체의 주관적 견해임을 보여준다. 다만 ②은 ①에 비해 양태 표현이 극단적으

로 적게 나타난다. 대신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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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영 동사를 사용하거나, ‘자산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이 이 시대 불평등의 진원

지임을 확인해 주는 결과다’와 같은 명사화 구성을 통해 ‘불평등’, ‘부의 대물림’

과 같은 어휘적 표현으로 필자의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양태 표현을 의

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②는 ①에 비해 더욱 단언적인 느낌을 준

다. 단 한 번 사용된 양태 표현도 ‘-은/는 바 있-’와 같이 명제나 사태가 객관

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을 사용하여 언어 주체의 견해를

강화하고 있다.57) 한편 동일한 주제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전문가 칼럼은

①이나 ②에 비해 객관화 기제로서 화자 지향적 전략인 ‘-(다)는 것이-’와 함께

‘-을 수 있-’와 같은 유보적 표현도 ①과 ②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 주체가 스스로를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텍스트

를 생성하고 독자를 ‘친절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비전문가’로 설정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다시 말해 언어 주체가 자신을 ‘전문가’로 설정하더라도 전문적 견

해에 힘을 더하는 방식은 독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아

래 ③은 부동산학과 교수이자 부동산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문가가 기고한

칼럼으로, 텍스트 전반에 걸쳐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예상 독자

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문가’로 설정한 데서 청자 지향적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칼럼-전문가-부동산 대책]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정책은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는 규제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다 지

난 8.27 대책부터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였다. 연이어 나온 9.13 대책에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

고 다주택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

게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강력한 대출규제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호가는 빠르게 꺾이고 있다.

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수요 중에는 투기수요도 포함된다. 어쨌든 공급부족과 수요초과가 가격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만 시장은 안정화된다. 정부는 지난 9.21 대책에

서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미니신도시를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57) 여기서 추가로 주목할 점은 ‘-은/는 바 있-’이 결합된 명제가 명백한 사실이라기보다
는 타인의 주관적 견해라는 점이다. 즉 ‘상층 자산계급이 자산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상
속, 증여를 통해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견해’는 프랑스의 학자인 토마 피케티의 
입장이다. 언어 주체는 자신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고 이를 객관성
과 사실성, 현재성을 높이는 ‘-은/는 바 있-’로 표현하여 자기 입장을 강화한다. 이는 
언어 주체의 화자 지향적 전략으로서 사용되는 객관화 기제의 양태 표현이 어떤 특성을 
갖는 명제와 결합함으로써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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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규모로 공급이 돼야 시

장이 안정화될 텐데 아직까지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주택

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시그널만으로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수

요자들이 장래 공급될 주택에 기대를 걸고 매수에 나서지 않아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

역에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공급하려는 미니신도시가 지방자

치단체의 반발로 공급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걱정이

다.

택지공급의 한계와 인구집중화로 만성적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서울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제를 가

지고 숙제를 풀어가야 할 때다. 그래도 가격이 오르거나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

면 그때는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도 써야 한다. 수요분산정책은 수도권지역의 미

분양 주택이나 미개발 택지를 이용해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나 보유세 등

의 혜택을 줘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도시에서는 재개

발·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개발과정에서 발

생하는 이익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공급돼야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도시전

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체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창조적 도시재생사업

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 중심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거주자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주택이 더 이

상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

꿔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규제보다는 근

본원인 치유에 나서야 할 것이며,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성세대들은 주택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크고 그들에

게 주택은 전 재산일 수 있다. 하지만 장래 지역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한 공실

률 증가와 출산율 저하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주택의 개념을 소유가 아닌 이용의

개념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 환경이 변화될 것

이라는 전제 아래 지금부터 그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주택시장도 안정화될 것

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칼럼,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018년 11월

호>

③은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칼럼이므로,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 칼럼의 필자 또한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인용의 기능을 갖는 ‘-다는 것이-’를 사

용하여 현 상황을 기술하거나 설명을 붙이는 방식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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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시그널만으로도 시장이 안정

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장에서는 주택가격이 내리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전

문가의 입장에서 독자에게 해설하기도 하고, 정부의 공급 정책으로 시장이 안

정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적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다는 것이-’를 사용

하고 있다. ‘-다는 것이-’는 인용 표현으로서 고빈도로 사용되지만, 위의 문장들

은 모두 언어 주체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는 사태에 대한 해석이 반영되어 있

다. ‘-다는 것이-’를 통해 이를 객관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신뢰뿐

만 아니라 기술하는 내용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도 가격이 오르거나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때는 수요를 분산하는 정

책도 써야 한다. 수요분산정책은 수도권지역의 미분양 주택이나 미개발 택지를

이용해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거래세나 보유세 등의 혜택을 줘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먼저 수요 분산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뒤이어 수요 분산

정책의 개념에 대해 ‘-은/는 것이-’을 사용하면서 앞서 제안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정리하면 언어 주체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부동산 시

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이려고 하고, 뒤이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자

신의 견해를 전문가로서 첨언하는 기술 방식을 보여준다.

한편,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자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는 의도적으로 양태 표현을 선택하지 않고 단언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

다. 특히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토론 담화에

서는 집단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대화에 참여하는 경우와 비전문가이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이나 모종의 집단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 양태

표현의 사용 양상이 유의미하게 다른 점을 볼 수 있었다. 우선 전문가58)의 경

58) 전문가의 발화에서도 항상 양태 표현을 적게 사용하고 자신의 주장을 객관화하는 기제
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가 청중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양태 표현의 
사용이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독자/청자의 반응을 고려한 전략 조절의 양상과 관련하
여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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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방청객 등 비전문가의 발화에 비해 논문 등의 근거 자료를 제시할 때 오히

려 양태 형식을 적은 빈도로 사용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토론-게임중독] D-829-W 게임의 질병코드 관련된 논란의 연혁입니다. 모든

논란은 2012년 3월 30일 날 신영철 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취임사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2013년 1월 8일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인 손인춘 법이 1% 게임중독세를 징수하겠다는 법안이 나왔

고요. 2013년 1월 8일에는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에 관한 4대 중독법이 나왔습

니다. (중략) 그 이후에 보면 WHO에서 2014년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2018년에

등재시도를 했다 좌절되고 2019년에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자체는 의사

제가 존경하는 노성원 교수님 정도의 의사들이 중독의학회 의사분들이 했다고

할 수,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런 대단히 치밀한 일종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적용

됐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치료에 대한 얘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얘기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굳이 WHO라는 기구를 동원해서 할 정

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D-829-W의 화자는 한국게임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게임 관련 전문가로서

게임 중독을 질병 코드화하는 법안을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 양태 표현은 해당 발화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었다. 그

마저도 ‘-게 되는 것이-’를 사용함으로써 언어 주체의 해석을 객관화하는 전략

으로서의 양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D-829-W의

경우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화 문제는 모종의 정치적 과정이 개입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보이면서, ‘서사하기’의 의미화 방식을 취한다. 이를 바탕

으로 ‘치료에 대한 - 충분히 가능합니다’와 같이 양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평

가적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단언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양태

표현을 극도로 최소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언어 주체가 전문가로서 자신와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대화 참여자에게 제시하는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

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시청자들에게는 ‘사태를 객관적으로 해설하는 자’로

인식되기 위해 자신의 발화에 대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다. 강효경(2019)에서도 숙련자와 학습자의 양태 표현 구성 양상에 대해 비교하

면서 학습자에 비해 숙련자는 양태 표현을 고빈도로 사용하지 않고 태도를 객

관화하는 기제로서의 양태 표현을 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인 바 있어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화 문제에 대해 D-829-D는 D-829-W와 같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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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입장을 보이지만 주관성을 높이는 양태 표현을 고빈도로 사용함으로써 언

어 주체의 견해를 완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론-게임중독] D-829-D 사실 저 자신이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10년 동안

같이 게임 방송을 해오면서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서 게이머들과 소통해왔고 그

들의 의견을 제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릴까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도 그렇고 게임이 질병까지 간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라

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문제인가라고 돌아보면 그건 아니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알코올 중독도 알코올 자체보다 사실 그 주변 환경

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을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직업을 잃었을 때라든지 좌절감을 느꼈을 때 알코올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알코올은 몸이 축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하지만 게임은요. 게임 자체로 사람들이 즐거워서 한참 빠져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외로 게임 불감증이란 말도 있거

든요. 그러니까 쉽게 질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쉽게 질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그만두는 계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이 게임 때문에 뭔가 가족

의 환경이 나빠졌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시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D-829-D는 유튜브나 카카오TV 등을 통해

게임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인으로, 스스로를 ‘전문가라기 보다는 게이머들의 의

견을 전달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같은 입

장에 서 있으면서도 D-829-W와 D-829-D의 양태 표현 사용 양상은 확연히 다

르다. 우선 양태 표현의 양적인 빈도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사용된

양태 표현의 양상만 보아도 D-829-W의 경우 ‘-게 된 것이-’와 같이 태도의 객

관화 방식을 통한 화자 지향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D-829-D의 경우 자

신의 견해나 태도를 주관화하는 ‘-거든(요)’나 ‘-다고 생각하-’와 같은 표현을

동원하고 있다.

요컨대 언어 주체는 자신의 실제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텍스트의 화자로서

독자 및 청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어하는지를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양태 표

현이 현저히 달라진다. 다만 ‘양태 표현의 선택을 통해 독자 및 청자에게 인식

되는 언어 주체의 특성’은 전술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 전략인 에토스, 로고

스, 파토스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에토스는 인품과 같은 화자의 개인적 특성, 로

고스는 말할 내용의 논리,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각각 실체

로서 화자, 청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화자가 언어를 통한 설득 행위를 수행할

때 고려하는 일종의 요소나 전략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D-829-W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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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9-D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적 전략을 사용하고 있

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 먼저 D-829-W는 에토스의 측면에서 자신을 스스로 전

문가로 설정하고, 파토스와 같은 청중의 감정을 획득하기 위해 로고스적 요소,

최대한 주관적 표현을 배제하는 이성적 태도와 논리를 부각시키고 있다.

D-829-D는 에토스의 측면에서 자신을 ‘게임을 좋아하는 일반인으로서 전문가

와 일반 대중 사이의 연결자나 중재자’ 정도로 스스로를 설정하면서 파토스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칼럼과 토론 담화에서의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본 절에서는 앞서 양태를 표현 전략으로 재개념화한 본 연구의 관점에 터하

여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과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구체태를 실

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이들은 텍스트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언어

주체의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능하고 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1)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언어 주체의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싣

기 위한 전략으로서, 청자가 화자의 견해에 대해 자유롭게 해석하는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언어 주체의 생각을 힘주어 말함으로써 독자의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주체가 사용하는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사용의 전략으로 언어 주체가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여 견해에 대한

확신이나 의무의 태도를 보이는 전략, 언어 주체가 인식한 사태를 환언 및 논

평하는 전략, 상황의존성의 유표화를 통한 객관화 전략으로 유형화하였다.

(가) 언어 주체의 입장 단언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은 언어 주체가 자신의 주관적 목소리를 강화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는 명제나 사태에 대한 언어 주체

의 감정적인 한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공통점은 이러한 방식들이 모두 ‘화자의

입장’을 강화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사태에 대한 언어 주체의 주관적 견해를 강화하는 확신의 태도는 행위 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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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어야 하-’, ‘-아/어야 되-’와 덩어리 구성인 ‘-아/어야 하는 것이-’, ‘-아/어

야 되는 것이-’를 통해 주로 실현된다. ‘-아/어야 하-’와 ‘-아/어야 되-’는 의무

양태로서 해석되고 사용되어 왔는데, 이 ‘의무’를 부과하는 주체가 무엇이냐에

따라 화자 지향적 양태와 주어 지향적 양태로 해석된다고 본다. 안주호(2005)에

서도 기술한 바 있듯 의무 양태(행위 양태)에 행위를 부과하는 주체는 화자로

꼭 제한되지 않고 상황이나 사회적 규범 등도 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이동혁(2015)에서는 ‘-아/어야 하-’와 같은 의무 양태가 ‘어떤 결과를 실현시키

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화자의 판단을 언어화한 것’(이동혁, 2015: 107)으로

보고, 필수 조건이라는 것으로 인해 ‘객관성’을 지닌 사회적 규범으로 보이나 사

실 이는 화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상호 주관

적’이라는 누이츠 외(Nuyts et al., 2010)의 용어를 차용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최경봉 외(2017: 160-161)은 ‘-아/어야 하-’가 문장 내용과 관련되는 참여

자들의 ‘행위’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 ‘-아/어야 하-’는 언어 주체가 규범이나 의무를 모종의

명제나 사태에 부과하는 양태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볼 수 있겠다.

C-K-12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청소년기는 도덕적 자기비판이 작동하지

않아 여과 없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도덕적 이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일반

적으로 폭력은 죄책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감정 통제 능력이 떨어지는 등 개인

적인 기질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폭력을 가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썩은 사과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시스템이 썩은 상자, 즉 학교가 폭력을 유발하는 환경은 아닌

지 되돌아봐야 한다.

한편, 토론 담화에서 ‘-아/어야 하-’는 단독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

를 대신하여 ‘-아/어야 되-’가 주로 선택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아/어야

하-’는 문어 사용역에서, ‘-아/어야 되-’는 구어 사용역에서 선호된다는 점을 말

뭉치 분석을 통해 보인 손혜옥(2016)의 논의와도 관련된다.

D-879-K 우선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을 구입한 건 거의 투기수요라고 봐야

됩니다.

D-879-J 임대사업자의 기존 정책이 지나치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문제는 분

명히 불공정하므로 폐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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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가 보이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칼럼 기사에서 사용되었던 ‘-

아/어야 하-’의 기능을 토론 담화에서는 ‘-아/어야 되-’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어야 되-’ 또한 드물게 단독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어야 하-’와 ‘-아/어야 되-’는 사용역의 차원에서 각각 선호

되는 형식이 달리 나타나는 것일 뿐 이 두 형식이 각 사용역에서 담당하는 ‘언

어 주체의 주관적 견해의 강화’라는 의미기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특히 주목한 것은 ‘-아/어야 하는 것이-’와 같이 ‘-아/어야

하-’에 우언적 구성 ‘-은/는 것이-’나 ‘-다고 생각하-’, ‘-다고 보-’59) 등 다른

양태 형식과 결합한 덩어리 구성으로 고빈도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

리고 이러한 현상은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토론 담화에서 더 선호되었다.

D-838-S 일단 우리 강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65년 체제 존중해야 되고

체제 존중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면 유리하게 활용해야 되는 거죠.

D-849-J 그렇다면 그게 맞는 처방은 어디를 향해야 하느냐 하면 가장 소외되

고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들이 대

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는 겁니다.

‘-은/는 것이-’는 명사절 구성을 통해 해당 문장의 내지 절의 내용을 객관화

하거나 그러한 기제를 통해 화자의 견해를 단언하기도 하고, 타인의 발화를 환

언하거나 논평할 때 사용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아/어야 하-’와 ‘-아/어야 되-’와 결합하는 ‘-은/는 것이-’에 대해 객관

화 기제를 통한 ‘목소리의 강도 조절’로 해석 가능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언

어 주체의 주관성이 높게 반영된 ‘-아/어야 하다’ 내지 ‘-아/어야 되-’가 ‘-은/는

것이-’로 어느 정도 주관성의 강도가 낮아지면서, 이것이 청자 및 독자의 거부

59) Ⅲ장 3절에서 후술하겠으나 ‘-아/어야 하는 것이-’의 형태는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에
서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아/어야 한다고 생각하-’의 경우 칼럼 기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학습자 텍스트에서 ‘-아/어야 한다고 생각하-’의 
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출현했다는 점이다. ‘-다고 생각하-’는 필자의 주관적 인지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나’의 견해를 명료화하는 토론 담화에서 자연스럽게 선호되고, 주관
적 인지는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 견해의 폭을 한정한다는 점에서 완화적 기능을 수행
하기도 한다. 이는 숙련자와 학습자의 선택항 구성 방식의 차이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완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 형식이라는 차원에서는 ‘-은/는 것이-’와 ‘-다고 생각하
-’류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선택항 체계로 구성되지만, ‘-다고 생각하-’가 주관화의 기
제, ‘-은/는 것이-’가 객관화 기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습자가 논증 텍스트에 고빈
도로 ‘-아/어야 한다고 생각하-’를 사용한 것은 주관화와 객관화의 기제를 장르성과 관
련지어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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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줄이는 기제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 주체의 견해에 대해 단언하

는 정도를 오히려 낮추는 방식의 양태 형식이 토론 담화에서 특히 선호되는 것

은 대화 참여자 간 시공간을 공유한다는 매체 변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자/청자가 실재하는 환경에서는 견해의 명료성보다는

공손성의 원리가 우선시되고, 독자 및 청자의 거부감을 덜기 위한 전략으로 ‘-

은/는 것이-’가 결합하여 사용된 것이다.

한편 ‘-다고 생각하-’, ‘-다고 보-’와 같은 구문은 인용 표현으로서 필자의 주

장을 피인용문으로 삼고 여기에 내적 사유나 인식 등을 나타내는 인지 동사인

‘생각하다’를 인용 동사로 사용한 것으로(안소진, 2012: 90) 볼 수 있으며, ‘-다

고 보-’는 ‘보다’ 동사를 사용하여 ‘-다고 하-’에 비교하면 보다 필자의 주관적

인지의 위치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이슬비, 2016: 106). 이슬비(2016: 104)에

서는 이러한 인용의 방식에 대해 할리데이와 매티슨(Halliday & Matthiessen,

2014: 440)의 용어인 ‘투영(projection)표현’으로 보고, 투영을 통해서 내용이 되

는 명제는 뒤에 붙은 절의 내용의 표현으로서 정립되며, 후행하는 술어에 따라

서 정신적 사고의 내용이나 동사적 과정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기술한다.

D-879-J 사실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중요한

걸 지금 놓치는 거 같은 게 저는 정부가 자기들이 얘기한 10몇% 데이터가 틀리

다는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

데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지만, 또 한편으

로 이것은 사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만한 이슈입니다.

D-879-L 저희가 가격에만 되게 몰입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격이 50% 올랐

냐, 60% 올랐냐 많이 올랐냐 이건 가치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2배

가 올라도 어느 나라 소득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면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D-838-N 그런데 우리 정부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저강도 복합전술이긴 하지

만 어쨌거나 일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

하고 취해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지 동사를 사용한 인용문의 경우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달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전달 방식을 조심스

럽게 하기 이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주장을 피인용문으

로 만듦으로써 ‘주장의 단어’가 아닌 ‘생각의 전달’ 형식이 되어 주장을 보다 간

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안소진, 2012: 90). 이러한 인용 방식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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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대한 확신히 없을 경우 인용절을 이용하여 짐작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

만, 어떤 사태를 보는 자신의 의견을 확신할 경우에도 청자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전혜영, 1995: 136-137). 강효경(2019)에서는 이에

대해 설득적 글쓰기에서 ‘나’를 드러내는 주관화 방식으로 보고 숙련자의 텍스

트에서는 ‘나’를 숨기는 객관화 방식이 더 선호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의 텍

스트 분석 결과 칼럼 기사에서는 ‘-다고 생각하-’와 같은 인지 동사 구문이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와는 반대로 토론 담화에서 ‘-다고 생각하-’는 높은 빈도로

등장하면서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상호작용

성이 높은, 즉 대화 참여자가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는 토론 담화의 특성상 ‘나’

숨기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화 참여자는 오히려 자기 견

해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나’를 드러내되, ‘-다고 생각하-’와 같이 인지 동사

를 이용한 인용의 방식을 사용하여 그러한 견해가 언어 주체 ‘개인의 생각임을

한정’하고 있다.

(나) 언어 주체의 인식에 대한 환언과 논평

‘-은/는 것이-’60)는 앞 문장의 내용을 화자의 관점에서 해석적으로 환언하여

신정보로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남가영, 2009: 323), 환언과 논평의 표

지로서 대표적으로 언급되어 온 양태 표현이다. 이는 선행절의 내용을 ‘것’으로

명사화함으로써 내용을 대상화(고형진, 2005)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여 텍스트 전체의 응집성을 강화하는 장치로도 드물지 않게 동원되는 표지이

다. 한편 환언은 앞 문장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기술한다는 점에서 일견 독자나

청자에게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어떤 명제와 ‘-는

것이다’가 부착되느냐에 따라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석의 기능을 하기

도 하고 언어 주체의 주장에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설득의 힘을 강화하는 역

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우선 ‘-은/는 것이-’는 가장 많이 추출된 양태 표현으로,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에서 모두 고르게 나타났다. ‘-은/는 셈이-’는 ‘-은/는 것

이-’에 비해 고빈도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은/는 것이-’와 텍스트에서 유사한

60) ‘-은/는 것이’ 는 하나의 단위로서 문법화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NP이다’류의 
대표적인 구문으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는바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추출된 
형식이기도 하다. 신선경(1993)에 따르면 재구조화된 ‘-은/는 것이-’ 구문은 주어가 공
범주로 실현되고 주제어 역시 어휘적으로 실현되어 있지 않은 구성이어서, 정보구조상 
국어 문장을 주제-평언 구조로 이해할 경우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어 있는 문장으
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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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S-2 한국의 정치와 선거에서는 미국(한국과 비슷한 대통령제이며 양당제)

과 달리 중도파 내지 ‘스윙보터’의 영향력이 크게 평가되곤 한다. 미국에서는 민

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가 거의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 때 각 당의 핵심적 목표는 중도파 흡수라기보다 ‘자당 지지

자를 투표장으로 최대한 동원’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이 경우라도 양당의

연성 지지층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양상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만 ‘누가

중도파에게 덜 어그로를 끌었는가’를 ‘누가 자당의 연성 지지층을 덜 화나게 했

는가’로 바꾸면 되는 일인 셈이다.

지금까지 양당은 이른바 ‘부유하는 중도파’를 잡기 위해 겸손함이나 오만하지

않음을 내세워야 했다. 일종의 ‘싸가지’ 경쟁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

을 따른다면 한국의 중도파들이 특별히 ‘싸가지’를 중시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양당이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을 고르게 대변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C-K-3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커질수록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법률이

나 권력분립의 제도적 설계 자체가 아니라 정치인과 관료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

고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이다. 국가와 사회의 상호보완적인 균형에

기반하여 기술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규율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C-S-2와 C-K-3에서도 알 수 있듯 언어 주체는 ‘-은/는 것이-’를 통해 앞 문

장에서 표현한 자신의 견해를 다시 한 번 환언하여 강조하고 있다. 실현태는

다르지만 자신의 견해를 ‘-은/는 것이-’를 통해 명사화, 객관화함으로써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는 것이다’는 인용의 ‘-다/라는’과 결합하여 ‘-다/라는 것이다’로도

사용된다. 주목할 점은 ‘-다/라는 것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NP이다’ 구문의 모

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는 것이다’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응집성을 높이는

장치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 의미기능은 ‘인용’에 가깝기 때문에

‘-은/는 것이-’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C-S-4 많은 형법학자들은 중형이 범죄 예방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본다. 징역

1년형에 처하던 범죄를 10년형에 처한다고 범죄율이 유의미하게 줄지는 않는다

는 것이다. (중략) 사고가 나더라도 그 주원인은 운전자가 아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시야를 방해하는 와중에 예측 불가능한 어린이가 튀어 나온다. 사고

를 줄이려면 운전자 처벌 형량을 늘릴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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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C-S-4´ 징역 1년형에 처하던 범죄를 10년형에 처한다고 범죄율이 유의미하

게 줄지는 않는 것이다. (중략) 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 처벌 형량을 늘릴 게 아

니라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하는 것이다.

.C-S-4의 ‘않는다는 것이다’와 ‘한다는 것이다’에 비해 C-S-4´의 ‘않는 것이

다’와 ‘하는 것이다’가 좀더 언어 주체의 견해가 강하게 표현되는 단언으로 느껴

지는 것은, 인용 표현 사용의 여부에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환언은 언어 주체

의 해석 결과로서 주관성이 투여된 산물이지만, ‘-다는 것이-’는 ‘-은/는 것이-’

에 비해 좀더 언어 주체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의

판단을 타인의 목소리처럼 보이게 해서 자신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 화자는 ‘-은/는 것이-’ 대신 인용의 형식을 응축한 ‘-다는 것이-’를 택할

수 있어 보인다. 이때 화자가 의도하는 바는 객관성 및 중립성, 비관여성의 표

출이거나 명제 내용과의 심리적 거리두기일 것이라 볼 수 있다(남가영, 2009:

321).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는 것이-’와 ‘-은/는 것이-’는 모두 환언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단언의 정도라는 준거를 고려했을 때 두 형식 간의 목소리

의 강도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다는 것이-’는 통사적으로는 인용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 주체가 자신이 인용하는 발화의 목소리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감추는 객관화 전략의 장치로 볼 수 있다.

한편 언어 주체가 모종의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양태 형식이 선택된다.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으로서 해석되는 평가

적 태도는 감정 양태를 담지하는 양태 형식들을 통해 사태에 대한 평가를 한정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35-36)에 의하면

태도는 감정적 반응(affect), 행동에 대한 판단(judgement), 사물에 대한 평가

(appreciation)61)를 포함하는 인간의 정서와 관련되는데, ‘판단’과 ‘평가’가 명확

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평가 이론의 하위 요소는 경계나

범주적 성격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affect, judgement, appreciation

또한 그러하다. 언어 주체가 텍스트에서 대상을 언어화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

과 대상이 늘 깔끔하게 구분되지 않기에, 판단과 평가가 분명한 경계를 짓기에

는 서로 넘나드는 부분이(정혜승, 2013: 296)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의 하

61) 마틴과 로즈(Martin & Rose, 2005: 63-64)에 따르면 감평은 대상에 대한 긍정/부정
적 반응을 표현하는 반응, 사물의 비율이나 상세함 등 구조와 구성에 대한 평가를 표현
하는 구성, 사물의 가치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가치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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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범주의 불명료성을 떠나 ‘평가적 태도’ 그 자체는 어휘와 문법 형식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평가적 태도를 보여주는 어휘는 어휘의 의미 그 자체로

언어 주체의 태도를 보여주지만, 양태 표현은 종결부에 부착되어 명제 전체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분석의 가치가 있다.

C-K-12 “인간에 의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낯설지 않다”라는 어느 작가의 말

처럼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충동을 내재하고 있다. 다만 성장하면서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면서 폭력성이 억제

될 뿐이다.

C-SK-2 그러나 이들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개인으로서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할 뿐이다. 아이를 원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사회적·개인

적 손실을 기피하는 여성(청년)들을 존중하지 않는 저출산 대책은 실패할 수밖

에 없다.

C-SK-1 고등학교 1학년 성적에 따라 사실상 진학 대학의 수준이 결정돼 버

리기에 고2 후반기나 고3 시기의 재도전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들의 대학 진학 기회조차 제한하는 ‘재도전 봉쇄 전형’이다. 다만 극히 일부(약

11%)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른기회입학전형’의 학종만이 ‘착한 학종’이고 예

외적인 ‘흙수저 학종’일 뿐이다. 학종 옹호론자들은 이 학종의 성과로 전체 학종

의 문제를 위장하며 홍보를 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가 설정한 감정 양태 표현은 ‘-은/는/을 노릇이-’, ‘-은/는/을 지경이

-’, ‘-은/는/을 판이-’, ‘-을 뿐이-’ 등이다. 도재학(2014)에서는 부정적 강조의

의미기능을 갖는 우언적 구성으로 ‘-은/는/을 노릇이-’, ‘-은/는/을 지경이-’, ‘-

은/는/을 판이-’로, ‘-기 그지없-’, ‘-기 일쑤이-’, ‘-을 따름이-’, ‘-을 뿐이-’를

중립적 강조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논의한 바 있다. 손혜옥(2016)에서는

감정 양태를 양태 범주에서 배제하면서 감정 양태가 될 만한 우언적 구성으로

‘-은/는/을 노릇이-’, ‘-은/는/을 판이-’, ‘-은/는/을 지경이-’를 언급하고 있어 도

재학(2014)에서 범주화한 감정 양태 표현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텍스트 분석을 거친 결과 도재학(2014)에서

‘부정적 감정’을 부가하는 양태 표현인 ‘-은/는/을 노릇이-’, ‘-은/는/을 지경이-’,

‘-은/는/을 판이-’는 추출되지 않았고, 이보다는 부정적 감정의 정도가 낮은 ‘-

을 따름이-’, ‘-을 뿐이-’만 사용되고 있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칼럼 기사

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을 뿐이-’는 언어 주체가 명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부

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모두 결합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C-SK-2는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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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현상이 여성의 이기심이 아닌 개인적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작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해당 명제에 대해 언어 주체가 ‘긍정적 입장에서 변

호’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반면, C-SK-1의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을

뿐이-’는 각각 언어 주체의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달리 나타나는데, 첫 번

째의 경우 ‘학종(학생부 종합전형) 중 존재의 의의가 있는 전형은 유일하게 ‘고

른기회전형’이라는 점을 한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되었고, 두 번째의 ‘-을

뿐이-’는 ‘학종 옹호론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데에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요컨대 ‘-을 뿐이-’는 명제에 대한 언어 주체의 감정적 태도를 ‘초점

화’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분석 대상으로서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가 모두 공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두 종류의 텍스트 모두 쟁점이 되는 화제에 대한 언어 주체의 분명한

태도 표현을 요구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러한 태도가 독자 및 청자에게 합리적

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장르적 인식이 의사소통 참여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 것이다.

(다) 상황 의존성의 강조를 통한 객관화

화자는 자신의 견해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목소리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게 되-'나 ‘-는 바 있-’과 같이 주로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건의 완결성이나 사실성을 부각하는 의미기능을 담지하는 양태 표현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D-838-S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도 마찰을 빚게 되고 중국하고도 마찰을 빚

게 되는 거죠.

D-838-K 정치는 영원하게 생물이에요. 자꾸 움직이는 것이고 오히려 이번에

자충수를 잘못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더 빨리 생명이 단축될는지도 모른다는 생

각을 하게 되죠.

C-S-9 그러나 이런 해석을 따른다면 한국의 중도파들이 특별히 '싸가지'를

중시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문제의 해김은 양당이 유권자들의 정치 성

향을 고르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각 당에 대해 '정치적 고집'

을 꺾고 시민들의 관점에 귀 기울이는 집단을 선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싸가

지가 중요하다'는 관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C-S-13 역사적 정리의 기회를 놓치면서 불의한 세력에 힘을 실어준 게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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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4- L 우리가 어린이들 다 잘 보고 있는데 특정 어린이집에 특정 보육교

사가 그야말로 돌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아예 다 설치하게 됐죠.

D-827-N 일단 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방법, 또 환

자들에 대한 치료법, 또 질병을 가지게 된 분들이 다시 회복된 이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재발방지 이런 치료기술들을 같이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질병

으로부터 고통 받는 본인과 가족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됩

니다.

한편 ‘-게 되-’는 피동 표현으로 교과서에서 기술되고 있지만, 정작 ‘-게 되-’

가 피동의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어떤 결과나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게 되-’가 미래의 사태에 관한 내용에 사용될 때, ‘상황의 종결점’으로서

의 의미가 더욱 강화된다.

C-S-5 가령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의사가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환경에서

는 전화든 메일이든 웨어러블 장치든 충분히 원격으로 의료 행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D-849-K 사실은 2022학년도만 해도 상당히 변하게 돼요.

C-S-5나 D-849-K의 사례는 모두 ‘-을 것이-’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을 것

이-’에 비해 ‘-게 되-’를 사용함으로써 예상되는 상황이나 결과에 좀 더 집중하

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아/어 버리-’에서 보조 용

언 ‘버리다’가 ‘아쉬움, 부담의 제거, 시원함’ 등의 양태적 기능(이철우, 2018: 14)

을 갖는다는 점으로 인해 ‘-게 되-’에 비해 결과에 대한 언어 주체의 단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보여준다.

D-838-K 일본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 보면 의사록을 보게 되면 독립축하금이

다, 이런 식으로 돈을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배보상금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

요. 해놓고 그 협정 문서에 보게 되면 양국과 양국 국민 간애 모든 청구권은 다

종결돼 있다, 이렇게 해 버렸어요.

김용군(2014: 355-356)에서는 세종말뭉치에서 ‘버리다’의 분포 상황을 살펴본

결과 본용언이 173개이고 보조용언이 832개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미 ‘버리다’가 본용언의 기능보다는 보조용언의 기능으로 더 많이 쓰이고,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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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조 용언 ‘버리다’를 인

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한 이철우(2018)에서도 ‘버리다’는 그 행위 이후의 결

과에 대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에 대한 감정이나 기분을 보조

용언으로 사용할 때 환유적으로 투사하고 있어서 행위 속에 어떤 지속이나 유

지가 포함되고 있는 동사와의 결합은 제약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할 수 있다.

한편 ‘-는 바 있-’은 신문 텍스트에 고빈도로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많은 연

구들이 ‘-는 바 있-’이 같은 객관성 내지 사실성의 강조와 같은 의미기능에 주

목해 왔다.

C-S-2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싸가지 없는 진보〉(2014)라는 저서에서, 정

권교체를 위해서는 ‘싸가지’ 경쟁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지금 시점에

서는 보수 우파가 편협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싸가지 없는 보수’가 됐다고 평가

할 수 있다. 최근 있었던 김무성 의원의 보수 유튜버에 대한 일갈 역시 ‘싸가지

재무장’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하상응 서강대 부교수와 이보미

씨가 2016년 총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두 지표를 측정하여 2017년에 논문을 발

표한 바 있다.

C-S-9 텔레비전에 소개된 맛집들이 밥값을 차츰차츰 인상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본 바 있다.

D-831-Y 대학생 유혜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4

월 홍익표 민주당 대표께서 현 20대 세대가 현 정부에게 지지를 많이 보내지 않

는 이유가 그들이 10대 때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

다.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고 많은 20대들에게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텍스트에서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니는 ‘-었었-’과 ‘-은/는 바 있-’의 상보적

사용에 대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문숙영(2008)이다. 그는 15편의 뉴스 보

도문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상황이 역순으로 배열될 때 사용되는 ‘-었었-’이 유

독 뉴스 보도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그 자리에 대신 ‘-은/는 바 있-’이 사

용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제민경(2013: 188)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

문 텍스트의 화자는 많은 경우 ‘-었었-’이 아닌 ‘-은/는 바 있-’을 선택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그 원인을 신문 텍스트가 지니는 ‘장르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었었-’의 의미기능은 사건을 경험하여 독자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

와 맞물려 있으며 보도 텍스트에서 ‘-었었-’이 아닌 ‘-은/는 바 있-’의 화자는

‘발화시 현재’에서의 ‘관찰자’이자 ‘사건을 조망하는 자’(제민경 ,2013: 195)로서

해당 사태의 ‘사실성’을 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는 바 있-’은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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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보인 것처럼 토론 담화와 칼럼 기사에도 사태의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흔히 동원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언어 주체의 청자 지향적 태도는 화자가 자신의 입지를 축소함으로써 화자

의 입장이나 견해에 대해 청자가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해석자가 언어 주체의 입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현으로

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 주체가 사용하는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의 전략으로

언어 주체가 자신의 입장이나 목소리를 완화하기 위한 유보 전략, 언어 주체가

제시하는 사실적 정보를 주관화하는 전략, 텍스트 진행을 안내하고 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지원하는 전략으로 유형화하였다.

(가) 언어 주체의 입장 유보

양태 표현의 유보적 기능은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을 만큼 합의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설득적 글쓰기나 논증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현

에 관한 선행 연구들 중 필자의 견해를 완화적으로 표현하는 헤지(hedge) 표현

에 관한 것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을 것이-’, ‘-을 수 있

-’과 같은 우언적 구성들이 설득 텍스트에서 유보 표지로 기능하는 양상에 대

해 살핀 것들이 많다(신명선 2006, 염재상 1999, 안주호 2004 등). 본 연구에서

진행한 텍스트 분석의 결과도 선행 연구들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유보 표현을 통해 언어 주체가 자신의 견해나 태도를

어떤 위치로 설정하는지, 또 이러한 의도를 해석하여 완화적 표현이 ‘목소리의

완화’ 측면에 있어서 일련의 정도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추측과 가능성의 양태 형식들이 전반적으로 유보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로 완화하느냐는 양태 형식별로 차이를 보이기에,

이를 완화의 강도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는 이지연(2018)과 황주하

(2018)에서 ‘개연’의 문법 항목을 양태 강도와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과도 관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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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개연’ 문법 항목의 양태 강도와 특성(이지연, 2018: 130)

강효경(2019)에서는 설득적 글쓰기에 나타나는 양태 표현을 체계화하면서

<표 34>에서 체계화한 이지연(2018)의 논의를 받아들여 ‘확신’의 정도성을 확연

-개연-막연으로 보고, 그에 따라 양태 부사와 우언적 구성의 양태 표현 체계를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 참고가 된다.

<표 35> 확신의 정도성에 따른 양태 표현 분류(강효경, 2019: 104)

확신의 

정도성

강
확실, 당위, 필연을 나타내는 부사(‘마땅히, 필연적으로’ 등)와 

확연의 추측 표현(‘-은/는/을 게 틀림없다, -을 리 없다’등) 등

중

간

추측을 나타내는 부사(‘짐작컨대, 추정컨대’등)와

개연의 추측 표현(-겠-, -을 것이다, -을 것 같다 등) 등

약
가정을 나타내는 부사(‘만약, 행여나, 가령’ 등)와

막연의 추측 표현(‘-(은)지/는지/(을)지 모르다’ 등) 등

강효경(2019)에서 양태 표현 분류의 준거점으로 삼은 ‘확신의 정도성’은 언어

주체의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는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이 독자

및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이 사용된

텍스트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우선 본 연구가 분석한 칼럼 기사에서 완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 표현은

‘-을 수 있-’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을 것이-’, ‘-은/을 듯하-’, ‘-은/는

가 싶-’, ‘-은/는 것 같-’ 도 드물게 사용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62) 학술 텍스트에서의 '-겠-'의 용례는 주로 필자의 행위 의지에 대한 용례가 있고 인식
적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는 '-다고 하겠다'의 용례 정도만이 나타난다. '-다고 하겠다'
에서의 '-겠-'의 의미는 의지나 추측보다는 공손과 완화의 '-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윤진(2015)에서도 학술 텍스트의 '-겠-'이 다른 장르에서의 기능과는 달리 인지적 완화 
표현으로 사용됨을 지적한 바 있다. 

구분 기준 양태 강도의 구분 기준

양태 강도 및 문법 항목 긍정/부정 

명제의 

양립 불가

추측 근거 

필요

주체 

추측
양태 

강도
문법 항목

1(강)
-겠-62), -(으)ㄹ 것이다, -(으)ㄹ 터이다, 

-(으)ㄹ 법하다, -(으)ㄹ걸
+ + +

2
-(으)ㄴ/는/(으)ㄹ 모양이다

-(으)ㄴ가/는가/(으)려나 보다
+ + -

3(약)

-(으)ㄴ/는/(으)ㄹ 것 같다, -(으)ㄴ/는/

(으)ㄹ듯하다, 

-(으)ㄴ/는/(으)ㄹ 성싶다

- - +



- 130 -

C-S-5 유관 업계 처지에서는 한국 기업이 원격의료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 결국 내수 생태계가 필요하고, 이는 곧 신성장동력을 찾는 정부

의 최근 상황과 이해 관계가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원격의료 유관 산업은

결국 IT산업이 중심에 설 터인데,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문

제도 불거질 수 있다.

C-S-5의 ‘볼 수 있다’와 ‘불거질 수 있다’는 가장 전형적으로 등장한 완화적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유관 업계 처지 - 정부의 최근 상황과 이해 관계가 맞

았다’라는 부분은 필자가 모종의 사태에 대해 논평한 것으로, 자신의 판단에 대

한 독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태 표현 ‘-을 수 있-’63)64)과 ‘-다고 보

-’의 투영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강한 정도의 완화적 표현을 사용한다. 이

후 언어 주체는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

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언어 주체가 우려를

표명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에 ‘-을 수 있-’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평소 추측의 인식 양태 표지로서 완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

표적인 표지로 간주되어 왔던 ‘-을 것이-’는 완화적 기능보다 어떤 상황을 가정

63)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을 수 있-’와 ‘-었-’이 결합한 형태는 완화적 표지로 간주하지 
않았다. ‘-을 수 있-’ 구성은 ‘-었-’이 결합할 때 반사실성(irrealis)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완화적 표지라기보다는 상적 의미도 같이 담지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
문이다. 염재상(1996)에서는 양태 표현 앞에 결합하는 ‘-었-’은 완료라고 보고, 뒤에 결
합하는 ‘-었-’은 과거 시제로 보았다는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64)  설문조사의 결과나 통계적 수치 양상에 관해 기술한다거나 법률이나 규율에서 한정하
는 권리의 범위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을 수 있-’와 같은 표현이 청자 지향적 전략으
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 확률의 정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 사용되
는 '-을 수 있-'은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통계 수치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결
과는 무엇이다’라는 의미에 해당하지 자신의 주장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최경봉 외, 
2017: 157-158). 또한 법률상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언급할 때의 ‘-을 수 있-’ 또
한 필자의 주장을 완화하는 표현이 아니라 명제에서 규정하는 허용 가능한 행위의 영역
을 한정해 주는 의미기능을 수행한다.  

C-S-11 회사는 취업규칙에 '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
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중략)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신용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C-S-11에 나타난 ‘-을 수 있-’의 경우 회사나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나 법적
인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내용에 ‘-ㄹ 수 있-’이 부착된 것으로 해당 양태 형식을 통해 
상벌의 허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확률을 담지한다. ‘-을 수 있-’의 의미기능에 대해 
논의한 염재상(1999)의 논의에 따르면 C-S-11과 같은 경우 필자와 독자의 인식이 가능
하거나 인식할 능력이 있음을 객관적 조건과 같이 기술함으로써 사태를 보다 객관적 사
실과 같이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을 수 있-’의 이러한 의미기능에 대해 본 연
구는 이것이 화자나 청자를 지향하는 모종의 전략이 아니라 다루는 화제에 따른 의미기
능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은 장르성 차원에서 논구할 수 있는 것이지 독자나 청자에 
대한 전략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연구의 논의를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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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추측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

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용 빈도의 차이는 ‘-을 것이-’가 ‘-을 수 있-’에 비해

완화적이라기보다는 단언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C-S-5′ 원격의료 유관 산업은 결국 IT산업이 중심에 설 터인데,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문제도 불거질 것이다.

C-S-5에 비해 C-S-5′는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언어 주체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황주하(2018: 97)에서 추측 표현 중에

서 ‘-을 것이-’의 의미자질로 [+거의 확신]을 언급하는 논의를 참고해 볼 수 있

다.

한편 ‘-은/는 것 같-’은 추측 표현 중에서도 양태 강도가 가장 약하다거나(이

지연, 2018), 확신의 정도성이 가장 낮은 ‘막연’의 추측 표현(강효경, 2019), [-보

편성], [개연성 추측], [감각경험, 주관적 근거]의 자질을 갖는 우언적 구성(안주

호, 2004)로 논의되면서 논증 텍스트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간주되어 왔

다. 특히 황주하(2018: 88)에서는 ‘-은/는 것 같-’에 대해 ‘화자의 내적 상태 판

단’이라는 의미자질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타인이 관찰할 수 없는 화

자만이 지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판단할 때 ‘-은/는 것 같-’가 사용된다는 점

을 지적한다. 추측 표현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판단이나 믿음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화자 자신이 자신에게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특별한 쓰임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판단의 근거가 화자의 ‘직관’일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황주

하, 2018: 88). 따라서 강효경(2019: 99)에서는 ‘-은/는 것 같-’과 같은 표현은

‘화자의 내적 상태 판단’이라는 의미 자질로 인해 설득 목적의 글에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조진수 외(2015)에서는 학습자의

논증 텍스트에 등장하는 ‘-은/는 것 같-’에 대해 추측의 양태 표지인 ‘-은/는 것

같-’이 주관적, 관여적 어조로 사용되면서 학습자들이 비관여적 어조를 통해 자

신의 주장을 객관화하여 드러내는 논증 텍스트의 장르성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는 점, 호명된 독자를 수신된 독자로 착각하여 논리적 필자로서의 정

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본 연구의 분석 자

료인 칼럼 기사와 논증 텍스트의 격식성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언어 주체

의 목소리를 주관화하여 드러내기 쉬운 칼럼 기사의 경우 ‘-은/는 것 같-’의 쓰

임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사 전문에서 ‘-은/는 것 같

-’이 고빈도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필자 목소리의 완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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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은/는/을 듯하-’ 또한 언어 주

체의 목소리를 약화시킴으로써 독자의 판단 영역을 넓혀 주고 있다.

C-S-9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정책이다. 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저소득층 가계에 ‘푸드 쿠폰’을 지급하는 일부터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대적

인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일, 더 나아가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에게 긴급자금

지원을 하는 일까지 재정이 투입될 곳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중략) 경

기하강 위험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재정정책 시행이 지체되는 이유는 대규모 재

정정책 시행으로 정부부채 규모가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크게 하향되는

등의 곤경에 처하리라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대거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한국만 ‘유독’ 재정 여

건이 악화되리라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스트레일리아인

데, 이 나라는 제로금리 정책을 펼친 데 이어 정부가 발행한 국채금리의 상한을

0.25%로 통제하는 등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론 피치를 비롯한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하

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적극적인 재정정

책에 대한 경고라기보다 이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임을 보

여주는 징후로 해석하는 편이 올바를 것이다.

C-S-9의 경우 언어 주체는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보적 표현 ‘-을 수 있-’를 사용하고, 이후 정부가 재정 투입

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추측하는 부분에서는 ‘-은/을 듯하-’를

사용하고 있다. 이때 ‘-을 수 있-’에 비해 ‘-은/을 듯하-’가 사용된 문장의 내용

이 필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정부

의 재정 정책이 소극적인 이유’는 오로지 필자 개인의 생각이며 실제로 정부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정보 신뢰성의 차이에서 원천

적으로 비롯되기도 한다. 혹은 필자는 정부의 의도를 ‘사실로서’ 알고 있지만

정부와의 관계나, 자신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독자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으로서의 필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신뢰도를 일부러 낮추는 전략으로서

가장 낮은 확신성의 추측 표현인 ‘-은/을 듯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더하여 ‘이러한 우려는 지나친 것이다’라는 필자의 평가는 ‘-으로 보

이-’를 통해 완화적으로 표현된다.

마찬가지로 아래 칼럼 기사에 사용된 ‘-은/는 것 같-’, ‘-은/는/을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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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주체의 판단을 주관화함으로써 언어 주체의 발화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 기사는 심층 취재 기사로 설문조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언어 주체가 이를

해석하고 논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는 객관적 사실로

서 존재하기에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에는 양태 표현이 결합하

지 않았지만, C-S-1과 같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주체가 해석이

나 논평을 수행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양태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다.

C-S-1 코로나19 국면은 특정한 제도가 아니라, 공적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

를 끌어올리는 것 같다. 이것은 중요한 변화다. 장덕진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

에서 공적제도 신뢰가 ‘U’자 모양 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위

주의 시절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서 정부를 신뢰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중략)

공적제도 신뢰만 놓고 보면, 우리는 U자 곡선의 덫을 마침내 빠져나와 오른쪽

꼭대기를 오르는 중일지 모른다. (중략) 감염병은 우리가 더 큰 공적제도 효능

감을 느껴서 더 적극적인 시민이 되도록 만드는 동시에,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더 보수적이고 내부 지향적인 시민으로도 만드는 것 같다. 효능감 경로와 시스

템 정당화 경로는 둘 다 뒤엉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감염병은 평등한 동시

에 불평등하다. (중략) 하지만 어쩌면, 재난의 원래 속성이 그럴 수도 있다. 재난

은 각자도생의 욕망과 서로 돕고자 하는 연대의식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 것 같

다. 미국의 위대한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이지만, 모든 전쟁이 더 나은 시

민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C-S-1에 등장하는 ‘-은/는 것 같-’과 ‘-은/는/을지 모르-’는 상론한 바와 같

이 추측 표현 중에서도 확신의 강도가 낮은 표현에 해당된다. 언어 주체는 설

문 조사의 결과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해석 결과에 대해 일관되게 강도

가 낮은 추측의 양태 표지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점은 자신의 논평을 추측의

양태 표지를 사용하여 드러낸 후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는 양태 표지를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언어 주체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독자의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근거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높아 보이게끔 하는 문장 구성을 통해 전체적으로 필자의 태도를 독

자가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은/는 것 같-’은 칼럼 기사에 비해 토론 담화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빈

도로 출현하여, 구어 사용역에서의 대표적인 유보적 태도 표지로 볼 수 있겠다.

D-834-W 최저임금은 아직도 수용성이 높은 반면에 최고임금에 대해선 좀 국

민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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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31-L 어떤 조직이든지 국가시스템을 포함해서 관성에 저희가 저항하는

건 중요하고 제가 조 선생님의 책에서 흥미롭게 읽었는데 아마 김종인 씨의 이

야기를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 저희가 2만 불 시대인데 뭔가 시장을 민주화

하면 5만 불, 6만 불 금방 갈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부분에

서 제가 동의합니다. (중략)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에 어떤 방점을

지금 바꾸겠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직접적인 구조, 임금을 높여준

다 이런 거였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지는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 어떤 거래

가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지느냐 쪽으로 좀 더 방점을 둔 것 같아

요.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토론 담화에서 ‘-은/는 것 같-’은 ‘최저임금은 논

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완화하는 표지로도(D-834-W), ‘(상대방이) 김종

인 씨의 이야기를 소개했다’라는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양태 표지로

(D-831-L)도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은/는 것 같-‘이 고빈도로 출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은 구어로서 상호작용성이 높은 토론 담화가 갖는 장르적 특

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자가 실재하는 경우에는 언어 주체가 자

신의 견해를 모종의 대화적 전략을 통해 표현하는지의 문제보다, 대화 참여자

인 청자가 화자의 견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더 크게 개입한다.

이를 공손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측의 인식양태 표지의 사용

국면에 있어서 양태의 강도가 강한 인식양태 표지라고 해서 공손성 효과가 약

하고 양태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공손성 효과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체면

손상 위협의 정도가 높을 때는 양태 강도가 약한 것이 공손하게 느껴질 수 있

다. 반면 체면 손상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는 양태 강도가 다소 높은 표지

도 허용되고, 오히려 양태 강도가 너무 낮은 표지의 사용은 청자에게 무책임하

게 느껴져 적절한 공손성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손혜옥, 2016: 218).

(나) 언어 주체의 견해와 사실적 정보의 주관화

언어 주체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더라도 그 전략은 다양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논증의 방식을 통해 설득을 시도하느냐, 감정적 호소를

통해 설득을 시도하느냐의 전략에 차이를 보이지만, 결국 그 목표는 설득에 있

다. 따라서 언어 주체가 자신의 견해나 자신이 제공하는 근거를 객관화하는 기

제를 사용하여 설득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신의 견해에

대한 무게감을 덜고 청자의 입지를 확장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설득을 시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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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다.

언어 주체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때 소망의 의미기능을 갖는 양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오히려 약화시킨다. 이는 주로 해당 우언적 구

성이 어휘의 본래적 기능을 갖고 있는 데서도 비롯된다. 특히 ‘-면 좋겠-’은 ‘좋

다’가 갖는 심리 형용사로서의 특성 때문에 언어 주체의 주관적 평가의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D-850-P 저는 좀 더 연구해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D-879-K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왜냐하면 작년에 미리 판 사람

들은 뭐가 되냐고요. (중략) 일관성 있게 하고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D-838-S 역사 문제에서는 아마 단호하게 말씀하실 것이고 (중략) 그 정도 하

시면 저는 만족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 생각을 어떤 방향으

로 작성되었으면 좋겠느냐 여쭈셨기 때문에 하면 저는 일본한테 더 이상 돈 문

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으면 좋-’은 소망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인용한 사례와 같이 ‘-겠-’과 거의

필연적으로 호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명제가

갖는 미래의 시간적 속성과 추측의 인식 양태가 담화적으로 갖는 완화적 기능

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좋겠-’의 형태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

다.

D-850-P´ 저는 좀 더 연구해서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D-850-P를 D-850-P'와 같이 바꿔 표현했을 때 ‘-아/어야 하-’가 갖는

단언적, 확신성의 높은 태도와 ‘-다고 보-’와 같은 객관화, 완화적 표현으로 인

해 ‘-으면 좋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언의 강도가 높은 표현으로 독자/청자에

게 인식될 것이다. 또한 경쟁적 언어 수행이라는 토론 담화의 장르성을 고려한

다면 ‘-아/어야 한다고 보-’가 더 적절해 보일 수 있다. 논증이 중심이 되는 토

론 담화에서 언어 주체는 대체로 자신의 목소리를 조절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으

로 보이게끔 자신의 태도를 표현하는데, 그에 비하면 ‘-으면 좋겠-’은 상대적으

로 매우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어서 일견 토론 담화의 장르성과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토론 담화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토론의 긴장은 완

화하는 표현으로서 ‘-으면 좋겠-’이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 대체로 토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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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으면 좋겠-’ 형태가 나타날 때에는 그 앞 발화에서 토론의 진행자가

언어 주체의 의향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상황에서

고빈도로 등장한다. 이는 언어 주체가 표현하는 사태에 대한 인식이나 감정에

대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 가능하다.

‘-으면 좋겠-’은 칼럼 기사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고, 유사한 기능을 ‘-으

면 하-’와 ‘-고 싶-’의 형태로 대신하고 있다. 토론 담화에서 나타났던 ‘-면 좋

겠-’도 언어 주체가 자신을 모종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등장하는데, 칼럼 기사의 필자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

라는 명목으로 ‘-으면 좋겠-’과 같은 형식을 가져 왔을 경우 완전히 ‘개인적인

글’, 다시 말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언어 주체의 고민이 다소 가벼워지게끔 만

드는 문제를 낳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좋겠-’에서 환기되는 부정확성, 불

명료성, 지나치게 열려 있는 가능성과 같은 의미기능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완화적 태도가 아닌 무책임한 태도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해 ‘-으면 하-’나 ‘-고 싶-’은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에 모두 나타나

서, ‘-으면 좋겠-’에 비해 매체를 구분하지 않고 언어 주체의 소망을 다소 부담

없이 담백하게 드러내는 형식으로 동원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SK-2 이쯤에서 ‘단칸방에서 출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라떼

훈수’를 두고 싶어지는 분들께는 “동굴에서 잠을 자던 원시인들도 행복은 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C-S-10 우리의 인내와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학기(혹은 다음

학기에도 계속될지 모를) 온라인 수업의 경험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한

다.

D-879-K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그 가격은 사실은 거의 유동성 장사라고 보이

고요.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부의 정책목적이 집값 잡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이고 이게 정부정책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질문

을 던지고 싶어요.

D-838-S 다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 앞서 남기정 교수께서 말

씀하신 강제징용의 해법카드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

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늘 지혜가 모아졌으면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고 싶-’의 경우 명제와 직접 결합하기보다는 주로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와 같이 명사화 보문 구성을 보이



- 137 -

거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와 같이 언어 주체의 견해를 직접적으

로 드러내는 문장의 앞뒤에 절의 형태로 이어지는 모양새를 보인다. 이에 대해

신희성(2019: 129)에서는 체계기능 언어학의 양태 유형을 받아들여 이러한 문장

구성의 형태를 ‘은유적 양태’65)로 처리하고, 은유적 양태는 본래 문법적 형태나

우언적 구성과 같은 준 문법적 형태에 의해 절 부가적으로 실현되는 양태 의미

를 하나의 분리된 절 단위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념적 의미

를 가지게 된다고 기술하고 있어 본 연구에 참고가 된다.

한편 ‘-거든(요)’은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적 정보를 객관화하기보

다 오히려 주관성을 높이는 기제로서 사용되는 독특한 구어 양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거든(요)는 구어 사용역에서만 출현하므로 특히 토론 담화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주목할 만한 점은 ‘-거든(요)’이 구어 사용역에 고빈도

로 나타나는 특성상 상호 작용성이 낮은 칼럼 기사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

고, 토론 담화에서는 매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는 점이다.

‘-거든(요)’은 반말체 종결어미로서 연구 초기에는 감탄적 용법만이 강조되

어 온 면이 있다. 고영근(1976/1989: 320)에서는 “화자가 문장을 감탄적으로 강

조하면서 끝맺을 때” 쓰인다고 했다. 박재연(2019)에서는 ‘-거든(요)’의 양태 의

미에 대해 이미 화자에게 내면화된 확실한 정보를 청자는 아직 모르고 있다고

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때로는 ‘-거든(요)’가 청자가 모르는 사실

을 화자가 알려 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발화 상황

에 따라서는 공손성의 표지가 아니라 청자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하기도 한다.

이종철(2002)은 어떤 사태가 이유로서 타당한지 여부를 청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예의에 맞는 상황 아래 사용되는 ‘-거든(요)’은 오히려 공손과는 반대의

효과를 청자에게 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는 공손의 반대 효과, 즉 청자에게 부정적 인

65) 신희성(2019: 130)에서는 대인적 기능을 형성하는 ‘-다고 생각하-’의 외재적 주관화 
방식의 정도를 아래와 같이 주관화의 정도에 따라 보여주고 있어 유의미하다. 

    이는 양태의 영역을 ‘언어 주체의 목소리 조절’과 관련하여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다만 이러한 기술 방식은 문장 구성의 잠재적 선택항이 이외에도 더 존
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수직선상의 예시들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가능태의 결과물보다는 이러한 가능태를 구성하는 ‘요인’에 천착
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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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환기하는 ‘-거든(요)’은 나타나지 않았다. ‘-거든(요)’의 부정적 효과는 화

자가 청자보다 손아랫사람인 경우 나타나는데, 우선 토론 담화의 참여자들 간

에는 상하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해 논구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거든(요)’은 언어 주체의 주관적 견해와

언어 주체가 동원하는 사실적 정보 모두에 결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본 연구

는 특히 정보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거든(요)’이 결합하

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D-829-진 사실은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했었던 직장

에서 그만두는 나이가 평균 49세로 나왔거든요.

D-829-W 최고임금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면 사실은 있는 게 좋아요.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해서 너무 위에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니까 그 한 사람 가지고

몇 십 명을 할 수 있게 하자 라고 논의는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일부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

D-827-K 저는 WHO에서 이런 사안을 다룰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기쁜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게임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외국도 다르

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D-827-K는 화자의 주관적 견해와 결합한 ‘-거든

(요)’이고, 다른 두 개의 사례는 언어 주체가 제공하는 사실적 정보에 결합한 ‘-

거든(요)’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채영희(1998：176)는 ‘-거든(요)’이 화

자의 경험 사실 확인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정보 제공’의 기능을 하며, 발화행

위의 층위에서는 말할 이 자신의 ‘발화 동기와 이유를 설명’한다고 본다. 구현

정․이성하(2001)에서는 종결 어미 ‘-거든(요)’이 ‘문장의 진실성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반영하는 표지로, 화자가 정보를 자원하여 제공할 때에나 상황

에 대한 평가,청자에게 조언을 자원할 때와 같은 경우에 ‘-거든(요)’을 자주 사

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화자의 주관화된 진실성’의 측면에서 정보력을

약화시키고, 이에 따라 청자에 대한 수용 부담이 감소되면서 담화상에서 정중

어법의 하나로 쓰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장경현(2010: 195)에서도

‘-거든(요)’이 결합된 문장이 청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오

히려 '-거든(요)'가 통합한 문장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제시되지 않고 화자의 지

식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여 청자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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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있다. ‘-거든(요)’가 토론 담화에서 주관화 기제를 통해 완화적 표지로서

사용되는 것은 ‘결합하는 사실 정보’를 청자에게 어떻게 거부감 없이 알려주느

냐를 고려함으로써 동원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토론 담화에서

토론 참여자는 상대방의 견해를 서로 반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설득해야 하

는 역할을 부여받는데, 이때 상대방이 모를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자신의 주장

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실 정보의 토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일종의 무

기가 되므로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토론 참여자에게는 위협적인 정보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사실적 정보에 ‘-거든(요)’를 결합하는 것

은 상대방이 토론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제거하면서도 상대방을 설

득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 된다.

‘-거든(요)’에 더하여 ‘-잖아요’도 구어 담화에서 선호되는 양태 어미로, 토론

담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거든(요)’ 는 청자의 ‘미지가

정(박재연, 2018, 2019)’이라는 양태 의미성분을 가지므로 청자 입장에서는 신정

보가 되는 명제에 주로 결합했다면, ‘-잖아요’는 청자도 알 가능성이 높은 정보

나 사태와 결합하면서 화자가 청자와 자신의 견해에 대한 전제나 관점을 공유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사용된다.

D-827-K 저는 WHO에서 이런 사안을 다룰 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기쁜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게임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D-879-J 글쎄요. 학문적으로 엄밀하게 밝히긴 어려운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치면, 저는 크게 보면 하나는 거세경제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낮은 영향이 하나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는 정부정책의 패키지가 또는

정책 사이에 순서가 굉장히 잘못된 탓도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 국어에서 ‘-잖-’은 주로 부정 표현 ‘-지 않-’의 단순한 음운론적 축약인

경우, 낱말의 일부가 된 ‘-잖-’(‘점잖다, 같잖다’ 등), 그리고 의문형 종결 어미에

선행하여 독특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잖-’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할 수

있으며(손세모돌,1999：213), 본 연구에서는 세 번째 종류의 ‘잖-’이 결합한 ‘-잖

아요’가 고빈도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코퍼스를

활용하여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기능을 구별하여 소개하는 강현화(2009)의 논

의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잖-’이 확인을 통한 강조, 새 정보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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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의문, 동조를 구함, 못마땅함, 비난, 깨달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오현아,

강효경 2015: 95-98). 분석한 토론 담화에서 ‘-잖아요’는 주로 ‘새 정보의 제시’

와 ‘동조를 구하는’ 의미기능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D-827-K에서는 ‘게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 명제에 ‘-잖아요’를 결합시키면

서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화 해야 한다’라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

고 있다. 이때 ‘-잖아요’를 결합함으로써 언어 주체가 대화 참여자나 제3의 청

중인 시청자들에게 자기 입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D-879-J는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 학문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라고 하면서 전문가로서 견해를 표명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이 부

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점에 대해 대화 참여자 및 시청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잖아요’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잖아요’와 같이 ‘-지’ 또한 화자의 내면화된 인식을 담지하는 양태 형

식으로서 토론 담화에서 청자와 화자 간에 암묵적으로 공유된 전제에 대해 재

확인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강화하는 표지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D-838-S 사실 정치권에서 여야 싸우면 답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베 정부가 이것을 안 하면 아베 다음 포스트 아

베를 우리가 상대하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일본의 양심 세력과 끊임없이

교감하고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이고 외교적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선 우리가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죠.

사실은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 분도 안 계시

다고 생각해요. 불법인 거죠. 다만 그것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그게 별개의 문제고 아마 저 간 나오토 총리 담화도 그 자체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저렇게 돌려 말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

성이 높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전에는 상대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법적 책임

을 지우긴 어렵죠.

‘-지’는 ‘-잖아요’와 마찬가지로 화자가 발화하는 내용을 청자가 알 것이라고

가정할 때 동원되는 양태 어미이다. 따라서 맥락에 따라 ‘-지’는 체면을 위협하

는 양태 어미가 되기도 하지만, 본 연구가 분석한 토론 담화에서 ‘-지’는 화자

가 자신의 입장이나 논평에 대해 청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가정함으

로써 청자와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전제를 공유하고 이를 자기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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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텍스트 진행 안내 및 이해 지원

언어 주체는 독자 내지 청자로 하여금 텍스트가 어떤 진행 양상을 보이는지

안내하는 표지를 곳곳에 사용한다. 이는 크리스모어 외(Crismore et al., 1993)

의 ‘텍스트적 기능’으로도 실현되며, 이슬비(2016)에서는 이를 필자 태도의 하위

범주 중 상호작용적 태도 범주로서 독자에게 텍스트의 진행을 안내하는 ‘독자

지원’ 기능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정혜승(2013: 229)에서도 이를 ‘독자 이해도 제

고 전략’으로 개념화하면서, 독자가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여 필자와 원활

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략임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텍스트 진행 안내와 관련한 표지들에 대해서는 학술 텍스트와 같이 전

형적인 구조를 가진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주로 거시 구조

가 이동하면서 이동을 안내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하이랜드(Hyland, 1998b)

의 용어로는 이를 ‘내적 조응 표지어(endophoric marker)’로 개념화할 수 있다.

문법교육에서도 ‘담화의 기능’이나 ‘담화의 구성 요소’ 와 같은 교육 내용과 관

련하여, 양태 표현이 아닌 지시, 대용, 접속 표현이라는 텍스트 구조 표지를 중

심으로 이 기능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

듯, 특정한 양태 표현은 텍스트의 진행 방향을 안내하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D-849-J 지금 여기 보세요. 전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을 보면 77%입니다. (중략) 이게 과연 기회가 공정한 수능인가에 대해서 제

가 문제제기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D-829-P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 일해야 하는, 현재부터 논의해야 하는 그런

문제인 거고 기업부담 말씀하셨는데 일본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일본 경우 2009년만 해도 일단 청년들이 내가 일하고 싶은데 강제로 내쫓으려

고 해요. (백분토론829_정년연장_고령화해법인가 세대갈등인가, Pos. 53-54)

C-S-2 본 연구소는 여력이 된다면 정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이 글에서 제시

된 가설들을 검증해보려 한다.

D-849-J에서도 알 수 있듯 텍스트 분석 결과 토론 담화와 칼럼 기사 모두에

서 ‘-겠-’은 텍스트 진행 안내의 표지로서 매우 높은 빈도로 추출되었다. 교과

서에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기술되는 ‘-겠-’은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의

표지로 전혀 선택되지 않았다. ‘-겠-’은 토론 담화에서는 ‘-겠죠’나 ‘-ㄹ 수 있겠

다’와 같이 다른 양태 표지와 함께 선택되면서 언어 주체의 명제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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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보하는 표지로서 고빈도로 사용되었고, ‘-겠-’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제시한 사례와 같이 토론 담화에서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할 때 쓰는 ‘오늘 출

연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와 같이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였다. 이때 언어

주체는 추측의 주체가 아니라 정해진 미래의 사건을 전달하는 입장에 서 있다

고 볼 수 있다. 임동훈(2001:117)에서는 바이비 외(Bybee et al., 1991:19)에서의

언급을 인용하여 미래 시간에 대한 단언이 표현된 것이라 하여 미래를 나타내

는 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손혜옥(2016: 75)에서는 ‘-겠-’이 특정 사용역에서

관습화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고, 격식적인 공적 발화에서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토론 담화에서 고빈도로 나타났던 ‘-을게(요)’는

의지의 행위 양태 표현으로서 D-829-P의 사례와 같이 앞으로 발화자가 어떤

내용을 말할 것인지에 대해 안내하는 표지로서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려고 하-’도 드물게 사용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ㄴ ‘-고자 하-’는 추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현

상에 대해 문병열(2007:98)에서는 ‘-고자 하-’가 ‘-려고 하-’보다 더 문어적이고,

그것을 논문에서 ‘-고자 하-’ 구성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다고 한 바 있다. 손혜옥(2016)에서는 실제 학술적 텍스트를 모아 놓은 ‘학술’

사용역에서 ‘-고자 하-’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논구하면서 ‘-고

자 하-’가 ‘-려고 하-’보다 문어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출현 빈도로 따져

보았을 때 ‘-고자 하-’는 ‘-려(고) 하다’보다 전체 사용 빈도는 낮지만 ‘학술’에

서의 사용빈도는 ‘-려(고) 하다’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2.3. 칼럼과 토론 담화에서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조정 양상

본 절에서는 2.2.에서 상세화한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들이 어떻게

선택되고 조정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2.2.가 개별 전략들의 실현태와 의미기

능에 대해 논구한 것이었다면, 2.3.에서는 개별 전략들이 텍스트 층위에서 언어

주체에 의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택되거나 배제되는지, 전략 선택의 양상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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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제 특성에 따른 전략 조정

화자 지향적 전략과 청자 지향적 전략은 크게는 단언와 유보, 객관화의 주관

화를 준거로 나눠볼 수 있다. 또한 양태 표현 자체가 아예 선택되지 않기도 하

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 조정의 기준 중 하나로 양태 형식이 결합하는 명

제의 속성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명제의 속성에 따라 전략이

선택되고 조정되는 기제를 구체화하기로 한다.

(가) 사건의 실현성 여부에 따른 조정

본 연구는 단언-유보의 차이를 기준으로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현을 분석

했을 때, 언어 주체가 모종의 사태에 대해 ‘판단’ 내지 ‘해석’하는 경우에는 대체

로 유보적 양태 표현을, 사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언적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상황의 실현 가능성과 언어화에

대한 부담량의 차이로 해석 가능하며,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 모두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칼럼-전문가-한일 관계] 지난해 7월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결과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

태를 통해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도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중략)

경제산업성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관저가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했

다는 것이다. 그것도 자유무역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틀

뒤인 7월 1일 발표했고, 이는 7월 4일 참의원 선거공시를 앞둔 시점이라 일본 내

여론도 의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이자 일본 의존도가 높은 3개 품목을 수출규제하게 되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핵무기와 생화

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제조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이에 관련

된 물자를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외교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모두에, 특히 일본에 더 큰 피해를 준 것으로 나

타났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한 7월 4일 이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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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수출 감소율(–6.6%)은 대일본 수입 감소율(–12.1%, 이상 7-10월 평균)

보다 작다. 관광통계도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41.0% 감소한 반면, 한국을

방문한 일본 관광객은 3.0%(이상 7-10월 평균) 증가했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다자 외교, 그리고 WTO, IMF 등 국제기구에

서 자국 입장의 타당성과 타국의 부당함을 설명함으로써 양국 모두 국제사회에

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눈

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전략으로 일본을 WTO에 제소(2019년 9월)하는

한편,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2019년 9월)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는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중략)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과거 역사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해 잘못을 반복하는

전형적 사례일 것이다. 일본도 중국이 영토분쟁을 이유로 희토류를 수출규제하

는 조치를 경험했다. 2010년 9월 중국 어선이 중·일 간 영토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고 중국 선장은 나포됐다. 이에 중국은 센

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함께 선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의 주

력산업인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 등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자연보호 명목으

로 수출규제(수출쿼터 축소, 수출세 인상)했다. 2009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희

토류의 97%를 생산하고 있었고, 일본은 수입 희토류의 8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외교·안보 문제를 빌미로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을 수출제

한했다는 측면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중략)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두 국가가 이번과 같은 무역분쟁을 재

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문제를 경제제재로 대응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결국 제재 대상국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양국 모두 패자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대화채널은

유지해 오판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국가, 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체 수입처 및 핵심 기술 확보 등 플랜 B가 있

어야 할 것이다.

<KDI경제정보센터 칼럼, 양국 모두에 피해 준 일본 수출규제, 2020년 1월호>

위에서 제시한 칼럼에서는 거의 모든 양태 표현에 ‘-을 것이-’가 등장하고 있

어 전체적으로 유보적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으나, 크게는 ‘-아/어야 하-’와 결

합한 형태와 그렇지 않고 완화적 기능을 수행하는 양태 표현만 사용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을 것이-’ 내지는 ‘-을 수 있-’와 같은 유보적

표현만 나타나는 경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

해 언어 주체가 평가적 해설을 할 때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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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문가-한일 관계]에서 사용된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유보>

•이번 사태를 통해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는 것도 2020년 새해

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

는 핵심 소재이자 일본 의존도가 높은 3개 품목을 수출규제하게 되면 한국경제

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을 것이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교·안보 문제를 빌미로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품목을 수출제한했다는 측

면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유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유보적 전략으로서 양태 표현이 사용된 문장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생겨난 한일 양국의 피해 상

황’들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들은 모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며, 그러한 사건을

언어 주체의 주관적 관점에서 해설 및 논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종의 사건

이 사실로서 이미 존재하고, 이에 대해 주관적 해석을 가하는 것은 언어 주체

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다. 언어 주체의 해석에 동의

하지 않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아/어야 하다’가 결합한 내용

들은 철저히 언어 주체의 주관적 견해이자, 미실현된 사건이다.

<[칼럼-전문가-한일 관계]에서 사용된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단언>

•결론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두 국가가 이번과 같은 무역분쟁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교문제를 경제제재로 대응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

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대화채널은 유지해 오판에 따른 분쟁 가능성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국가, 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체 수입처 및 핵

심 기술 확보 등 플랜 B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아/어야 할 것이-’가 결합한 문장의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

다. 미실현된 사건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평가하는 것

보다 심리적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언어 주체는 독자들이 양

태 표지 ‘-아/어야 하-’를 근거로 해당 명제가 어디까지나 언어 주체의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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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토론 담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양태 표현

이 부착되는 명제의 특성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의견 명제인 경우 ‘-아/어야 하

다’나 ‘-아/어야 되-’의 양태 표현이, 이미 일어난 사실66)을 해석하는 경우 ‘-을

수 있-’과 같은 완화적 표현이 사용된다.

D-879-L 저희가 가격에만 되게 몰입해 있는데 제가 볼 때 가격이 50% 올랐

냐, 60% 올랐냐 많이 올랐냐 이건 가치가 들어가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2배

가 올라도 어느 나라 소득이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

면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을 때 원인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도 원인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과하게 오른 거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지표를 보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공급이 어떤 공급이냐 하면 매물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최근까

지. 이런 시장 상황에서 만들어진 가격은 약간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

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50%든 60%든 그것보다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

냐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D-879-진 정부가 내일 6.17 대책의 보완책들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금 들리

는 얘기로는 종부세 조금 굉장히 강화하고 (중략) 어떤 대책들이 더 추가가 돼

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D-879-K 글쎄요. 사실은 이게 유동성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지금 정부가 했

던 건 유동성이 워낙에 많았어서 (중략) 제 생각에는 아마 대출을 계속 끊어놓

을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나왔던 정책의 규제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중략) 그

런데 이게 주택 거래량이 4월까지 줄다가 5월 6월달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의외로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

리고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접근성을 차단시켜놨을 때 의외로 정말 실수요자,

서민들이 피해볼 수 있다는 게 걱정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

럼 정책이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중략)

D-879-진 팔라고,

D-879-K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왜냐하면 작년에 미리 판 사람

들은 뭐가 되냐고요. (중략) 일관성 있게 하고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세부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요.

D-879-K′내일은 아마 보유세 정도 발표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에

66) 전술한 바 있듯 언어 주체가 주장에 대한 근거나 전제로서 사실 명제를 제시하는 경
우, 양태 표현이 아예 선택되지 않거나 토론 담화에서는 ‘-다는 거예요’, ‘-거든(요)’, ‘-
잖아요’가 결합하는 양상, 칼럼 기사에서는 ‘-은/는 바 있-’와 주로 결합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렇게 사실 명제에 양태 표현이 결합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독자 
및 청자 요인을 고려하여 양태 표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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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지만 (중략)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등록한 세대

수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일반 매각으로 매각할 수 있게 해야 합니

다. 조건을 달아서 무주택자한테만 판다든지 양도세를 낮춰서 팔게 해주면 좀

시장에 나오지 않겠나, 그런 대안들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한편 같은 의견 명제라 하더라도 언어 주체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화자 지향적 전략을 쓸지, 청자 지향

적 전략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 위의 토론 담화를 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디

테일한 세부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나 ‘그런 대안들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의 발화 이전에 화자가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등

장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임대사업자 세대의 일반 매각 필요’를 주장

하는 부분에서는 ‘-아/어야 되-’를 통해 화자의 주장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세

부적인 대책들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소망의 양태 표현이나, ‘-은/는

것 같-’를 사용하여 청자 지향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은/는 것이-’는 어떤 내용과 함께 등장하느냐에 따라 언

어 주체의 견해를 객관화하는 화자 지향적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텍스트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청자 지향적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주로

전자는 언어 주체가 사태에 대해 논평할 때, 후자는 앞의 내용을 환언할 때 주

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한 토론 담화에서도 ‘잘못된 거죠’를 통해 발화자가 정

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단언하여 드러낸다. ‘잘못된 거예요’에 비해 ‘잘못된

거죠’가 그나마 조금 더 완화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지’를 통해 대화 상대방에

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현성 여부에 따른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6> 사건의 실현성 여부에 따른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유형

사건의 실현성 여부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양상

실현된 사건 주관적 판단과 해석 : 유보적 표현을 통한 청자 지향적 전략

미실현된 사건
주관적 견해 표명 : ‘-아/어야 하-’와 ‘-아/어야 되-’를 통한 화자 

지향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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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명제의 사실성 여부에 따른 조정

명제의 속성과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기제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사건의

실현 여부와도 관련있지만, 명제 자체가 사실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의견 명제

인지에 따라 양태 표현의 선택 여부도 결정된다. 이는 주관성을 담지하는 양태

표현의 본질적 특성상 사실 명제에보다는 의견 명제에 양태 표현이 결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칼럼-동아일보-정시 확대]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들이 고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한국

대학교육협의회가 어제 발표한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시모집 비율을 전년도보다 10.1%포인트 늘린 40.2%로 확정했다. 다

른 대학들의 정시 비율도 40∼45.9%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평균 2.9%포인트 높

아졌다.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학에 따라 정시

선발 비중은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수시 선발 확대 기조에 역행해 정시모집 비율을 늘린

이유는 교육부의 정시 확대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제

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수능 문제풀이 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며 정시 비율을 30%로 권고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수시 입시 비리가

드러나자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를 명분으로 2023학년도 정시 비중을 거꾸로

40%까지 늘려 발표했다. 조국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시 축소

기조를 뒤집고 정시 비중을 1년 만에 10%포인트나 늘려놓은 것이다.

문제는 2025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

면 2028학년도부터는 대입 제도가 다시 크게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

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선택해

배우는 제도로 2018년부터 전국 70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고

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수시모집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를 주요 공

약으로 내건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다.

대입 제도는 초중고교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중요하다. 정

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입시 제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뒤집힌다면 학

생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정책의 신뢰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할 학생 선발권을 쥐고 혼란만 초래하는 정부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동아일보 사설, 고교학점제 앞두고 정시 확대하는 자가당착 입시정책,

2021.01.30.>

위 칼럼에서 이탤릭체로 진하게 표시한 부분들은 모두 사실 명제를 담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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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들이다.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정시 확대에 관한 대학의 정책 등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제시하면서 정시 확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견 명제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수시 선발 확대 기조에 역행해 정시

모집 비율을 늘린 이유는 교육부의 정시 확대 권고에 따른 것이다.’, ‘조국 사

태로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정시 축소 기조를 뒤집고 정시 비중을 1년

만에 10%포인트나 늘려놓은 것이다.’는 언어 주체가 앞서 제시한 사실 정보에

대해 논평하거나 해설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의견 명제에 대해서는 ‘-은/는 것

이-’를 사용하여 명사화하고, 이는 필자의 해석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 더 주목할 것은 명사화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거나 혹은 양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어휘적 차원을 통해 언어 주체의 견해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2025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되면 2028학년도부터는 대입 제도가 다시 크게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자가당착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위의 두 문장은 사설에서 양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명사화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단언하는 문장으로서 사용된 것만을 따로 추출한 것이다.

명사화 내지 어휘 차원에서의 표현은 양태 표현을 사용했을 때보다 언어 주체

의 주관적 견해를 더 단언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은 명사화의 방식뿐만 아니라

평가적 어휘를 통해 언어 주체의 견해를 표명하는 사례이다. 엄밀히 말해 이들

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양태 표현을 사용한 경우와 그

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양태 표현 전략의 성격과 정도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칼럼-중앙일보-한일 관계] 일본 대사를 지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의 심리를 훤히 꿰뚫고 있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

(IMF)행이라는 굴욕을 겪게 한 결정타는 일본의 단기외채 회수였다고 본다. 그

는 “한국을 가장 잘 지켜 주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해 왔던 뉴욕·런던·홍콩의 금

융시장은 큰일이 난 걸로 보고 앞다퉈 한국에서 돈을 뺐다”고 했다.

(중략)

거꾸로 중·일은 밀월관계다. 일본은 내일 중국 해군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에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단 자위대 호위함을 참가시킨다. 중국이 일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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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편안하게 대하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6월 28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는다. 8년7개월 만의 중

국 최고지도자 방일이다.

아베는 지난해 10월 500여 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일본 총리로는 7년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30조원 규모의 중·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고 20조원

규모의 기업 간 경제협력에도 합의했다. 제3국 진출 경제협력과 투자를 위한 펀

드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세계 2,3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트럼프의 통

상압박에 맞서 손을 꽉 잡은 것이다.

중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첨단기술을 얻기 어렵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줄고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일본과 친해져야 할 이유

가 넘친다. 그래서인지 난징대학살 추도식에서도 일본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이

사라졌다. 미래를 위해 과거의 치욕에 입을 다문 것이다.

(중략)

이 정부는 왜 양국관계의 파탄을 방치하는 것일까. 국내정치를 겨냥한 과잉

민족주의, 반일 정서가 문제다. 아무리 밉고 서운해도 일본과 잘 지내야 아베를

통해 트럼프의 미국이 한국을 인정하게 할 수 있다. 경제와 안보 리스크도 해소

하고, 대북정책에서의 역할도 확보된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 위험하다. 한·일 관

계에 정통한 이낙연 총리라도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혜로운 결단을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발 한·일 관계 파탄의 공포, 2019.04.22.>

위 칼럼에서 양태 표현은 ‘-은/는 것이-’정도만 나타난다. 해당 양태 표현이

사용된 문장들은 모두 언어 주체로서 필자가 사태에 대한 주관석 해석을 기술

한 것들로, 해석을 객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은/는 것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을 수 있-’의 경우 완화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가능성 내지

능력의 의미기능을 담지하는 것이어서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으로서의 양태 표

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칼럼에서는 필자의 견해를 표명하고자 할 때

양태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어휘 차원에서의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밀월 관계’, ‘사건’, ‘문제’와 같은 명사화의 방식을 통해 모종의 사건을 필자 입

장에서 보다 명료하게 규정함으로써 단언의 정도가 높고, 명사화의 방식을 사

용한 것은 아니지만, ‘기대한다’, ‘위험하다’와 같은 어휘를 통해 필자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독자 입장에서 평가적 어휘, 특히 평가적 태도가 반영된

용언을 사용하는 것은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필자의 견해가 명료

하게 인식되지만, 역으로 독자 해석의 영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독자

및 청자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양태 표현이 아닌 어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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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의 표현은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보다 더 높은 정도의 단언적 표현

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토론 담화에서는 전술한 바대로 언어 주체가 자신의 견해나 사실적 정

보에 주관화67)의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동의를 구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

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칼럼 기사에 나타난 것처럼 사실 명제에는 양태 표

현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앞서 2.1.절에서 확인한 바 있다.

D-838-진 65년 체제가 확실히 분명히 맹점은 있었고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평가하자면 우리에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제시

를 하고 또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라는 토론을 해 봐야 하겠는데요.

(중략)

1965년 한일기본조약 그리고 65년 체제가 기로에 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

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그

전에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니거든요.

1990년대에는 일본과의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93년 위안부 문제

직간접적으로 군이 개입을 했었다,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었던 고노 담

화가 있었고요. 또 95년에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고 그리고 98년에는 다들 잘 알

고 계시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오부치 총리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 8월 아베 담화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의 것인데 여

기서 일본은 더 이상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위의 인용 부분은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시청자 의견을 받

아 그 내용을 간추리는 부분으로, 명제의 사실성 여부에 따라 양태 표현을 선

택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즉 역사적 사건들(한일기본조약, 무라야마 담화, 김대

중-오부치 선언)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 토론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부분

에 대해서 사회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에서는 ‘은/는 것 같-’

과 ‘-거든요’를 사용하여 갈무리를 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내세우면서는 ‘있었

고요’나 ‘있었다’와 같이 시제 표현을 통해서만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명제의 사실성 여부에 따른 양태 표현 전략의 조정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67) 이에 대해서는 2.2.절의 (2)-(나)에서 상술하였으므로 사례를 들지는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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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명제의 사실성 여부에 따른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유형

명제의 사실성 여부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양상

사실 명제 
-양태 표현 배제 : 근거의 객관성 확보

-양태 표현 선택 : 청자의 동의를 위한 의도적 주관화

의견 명제

-양태 표현 배제 : 어휘 차원을 통한 의견의 명료하고 단언적인 

표명

-양태 표현 선택 : 견해의 객관화

                  의무 양태 표현을 통한 목소리의 강화

                  인식 양태 표현을 통한 유보적 표현 

(2) 독자/청자 요인에 따른 전략 조정

(가) 구성된 독자를 고려한 전략 조정

언어 주체는 ‘독자 및 청자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더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경우에 유보적 전략을, 독자나 청자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목소리

를 더 강하게 드러내야 할 경우에는 단언의 전략을 사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실 명제에 주관화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양태 표현을 사용하거나, 의견 명

제에 객관화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즉 언어 주체의 의견 그 자체는 주관성을 띠는데, 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

이도록 양태 표현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미 일어난 사실이나 모두가 공유하는

사실 및 전제에 대해서 주관화 기제의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양상은, 명제의

특성 그 자체에 의한 양태 표현이 아니라 언어 주체가 독자 및 청자에게 해당

명제가 ‘어떻게’ 보이기를 가정하고 전략적으로 양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

우로 분석할 수 있다. 칼럼 기사에서는 의견 명제나 언어 주체의 평가적 태도

를 객관화하는 화자 지향적 전략이 고빈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은/는 것이-’와 ‘-은/는 바 있-’을 통해 실현된다.

‘-은/는 것이-’는 결합하는 명제나 사태의 성격에 따라서 단언, 논평, 해석, 환

언 등으로 해석 가능했는데, 기실 논평과 환언은 명료하게 나누기가 어렵다. 논

평이 좀더 화자의 주관적인 목소리가 두드러지는 것이라면, 환언은 앞의 명제

를 바꿔 말한다는 차원에서 표면적으로는 독자의 이해를 돕는 언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언의 행위는 이미 언어 주체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화자 지향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텍스트

에 발현된 모든 표현이 결국은 화자 지향적 전략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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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은/는 것이-’가 사용된 문장의 전후 관계를 살펴, 이전 문장에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고 언어 주체의 견해가 ‘-은/는 것이-’에 실려 표현

되면 단언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화자 지향적 전략으로, 이전 문장에 동

일한 내용이 등장하면 환언의 언어 수행이므로 이를 청자 지향적 전략으로 분

석하였다.

[칼럼-한겨레-한일관계] 아베의 반도체 수출규제와 과거사 문제 제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단호한 대처는 역대 어느 정부의 대일 정책과 비교해 보더라도

진일보한 것이다. 한국인들의 자발적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반일감정 역시 당

연한 것이다. 아베는 커져가는 한국의 힘을 제압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갖고 있

는데, 그렇다면 한국은 21세기 방식 항일투쟁에 나서야 하나? (이후 생략)

<한겨레 왜냐면, 한일 갈등은 세계사적 쟁투, 2019.7.31.>

[칼럼-전문가-정시 확대] 박근혜 정부가 교육적 기준보다 정치적 기준을 우선

시한 첫 번째 사례는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포기한

것이다. 내신 상대평가는 소집단 내에서 제로섬 경쟁을 유발하여 체감 경쟁강도

가 높고 협력적 인성 형성을 방해한다. (중략) 박근혜 정부가 교육적 기준보다

정치적 기준을 우선시한 두 번째 사례는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도입을 포

기한 것이다. 국가영어능력시험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수능 영어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절대평가 형식의 시험으로, 읽기 듣기뿐만 아니라 쓰기, 말하기까지

평가하는 온라인 기반 시험이다.

<이범 교육 칼럼, 정시 확대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 2019.11.1.>

위의 사례들은 모두 ‘-은/는 것이’를 사용하여 언어 주체의 견해를 단언하거

나 객관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칼럼-한겨레-한일관계]의 경우 ‘-은/는 것이-’

가 결합한 용언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 ‘진일보한’, ‘당연한’과 같이 언어 주체

의 평가적 태도를 드러내는 어휘에 ‘-은/는 것이-’를 결합시킴으로써 단언의 효

과를 높인다. 한편 [칼럼-전문가-정시 확대]의 경우 [칼럼-한겨레-한일관계]에

나타난 ‘-은/는 것이-’의 사례와는 다소 다른데,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내

신 절대평가 도입’과 ‘국가영어능력시험(NEAT)의 도입’을 포기한 사건을명사화

하여 드러냄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입시 정책이 갖는 한계점을 전문가의 입장에

서 평가하는 내용을 객관화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 또한 언어 주체의 견해 내

지는 주장을 나타내는 명제에 ‘-은/는 것이-’를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단

언하면서 이를 객관화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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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문가-정시 확대] 정시가 확대되면 형평성 또는 균등 선발효과는 떨어

진다. 고소득층 및 서울·수도권 학생에게 유리해진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은 ‘균등 선발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신성적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 구체적으

로는 학생부 교과전형(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는)의 정원 비율을 높이거나, 학종

전형과정에서 내신성적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책은 한시적이다.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려면 내신성적을 절

대평가로 전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내신성적의 ‘균등 선발효과’가 사라질 것

이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22년 고1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일반고에 전면 도입하는 시기를 2025년 고1로 연기한 바 있다.

(중략) 그런데 내신성적이 절대평가로 바꾸면 상대평가일 때 나타나던 ‘균등

선발효과’가 붕괴하고, 학종의 장점으로 꼽히던 형평성도 무너질 것이다. 강남

쏠림,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필연적이다. 설령 특목고와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분포해 있는 ‘작은 대치동’으

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런 이유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2014년으로 예정되었던

내신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포기한 바 있다. 2025년에 대통령이 누구이든 간에,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학종이 가진 공정함(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도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지역별·계층별 쿼

터제이다. 이것은 학종에서도 시행 가능하고, 정시에서도 시행 가능하다. 가장

유력한 방법은 모집정원 중 일부를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로 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쿼터 비율을 50%로 정한다면 지역별·계층별 쿼터에 따라 모집정원의

50%를 우선 선발한 뒤 나머지 50%를 선발하는 것이다.

<이범 교육 칼럼, 정시 확대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 2019.11.1.>

위의 칼럼 사례에서 ‘내신 성적의 비중을 높이는 것’과 ‘모집정원 중 일부를

지역별, 계층별 쿼터제로 선발하는 것’은 필자가 주장하는 대학 입시 제도의 개

선 방안이기 때문에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강하게 드러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은/는 것이-’를 부착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객관화함으로써 독자에게 신뢰도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화된 견해’는 이후 등장하는 사실

명제에 ‘-은/는 바 있-’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언어 주체는 자신이 주

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은/는 바 있-’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에 신뢰도를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이전 문장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언어 주체의 관점에 따라 해석하거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환언하는

데에 ‘-은/는 것이-’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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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중앙일보-게임중독] 게임이용장애의 상위 범주는 ‘중독적 행동으로 인

한 장애’다. 그런데 수많은 게임중독 주제의 연구들에서 중독의 핵심적인 특성인

금단현상, 내성, 갈망이 확인되지 않았다. 즉 중독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핵심

특성이 게임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중앙일보 Biz 칼럼, 게임 질병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9.5.27.>

[칼럼-전문가-정년 연장] 이처럼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현실

에서 2013년 4월 국회는 공공과 민간 부문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년 60세 연장

법’)을 통과시키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기

업과 공기업에서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2017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는 법

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칼럼, 60세 정년연장, 종결점 아닌 시작점, 2014년 4월

호>

[칼럼-전문가-정시 확대] 교육부는 2012년 중1부터 중학교 내신성적을 절대

평가로 전환했고, 2014년 고1부터 고등학교도 절대평가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에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포기

하기로 결정한다.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강남 쏠림, 특

목고, 자사고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절대평가가 교육적으

로 올바르고 선진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파장을 정치적으로 감당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략) 참고로 수능성적이 부모의 소득 및 사교

육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드러나 있다. 이것은 흔히 수

능성적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주장 또한 전형적으로

공정함을 ‘형평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범 교육 칼럼, 정시 확대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 2019.11.1.>

위의 사례 중 [칼럼-전문가-게임중독]과 [칼럼-전문가-정년 연장]의 경우 언

어 주체의 관점이 거의 개입되지 않은 환언의 양상을 보여준다. [칼럼-전문가-

게임중독]에서는 게임의 특성과 ‘중독’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게임 자체에 중

독의 특성이 없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기술하고 있고, [칼럼-전문가

-정년 연장]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한 법률이 시행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칼럼-전문가-정시 확대]에 등장하는 ‘-은/는 것이-’는 이전 사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선행 사건을 환언하는 국면에서도 언어 주체

의 주관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칼럼을 보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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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절대평가를 포기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제도의 정합성보다 정치적 유리

함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주관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은/는 것이-’를 사용하고,

‘수능 성적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면서 소득의 불평등을 거론하는 사람들의 입장’

을 ‘공정함을 형평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관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마찬가

지로 ‘-은/는 것이-’를 동원한다. 이는 앞선 두 칼럼보다 언어 주체의 해석의

주관성이 더욱 강도 높게 나타나는 문장에서 사용된 객관화의 전략으로, 문장

의 선후 관계로만 봤을 때에는 환언에 가깝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선행 사태

를 언어 주체의 주관적 관점에서 논평하는 태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논

평에 유보적 표현이 아닌 ‘-은/는 것이-’와 같은 객관화의 화자 지향적 양태 표

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 입장에서 언어 주체의 논평이 ‘고도로 전문적’인 것으

로 인식되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나) 실재하는 청자를 고려한 전략 조정

칼럼 기사에서의 독자는 언어 주체에 의해 구성된 독자인 반면, 토론 담화에

서는 대화 참여자와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청자 지향적 전략이 더 많이, 다양

하게 사용된다. 전술한 바 있듯 ‘-잖아요’, ‘-거든(요)’, ‘-겠죠’와 같은 양태 표현

은 언어 주체가 자신의 견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언어 주체가

동원하는 사실적 정보를 오히려 주관화함으로써 대화 참여자와의 심리적 거리

를 가깝게 하는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으로 제시된 바 있다. 앞서 논의한 대로

언어 주체가 자신을 전문가로 인식할 경우, 전문가로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

게 주장하는 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는 ‘정보 제공 및 해설자’

로서의 역할로 자신을 조정하면서 양태 표현을 동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D-838-S 이번에 제가 보기에 경제보복 조치는 통상적인 경제보복 보통 생

션이라고 할 때 그거 상당히 다른 측면을 많이 보이는데 보통 생션이라고하면

다양한 여러 수단을 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상대방의 행동

이나 인식을 바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의 조치들은 아주 한정된 경제적인

수단으로 너무 많은 것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예

를 들어서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정체성의 문제, 국가 정체

성 문제 관련된 것이고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된 거겠죠.

그 다음에 군사질서유지 문제 한미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샌프란시스

코 체제냐,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냐, 이런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굳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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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히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경제 요즘 많이 뉴스에 그렇

습니다만 미래성장동력이라는 차원에서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싶다 라는 것도

들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목표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러면 나름 국내적인 목표를 어느 정도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

하는 차원으로 분출구를 삼는 차원으로 한국을 타깃으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계속 혼란스러운 중첩성들이 보이는데 의도가 과연 진정한 과

연 중심적 의도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토론 담화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토론 담화에서 D-838-S는

먼저 경제 제재의 목적을 원론적으로 검토하면서 대화 참여자 및 시청자의 동

의를 먼저 구하는 과정에서 ‘-잖아요’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먼저 자기

주장에 대한 전제, 즉 ‘경제 제재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식을 바꾸게 하기 위

해 하는 것이다’를 대화 참여자와 공유하고, 그 이후에 일본이 취한 행동의 의

도를 ‘(일본의 경제 조치가) 과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목적적 행동인지, 그런데 후자일 가능성이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앞서 칼럼 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어난 사태’

에 대한 논평 및 해석에 있어서는 ‘-것 같습니다’, ‘-겠죠’, ‘-고 봅니다’와 같은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유보적 표현은 언어 주체가 특히 발화의 대상인

‘상대방’을 의식할 때 더 고빈도로 나타나는데, 다음 토론 담화에서 이러한 양상

을 볼 수 있다.

D-829-W[게임 중독 질병코드화 반대] (중략) 게임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사

일 경우와 교수님처럼 게임해 본 사람일 경우에 특정한 사람을 놓고 게임에 대

해서 장애자나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D-829-진 객관적 기준이 별로 없고

D-829-W 없다는 거죠.

D-829-진 주관적 판단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으

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D-829-N[게임 중독 질병코드화 찬성]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조현병도 마찬가지고 정신건강

관련된 질환에 대한 진단기준은 전문가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수치상으

로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년 동안 의학

교육을 받고 의사 면허를 따게 되고 또 인턴 레지던트라는 5년 동안의 수련기간

을 거쳐서 수많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활동하는 경험한 사람들

에게만 전문가 자격을 주게 되고 그런 분들이 환자를 보고 나서 치료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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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하지 않다를 판단하게 돼 있고요. 그런 의사 본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

서 부정한다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적절

한 비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의 토론 담화에서 D-829-W는 ‘의사가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

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게임 중독을 질병코드화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D-829-N는 ‘정신의학 전문가’로서 중독에 대해 의학

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과정이 ‘많은 훈련을 통해 숙련되

는 것이나 그 자체가 객관적이기는 힘들다’라는 점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있다

(그게 수치상으로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 이를 바탕으로 ‘중독

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객관성이 없다’라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 완화적 표현

을 사용하여 반론하고 있다.

상대방을 고려하는 완화적 표현으로서 청자 지향적 전략은 특히 사회자의 발

화에서 고빈도로 드러난다. 사회자는 토론의 진행을 조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론에 개입해야 하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하

는 역할을 부여받기에 최대한 자신의 견해를 유보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한다.

또한 주로 대화 참여자에게 생각이나 견해를 묻거나, 혹은 발언 길이를 조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지시하기’의 언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연

적으로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어 토론 담화

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했던 ‘-은/는 것 같-’은 사회자의 발언에서 거의 대

부분 사용되었다. 사회자가 사용한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들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한데, 우선 첫 번째로 토론의 흐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토론자

의 말을 어쩔 수 없이 자르거나 시간상 제약을 알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D-827-진-1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방청객한테 여쭤봐야 될

시간이 왔거든요.

D-827-진-1은 토론 진행의 다음 단계인 ‘시청자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기 위

해 시간상 제약 사항을 알리는 차원에서 사회자가 토론자에게 완곡하게 부탁하

고 있는 발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무의 의미기능을 담지하는 양태 ‘-아/어

야 되-’에 ‘-거든(요)’를 결합하는 양태 형식을 보여준다. 이는 일상 대화에서도

상대방에게 부탁이나 건의를 할 때 고빈도로 사용되는 완화적 표현이다. 한편

사회자는 토론자의 발화를 정리 및 환언하여 토론자에게 되물음으로써 내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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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명료화하거나 시청자들이 토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

할도 수행하는 양상을 보인다.

D-827-진-2 잠깐만요. 그래서 게임과 게임중독을 구분해야 하는 것 같습니

다.

D-838-진-1 냉전상황은 이미 끝났고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떻게 보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일관계 굉장히 좋은 우호적 관계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D-838-진-2 현재 우리가 평가하자면 우리에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D-849-진-1 제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전교조나 일선에 계신 선생

님들의 입장은 수시를 확장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D-827-진-2에서는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됨에 따라 ‘게임 자체의 특성’과

‘게임 중독 현상’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토론이 다른 방향

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자가 개입하여 용어 사용을 다시 한 번 정

리하고 있다. D-838-진-1과 D-838-진-2의 경우 토론자의 발화를 사회자가 환

언하여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 토론자의 발화를

사회자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자의 의도와 사회자

가 이해한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수반된다. 따라서 확신의 정도가

가장 낮은 추측 표현인 ‘-은/는 것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가 토론 주제에 대해 더 나왔으면 하는 내용에 대해 제안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D-849-진-2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 갖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략) 제 입장이라고 생각한 다면 만약에 이제 아이가 원서를 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15분에 판결이 난다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것 같다

는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학생들이 우리 때

랑 또 다르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적어도 제 시대 때는

그냥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공부만 하면 되는 시대였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편

하다. 오히려 더 공평하다는 얘기가 아마도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이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

요. 이번에 저희가 받은 질문 중에서도 추려서 질문을 만들어본 건데 이런 부담

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계속 나오는 바뀌는 제도에 대한 혼란도 줄

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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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49-진-2에서 사회자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문제점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토론 방송의 시청자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과거에 학생이었거나, 또는 학부모이므로 토론 주제가 시청자의 생

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면서 입시 제도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내용으로 토론의 전개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사회자는 대체로 ‘제안’ 내지 ‘조정’하는 역할을 토론 담화 내에서 수

행하야 한다는 책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

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가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데에 체면

위협 상황(face-threatening acts)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고 볼 수 있다.

(3) 텍스트의 의미 단계에 따른 전략 조정

언어 주체는 자신이 생성하고자 하는 의미를 텍스트로 언어화하는 과정에서

독자 및 청자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야 할지 역할을 설정한 후, 텍스트의 의

미 단계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의미 단계에 따라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을 조절하는 양상은 토론 담화에서보다는 칼럼에서 더 치밀하게 조

직되어 나타난다. 이는 문어 텍스트의 특성상 독자가 실재하지 않고 구성된다

는 점, 토론 담화는 담화의 교환이 일어나면서 의미를 생성하는 반면 칼럼 기

사는 한 편의 완결된 텍스트를 통해 언어 주체의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이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칼럼에서의 의미 단계와 전략의 조정

양태 표현은 ‘주장하기’의 변별적 장르 자질을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국면에서

사용된다고 전제했을 때, 본 연구가 분석한 칼럼 기사는 대체로 서사하기 내지

는 설명하기에서 주장하기나 지시하기로 이어지는 의미 단계의 양상이 가장 두

드러졌다. 이는 텍스트 내 양태 표현이 사용된 문장 위치로도 설명할 수 있는

데, 강효경(2019)에서는 설득 텍스트에서는 주로 사건의 실태나 심각성을 서론

에서 알리기 위해 ‘-고 있다’를 주로 사용하고, 결론에서 ‘-아/어야 하-’와 같은

의무의 양태 표현이 고빈도로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텍스트에 동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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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 표현을 의미 단계에 따라 분석하는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은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칼럼이다.

[칼럼-중앙일보-정년 연장]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했다. 홍남기 부총

리는 2일 “인구구조 변화로 볼 때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

점”이라며 “인구구조 개선 대응 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을 기존의

만 60세에서 65세로 올려 판결하면서 불 붙은 정년 연장 논쟁을 공론화해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

출생 절벽과 급속한 고령화 탓에 국내 노동시장에선 이미 생산가능인구

(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통계청은 이들 경제 주축 인구가 2029년까지

연평균 32만 5000명씩 줄어든다는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대로 가다간 소득과 소

비가 꺾이고 복지 비용은 늘어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

은 이 같은 큰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시급한 사안이다. 당장 정년

을 65세로 연장하면 노년 부양비 증가 속도가 9년 늦춰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제는 처한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부머 세대

(1955-63)가 연 80만 명 떠나고, 젊은 세대(지금의 10대)는 40만 명 들어오는 걸

고려하면 이런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청년실

업 문제를 겪었던 일본을 보면 이런 단순한 셈법에 허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

다. 일본에선 취업 빙하기인 1993-2004년 사회 진출 세대를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라고 한다. 일괄적인 대졸 공채와 연공서열 등 일본 특유의 노사 관행 탓에 졸

업 직후 제대로 취업하지 못한 이 세대는 일본이 호황을 맞은 지금까지도 경제

적으로 만회를 하지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40-64세의 중장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는 현재 61만여 명으로, 사회 전반의 구인난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에 짐

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3년 정년 연장(65세)으로 노인까지 일하는 와중에

도 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세대는 계속 뒤처진 삶을 사는 셈이다.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 등 일본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로선 지금의 청년실업

문제가 단순한 세대갈등을 넘어 두고두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년

연장과 별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연금과 관련한 사회적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정부

는 지난해 8월 연금 의무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각각 5년과 3년씩

늦춰 65세까지 납부하고 68세부터 받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반발이 거

세자 복지부 장관이 최종안이 아니라며 겨우 수습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눈앞의 표 대신 국가

미래를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실질적인 정년 연장과 연금 개시 사이에 크레바스가 더욱 깊어질 우려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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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나 비탄력적

인 고용시장을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도 감당하기 어렵다. 정년 연

장 논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 같은 고용 구조 역시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

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충안을

점검하길 기대한다.

<중앙일보 오피니언, 정년 연장, 표 계산 만으로 서두를 일 아니다

2019.06.04.>

[칼럼-중앙일보-정년 연장]의 의미 단계 : 설명하기(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

본격화 및 인구 절벽의 상황)-주장하기(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설명하기(정

년 연장과 청년 실업 간 관계의 문제에 대한 논평)-주장하기(사회적 합의안 도

출)

언어 주체는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사태의 전달자로서 정부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는 피할 수 없는 의제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

다. 그렇지만 정년 연장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청년 실업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을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어 주체는 사태를 해설

하고 논평하는 자로 역할을 조정한다. 논평하는 언어 주체는 객관적일 수 없으

므로, 즉 언어 주체의 관점이 개입하므로, 논평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의 단순한 셈법에 허점이 많다’는 언어 주체의 평가적 태도를 ‘-을 수 있-’

로 유보하기도 하고, ‘-은/는 셈이-’를 통해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언어 주체의 해석을 객관화하기도 한다. 이후 연금 수급과 관련

하여 정부가 안을 내놓았다가 급히 수습한 사실에 대해 ‘-은/는 바 있-’를 사용

하여 사태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이 사실이 정년 연장 문제와 깊이 관련

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객관화 기제는 마지막 부분의 필자의

주장인 ‘고용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의 토대가 된다. 언어 주체가 텍스트의

의미 단계에 따라 ‘사건의 전달자-해석과 논평의 주체-주장하는 자’로 역할의

조정이 일어나는 동안 동원되는 양태 표현 전략도 모종의 추이를 보였다. 다음

표는 의미 단계에 따른 언어 주체의 역할 조정 과정을 양태 표현 전략과 관련

지은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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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의미 단계에 따른 언어 주체의 양태 표현 전략 변화 1

의미 단계에 

따른 역할 조정
사건의 전달자    -    해석과 논평의 주체    -   주장하는 자

양태 표현 전략

                  청자 지향적 전략-유보    화자 지향적 전략-강화

                       (-을 수 있-)            (-어야 한다)

                            ⇓
               화자 지향적 전략-논평, 객관화

                       (-는 셈이다)

                            ⇓
           화자 지향적 전략-객관화, 현재와의 연결

                       (-은/는 바 있-)   

본 연구가 분석한 모든 칼럼 기사가 <표 38>과 같은 의미 단계를 보이는 것

은 아니지만, 텍스트에서 화자 지향적 전략만 일관되게 나타나거나 청자 지향

적 전략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자 지향적 전략이

먼저 사용된 후 화자 지향적 전략이 사용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혹은 화자

지향적 전략-청자 지향적 전략-화자 지향적 전략의 순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

였다. 다음은 다른 주제의 칼럼이다.

[칼럼-한겨레-정시 확대] 결국 정부가 16개 대학에 대해 ‘정시 40% 이상’ 카

드를 꺼냈다. 일부 대학에 국한돼 있다곤 하나, 수시에서 못 채워 넘어오는 정원

까지 고려하면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비중이 절반 안팎이 된다. 교육불

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많지만, 현실적 관심이 ‘수능-학종 선택’으로 쏠린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학교 현장에 다시 ‘수능과 국영수 위주’라는 신호로 작동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정 제도가 정답일 수 없지만, 반복되는 ‘땜질’ 개선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

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28일 유은혜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정규교

육과정 아닌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고교프로파일 폐지(학종 개선 방안) △서

울 소재 16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

형 폐지 유도(대입전형 비율 조정)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등(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회전형 확대)을 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교육불평등

해소책으론 한계가 있고 우려되는 지점도 많다. 우선 ‘고교등급제’ 통로가 될 수

있는 고교프로파일을 폐지하고 대학에 평가기준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바람직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 학종에서 자소서나 비교과활동, 독서활동까지 아예 없

앤다는 데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이래 놓고 ‘점수’가 아닌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하겠다는 원래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준을 엄격히 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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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16개 대학 정시비율 확대의 경우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현

실을 반영한 선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난해 힘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

30% 이상 확대’가 결정됐기에, ‘번복’ ‘혼란 가중’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수

능이 학종보다 계층 상관도가 더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다, 무엇보다 학교가 다

시 ‘수능 문제풀이’로 치달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 지역균형선발을 10% 이상으로 권고하겠다

고 한 것은 긍정적인 방향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균치를 고려할 때 목표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커진 교육불평등 현실에 대한 분노를 대입제도 변경만

으로 해소할 순 없다. 교육계 시각과 달리, 실제 국민들은 ‘정시가 더 공정하다’

고 느끼는 현실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 나열한 ‘절충안’ 같은 이번 발표는 아쉽다. 강남 쏠림, 사교육 폭

증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종의 수능최저기준 폐지 등 보완책

을 검토하기 바란다. 고교서열 폐지, 고교학점제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

다. 근본적으론 학교에 대한 신뢰 없이는 어떤 전형이든 공정성 논란이 일 수밖

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수업과 평가 혁신, 교원의 자질을 끌어올릴 방안

이 절실하다.

<한겨레 왜냐면, 2019.11.28.>

[칼럼-한겨레-정시 확대]의 의미 단계 : 설명하기(정부의 정시 정책 소개)-주

장하기(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 초래 우려)-설명하기(정책 상세 소개)-주장하기

(정책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설명하기(정책 실행 이후의 상황 우려)-주장

하기(대안 마련 촉구)

위의 칼럼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대체로 칼럼 기사의 언어 주체는 전달자로

서 사태에 대해 우선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유보적으로 표현하다

가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교학점제, 고교 서열 폐지는 유지하되 정시 확

대의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의미 단계

를 구조화하고 있다. 다만 앞선 [정년 연장] 칼럼에 비해 [정시 확대] 칼럼은 언

어 주체의 주장이 좀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 칼럼에서는 양태 표현을 동원

하지 않더라도 ‘불 보듯 뻔하다’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와 같이 평가

적 어휘를 통해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한 언어 주체의 비판적 태도를 보여준다.

한편 이 칼럼의 의미 단계에 따른 양태 표현 전략 및 언어 주체의 역할 변화

양상은 <표 39>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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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의미 단계에 따른 언어 주체의 양태 표현 전략 변화 2

의미 단계에 따

른 역할 조정
사건의 전달자    -    해석과 논평의 주체    -   주장하는 자

양태 표현 전략

                  청자 지향적 전략-유보    화자 지향적 전략-강화

                  (-은/는가 싶-, -다고 보-)         (-어야 한다)

                            ⇓
              화자 지향적 전략-상황 의존성 강조

                       (-을 수 없-)   

<표 39>에서도 알 수 있듯 언어 주체는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주장을 표명하기 위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달 및 해설하고 정시와 관련한

대중의 정서와 같은 외부적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해석이 주관적일수록

유보적 표현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테면 ‘빈대 잡

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은 우선은 정시 확대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미래

사태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우려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걱정이 필자의 주관성에 기

대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낮은 정도의 확신을 갖는 추측 표현으로서 ‘-은/는가

싶-’가 사용되고, 정시 확대 정책을 발표한 정부의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다

고 보-’의 투영 동사를 사용하여 현재의 사태를 필자의 입장에서 해설하고 있

는 것이다.

(나) 토론 담화에서의 의미 단계와 전략의 조정

토론 담화에서는 의미 단계가 칼럼에서처럼 다양화하여 나타나지는 않는 양

상을 보이는데, 주지하였듯 이는 토론 담화가 말차례의 교환을 통해 텍스트가

해석 및 생성되는 진행 구조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정년 연장을 주제로 한 토론 담화의 일부분이다.

D-829-진 <100분토론> 오늘은 정년연장 고령화 해법인가, 아니면 새로운 세

대 갈등인가 주제를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중략)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

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지요? (중략) 이유와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829-L-1 네, 현 시점에서 정년 65세 연장을 논의하는 것은 논의의 시점이

나 그리고 실행의 시점에서 너무 빠르다는 점, 그리고 정년 65세 나아가기 위해

선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연금개혁, 임금체계의 개혁과 같은 노동개혁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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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에서 정년 65세를 추진한다 라는 것은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장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년 65세의 논의가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본과 비교했을 경우에

서는 일본의 경우는 생산가능인구 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정년 65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있어선 정년 65세가

준비가 되지 않은 시점, 그리고 정년 60세도 제대로 안착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

년 65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시장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정년 65세 논의 반대합니다.

(중략)

D-829-진 네, 알겠습니다. (중략) 노인들의 생활을 소득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다른 대안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D-829-L-2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에 앞서서 우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당장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기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 65세로 간다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정말로

장년과 청년 간에 일자리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일

본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일본의 경우에서 정년 65세의 입법화죠.

2006년도 기업이 정년 65세까지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준 상태에서 2006년도

입법한 이후에 정부에서 예를 들고 있는 2013년이라는 것은 선택권 없이 의무적

으로 65세로 갔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2006년도 고령화율 %는 초고령사회에 진

입한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지금 전망치로 의하면 2025년이나 2026년경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5년 내지 6년 정도 앞서서 정년 65세 논의가 일어

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정년 60세 갈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느

냐 하면 정년의 혜택을 보는 근로자가 매년 300인 이상의 경우에 있어선 평상

정년 60세가 입법화 되지 않았다면 1만 6000명씩 은퇴하셔야 될 분들이 4000명

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1만 2000명의 장년 근로자 분들이 정년

60세 혜택을 봤다는 거죠. 그런 상황일 경우에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저성장의

국면과 맞닿아 있는 상황의 경우에 있어선 청년들이 기업의 인력 총량의 법칙으

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중략) 이런 시점에서

정년 60세에 대한 어떤 이행 과정의 점검, 그리고 정년 60세 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정년 65세를 얘기한다는 부분은 정년 60세 정책과 상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D-829-L-1의 의미 단계: 주장하기(정년 연장 논의 및 실행 시점의 문제 지

적)

D-829-L-2의 의미 단계: 주장하기(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일자리 다툼

문제)-서사하기(우리나라와 일본의 정년 연장 제도)-주장하기(우리나라의 고령

사회 진입 시기 예측)-주장하기(정년퇴직 시기 연장의 문제점)-주장하기(정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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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시기 연장에 대한 우려 및 반대 주장)

D-829-L-1에서는 담화의 시작부터 65세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정책을 반

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대로 토론 담화라는

장르적 특성상 발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 단계가 나타났

던 칼럼 기사에서와 달리 대체로 주장하기의 의미하기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D-829-L-2에서는 D-829-L-1에서 보인 언어

주체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견해에 대한 근거로서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 빈

곤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구학적 변화 양상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즉 화자가 일관되게 ‘주장’만을 하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이는 주장에 대

한 확신의 표현은 발화의 앞부분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태에

대한 해석이나 문제점을 논평하는 방식으로 양태 표현을 동원하고 있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는 D-829-L-1과 D-829-L-2의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의 조정

양상 분석을 통해 더 명료해진다.

<표 40> 의미 단계에 따른 언어 주체의 양태 표현 전략 변화 3

의미 단계에 따른 역할 변화 양태 표현 전략 

<D-829-L-1>

해석과 논평의 주체

⇓
주장하는 자

청자 지향적 전략-유보(-다고 보-)

화자 지향적 전략-객관화(-다는 것이-)

          ⇓
어휘적 표현(반대합니다)

<D-829-L-2>

해석과 논평의 주체

⇓
사실 전달자

⇓
해석과 논평의 주체

⇓
주장하는 자

화자 지향적 전략-객관화(-다는 것이-)

        ⇓
시간 표현(-었-)

        ⇓
화자 지향적 전략-객관화(-다는 것이-,-게 되는 것이-)

        ⇓
청자 지향적 전략-유보(-을 수 있-)

<표 40>에서도 알 수 있듯 화자는 자신의 견해를 명료화하는 정도에 있어서

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청자 지향적 : -고 봅니다 → 화자 지향적 : -

다는 것입니다 → 화자 지향적-목소리의 명료화 : 반대합니다) 담화 전체에 걸

쳐 주관적 해석 및 논평과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토론 담화는 칼럼 기

사와 달리 발화 단위별로 하나의 의미 단계가 나타나거나, 칼럼 기사처럼 여러

차례의 의미 단계가 나타나기보다는 주로 ‘설명하기-주장하기’, ‘주장하기-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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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같이 최대 두 단계 정도의 의미 단계만을 보여준다. 이는 다수의 대화

참여자가 시공간을 공유하고,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한 명의 참여자가 길게 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어 주체가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

해서는 의미 단계를 간소화하면서 그 안에 자신의 태도를 언어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학습자의 양태 표현 선택과 인식 양상 분석

2절에서 이루어진 텍스트 분석의 결과물은 양태 표현의 메타적 사용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과 비교하여 교육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들을 초점화하는 실

증적 자료가 될 것이다. 텍스트에 실현된 양태 표현의 메타적 인식과 선택 기

제에 관한 문법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글쓰기

과제를 부여한 후 자신이 어떤 장르성을 갖는 글을 썼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

각이나 자신이 쓴 글의 장르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어떤 양태 표현을 동원했

는지를 질문하였다. 양태 표현이라는 용어는 현재 중등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글쓰기 과제를 부여할 때 연구자는 양태 표현이라는 용어를 그

대로 노출하지 않고 ‘종결부, 종결 표현, 문장을 어떤 단어를 써서 끝맺었는지’

등으로 질문하였다. 학습자는 총 두 가지의 글을 쓰고 이를 점검해 보는 과정

을 거쳤는데, 우선 첫 번째 과제는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글을 쓰면서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양태 표현을 동원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장르성을 어떻

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학습자에게 제공된 작문

과제에 관한 대략적인 구성은 <표 41>과 같다.

<표 41> 작문 과제 및 면담 참여 정보

첫 번째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작문 수행 과제 수 면담 참여자 과제 수

감염병 이후 현대 사회 27 5

대학입시 정시 전형 확대 64 8

현대인의 과시적 소비 현상 6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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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지침을 참고하여 ‘대학 입시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해 찬성/반대 중 하

나의 입장을 택해 한 편의 설득하는 글로 써 주세요.

1)과 5)는 문어 사용역에서 격식성과 표현의 객관성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텍스트 종류로 보고, 그러한 정도의 차이가 양태 표현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서 제시하였다. 2)의 경우는 격식성이 높은 구어 사용역에서, 3)과

4)는 청자와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지만 격식성이 낮고 독자의 특성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 종류로 제시하였다. 특히 4)의 경우 청원 게시판은 불특

정 다수가 글을 볼 수 있되, ‘청원’이라는 특성상 건의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

로 이러한 텍스트의 장르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서 글을 생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각 텍스트 종류별로 작성된 학습자 과제의 수는 <표 42>와

같다.

<표 42> ‘대학 입시 정시 전형 확대’를 주제로 한 글쓰기 과제

두 번째 과제는 주제를 세 가지 제시하고,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글을 쓴

뒤 자신이 어떤 글을 썼는지 텍스트 종류를 생성하는 과제이다. 제시한 주제는

‘현대인의 과시적 소비 현상’, ‘감염병 이후 현대 사회’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서

술하는 과제로,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메타적으로 인식

하도록 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면담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쓴 글쓰기 과제를 바탕으로 반구

조화된 면담68)을 진행하였다. 우선 자신이 선택한 텍스트 종류와 그 이유에 대

68) 면담한 학습자들 20명은 자발적으로 지원한 학습자와(7명),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면담
의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학습자들(13명)로 구성되었고, 학습자가 생성한 텍스트 종

-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 중 하나의 상황을 정해서 글을 써 주세요.

1) 신문에 칼럼으로 실을 경우

2) 대학의 수시 면접 고사장에서 면접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3) 학생들이 보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경우

4)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에 청원 신청을 할 경우

5) 대학 입시용 논술 고사에 응시하는 경우

텍스트 종류 응답 수

1) 신문에 칼럼으로 실을 경우 11

2) 대학의 수시 면접 고사장에서 면접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 15

3) 학생들이 보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경우 21

4) 청와대 신문고 게시판에 청원 신청을 할 경우 7

5) 대학 입시용 논술 고사에 응시하는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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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결과 분석의 대상이 고등학교 학습자이기 때문에 문장 단위에서 양태 표

현의 사용 오류를 나타내는 경우보다는 텍스트 전체의 장르성이나 언어 주체로

서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는 데 있어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에, 글 전

체에 걸쳐 양태 표현 사용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양태 표현의 사용에 있어 언어 주체의 의도에 따라, 혹은 독자나 청

자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견해에 대한 목소리를 조절하는 언어적 표현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는 학습자들부터 문법 형식에 대한 직관적 수준의 인식이

나 사용의 양상만을 보이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결과

물과 면담 자료를 개방 코딩하여 양태 표현의 사용 측면에서 교육적 처방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을 (1) 텍스트의 장르성과 언어 주체의 정체성과 양

태 표현 간 관계를 인식하는 국면과, 개별 전략들이 어떻게 선택되는지에 관한

국면인 (2) 명제 특성과 독자 및 청자 요인을 고려하여 양태 표현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면으로 학습자의 양상을 구분하고자 한다.

3.1. 텍스트의 장르성과 언어 주체의 인식 층위에서 양태 

표현의 선택과 인식 양상

학습자의 글쓰기 과제 수행 결과물과 자신의 글쓰기를 메타적으로 점검해 보

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는 자신이 생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장르성이 갖는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

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글을 써야할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경우들도

있었고, 어떤 글을 써야하는지에 대해 인식은 하지만 장르성에 대한 인식 양상

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적절한 양태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경

우들도 있었다. 그에 반해 생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글을 작성하면서 종결 표현을 전체적으로 상세히 점검하는 학습자들

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르성에 대한 제한적 인식으로 인해 그것이 적절한

텍스트와 양태 표현으로 생성되지 않는 양상과, 언어 주체의 역할을 제한적으

로 고려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적 양상을 학습자 작문 과제 결과물과 면담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유형화하였다.

류를 다양화하여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집단 토의를 통해 학습자 간에도 텍스
트의 장르적 특성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집단 면담은 현실적으로 
면담 가능 시간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제 및 텍스트 종류와 상관없이 학습
자들이 면담 가능한 시간에 총 5회(집단별 4명)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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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텍스트의 장르성에 대한 제한적 인식

학습자들은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

였는데, 특히 주제 및 텍스트 종류를 선택하는 글쓰기 과제에 대한 답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습자들이 ‘현대인의 과시적

소비 현상’ 혹은 ‘감염병 이후 현대사회’라는 두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글을 작

성하고, 자신이 어떤 글을 썼는지 답하는 과제에서 ‘수필’과 ‘논설문’이라는 응답

률이 고빈도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표 43>은 자신이 생성한 텍스트

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글인지를 답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이다.

<표 43> 주제 및 텍스트 종류 선택형 작문 과제 응답률

다음은 자신이 생성한 글을 ‘수필’이라고 응답한 학습자와 ‘논설문’이라고 답

한 학습자의 글쓰기 결과물이다.

<학습자 글쓰기 자료-‘수필’ 응답 사례>

주제
텍스트 종류

수필 논설문 설명문 비평문 잘 모르겠다 총 응답

감염병 이후 현대 사회 7 10 0 3 7 27

현대인의 과시적 소비 현상 23 27 7 0 7 64

[G-2-23]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행동 특징이 있다. 바로 타인에게 자신이 가

진 것을 과시하는 행동인데, 이것을 FLEX라고 부른다. FLEX라 함은, 무언가에 대해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을 FLEX라고도 하는데, 현대인들은 소비를 하는 것을 과시함으

로써 FLEX를 다시 정의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에게 과시하는 행동은 과거에는 많이 없었다. 오래 전엔 자

랑을 하는 것은 유교 사상에 반하는 행동으로써 겸손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자

신을 낮추어라, 겸손해라 같은 말을 듣고 자란 과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시하는 행

동을 자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에 반해 현대에 와서 옛 관습들이 없어지면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돼, 사람들

에게 이상적인 것을 소유하거나 소비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

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발전으로 인하여 소셜미디어와 SNS같은 시스템

이 발전하여 자기자신을 더 쉽게 보여주거나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런 미디어나

SNS에서 유명해지거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욱 자신을 과시를 할 것이

다. 이러한 과시가 심해지면 SNS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더욱 올리려고 과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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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글쓰기 자료-‘논설문’ 응답 사례1>

하며 SNS를 위해 소비를 하고 뽐내는 SNS 중독의 형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FLEX를 하는 행동을 ‘나’ 자신을 안좋게 보기도 했다.

하지만 flex를 하는 행동은 결코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셜 미디어에 자신

이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하며 노출시킬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

겨 같은 소비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경제의 좋은 순환을 이끌 수도 있다 생

각한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flex하는 사람을 보며 ‘겸손하지 못하

다’, ‘꼴불견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오직 과시만을 하기 위해 과소비를 하는 사람

들은 자기 과시를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가끔 flex를 하기도 한다. 적당한

선에서 자기과시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개성의 표현이

라고 생각한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 수필. 마지막 문단에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을 서술해서 수필이라고 생각했다. 그리

고 좀 덜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다. 논설문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러려면 좀

더 주장하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를 설명하시오.

- -까 싶다 :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추측이라서 사용했다.

  -고 생각한다 : 내 개인적인 주장을 좀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썼다.

[G-2-25] 현대인의 플렉스. 사람마다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이 현상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직 사진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삶의 욕구를 채워, 남들이 보는 시선을 즐기거나 만족감

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

하는 경우에도 플렉스를 하며 과시하는 행동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례에선 래퍼 도끼를 예로 들 수 있다. 래퍼 도끼는 많은 인기를 얻어 돈을 무

지막지하게 벌었다. 도끼는 그 돈으로 좋은 집은 물론 대부분을 명품에다 쏟아부었다.

하지만 도끼는 도를 지나쳤다. 명품 과시를 하며 하나둘씩 플렉스 하다보니 결국 전

재산을 날려 파산한 것이다. 이 사례로 보아 명품 과시가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어 멈

출 수 없게 되어, 능력이 그 정도를 미치지 못함에도 플렉스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명품을 하나 둘 타인에게 과시해서 만족감을 얻

으면 멈출 수 없게 되어 결국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사기를 북돋아 더 열심히 하는 계

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한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논설문. 플렉스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례(래퍼 도끼)를 예로 근거를 들어서 

내 주장을 설명했기 때문이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를 설명하시오.

- -다고 생각한다 : 나의 생각을 말하긴 하지만 설득하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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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3, G-2-25 학습자의 글에 사용된 양태 표현들을 보면 학습자들이 생각

하는 텍스트 종류와 무관하게 양태 표현들은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학습자들은 내용적 측면을 근거로 들어 자신이 생성한 텍스트 종류

를 설정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G-2-23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

로, G-2-25는 과시적 소비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외부의 사례를 근거로 각각

수필과 논설문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종의 텍스트가 갖추어야 할 요

건에 대해 내용적 측면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두 학습자들과의 추가적인 면

담에서 이러한 인식은 다음 면담 자료를 통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연구자 :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수필이랑, 논설문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

거 같아요? 글쓰기의 목적이라든가, 표현상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G-2-23 : 논설문은 좀더 자기 주장이 타당하고, 자기 주장이 더 강하게 드러

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글은 그냥 제 생각을 말한 거라서...

연구자 : 생각을 말하기만 하는 거는 논설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G-2-23 : 네, 독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연구자 : 그리고, G-2-23 친구는 ‘논설문’이 아니라 ‘수필’이라고 자기 글 성격

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덜 형식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

했나요? 내용 말고 표현들이 그랬던 거 같아요?

G-2-23 : 아 네, 딱 집어서 말은 못하겠는데, 더 딱딱하고 격식을 갖춰서 써야

할 거 같아요. 내 생각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연구자 : 그것과 관련해서, G-2-25 학생은 ‘내 생각을 말하지만 설득하는 것

은 아니다’라고 써 놨는데, 어떤 뜻일까요 G-2-25 학생이 생각하기에?

G-2-25 : 어... 논설문은... 저는 그냥 주장하기라고 생각했는데... G-2-23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설득이 목적인 거 같네요.

연구자 : 그러면 혹시 본인들이 쓴 글을 논설문으로, 혹은 더 ‘논설문같이’ 고

친다고 했을 때, 밑줄 친 부분 중에 특별히 고치고 싶은 표현이 있나요? 그 이유

도 말해 주세요.

G-2-23 : ‘아닐까 싶다’는 ‘자제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바꾸고 싶어요.

‘아닐까 싶다’는 뭔가 자신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한다’

는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연구자 :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를 ‘자제해야 한다’로? 왜요?

G-2-23 : 강하게 말할 때는 더 힘주어서 말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G-2-25 : 저는 설득까지 생각하지 않고 주장을 말하는 거는 ‘-고 생각한다’라

고 써서 이 부분을 저도 바꾸어야 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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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래 두 학습자의 경우 생성한 텍스트와 학습자의 응답에서 텍스트의

장르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G-2-4 학습자의 경우 ‘논설

문’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다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다음은 G-2-4

학습자의 글쓰기 자료이다.

<학습자 글쓰기 자료-‘논설문’ 응답 사례2>

[G-2-4] 현대인이 자신이 구매한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SNS에 기재하거나 타인들

에게 알리는 행동을 플렉스라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젊은 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다. 대학생과 같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플렉스 문화를 즐기고 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현상은 왜 주로 젊은 층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일까?

우선 최근 들어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통칭 욜로족이 기승을 부리

며 플렉스 문화 또한 증가하고 일반화되어가는 시기이다. 이런 욜로족들은 미래를 위

해 저축하는 소비 경향보다는 하루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소비를 자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보다도 훨씬 많은 사치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욜로

족 외에도 SNS의 특성이 플렉스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SNS는 흔히 팔로우를

통해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계정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의 일상을 함께 공유한다. 사람들은 SNS에서 더 많은 팔로워와 좋

아요를 받기 위해 식상한 게시물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게시물을 올리

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을 소비하여 SNS에

올리는 것이다.

플렉스 문화가 현재 자리를 잡아가는 만큼 이에 따른 문제점 또한 우려가 되는 상

황이다. 플렉스 문화는 일반 소비에 비해 많은 양의 돈을 단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금을 모으기에 어렵다. 만일 위급한 일이

생겨 다급하게 돈을 사용할 일이 생긴다면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플렉스 문

화를 즐기는 사람만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SNS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뉴미디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SNS 활동을 한다. SNS 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플렉스 문화를 즐기는 사람의 SNS를

접하게 된다면, 쉽게 현혹되어 과시 소비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개

인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유해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문제점 또한 간과할 수 없

다.

플렉스는 새로운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무분별한 소비 위험성 문제를

불러온다. 따라서 플렉스 문화를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적어도 과시 소비의 부작

용, 플렉스 소비의 한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환경

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논설문. 플렉스의 경향과 특징을 소개하고 플렉스 소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한 주장을 하는 글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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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일한 주제로 작성한 글인 G-2-23이나 G-2-25에 비해 위의 글은 화

자 지향적 전략 중에서도 객관화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확신의 강도가 높은 양

태 표현인 ‘-어야 한다’, ‘-을 수 없-’를 사용하여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강화하

는 방식을 보여준다. 다음은 텍스트의 장르성과 양태 표현 간 관계에 관해 학

습자와 각각 면담한 내용이다.

연구자 : 친구는 논설문을 썼다고 답해 줬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글

쓰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줄래요? 플렉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겠다 하는.

G-2-4 : 저는 우선 예상 독자를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 정하고 썼는데요. 부

모님이나 선생님은 ‘플렉스’라는 말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처음에 그런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플렉스 현상을 소개하면서 이게 문제다, 부정적이다라는 말

을 마지막에 하려고 했어요.

연구자: 선생님이 보니까 ‘-어야 한다’를 한 번만 썼어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

을까요?

G-2-4 : 제 생각을 제일 마지막에 주장하려고, 예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자

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참

고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을 ‘-어야 한다’로 나타냈어요. 나머지 내용은 전

반적인 플렉스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했고요.69)

연구자 : 그럼 ‘논설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나 특별한 성격 같은 걸 고려했

나요?

G-2-4 : 격식을 좀 갖추어서 쓰려고 했어요. 제 생각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연구자 : 내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현상으로?

G-2-4 : 네, 객관적인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G-2-4 학습자는 논설문에 대해서 ‘격식을 갖춘 글’, ‘타당한 근거를 통해 주

장하는 글’이라는 인식을 갖고 ‘과시적 소비 현상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후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고려했다고 답하고 있다. ‘-는 것이다’와 같은 객

69) 이 학습자의 응답에서는 텍스트를 의미 단계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할지에 대한 
인식도 볼 수 있다. ‘플렉스’ 현상에 대한 설명하기에서 주장하기로 단계화하는 방식을 
통해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했다고 답변한 점은 설득
적 텍스트의 다중 장르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3)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를 설명하시오.

- 마련되어야 한다 : 마지막 문장에 내 주장을 강조함으로써 독자가 내 생각을 더 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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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화의 화자 지향적 전략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시적 소비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답하면서 이를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논증 텍스트가 갖는 ‘텍스트다움’에 대해서 ‘객

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전략에 대해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의 글쓰기 과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장르성 인식과 관

련한 문제적 양상은 매체 변인에 관한 것이다. Ⅱ장에서도 논한 바 있듯 복합

양식 매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학습자들은 말하기와 글쓰기라는 매체 변인을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텍스트 종류 선택형 과제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먼저 매

체 변인을 단일화하여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이는 다음 학습자들

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다.

G-2-2 [정시 확대 찬/반-면접] '합니다' 체를 써서 공손한 모습, 논리력을 보

여주기 위해 나의 주장과 이유를 들어 말함.

G-2-3 [정시 확대 찬/반-면접] 대학 면접관이라고 생각함.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것들을 많이 썼다. 대학의 입시 제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

G-2-24 [정시 확대 찬/반-면접, 연설] 높임 표현을 써서 격식을 갖추고 내 주

장을 얘기하려고 함.

위 학습자들은 면접이라는 상황을 ‘말하기 상황’으로만 인식하여 상대 높임을

가장 중요한 선택 요건으로 보고 있다. 더하여 이러한 ‘대면 상황에서의 공손성’

을 양태 표현 선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 학습자의

글쓰기 과제 결과물에서도 나타난다.

<학습자 글쓰기 자료-정시 확대 찬/반-면접 사례>

[G-2-53] 먼저, 저는 대학입시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해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 첫번

째 그 이유는, 대학 입시가 현재 수시로 초점이 대부분 맞춰 있는 터라 바꾼다면 많은

시행착오, 큰 계획 필요 등 여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의 입시고민은 재발현

되고 학부모, 학원, 학교까지 많은 혼잡이 나타날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정시를 확

대하게 되면 일반고에게 불리하고 좀더 돈을 많이 낸 자사고, 외고 같은 곳이 유리하

게 됩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이 깨지며 혼란이 오게 될 것입니

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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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53를 보면, ‘정시 전형 확대에 반대’한다는 가장 중요한 언어 주체의 주

장에 대해서도 소망의 양태 표현 ‘-고 싶-’를 사용하여 화자 지향적 전략을 동

원해야 할 지점에서 약한 강도의 양태 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표현의 설득

력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인다. ‘대학 입시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

을 주장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을 것이-’ 나 ‘-게 되-’ 등을 사

용하여 적절한 양태 표현을 동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

는 문장에서는 공손하게 보이기 위해 ‘-고 싶’과 같이 소망의 양태 표현을 사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학습자들은 말하기 상황에서 보다 적절하게 양태 표현을 사용하

는 양상을 보였는데, 문제는 문어 텍스트를 생성하는 상황에서도 구어 텍스트

에 적절한 양태 표현을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G-2-53 학습자와의

면담에서 이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연구자 : 학생은 면접관을 대상으로 한 면담 준비용 글을 쓴 거잖아요. 혹시

다시 보면서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좀 더 강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G-2-53 : 어... 저는 첫 번째 문장(대학입시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해 반대를 하

고 싶습니다)이요. ‘반대합니다’로 고쳐야 할 거 같아요.

연구자 : 그래요, 이유가 있을까요?

G-2-53 : 너무 자신없어 보여서, 좀 똑부러지게? 보이려면 ‘반대합니다’로 해

야할 거 같아요.

연구자 : 네 그러면 지금 학생이 쓴 글을 논술 시험용 글이나, 신문 칼럼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바꿔야 할 종결 표현들을 고르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 알려

주세요.

G-2-53 : 일단 ‘-습니다’는 ‘-다’로 다 바꾸고요. ‘정시를 확대하게 되면 - 외

고 같은 곳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유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로요.

연구자 : ‘생각한다’를 추가한다는 거죠? 이유는요?

G-2-53 : 신문 칼럼이나 논술 시험 답안은 내 주장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하니

까요. 면접보다는 좀더 강하게 말해야 할 거 같아요.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면접. ‘-합니다’체를 써서 공손하면서도 내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려고 했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를 설명하시오.

- ‘-고 싶-’ : 주장과 의도를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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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다고 생각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바 이

는 가장 두드러지는 학습자 글쓰기 양상의 특징으로서 조진수 외(2015), 신희성

(2019), 강효경(2019)에서도 ‘주관화-객관화 기제의 부적절한 사용’ 양상으로 지

적되어 왔던 현상이다. Ⅲ장에서도 기술한 바 있듯 ‘-다고 생각하-’는 말하기의

상황에서는 언어 주체의 의견을 높은 강도로 표현하는 형식으로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의 ‘면담’ 글쓰기에서 고빈도로 ‘-다고 생각하

-’가 등장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G-2-53의 면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학습자는 양태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는 매체 변인에 관한 고려 없이 ‘-고

생각한다’는 무조건적으로 ‘주장의 표현 형식’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음 글쓰기와 면담 사례에서도 이러한 학습자의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

<학습자 글쓰기 자료-정시 확대 찬/반-논술 고사 사례>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학습자는 논술 고사라는 논증 텍스트의 특성과

‘-으면 좋겠다’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를 또다시 ‘-고

생각한다’로 수정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신희성(2019), 강효경(2019)에도 주관

화 기제로서의 양태 표현으로 논구하고 있는 ‘-다고 생각하-’71)는 구어 토론 담

70) 면담으로 진행된 부분이나 내용이 소략하여 요약 제시한다.
71) 논설문이라는 설득 텍스트에서 ‘-다고 생각하-’의 빈번한 사용 문제는 기실 매체 변인

이나 학습자로서의 언어 주체에 대한 인식, 단언과 유보의 전략 사용 문제 등에 관한 
것들로 다각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본 연구 또한 ‘-다고 생각하-’의 사용 양상을 해석
할 때 하나의 요인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각적 분석을 꾀한다. 이는 Ⅱ장에서도 강조
한 바 있듯 언어의 계층적 성격이 반영된 것이다.

[G-2-34] 대학입시는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직업을 가

지에 하려는 하나의 수단이다. 하지만 요즘 대학입시는 수단이 아닌 목표로서 학생들

에게 자리잡았고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주목되는 문제는 사교육의

차이이다. 사회불평등으로 인한 빈부격차와 그에 따르는 정보 문제가 있다. 입시에서

계속 바뀌는 정보를 빠르게 터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혜택이 아닐 수 없

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입시 방안 중 수시보다 정시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사교육 문

제가 얽혀 있다지만 사실상 정시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심하다고 할 수 있는

데 이는 수시처럼 매일 신경 쓰는 과목이 아니다. 학교 수업과 관계 없이 오로지 학원

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시와 수시에 차이를 두는 것보다 당장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 방식을 정비하려는 시도가 더 시급한 사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 자신이 쓴 글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긋고 수정한 다음, 그 이유를 말해 주

세요70). 

- ‘-으면 좋겠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논술 고사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

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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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는 ‘나’를 드러내면서 언어 주체의 주장에 힘을 더하는 담화적 기능을 수

행하지만 논설문과 같은 논증 텍스트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의 주장을 객

관화하여 드러내는 논증 텍스트의 장르성을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2)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 간 관계의 제한적 인식

전술한 ‘-다고 생각하-’는 학습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도 높은 자기 주장의

표현이라고 보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 주체로서 텍스

트를 생성할 때 미숙한 필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다는 점이다. 이는 ‘-다고 생각하-’의 빈번한 사용뿐만 아니라 ‘-은/는 것 같-’

의 잦은 사용 문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작문

과제를 수행한 후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에서 ‘-다고 생각하-’와 ‘-은/는/을 것

같-’을 논증 텍스트에 동원한 이유에 대한 응답 내용들이다.

G-2-25 ‘-다고 생각한다’는 나의 생각을 말하긴 하지만 설득하는 건 아니다.

G-2-37 생각한다, -할 것 같다, 등의 종결 표현을 사용했다. 그 이유는 이러

한 논제는 정확한 답이 없고 모두가 고민해 보아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내 개인

적인 생각은 이렇지만 다른 이들의 생각 또한 궁금하고 내 생각에 대해 정확한

확신이 없어서 이런 종결 표현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G-2-10 추측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는 것 같-’를 썼다.

G-2-15 내 기억을 떠올렸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은/는 것 같-’를 썼다

G-2-37 내 생각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을 것 같-’를 많이 썼다.

위의 응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학습자들은 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각

을 생각이 어떤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글이 어쨌든 ‘학생’의 글로서 미숙한

필자라는 점을 스스로가 염두에 둔 데서 비롯된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를 구어

토론 담화에서 ‘-다고 생각하-’가 자연스럽게 언어 주체의 주장을 강화하는 표

지로 활용되는 양상과 관련지어 논구할 수 있는 점은, 토론 담화 자체가 필연

적으로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완화적 표현보다는 필요한 상황

에서는 좀더 강화된 표현으로 ‘-다고 생각하-’가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다음 학습자는 자신이 ‘기사문’을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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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는 전혀 양태 표현을 선택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 글쓰기 자료-‘기사문’ 응답 사례>

다음은 G-2-10 학습자와의 면담 내용이다.

연구자 : ‘과시적 소비 현상’을 다룬 다른 친구들과 달리 선생님이 말한 자기

의견을 나타내는 종결 표현을 전혀 안 썼어요. 다른 친구들 글이랑 비교해 보니

까 더 잘 느껴지죠? 이유가 있을까요?

G-2-10 : 저는 논설문은 오히려 독자층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논설

문 쓰는 상황이 논술 시험 볼 때나, 아니면 학교에서 주장하는 글쓰기 과제 이런

거 할 때 주로 쓰잖아요. 논설문은 제 주장을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

각했는데, 기사문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드러내기에 기사문이 더

[G-2-10] 최근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 가진 걸 타인에게 과시하는 행동인 FLEX가

유행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과 래퍼, SNS스타 등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유명인이

FLEX 행위를 함으로써 젊은 층에도 이런 행동이 유행을 한다. 주로 명품, 외제차를

SNS나 유튜브 등으로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며 이러한 소비가 자신에겐 큰 어려움

이 아닌 것처럼 자기의 재력을 과시한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막 한 젊은 20대 층들

도 돈이 부족하지만 이런 FLEX 심리로 은행에 빚을 지면서 시계, 차 등 값비싼 물건

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를 안 좋게 보는 시선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이 행위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다. 일단 큰 돈을 빠르게 소비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되고 무엇보다 자기 만족도가 크다는 것이다. 고된 일을 마치거나 무엇을 성취해

내었을 때 자기 보상의 의미로 FLEX를 한다며 번아웃도 잘 오지 않고 추후 다음 일

을 할 때 더욱 동기 부여가 되어 일의 능률을 올려 주는 효과가 매우 크다. FLEX를

많이 하는 유명 래퍼 염따의 말을 들어보면 FLEX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얼마에 산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한다.

알차고 가성비가 높은 소비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쓸데 없는 소비일수록 FLEX

의 가치가 크다 하고, 또한 자신이 산 비싼 시계나 신발을 귀중히 여겨 제대로 신고

다니거나 차지 못하면 그 순간 FLEX로부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래퍼들이 이 행

위를 많이 하는 이유 또한 자신의 성공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앨범 작업이 끝났

을 경우의 성취와 그로부터 오는 영감이 모두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기사문. 내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보

여주는 글이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를 설명하시오.

- ‘-다고 한다’, ‘-다고 주장했다’, ‘-다는 것이다’ 등 :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글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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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거 같아요. 제가 기자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제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객관적으로 보이게 썼어요.

연구자 : 그럼 객관적으로 보이게 한 표현들이 있을까요?

G-2-10 : 네. 제 얘기 보다는 플렉스를 하는 다른 사람들, 아니면 플렉스의 장

점, 단점에 대해 다른 사람이 말한 것들을 인용하려고 했어요.

연구자 : 그래요. 기사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건을 보도하는 것도 있고,

기자 생각이 좀 드러난 것도 있잖아요. 친구가 쓴 글은 어떤 글인거 같아요?

G-2-10 : 제 글은 둘 다인 것 같은데....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현상, 문제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보도하고, 거기에 대한 기자의 생각을 붙인 기사문이라고

생각해요.

G-2-10 학습자는 우선 자신이 ‘학생’으로서 논설문을 쓰는 상황을 가정하여

텍스트의 장르성을 인식하면서, ‘논설문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성격을 띠는

독자층을 설득시키기 위한 글’로 보고 있다. 즉 학생으로서 자신이 논설문을 쓸

만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기사문에 대해서는 ‘기자’

로서 글을 쓰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서 언어 주체로서 자신이 독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평소

학습자들이 직면해 왔던 실제적인 글쓰기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자신이 쓴 글을 ‘칼럼’이라고 특정한 학습자의 글과 그 외

의 텍스트 종류를 선택한 학습자의 글의 질적 차이로도 나타났다. ‘칼럼’이라고

특정한 학습자의 글은 소위 말해 ‘주관화된 양태 표현’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

났다. ‘칼럼’으로 응답한 학습자 11명의 글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양상을 나타냈

는데, 이는 텍스트 종류의 구체성이나 변별적 특성이 높아질수록 학습자들 또

한 언어 주체의 정체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지면상 한 편만 사례를 보이기로 한다.

<학습자 글쓰기 자료-정시 확대 찬/반-‘칼럼’> 사례

[G-2-6] 대한민국 고등학교3학년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시기로 인식된다.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일이다. 어릴때부터 대학교 염불을 들어온 학생들

에게 대학 입시는 당연히 큰 짐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떠오르는 논란이 있다면 바로 대학 입시 전형이다. 대학 입시 전형은 크게 수시와 정

시로 나눌 수 있는데, 근래에 와서 정시 확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시는

수능 성적으로 대학의 입학 여부를 판가름하는 방식이며, 고등학교 성적은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수시는 고등학교 성적과 활동으로 대학 입학 여부가 나뉜다. 이중 확대

되어야 하는 전형은 정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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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6 학습자의 글을 보면 양태 표현이 마지막 부분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칼럼의 장르성을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느냐와도 관련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자신이 정시 확대와 관련하여 칼럼

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고3과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적인 매체’에 쓰는

글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스스로 칼럼의 장르성을 ‘내 주장을 타당

하고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는 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 주체로

서 자신을 대표자로 인식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가 오롯이 개인적인 소망이

수시는 절대 공평하지 않다. 수시 전형의 경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적이지만

성적이 통과되고 나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기록으로 학생을 평가한다. 여기서 더 파

고들 것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기록이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살펴보자. 고3의 '자소

서' 시즌이 되면 학생들은 자소서를 쓰기 시작한다. 완성된 자소서는 학생 혼자 쓴 결

과물인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적어도 학교 선생님의 손질을 한번씩은 거친 결

과물이다. 학교 선생님의 손만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첨삭 1회에 10만원이 넘는 강사

의 손을 거치는 일도 다반사이다. 결국 돈이 없으면 '좋은' 자소서를 만드는 것이 힘든

것이다. 학생부 기록으로 가 보자. 이글을 읽는 독자는 일반고와 특목고, 잣고의 활동

이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고 공대 지ㅂ망생과

과학고 공대 지망생을 비교해 보자. 과학 실험에 있어 두 학생이 할 수 있는 실험의

급과 종류는 현저히 다르다. 과학고 학생이 더 많은 실험을 할 기회를 가진다. 문과계

열이라고 다르지 않다. 대학에서 일반고보다 자사고, 특목고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이

미 다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블라인드제가 도입되었으나 그것을 지키지 않고

신입생을 선발한 사건도 다수이다. 당연히 일반고 학생은 수시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시는 어떤가. 물론 정시도 완벽하게 공평하지는 않다. 그러나 수시에

비해 공평하다. 먼저 정시는 출신학교를 따지지 않는다. 출신학교가 특목고든 일반고

든 오직 수능점수만을 보기 때문에 출신학교는 의미가 없다. 또 수능 당일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시험문제를 알 수 없다. 수능시험 유출은 여태껏 없었다.

반면 수시는 숙명여고 사건을 통해 시험문제 유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시는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이다. 완벽하게 공평

한 입시제도는 모 방송사의 아동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돌림판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수시와 정시, 이 두 전형 모두 완벽히 공평하지는 않지만 무엇

이 더 공평한지 생각해야 한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칼럼. 수시와 정시에 대한 고3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적인 매체에 쓰

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를 설명하시오.

-‘생각해야 한다’. 정시 확대에 찬성하기는 하지만, 왜 정시가 수시보다 더 나은지 독자

들이 직접 생각해 보도록 하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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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만 따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공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는 인식이 양태 표현을 적게 사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3.2.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과 인식 양상

(1) 의미 단계에 따른 전략 선택 국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생성하고자 하는 글의 의미 단계에 대해 상세화하지 못하

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대체로 특정한 양태 표현이 획일적으로 사용되는 현

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병 이후 현대 사회’를 주제로 한 글을 작성하도록

한 글쓰기 과제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미래 상황을 예견하는 것’으

로 화제의 성격을 설정하고 이를 오로지 ‘-을 것이-’나 ‘-을 것 같-’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 글쓰기 자료-‘논설문’-감염병 이후 현대사회> 사례

<학습자 글쓰기 자료-‘논설문’-감염병 이후 현대사회> 사례2

[G-2-19] 코로나19 이후로는 우선 마스크를 판매하였던 의약품 회사와 약을 제조한

업체 등 의학계가 크게 성장할 것 같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들을 찾아내어 미리 백신을 만들어 접종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 개발이 계속 되는 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은 못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많이 제한된 상태였

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었던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배달 음식 업계

또한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특정 부분만 성장하였으나,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크게 성장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코로

나가 끝나면 세계 경제가 더 크게 성장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논설문. 내 생각을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를 설명하시오.

- ‘-을 것 같-’, ‘-고 추정되다’ : 미래의 일을 내가 예측하는 거라서.

- 공손하게 내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높임 표현을 썼다.

[G-2-9] 나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여 마스크가 호흡기

등이 필수화가 계속되고 결국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질병이 탄생하거나 자연 재해로 인

구의 상당수가 죽어서 인구 감소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계속하여 생명에

관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통제할 수 없는 질병들을 탄생시킬 가

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리고 인간은 계속해서 지구의 생태계를 망가트리고 있고 점

점 지구를 망가트리다 보면 지구에 한계점에 도달할 텐데 그럼 지구가 공룡들을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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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이후 현대 사회’를 주제로 한 글쓰기 결과물은 대부분 학습자들의 글

이 <사례1>이나 <사례2>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에

대해서는 ‘수필’, ‘논설문’ 등 다양한 종류를 선택했지만, 텍스트 종류와 상관없

이 대부분의 학습자 글쓰기 결과물에서 추측의 ‘-을 것 같-’가 등장했다. ‘자신

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을 표시하고 이유를

작성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일관되게 나타났다.

G-2-9 미래에 우리 사회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얘기하는 거니까 ‘-

을 것 같-’, ‘-기 바란다’를 사용했다.

G-2-67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을 것 같-’를 많이 썼다.

G-2-60 내 예측에 관한 내용을 쓰는 거니까 ‘-고 예상됩니다’를 썼다.

한편 다음 학습자의 글에서는 보다 다양한 양태 표현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같은 주제로 논설문을 작성한 학생의 글과 면담 자료이다.

<학습자 글쓰기 자료-‘감염병 이후 현대사회’> 사례3
[G-2-7] 2020년, 새해가 밝자마자 발생한 코로나19사태는 현재 우리의 일상을 완전

히 바꾸어 놓았다.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와 더불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그리

고 모두의 생필품이 된 마스크 등 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일상은 다시 되돌아가기 힘

들 정도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박멸한 후의 시대의 우리

들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대부분 우리가 원래 지냈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

지만 과연 그럴까? 현재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약 7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문제가 되던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미래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위 문제들의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들과 정부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또다른 대책과 논의가 계속되리라 생각이 들고 이로

인해 일상으로 돌아갈 우리의 시간이 점점 늦춰질 것이다. 또한 코로나 19의 영향으

시킨 것처럼 인류를 거의 멸종시키고 새로운 종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므

로 우리는 지금 현재에 만족하여 무리하게 자신의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하지 않으며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삶의 터전을 지키려 노력하기를 바란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수필. 내 생각을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이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를 설명하시오.

- 잘 모르겠다. 미래의 일이니까 주로 ‘것 같다’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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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7 학습자의 글 또한 ‘-을 것이-’가 고빈도로 나타나지만, ‘예상된다’, ‘-

ㄹ 듯하다’와 같이 추측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양태 표현이나 어휘적 표

현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학습자의 글과 차이를 보인

다. 또한 앞의 두 학습자는 자신이 생성해야 하는 텍스트에 대해 ‘미래 상황을

내가 예측하는 것’이라는 화제만을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 반면, G-2-7 학습자

는 ‘감염병 시대 이후의 사회’라는 화제에 대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지 고민하고, 고민의 결과가 모종의 의미 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G-2-7 학습자

의 면담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 학생은 ‘-을 것이-’ 이외에도 비슷한 의미를 갖는 표현을 달리 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려고 한 이유는

요?

G-2-7 : ‘-ㄹ 듯하다’, ‘추측한다’, ‘예상한다’ 이런 거를 쓴 거 같고요. 다양하

게 표현을 바꿔보려고 했던 거는 수업 시간에 글을 쓸 때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 지루해 보일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다양하게 쓰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생각나서... 가능하면 다양하게 써 보려고 했어요.

연주가 : 네, 그리고 궁금한 것은, 글을 쓰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써야겠다,

어떤 구조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요?

G-2-7 : 일단 논설문이니까 서론-본론-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서론은

로 인하여 '감염' 및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관련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관련 법안

이나 시설이 향상되거나 생성될 것이다 . 여태껏 '메르스'나 '사스' 등 많은 전염병이

돌았었지만 이번 코로나19는 스케일이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

자보다 몇만명이나 많은, 약 15만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만 보아도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 '감염'과 같은 부분에 관심

을 가지며 코로나19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며 의학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향상될

듯하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 이후 인류가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나는 예상한다. 다만, 우리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

가려면 무엇보다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워진 사회

는 코로나19가 박멸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한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

하는지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달라질 것이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논설문.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를 설명하시오.

- ‘-을 것이-’ : 미래의 일을 내가 예측하는 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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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본론에서는 제가 예측하는 감

염병 이후의 사회의 모습들을 쭉 썼고요.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한다,

이런 대책, 태도 이런 거를 쓰려고 했어요.

G-2-7의 면담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 학습자는 ‘감염병 이후의 사회’의 모습

을 기술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 즉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라는 생각

은 다른 학습자들과 다르지 않았지만, 이것을 본론의 내용으로 삼고 서론과 결

론에는 현재의 상황이나, 앞으로의 자세나 태도 등을 기술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의미 단계와 관련하여 환언하자면, 앞의 두 학습자는 오롯이 주장하기의

의미 단계만 획일적으로 보여준 반면, G-2-7 학습자는 서사하기-주장하기의 방

식을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차이점을 알 수 있

다.

(2) 명제 특성과 독자/청자 요인 간 관계에 따른 전략 선택 국면 

앞서 (1)에서 보인 G-2-7 학습자의 글은, 명제 및 사태에 대한 언어 주체의

인식이 적절한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 사용을 통해 구현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앞의 두 학습자의 글과 마찬가지로 G-2-7 학습자의 글에도

추측의 양태 표현이 다수 사용되었지만 G-2-7의 학습자의 글에서는 동일한 양

태 표현이 ‘반복적으로 단조롭게’ 사용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는 동일

한 양태 표현이 의미 단계에 따라 각자 다른 의미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G-2-7의 글 중 본론에서의 ‘-을 것이-’나 ‘-ㄹ 듯하

다’는 대체로 미래의 일을 추측하는 의미기능을 수행하지만, 결론에서의 ‘-을

것이-’나 ‘-ㄹ 듯하다’는 언어 주체의 의견을 완화하는 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다.

G-2-7 학습자의 면담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본론에서는 언어 주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면 결론에서는 감염병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나 태도를 ‘조언’ 내지 ‘의견 표명’을 하는 입장으로 역할의 조정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양태 표지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텍스

트의 의미 단계에 따라 언어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주지하였듯 언어 주체는 명제 및 사태를 인식하고 이를 독자 및 청자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을 선택하게 된다. 양태 표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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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독자 및 청자를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이 언어 주체로서 명제나 사태를 어

떻게 인식하느냐’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언어 주체로서 자

신의 견해에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으로서 객관화 기제의 양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신희성(2019: 154)에서도 학습자가 작성한

논증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다고 생각하-’가 고빈도로 출현하거나, ‘-으면 좋겠

다’와 같이 교과서의 논증 텍스트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소망의 양태 표현

과 같은 양태 표현이 다수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학습자들에게 다

양한 객관화 양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명제의 주관화에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 학습자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학습자는 텍스트의 언어 주체에도 미

숙한 필자로서의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사태에 대한 평가나 견해에 대해 확신이

없는 태도를 양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칼럼 기사

의 필자나 토론 담화의 참여자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도 ‘-은/는 것 같-’와 같

은 지극히 주관화된 양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언어 주체의 견해를 핵심

적으로 표명하는 데 있어서는 ‘-어야 하다’와 같은 의무 양태 표현이나 객관화

된 화자 지향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학습자의 텍스트

에 등장하는 ‘것 같다’는 언어 주체가 자신의 의견을 힘주어 말해야 할 지점에

등장하면서 텍스트의 힘을 약화시키고 장르적 특성과도 맞지 않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아래 사례를 보자.

<학습자 글쓰기 자료-정시 확대 찬/반-‘면접’> 사례

[D-3-50] 대학 입시 전 성적을 보는 것이 고등학교 성적인데 내신은 3년 동안 원하

는 등급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볼 수 있고, 3년 동안 잘 했는지, 상향했

는지, 하향했는지 잘 볼 수 있는 게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기록부

(수시)를 통해서도 학생이 얼마나 성실히 살아왔고 원하는 과에 진학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 수시는 3년 동안 얼마나 노력해왔냐이지만 정시는

12년 동안 배운 걸 단 한 번의 시험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에게는 수시와 정시와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

인데 정시 전형을 확대해 버리면 3년 동안 학교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다닌 학생들보

다 수업시간에 정시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생겨날 것이고 학교에 성실히 다닐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학생으로서의 입장은 정시 전형이 부담이 굉

장히 큽니다.

수시에서도 대학교 잘 갈 수 있고 더군다나 대학에서 뽑는 학생들은 한정적인데 정

시를 확대하면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인생이 달린 일을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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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50 학습자의 경우 연구자가 문제적이라고 포착한 표현들에 대해 질문하

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는 ‘면접’이라는 구어 상황에서 자연스

럽게 나올 수 있는, 즉 적절히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메타적으로 자신의 글

쓰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포착해 가면서 답변을 받았다.

연구자 : 선생님은 D-3-50 학생이 쓴 부분 중에서 ‘3년 동안 노력한 사람의

노력은 허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했는데, 혹시 더 나은 표현으로

고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D-3-50 : ‘노력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면 될까요?

연구자 : 그렇게 할까요? 그럼 처음에 ‘될 것 같습니다’를 쓴 이유가 있어요?

D-3-50 : 일단 제 생각이고,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제 추측

이라고 생각해서......

연구자 : 그럼 대학 입시 면접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았나요? 아니라면 이유는?

D-3-50 : 아, 면접 상황이라면 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될 것입니다’

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보다는 제 추측이라는 의미를 살리면서, 그래도 좀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연구자 : 객관적인 느낌이 더 드나요? ‘될 것입니다’가?

D-3-50 : 네, ‘것 같습니다’보다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학습자는 3년간의 노력과 정시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1년간의 노력을 비교하

면서 정시 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부분에 사용된 ‘-을 것 같-’를 수정하고 싶은

부담스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노력

한 사람은 아깝게 수시에서 대학을 못 갔고 정시를 봤는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이 운

으로 더 잘 봐서 노력한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더 대학 좋은 곳 가고 잘 간

다면 3년 동안 노력한 사람의 노력은 허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시를 더 확대시킨다면 학교 내신에 신경 엄청 쓰고 성실히 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적어질 것입니다. 3년 노력한 사람과 1-2년도 안 되게 노력한 사람들 중 3년 노력한

사람의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학 입시 정시 전형 확대에

반대합니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면접. 주장하는 말하기. 정시 확대를 반대하기 위해 내 의견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종결 표현에 밑줄을 긋고 이유

를 설명하시오.

-‘-다고 생각하-’ : 내 의견을 말해야 하는 부분에서 주장하려고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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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추측의 양태 표현인 ‘-을 것이-’로 수정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술하였듯 ‘-을 것이-’는 ‘-을 것 같-’에 비해

추측의 강도가 낮은 양태 표현이기는 하나, 해당 명제와는 적절히 어울리지 않

는 표현에 가깝다. 이와 관련하여 서영진(2014: 214)에서는 교과서에 예시문으

로 등장하는 토론 담화 텍스트의 논증 구성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주

장+이유’ 구성의 논증에서 이유가 추측성 문장으로 진술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

하게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와 같은 서술어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추측성 발언으로 정당화를 시도하는 논증은 설득력이 취약한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영진(2014)의 논의는 추측성 문장 사용의 이

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으로 단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은 언어 주체가 어떤 사태나 명제에 대해, 어떤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을 사

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2.3절에서 상론한 바

대로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에서는 언어 주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게 될 것이-’, ‘-을 수 있-’과 같은 추측이나 가능성의 의미를 담지하는 양태

표현은 선택되지 않고, ‘-은/는 것이-’나 ‘-게 되-’와 같이 객관화의 화자 지향

적 양태 표현 전략을 사용하거나, 혹은 양태 표현을 선택하지 않는 양상을 보

여주었다. 이는 학습자 글쓰기 과제에 나타나는 양상과 현저히 변별되는 부분

으로서 서영진(2014)의 논의와 관련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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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

1. 교육 내용 선정 및 조직의 준거

1.1. 숙련자와 학습자 간 양태 표현 선택 기제의 변별

본 연구는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Ⅱ장에서

텍스트를 사회적 실천으로 바라보고 사회문화적 의미 과정으로서의 장르를 관

점으로 하여 양태 표현의 선택을 모종의 표현 전략으로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Ⅲ장에서는 칼럼과 토론 담화에 나타나는 양태 표현들이 어떻게

언어 주체의 특성에 따라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으로서 동원되고 조정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 과제에 사용된 양태 표현을 중

심으로 텍스트 생성에 동원되는 학습자의 언어 인식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이 칼럼과 토론 담화에서의 양

태 표현 사용 양상과 학습자의 양태 표현 사용 및 인식 양상이 변별적 특성을

보이는 지점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이 선정 및 조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Ⅲ장에서 분석한 칼럼 및 토론 담화에서의 양태 표현 선택 기제와 학습자

의 양태 표현 선택 기제를 <표 4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4> 칼럼 및 토론 담화와 학습자의 양태 표현 선택 기제 비교

기제의 층위
칼럼 및 토론 담화에서의 양태 

표현 선택 기제
학습자의 양태 표현 선택 기제

①텍스트 장르성의 

인식 측면

• 텍스트의 장르성에 따른 양

태 표현 사용 구분

- 칼럼 : 객관화.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주된 사용

 양태 표현 사용의 빈도 축소

- 토론 담화 : 주관화. 공손성

의 원리 우선 적용. 청자 지향

적 양태 표현 전략의 주된 사

용

• 목적 중심으로만 텍스트의 장

르성을 인식

- 격식성의 정도에 따라 수필과 

논설문으로 단순 구분하여 인식

- 매체 변인이 갖는 특성에 관

계 없이 주관화된 표현 사용.

② 언어 주체와 독

자/청자의 관계 설

정 측면

• 언어 주체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려

- 전문가로서 일반 독자/청자

를 고려한 유보적 표현 선택

- 명제 및 사태에 대한 태도의 

• 독자/청자와의 관계보다 언어 

주체의 화제에 대한 생각에 따

른 양태 표현 선택 

- 명제 및 사태에 대한 태도의 

주관화 기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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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텍스트 장르성의 인식과 관련한 국면에서 학습자가 보여주는 문제는 텍스

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맥락의 층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

는 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습자가 텍스트의 장르성을 고려하여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국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구어와 문어라는 사용역 차

원에서의 매체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Ⅱ장과 Ⅲ장

에서 전문가 인터뷰 및 학습자 글쓰기의 양상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즉 학습자는 자신이 생성하는 텍스트가 자료체로서 최

종적으로 문어인지 구어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생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목적

과 화제라는 두 변인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②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 간 관계를 설정하는 국면에서 칼럼과

토론 담화의 화자가 대화 참여자로서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을 Ⅲ장에서 보인 바 있다. 모종의 집단이나 언론사를 대

표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에는 단언의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견해를 객

관화하는 화자 지향적 전략을 사용하고, 전문가로서 일반 독자에게 자신의 견

해를 해석 및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지위를 낮추어 독자와의 심리적 거

리감을 좁히기 위해 청자 지향적 전략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학습자는 독자/청자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텍스트의 화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차원에서만 양태 표현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텍스트는 화자와 필자의 역동적 의사소통’이라는 대화적 특성을 양태 표

현의 선택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Ⅱ장

에서 기술하였듯 양태 표현을 비롯한 문법 요소의 교육이 분석적 관점에 입각

해서 이루어져 왔거나, 혹여 문법 요소의 표현 효과를 탐구하는 교육 내용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문장 단위에서의 효과 인식 차원에 그치면서 텍스트

차원에서 모종의 문법 요소가 갖는 표현 효과가 ‘독자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

가’를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태 표현이 사용된 문장이 전체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객관화 기제 선택

③ 화자/청자 지향

적 양태 표현 전략 

사용 측면

• 견해의 객관화

• 주관적 해석에 대한 완화적 

표현

• 견해의 주관화

• 주관적 해석에 대한 강도 높은 

추측성 표현

④ 의미 단계에 따

른 표현 전략의 조

정 측면

• 의미 단계의 복잡도에 따라 

청자 지향적-화자 지향적 전략

의 단계적 선택

• 의미 단계의 단선적 인식에 따

른 단일 전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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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해 본 경험이 부재한 문제는 ③과 ④의 차원에서 더욱 명징하게 드러난다.

①과 ②가 텍스트 전체의 장르성과 양태 표현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양

태 표현을 선택하는 국면에 개입하는 기제들에 관한 것이라면, ③과 ④는 ①과

②의 기제를 바탕으로 개별 양태 표현 전략을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

지에 관한 기제로 볼 수 있다. 우선 ③ 표현 전략으로서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차원은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언어 주체가 청자 및 독자를 고려해야지만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습자는 이미 ②의 차원에서 언어 주체로서 학습자

가 텍스트의 화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있기 때문

에,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이 언어화된 실현태를 독자 및 청자가 어떻게 받아

들일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략으로서 양태 표현을 사용하

는 차원에 있어서도 의견 명제를 객관화하여 표현한다거나, 사실 명제를 주관

화한다거나 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④의 차원 또한 의미 단계를

상세화하는 문제로서 ‘텍스트의 장르성을 고려하여 독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

가’가 구체적으로 설정되고 이것이 언어화되는 차원에 작동하는 기제인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의미 단계를 화제에 따라 단선적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양태

표현을 획일적으로만 선택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Ⅲ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 44>에서 제시한 양태 표현 선택

기제의 층위를 교육 내용 구안의 축으로 삼고, 각 층위에 따라 나타나는 칼럼

및 토론 담화와 학습자의 양태 표현 선택 양상 간 변별점을 교육 내용화의 준

거점으로 삼아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1.2. 기법적 지식과 수행적 지식의 연계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작업은 양태 표현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교육적 목표를 상세화하고, 교육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할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를 탐색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가 설정하는 양태 표현 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모어 화자의 양태

형식 해석 및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것에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언어 형식의

‘사용’은 언어 형식을 이용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즉 문법 외적 영역에

대한 것과 언어 현상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문법 내적

영역에 관한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반으로 하며, 문법 범주로서의

양태 형식이 어떤 의미기능을 갖고 소통되는지를 해석할 줄 알고, 텍스트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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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지향한다. 그리

고 이러한 양태 표현 교육의 목표는 ‘언어에 대한 인식’이라는 문법교육의 거시

적 목표에 기반한다. 학습자를 비롯한 모어 화자는 직관적으로 문법 요소를 동

원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일상에서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로 생각

했던 국어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지식의 인식성 강화’(2005: 45)는 문법을 학습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이에 근거했을 때 양태 표현의 선택에 대한 문법 지식을 교육

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문법 요소를 사용해 왔던 단계에서 벗어

나 언어 주체로서 학습자가 텍스트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통찰하

고, 문법 요소에 주목하는 능력72)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을 교육의 목표73)로 삼

게 된다.

그렇다면 양태 표현 선택의 교육 내용으로 제공되어야 할 지식은 어떤 성격

을 갖는가? 이는 앞서 Ⅲ장에서 분석한 양태 표현 선택의 양상과 기제들이 갖

는 특성이 지식의 ‘어떤’ 부면과 연계되는지를 모색함으로써 명료화할 수 있다.

오우크쇼트(Oakeshott, 2010/1967: 114-115)는 지식의 종류를 ① 수행을 함에

있어 '조건'이 되는 지식, ② '준거'를 구성하는 지식, ③ 어떤 행위에 내재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지식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양태 표현을 해석하고 사용하는

데 동원되는 문법 지식은 오우크쇼트의 분류에 따르면 ①, ③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①은 언어의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텍스트에 동원된 문법

72) 작문이나 화법의 영역에서 문법 형태에 주목하는 수행을 오히려 ‘직관적으로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에 지식적 부담을 안기는 일’로 바라보는 관점도 존재한
다. 이미 모어 화자로서 언어 형식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를 굳이 
문법 지식이라는 범주화를 통해 학습자에게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적절성’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절성’의 정도가 다소 낮더
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일상 대화나 혼자 쓰는 일기 정도로 본다
면, ‘높은 정도의 적절성 내지는 타당성’이 요구되는 의사소통적 상황(예를 들어 정치
적, 외교적 쟁점이 개입하는 상황에서의 의사소통)도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상황은 문법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지만, 언어 형식의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높은 수준의 언어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언어 형식의 선택에 관
여하는 기제를 작동시켜 모종의 문법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73)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양태 표현 교육의 목표는 폴라니(Polanyi)의 ‘보조식’과 ‘초점식’
의 개념으로도 설명 가능하다. 제민경(2015:201-202)에서도 장르 문법교육에서 문법 요
소의 선택과 ‘어미’로서 문법 요소에 대한 앎이 교육의 국면에 따라 초점식이 되기도, 
보조식이 되기도 하면서 이러한 문법 지식이 궁극적으로는 언어 주체인 학습자에게 온
전히 체화하여 다시 보조식이 되었을 때 온전한 하나의 앎을 성취했다고 기술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도 ‘양태 표현을 의식적으로 주목하는 수행’은 단순히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태 표현의 선택에 작동하는 기제를 의식적으로 고려하는 
수행을 통해 ‘보조식’으로서 그러한 앎이 성취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달리 말
해 이는 ‘무의식적 유능감’의 상태, 즉 ‘의식적이지 않아도 능력 발휘가 가능한 단계
(Ambrose et al., 이경옥 역, 2012: 116)’이라고도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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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들의 의미기능을 담화적 차원에서 탐색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

과 관련된 실제적 지식으로, 수행의 절차적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이다. ③

은 국어의 구조와 원리에 관한 지식으로 이때 동원되는 지식은 언어의 사용에

기여할 수도 있고, 이와 관련없이 언어 내적인 모종의 체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는 점에서 명제적 지식 혹은 기법적 지식에 해당한다. 양태 표현 선택의 의도

나 효과에 대해 고찰하는 작업은 형식에 대한 주목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

서 기법적 지식으로서 양태 표현에 대한 명제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를테면

‘-다는 것이-’와 ‘-은/는 것이-’의 의미기능이 갖는 변별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두 표현의 형태적 차이에 먼저 주목할 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들 지식이 서로 상보적 관계74)에 있다는 점이다. 언어 단위의 교육 내용은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형식의 의미기능을 해석하는 국면에 동원되는 지식적 토

대로서 유의미하게 작동할 수 있고, 문법 요소의 중핵 교육 내용으로서 양태

형식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적절하고 타당한 언어 사용과 관련을 맺는다. 그

런데 양태 표현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텍스트

차원에서 그러한 양태 표현이 어떤 의미기능을 생성하는지, 그러한 의미기능이

텍스트 전체의 의미나 양태 표현이 동원되는 명제의 의미와 어떻게 조응하는지

를 탐색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탐색의 결과는 언어 주체가 모종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양태 표현의 선택항을 구성하는 수행으로 이어진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칼럼 및 토론 담화와 학습자의 양태 표현 선택 양상

간 변별적 지점들은 교육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에 대

한 기법적 지식과 수행적 지식을 연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할 것이

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각 내용 요소의 지식이 갖는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74) 지식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이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문법교육에서
의 지식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본관 신명선(2019: 161)에서 
“실제적(authentic) 의사소통의 담지체로서 개별 화자의 살아있는 구체적 문법 지식
(IGK, Individual Grammatical Knowledge)"을 문법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그러
한 지식을 바탕으로 일반적 문법 지식(CGK, Common Grammatical Knowledge)을 
참조하여 추상적 문법 지식(AGK, Abstract Grammatical Knowled-ge)을 탐구할 때 
문법 지식이 언어생활의 국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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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양태 표현 선택에 관한 지식의 성격과 교육 내용 요소

<그림 16>에서도 보인 것처럼 텍스트의 장르성 층위와 언어 주체-청자/독자

의 관계 설정 층위의 선택 기제는 설명을 통한 명제적 지식의 목록으로 제시하

기 어려운 수행적 지식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러한 선택 기제의 절차를 학습자

가 경험해 보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항 체계는 양태 표현에 대한 앎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목록화하여 명시적인 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언제 어떤 양태

표현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국면은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기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적 지식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들에 관한 교육 내용들은 언어

단위로서 형태소에 대한 앎과 문법 요소가 갖는 의미기능에 대한 앎이라는 기

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연계된다. 앞서 논구했듯이 양태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

하는 것은 형태에 주목할 줄 아는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법

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교육 내용이 유의미하게 활

동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

  2.1. 교육 내용의 선정 :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 

Ⅲ장에서 구체화한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들은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를

이루는 일종의 변항들이 된다. 앞서 Ⅳ장의 1.1.에서 구조화한 칼럼 및 토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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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학습자의 양태 표현 사용 양상을 선택 기제 중심으로 구조화했을 때 나타

나는 변별적 지점들은 1.2.에 제시한 대로 이들은 기법적 지식과 수행적 지식의

연계를 통해 교육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준거 틀에 따른 복수의 양

태 표현 선택항 체계는 그 자체로 목록화되어 교육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택항 체계는 말 그대로 '선택'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계 그 자체가 동태적이

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명제적 지식으로 목록화되어 교육 내용으로 제공된다

면 오히려 고정된 텍스트 유형과 관련한 양태 범주 지식의 목록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세형(2014: 78)은 통합적 문법교육에서는 ‘부문별’, ‘단위별’로

제시되었던 문법 지식들을 ‘의미’를 기본 축으로 하여 교육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의미’를 기본 축으로 하려면 ‘체계’ 구출을 위한 분절 방법을 새로이 성

찰하여 반영해야 하고 이때의 분절은 ‘모어 화자의 표현 과정을 역추적하는 사

고 틀’로서의 ‘선택항’을 중심으로 분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 층위에 따라 구성 가능한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를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양태 표현 선택의 문법교육 내용을 구안한다. 이

때 칼럼과 토론 담화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75)와

학습자의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는 교육 내용 구안을 위한 참조점이 되며, 선

택항 체계는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가 갖는 층위에 따라 텍스트의 장르성 인식

중심, 언어 주체-독자/청자 간 관계 설정 중심,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조

정 중심의 선택항 체계로 유형화된다.

  (1) 텍스트의 장르성 중심

텍스트의 장르성 인식 중심의 선택항 체계는 앞서 Ⅱ장에서 보였던 본 연구

의 장르에 대한 관점과 재구조화된 문법하기의 구조에 따라 상세화될 수 있다.

먼저 텍스트의 장르성에 대해서는 Ⅳ장의 1.2.에서 교육 내용의 요소로 제시한

목적-화제-매체 변인에 대한 판단 기제를 중심으로 선택항 체계가 구성된다.

우선 텍스트의 장르성 인식 변인인 목적-화제-매체 변인에 따른 양태 표현의

선택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75) 언어 형식의 선택항 체계는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변항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조진수(2018)에서는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선택항 체계를 보인 바 있고, 제민경(2015)에서는 장르 문법적 관점에 입각한 시간 표
현 교육 내용을 구안하기 위해 동사의 유형을 중심으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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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텍스트의 장르성 중심의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었던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 그리고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 과제에 제시했던 글 내지 담화들의 장르성이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므로, <그림 17>에서도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양태 표현의 선

택에 관여하는 기제를 중심으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그림 17>에서도 알 수 있듯, 텍스트의 화제, 목적, 매체 변인은 ‘어떤 텍스

트에 어떤 언어 형식을 선택할지’를 판단하는 기제가 되며, 이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언어 주체가 화제에 대한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낼지, 혹은 암시적

으로 드러낼지에 따라 단언과 유보의 양태 표현 전략이 선택된다고 볼 수 있

다. 단언의 양태 표현도 텍스트의 장르성을 적절하게 고려한 표현과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적절성 판단의 기제로 작용하는

국면은 강효경(2019: 226)에서 제시한 ‘-은/는 것 같-’이 지니는 대립적인 의미

양상 체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표 45> ‘-은/는 것 같-’이 지니는 대립적인 의미 양상(강효경, 2019: 226)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윤리적이고 타당하고 정확한 언어 사용
↔

확신성과 자신감이 결여되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언어 사용

판단에 대한 책임 부담을 완화한 

언어 사용
↔

판단에 대한 선택이 독자에게 있음을 

인정한 표현으로 독자의 선택권을 

존중한 언어 사용(≒공손성의 시행)

해당 명제를 필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한정한 언어 사용
↔

상호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 

판단으로서의 확장을 담보하지 못한 

언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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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경(2019: 226-227)에서는 ‘-은/는 것 같-’이 갖는 의미기능을 다각적으로

고찰하면서, 해당 양태 표현이 언제나 불확실성이나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적절

한 표현이 아님을 강조한다. ‘-은/는 것 같-’은 설득 목적 글쓰기라는 장르성에

기반해 해당 표현을 고려할 떄에는 주관적 한정을 하기에 확신의 정도가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언어 형식일 수도 있지만, 이를 도입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사

용하여 독자의 반감을 줄이고 겸손한 필자로서 독자를 예우하고 높이는 기능

(강효경, 2019: 227)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은/는 것 같-’이 불확실성

의 표현인지 전략적인 공손성의 표현인지를 판단하는 기제가 바로 <그림 17>

에서 작동하는 변인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는 것 같-’이 적절한 전략

으로서 받아들여질 때에는 격식성이 높지 않고 개인적 경험이 두드러지는 칼럼

이거나, 혹은 사회적 쟁점과 관련한 문제를 화제로 다루더라도 화제에 대한 언

어 주체의 판단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기술될 때

라고 해석 가능하다. 또는 토론 담화에서 언어 주체가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때 실재하는 독자로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차원의 전략으로 ‘-은/는 것 같-’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2) 언어 주체-독자/청자 간 관계 인식 중심

(1)에서 제시한 <그림 17>에서 화제에 대한 언어 주체의 태도를 양태 표현

에 실어 드러내는 국면은 언어 주체가 독자/청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

냐에 따라 더 구체적인 선택항 체계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표 46> 언어 주체-독자/청자 간 관계 중심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

기제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항 체계

독자/청자 

설정 층위

-실재하는 독자 : 공손성이 높은 청자 지향적 전략 사용

-구성된 독자 : 텍스트를 중심으로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 조절

언어 주체의 

역할 설정 

층위

•사건의 경험자로서 ‘주장하기’

-전문가로서의 경험자 : 

경험의 주체→강도 높은 확신→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 -아/어야 하-, -

을 수 없-, -임에 틀림없-, -은/는 것이- 등

-비전문가로서의 경험자 : 

경험의 주체→경험의 주관적 서술→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 -고 싶-, -

으면 좋겠-과 같은 소망의 양태 표현, 추측의 강도가 높은 인식 양태 표

현, -을 수 있-과 같은 유보적 표현

•사건의 전달자로서 ‘주장하기’

-전문가로서의 전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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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주체와 독자/청자 간 관계 중심의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는 <표 46>과

같이 언어 주체가 독자 및 청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층위와 그에 따라

언어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층위로 구분하여 체계화

할 수 있다. 먼저 언어 주체가 독자 및 청자를 설정하는 층위에서 독자의 실재

여부는 언어 주체가 양태 표현 전략을 선택할 때 어떤 변인을 더 중요하게 활

성화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독자가 실재하는 경우 공손성의 원

리를 더 고려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성되고, 독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텍

스트에 자신의 생각을 신뢰도 높게 표현하기 위한 전략을 주로 동원하기 때문

에 언어 주체의 견해를 객관화하는 양태 표현으로 선택항 체계가 주로 구성된

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연구의 Ⅲ장에서 칼럼과 토론 담화에 나타나는 ‘-아/어

야 하-’의 사용 양상으로 비교한 바 있다. 칼럼에서 언어 주체의 견해를 드러낼

때에는 ‘-아/어야 하-’가 주로 선택되는 반면, 토론 담화에서는 ‘-아/어야 하-’

는 극도로 적게 드러나고 ‘-아/어야 하는 것이-’ 또는 ‘-아/어야 할 것이-’로 선

택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독자의 실재 여부로 설명 가능한 것이다.

한편 언어 주체가 언어화하고자 하는 사태에 대해 ‘경험자’의 입장에 설 것인

지, ‘전달자’에 설 것인지에 따라 구성되는 선택항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경험

자’는 사건을 직접 경험한 주체의 입장에 서서 사태를 언어화하는 방식에 드러

나는 화자의 양상으로, 언어화의 전제가 ‘직접 경험’에 있다는 점에서 ‘전달자’에

비해 단언의 표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전달자’는 사건을 경험하지는 못

했지만 이를 전달하는 입장에 서서 사태를 언어화하는 방식에 드러나는 화자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도 기사에 드러나는 인용 표현을 중심으로 다수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다만 어떤 표현을 동원하느냐에 따라 ‘전달자’의 언어는

객관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주관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객관성과 주

관성의 양태 표현 정도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선택항 체계 구성의 기제로

서 설명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가’는 언어 주체의 실제 사회적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텍스트 화자로서 언어화된 실재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자신이 어떤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어 주체는 명제의 특성이나 화제의 성격, 독자 및 청자 요인에 따라 자신을

주관적 해석→신뢰도 향상을 위한 객관화의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 -

은/는 것이-, -다는 것이-, -은/는 바 있-, -은/는 셈이- 등

-비전문가로서의 전달자 : 

주관적 해석→해석의 주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유보의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 -은/는/을 것 같-, -을 수 있-, -겠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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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서의 화자’로 설정하기도 하고, ‘비전문가로서의 화자’로 설정할 수도

있다. ‘전문가’로서의 화자는 주로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을 중심으로 선택항을

구성하는 반면, ‘비전문가’로서의 화자는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을 중심으로 선

택항을 구성하게 된다.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 간 관계를 설정하는 인식의 국면

에서는 언어 주체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통해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고려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3)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중심

(1)에서 구안한 텍스트의 장르성 및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와의 관계 중심 양

태 표현 선택항 체계는 텍스트 전체의 특성을 양태 형식과 관련 짓는 국면의

문제인 반면, 여기서 제시하는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조정 중심의 선택

항 체계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명제나 사건들이 언어 주체가 어떤 전략을

각각 선택하느냐에 따라 조정되는 국면에서 작동하는 선택항 체계로 볼 수 있

다. 논의에 앞서 Ⅱ장에서 제시한 ‘재구조화된 문법하기’의 구조에서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이 선택되는 국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8> ‘문법하기’의 재구조화를 통한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

<그림 18>에서도 제시하듯 언어 주체는 생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장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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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면서 독자/청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미화하고자 하

는 지점에 적절한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텍

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명제에 어떤 종류의 양태 표현 전략을 선택할지의 여부

는 Ⅲ장에서 제시한 바대로 명제나 사건의 특성이나 그에 대한 언어 주체의 태

도, 그리고 언어 주체가 독자 및 청자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인식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1)과 (2) 그리고 이어지는 (3)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 조정 중

심의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가 모두 연계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는 이후 2.2절에서 논의하도록 하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별 명제나 사건들

이 어떤 기제들에 의해 선택항으로 체계화되는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

다.

<표 47>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 조정 중심의 선택항 체계

<표 47>에서처럼 본 연구는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항 체

계를 구성하는 기제를 독자/청자 요인의 고려 층위, 의미화하고자 하는 사건의

실현성 여부 층위, 명제 특성 고려 층위로 유형화하였다. 이들은 ‘어떤 명제를

어떻게 양태 표현에 실어 표현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으로, 먼저 사실 명제는

기제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항 체계

독자/청자 

요인 고려

•가치 명제 : 언어 주체의 위상 고려→신뢰도 향상을 위한 객관화의 화

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사실 명제 : 독자/청자의 반응 고려→공손성 원리의 개입→주관화 및 

유보의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사건의 

실현성 여부 

고려

•미실현 사건에 대한 주관적 견해 표명→언어 주체의 목소리 강화→단언

의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실현 사건에 대한 주관석 해석→언어 주체의 목소리 약화→추측 및 가

능성의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명제 특성 

고려

•가치 명제 : 주관화의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주관화 강도↑확신성↓ : -고 싶-, -은/는 것 같-           

            등

            주관화 강도↓확신성↑ : -아/어야 하-, -아/어야           

            되- 등

•사실 명제 : 객관화의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양태 표현 배제를 통한 무표적 실현

텍스트의 

의미 단계 

고려

•메시지의 명료화→주장하기-서사하기/설명하기의 의미 단계 선택

                →양태 표현 선택 : 단언→객관화, 단언→주관화  

•근거의 객관화→서사하기/설명하기-주장하기의 의미 단계 선택

              →양태 표현 선택 : 객관화→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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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대로 객관화하여 표현하고, 언어 주체의 견해와 같은 가치 명제는 주관

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의 선택항 체계는 명제 특성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것이

다. 그에 반해 사실 명제를 주관화하여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을 선택하

거나, 가치 명제를 객관화하여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을 선택하는 방식은

언어 주체가 독자 및 청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어하느냐를 우선으로 구성되는

선택항 체계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건 자체의 실현성 여부에 따라서도 실현된

사건에 대한 해석의 경우와 미실현 사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에 따라

구성되는 선택항 체계가 달라진다.

한편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항 체계는 언어 주체가 텍스트

를 구성할 때 어떤 의미 단계를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의 의미 단계는 앞서 (1)과 (2)에서 기술한 것처럼 텍스트의 총칭

적 장르성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별적 장르 자질들을

조합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국면에서 구성되고 의미 단계에 따라 언어 주체의

역할도 조정된다. 강효경(2019)에서는 이를 ‘텍스트 내 문장 위치에 따른 양태

표현의 구성’에 관련한 교육 내용으로 설정한 바 있다. 사태를 기술하고 그에

기반하여 언어 주체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진행 방향을

보일 때에는 주로 ‘서사하기-설명하기-주장하기’의 의미 단계를, 그보다는 메시

지의 명료성을 보여줌으로써 언어 주체의 견해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에는 ‘주

장하기-설명하기-주장하기’ 혹은 ‘주장하기-서사하기’와 같은 의미 단계를 선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이는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을

텍스트의 어느 의미 단계에서 동원할 것인가와 관련한 선택항 체계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을 조정하는 국면을 기제로 삼는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는 ‘언제’ 해당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수

행의 경험으로서 교육 내용화될 것이다.

 2.2. 교육 내용의 조직 : 선택항 체계와 활동의 직조

교육 내용의 조직은 교과의 논리적 구조나 체계, 그리고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발달을 두 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최선희(2020)에서는

<그림 19>와 같이 문법교육에서 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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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교육

초점화의 원리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방향성, 개념의 범주적 

속성에서 변별적 속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원리

일관성의 원리
문법 용어의 사용, 개념의 기술 순서 및 방식

이 일관되어야 하는 원리

반복•심화의 원리
교육 내용이 학교급에 따라 반복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폭과 깊이가 심화되어야 하는 원리

구조화의 원리

개념 사이의 관계에 의존하는 논리에 따라 내

용 요소를 배열해야 하는 것으로, 개념들이 구

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
문법 탐구의 방법과 과정에 따라 학교급 간 탐

구의 단계, 수준,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원리

상호성의 원리

선수 학습이 후속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특

정 내용과  관련한 선행 조직자를 적절하게 가

져와 교육 내용 간의 연결 고리를 마련해야 하

는 원리

실제성의 원리
언어생활에서의 원활한 활용을 돕도록 학교급 

간 학습자의 실제를 반영해야 하는 원리

↑반영 및 판단

기준 학습자의 지식 상태 + 교과 내적(학적) 논리

<그림 19> 문법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최선희, 2020: 94-95)

<그림 19>에서 구조화하고 있는 문법교육의 종적 연계 원리는 학교급에 따

라 적용되어야 할 문법교육의 원리로서 제안된 것이지만, 이를 거시적 관점에

서의 종적 계열 방식으로 간주했을 때 미시적 관점에서 문법교육을 구현하는

각각의 내용 범주들은 그 범주 안에서 종적 계열성을 갖는다. 따라서 <그림

19>의 원리는 양태 표현이라는 범주 내에서도 교육 내용의 계열화에 적용 가

능하다. 이때 종적 계열성에 따라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기준이 되는 두 축 중

하나가 교과 내적(학적) 논리라는 점에 근거하면 양태 표현이라는 문법 범주는

형태소라는 언어 단위가 갖는 의미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법교육의

거시적 관점에서는 고등학교급의 문법교육 내용으로서 조직될 수 있다. 미시적

으로는 본 연구에서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를 중심으로 모어 화자의 언어화 과

정을 문법교육적으로 접근하여 추출한 교육 내용들은 그 자체로 실제성의 원리

를 획득한다. 또한 모어 화자가 텍스트에 나타난 양태 표현의 의미기능을 언어

의 계층적 성격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은 양태 표현 선택의 교육 내용이 수행적

지식에 기반하고 있지만, 이러한 수행적 지식으로서의 교육 내용은 기법적 지

식으로서의 문법 요소에 대한 앎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의 조직이 이

루어져야 한다. 이는 상호성의 원리, 탐구 과정의 원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한편 문법 표현을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인식의 기제들은 학습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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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작동의 수준을 드러낸다. 따라서 양태 표현이라는 범주적 틀 내에서 학

습자의 수준에 따라 경험의 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의 조직이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의 연계적 조

직 방식, (2) 수행적 경험으로서의 활동을 계열적으로 심화하는 방식을 통해 양

태 표현 선택의 문법교육 내용을 조직하였다.

(1)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의 연계적 조직

2.1.절에서 구현태를 보인 양태 표현 선택항의 체계는 언어 주체가 텍스트에

동원된 양태 표현을 인식하거나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목하는 기제의 층위를 중

심으로 복수의 선택항 체계를 보인 것이므로, 실제 언어화의 국면에서 이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1)-(3)의 선택항 체계가 동시에 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의 층위만 다를 뿐 결국 선택항의 실현태는 모

두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여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증명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1.1.에서 제시했던 양태 표현 선택 기제를 중심으로 선

정한 교육 내용 요소를 2.1.에서 구체화한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에 기반하여

<표 4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48> 양태 표현 선택 기제 중심의 교육 내용 요소

교육 내용 

요소의 층위
기법적 지식 수행적 지식

텍스트의 

장르성

•언어 주체의 주관적,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문법 범주로서 

양태 표현의 개념과 목록

•장르의 변별 자질 중 ‘주장하

기’의 개념과 특성

•화제-목적-매체 변인의 개념과 

특성

↔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현의 선

택항을 추출하고 그 의미기능 해

석하기

•추출된 양태 표현 선택항의 의미

기능을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을 

세 가지 변인에 따라 평가하기 

•화제가 갖는 쟁점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낼지 여부에 따라 양

태 표현 전략을 선택하고 적절성 

판단하기

언어 

주체-독자/

청자 간 

관계 설정 

•언어 주체-텍스트-독자/청자 

간 관계에 관한 개념 

•텍스트에서 주관화/객관화, 단

언/유보의 의미기능을 갖는 양

태 표현의 개념과 성격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의 

개념과 양태 표현의 의미기능 

↔

•설득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현

을 통해 언어 주체의 특성 추론하

기

•설득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현

을 찾고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을 추론하기 

•독자/청자 요인에 따라 양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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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장르성 인식 층위의 교육 내용 요소는 앞서 1.1.의

<표 44>에 제시한 내용 요소보다 양태 표현이라는 범주적 특성에 주목하여 장

르의 변별 자질로서 주장하기의 의미 과정과 양태 표현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양태 표현의 개념 및 장르의 변별 자질 중 주장하기

와 관련한 기법적 지식과, 양태 표현과 텍스트의 장르성 간 관계를 인식하는

수행적 활동을 경험하기 전의 인식적 틀로서 장르성 인식의 변인인 화제-목적-

매체 변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기법적 지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이후 이와 관

련한 수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시 말해 텍스트의 장르성에 관한 기

법적 지식이 전제된 후에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과 양태 표현 간의 관계를 탐색

하고 판단해 보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 간 관계를 설

정하는 층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어 주체-텍스트-독자/청자 관계에 대한 설명

이 학습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혜진(2019: 186)에서는 교

육 내용 구현의 두 축으로 ‘설명’과 ‘활동’을 설정하고 이들의 역동적 순환 구성

을 통해 교육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 수행 차원의 교

육 내용은 ‘활동’이라는 ‘교육적으로 구조화된 경험’을 토대로 구체화되고, 지식

차원의 교육 내용은 그 성격에 따라 설명과 활동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구체화한 양태 표현 선택 기제에 관한 기법

적 지식들은 설명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기제

에 대해서는 절차에 관한 설명 후 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의 방식으로 구

현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법교육에서 국어의 갈래에 관해 교과서에서 다루는 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갈래에 관한 문법교육은 양태 표현이라는 문법 범주를 넘어서

서 모든 문법 요소나 언어 단위가 텍스트로 구성되는 현상에 주목한 교육 내용

이지만, 모어 화자의 언어화 기제에 터하고 있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 양태 표

간 관계
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평가

하기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 

조정

• 텍스트의 의미 단계와 변별 

장르의 개념 간 관계
↔

•텍스트의 의미 단계에 따라 화자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선택 여부와 적절성 판단하기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이 

사용된 명제의 특성과 성격 분석

하기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이 

사용된 명제의 특성과 성격 분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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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택에 관한 교육 내용이 유의미하게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에 이를

선제적으로 짚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기실 이에 관한 교육 내용은 설명의 형

태로서 작문이나 독서, 화법 영역에서 ‘담화 관습’ 내지는 ‘독서와 작문의 본질’

이라는 내용으로 제공되어 왔지만,76) 이것이 Ⅱ장에서 전술한 대로 결과물로서

의 텍스트의 유형을 익히는 활동에 매몰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왔거나, ‘적절

한’ 설명으로 구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가 텍스트에 동원된

여러 표현들을 조회함으로써 이들 간 관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수행

의 경험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이론적 기반으로 터하고

있는 장르 문법적 관점이 반영된 성취 기준이 교과서로 구현된 단원에서도 비

슷한 양상을 보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세형(2016: 264)에 따르면 학습자에게 텍

스트에 나타난 언어 형식들의 의미기능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모어 화자가 인

식하고 있는 갈래의 특성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자주 쓰이는 언어 표현’ 자체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개

별 텍스트의 가시적 형태 그 자체나 언어 형식 그 자체에만 몰입하지 않고, 텍

스트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 체계인 장르성, 언어 형식에서 읽어 낼 수 있는

의미 기능에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주세형, 2016: 272)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텍스트의 장르성을 고려한 문법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앞서 Ⅱ장에

서 보인 바 있듯 ‘[12언매02-10]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

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라는 성취기준으로 구현되었다. 그러나 교과

서에 나타난 해당 성취기준의 실현태는 특정한 갈래의 텍스트 구조적 특성을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재고의 필요성을 남긴다.

76)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듣기•말하기, 쓰기는 쓰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이다.’, ‘의사소통의 목적, 매체 등에 따
라 다양한 글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읽기, 듣기•말하기, 쓰기의 초점과 방법이 다르
다.’, ‘듣기･말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구어로 상호 교섭하며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와 같
이 국어과의 일반화된 지식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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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담화의 갈래와 언어적 특성에 관한 교과서 설명 텍스트(민현식

외, 2015: 177)

<그림 20>에서는 ‘구체적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일부로서 본 연구와 관

련 있는 기사문에 대한 설명만 사례로 제시했는데, 주세형(2016)에서 우려한 바

대로 구체적 갈래의 언어적 특성을 인용 표현, 피동 표현으로 규정하여 제시함

으로써 다양한 변별적 장르들의 결합체로서 기사문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가능

성을 제한하고 있다. 기사문의 특성이 ‘목소리의 중층성’이나 ‘객관성’으로 설명

가능하지만, 인용이나 피동이라는 문법 범주를 결과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보

편적인 의미하기 방식인 다섯 가지 변별적 장르를 설명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들이 언어 주체의 의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이 텍스트이고, 기사문의 장르적 특성을 획득하기 위해 언어 주

체가 어떤 변별적 장르를 동원하는지를 절차적 지식으로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바탕했을 때 ‘주장하기의 변별적 장르’로서 양태 표현이 기사문에서는 객

관화의 방식으로 주로 선택된다는 점을, 칼럼 기사에서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단언의 양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수행을 통해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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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본 연구에서 개념화 및 구체화한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개념은 양태 표현의 의미기능이 텍스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기법적 지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수행의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앞

서 박혜진(2019)의 교육 내용 구현 방식에 따른다면 이들은 활동으로서 유의미

하게 조직되어야 하며, 이는 모어 화자가 언어 형식의 의미기능을 의미 체계로

서의 텍스트에 입각하여 읽어내고, 이를 표현의 과정에서 선택하는 과정이 일

방향적이지 않고 순환적이라는 속성에 기인한다. 앞서 보였던 양태 표현의 선

택항 체계는 선택항을 구성하는 기제도 이러한 속성에 기반하는바, 양태 표현

선택의 교육 내용은 ‘의미와 형태의 순환적 과정’으로서 연계적으로 조직 가능

하며, ‘의미에서 형태로 나아가는 방식’과 ‘형태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방식’의 두

가지 방향으로 조직된다.

<그림 21> ‘의미와 형태의 순환성’에 기반한 양태 표현 교육 내용 조직

‘의미에서 형태로 나아가는 방식’은 기실 양태 표현 선택의 과정과 기제를 따

른다는 점에서 이에 따라 교육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한편 텍스트에 동원된

양태 표현의 의미기능을 장르성이나 언어 주체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활동이 가

능하기 위해서는 문법 요소와 형태소라는 언어 단위에 대한 앎을 전제로 한다

는 점(제민경, 2015)에서 ‘형태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방식’으로의 교육 내용 조

직 또한 가능하다. ‘형태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방식’의 교육 내용 조직과 관련

해서는 조진수(2018: 220-222)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문법 문식성 관

점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조직하면서 복수의 선택항 체계를 연계적으로 조

직하고, 이를 동일 언어 단위 내 선택항 조직의 차원에서 언어 단위 간 교섭적

선택항 조직의 차원으로 확장 및 계열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동일 언어

단위 내에서는 유사 문법 범주와 상이한 문법 범주 구성의 층위로 다시 이원화

하는데, 이때 유사 문법 범주 구성의 차원에서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여 이를

교육 내용으로 조직하는 방식은 언어 단위의 동일성, 범주의 유사성이라는 측

면에서 구조주의적 문법관에 바탕을 둔 문법 지식 제시 방식과 공통점을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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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범주 구성 요소가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기능을 기준으로 선택항

관계에 놓이는 문법 항목이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구분된

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구조에 대한 학습’과 ‘구조에 바탕

을 둔 기능 학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조직 방향으로 제안한 ‘형태에서 의미로 나아가는 방식’은 조진수(2018:

220-222)에서 이야기하는 ‘구조 학습’과 ‘구조에 바탕을 둔 기능 학습’의 접면에

주목한 것으로서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를 적절히 구성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

해서는 유표적인 형태에 주목하는 경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

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의미와 형식의 역동적 순환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양태 표현 교육에 관한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현해 볼 수 있다.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의 연계적 조직 활동 사례1

◎ 다음 칼럼 기사를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2025년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27일 이런 내

용이 포함된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취업 형태

나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대상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건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적용 대상 제한 못지않게 제도와 현실 사이

의 괴리가 큰 것도 심각한 문제다. 바뀐 제도가 자칫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하려면 뒷받침돼야 할 관련 대책이 한둘이 아니다.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비전통적인 일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규모가 커져 머잖아 

전통적인 일자리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육아

휴직의 사각지대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의 목표대로라면 

사실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취업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 

적어도 취업자 사이의 형평성을 해치는 제도적 걸림돌은 제거되는 셈이다. 제

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난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출생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확대해도 실제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나

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대상자는 남녀를 합

쳐 105.4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육아휴직자 수는 22.8명으로, 21.6%에 그쳤다. 

특히 남성은 1.8%에 불과했다. 이조차 공무원과 공기업, 일부 대기업에 편중

돼 있다. 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조차 쓰지 못하는 이유가 ‘신분 불안’ 탓인 

건 물론이다. 지난해의 한 조사를 보면, 사립유치원 교사의 40%가량이 “육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립유치원에 만연한 ‘1년 계약’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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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은 ‘필자의 주장’이라는 텍스트의 내용 요소가 어떻게 양태 표현과 연계되는

지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기존의 국어교육에서 주로

보였던 학습활동이 ‘글의 핵심 내용 찾기’ 내지 ‘주제 찾기’와 같은 내용에 주목하

는 것에서 형식에 대한 주목이나 양태 형식이 갖는 의미기능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위 활동은 의미에 주목하고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

해 어떤 양태 표현을 동원했는지를 살피도록 함으로써 의미와 형식 간 상호적 관

계를 이해하고 이러한 사고 작용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번은 형식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와도 연동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양태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텍스트에 나타

나는 언어 주체의 목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화의 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어떤 양태 표현을 선택하는

지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양태 표

1. 필자의 주장이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을 하나 고르고, 그 근거를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자. 

2. 다음은 윗글 중 일부 문장의 종결 표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하기 전 표현과 수
정 후 표현의 형태적 차이와 의미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자.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

의 50%에서 80%로 높이고, 월 최대 급여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기

로 했다. 당장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

은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시나리오, 예산 계획 등을 확인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여가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 한명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다.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한다.

<2021.4.27, 한겨레 사설>

<보기>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비전통적인 일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규모가 커져 머잖아 전

통적인 일자리를 압도할 것임에 틀림없다.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높이고, 월 최대 급여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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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독자 및 청자나 텍스트의 장르성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면

화할 수 있게 된다.

(2)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활동의 계열적 조직

본 연구에서 양태 표현 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한 고등학교 학습자는, 루소

(Rousseau)가 강조한 대로 고등학생 시기를 아동 후기에서 사회인 특징을 보이

는 데에서 벗어나 사회인 발달을 거치는 시기로서 이는 미개인의 상태에서 사

회 존재로의 도약기임을 의미한다(유한구, 1998: 102). 따라서 이 시기 학습자들

의 관심 범위는 사회와 세계로까지 확장되며, 언어를 집단의 제도와 문화 양식

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이관희, 2018: 63). 그렇다면 텍스트에서 양태 표현의

선택과 관련한 문법교육을 받은 학습자는 집단의 제도와 문화 양식으로서의 언

어가 갖는 특성을 ‘장르’로서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양태 표현을 텍스트에 적

절하게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장 높은 수

준의 성취를 보이는 학습자라고 간주했을 때 Ⅲ장에서 살펴본 학습자의 양태

표현 선택과 인식에 관한 양상의 분석 결과와 본 장의 1절에서 정리한 학습자

의 양태 표현 선택 양상을 정리한 결과물은 수행적 지식으로서의 활동을 계열

적으로 조직할 준거가 된다.

활동의 계열적 조직에 관해서는 앞서 제시한 최선희(2020)의 문법교육의 종

적 계열화 원리 중 탐구 과정의 원리와 상호성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양태 표현과 관련하여 학습자는 ‘언어 주체의 주관성 표현 도구’로서 양

태 표현의 실체를 전혀 모를 수도 있고, 문법 범주로서 양태 표현이라는 명칭

은 모르지만 자신의 견해를 적절히 조정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알고 있는 학습

자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양태 표현의 실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은, 모어 화자

로서 생득적 수준의 언어 형식만을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임을 의미하며,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방식을 적절히 조정하는 기제로서 양태 표현을 사용하

는 학습자는 ‘의도의 미묘한 표현 방식’으로서 양태 표현을 동원하는 수준을 뜻

한다. 이렇듯 학습자의 수준은 질적 차이를 보이는바 이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활동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의 양과 교사의 안내 정도

에 따라 탐구를 <표 49>와 같이 네 수준으로 구분한 연구 결과(Banchi &

Bell, 2008:26-27)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탐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학습

자의 수준에 따라 활동의 구성 방식을 달리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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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있어서 교육 내용 조직에 참고점이 된다.

<표 49> 탐구의 네 수준과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Banchi & Bell, 2008:

27)

<표 49>는 탐구 활동을 탐구 질문과 과정, 해결책을 모두 제공하는 ‘확인 탐

구’를 1수준으로 하여 점차 제공 범위를 좁혀 나감으로써 활동의 수준을 높이

는 위계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양태 표현 선택에 관한 문법교육 내용 역시

<표 50>과 같은 방식으로 위계화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될 수 있다.

<표 50> 양태 표현 교육 활동의 계열적 조직

1수준에서 4수준으로 갈수록 정보의 제공 범위를 좁혀간다는 점에서 활동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며, 이를 확인-분석-해석-생성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우

선 1수준의 ‘확인’ 활동은 양태 표현이라는 개념적 지식 자체가 부재한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장르성을 띠는 텍스트에 사용된 양태 표

현에 형태적인 주목을 이끌어내고 의미기능을 해석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까지

도 제공한다.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는 ‘선택항’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통사

적 문법 지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태 표현에 대한 개념이 부재한 학습자

에게는 양태 표현의 선택항을 양태 표현 선택의 여러 기제를 고려하여 구성하

는 사례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언어적 재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체계

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절한 양태 표현을 사용하는 데

수준 명칭 질문 과정 해결책

1
확인 탐구

(Confirmation Inquiry)
제공 제공 제공

2
구조화된 탐구

(Structured Inquiry)
제공 제공 제공하지 않음

3
안내된 탐구

(Guided Inquiry)
제공 제공하지 않음 제공하지 않음

4
열린 탐구

(Open Inquiry)
제공하지 않음 제공하지 않음 제공하지 않음

수준
선택항 체계

구성 기제
선택항 체계 

의미기능 

분석 절차
활동의 계열화

1 제공 제공 제공 확인

2 제공 제공 제공하지 않음 분석

3 제공 제공하지 않음 제공하지 않음 해석

4 제공하지 않음 제공하지 않음 제공하지 않음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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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은 텍스트에 사용된 언어 형식의 의미기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용과 형식의 구분 자체를 어려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자는 학

습자가 면담 중 자신이 작성한 글 중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을 내용 측면과 형

식 측면으로 나누어서 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는데, 이때 학습자들

은 ‘형식’이 갖는 텍스트에서의 효과나 의미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학습자들은 우선 텍스트에서 내용과 양태 표현 형식(면담 시에는 종결 표

현. 문장의 마무리 표현 등으로 환언하여 설명하였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양상

을 보였으며,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더라도 ‘고치고 싶은 형식적, 내용적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는 과제에서는 두 층위가 뒤섞이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내용과 형식 나누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 이유 말하기 활동 이후에 ‘내용이 비

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잘 쓴 글과 잘 못 쓴 글을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다.

G-2-17 재미를 느낄 수 있거나 새로운 정보를 주는 글이어야 한다.

G-2-4, G-2-23 보면서 설득이 되는 글이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잘 쓴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할 것 같다.

G-2-6 문장 마무리를 깔끔하게 한 글들이 잘 썼다고 생각된다.

G-2-1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글. 독자가 예상이 되는 글이라면

독자의 수준에 맞춰서 단어 선택을 적절히 해야 하는 것 같다. 논리 정연한 내용

흐름이 필요하다.

G-2-1이나 G-2-6의 응답에서 ‘단어 선택’이나 ‘문장 마무리’와 같은 표현을

통해 형식에 주목하는 양상을 적게나마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잘 쓴 글’

의 기준에 대해 내용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수

준의 ‘확인’ 활동은 내용과 형식의 구분, 형식의 목록 제공과 같이 충분한 정보

가 안내되어야 한다. 2수준의 ‘분석’ 활동은 절차적 지식으로서 의미기능 분석

의 과정을 경험해 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으로서, 언어 형식으로서 양태

표현에 주목할 줄 아는 학습자의 수준을 전제로 한다. 2수준에서는 선택항의

구성 기제에 따라 특정한 양태 표현들이 선택항 체계를 이루고, 그러한 기제에

따라 적절한 양태 표현을 선택하거나 적절성 및 타당성을 따져 보는 활동을 수

행하게 된다. 3수준의 ‘해석’ 활동 4수준의 ‘생성’ 활동은 선택항 체계를 학습자

가 직접 구성해 보는 활동으로서 이때에는 양태 표현을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

을지, 선택한다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까지를 고려해 보는 수행을 경험하게

된다. 언어 주체가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해 양태 표현의 선택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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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문제는 선택항의 실현태와 잠재태 개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를테

면 칼럼 기사에서 언어 주체의 견해를 표명하는 문장에 ‘-아/어야 하-’가 선택

항으로서 사용되었다면 이는 실현태로서의 선택항이 된다. 이때 잠재적 선택항

은 ‘-아/어야 함에 틀림없-’이나 ‘-아/어야 할 것이-’, ‘-아/어야 하는 바이-’ 정

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양태 표현을 선택하지 않고 명사화를 통한 어휘적 실

현태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항들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판

단하는 수준의 학습자는 실현태와 잠재태로서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를 구성

할 줄 아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때 선택항 체계를 구성하는 기제, 즉 양태

표현 선택의 기제를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선택되는 양태 표현이 달라지거나 의

미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수행을 통해 양태 표현과 텍스트의

장르성 간 관계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2수준과 3수준에

서 반드시 <표 50>에 나타난 순서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와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 의미기능 분석 절차라는

세 가지 정보에 대해 학습자가 획득하고자 하는 지식이 어떤 정보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보 제공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와

의미기능 분석 절차만 제공할 수도 있고,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와 의미기능

분석 절차만 제공하여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역추적해

보는 방식으로 활동을 구현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수준별로 조직된 양태 표현 교육 활동은 다음 사례

와 같이 구현할 수 있다.

양태 표현 선택항 체계의 연계적 조직 활동 사례2
◎ 다음의 토론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거나 생각 중인 것이 있을 텐데요. 

바로 대학 입시 정시 전형 확대입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찬성이라는 말과 함

께 그 이유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학 입시 전형 확대를 찬성한 이유는 바로 많은 학생들이 정시를 통

해 대학을 들어가는 데 대한 힘겨움이 조금은 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수시보다 정시에 치중

을 두고 가는 학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확대 

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확대되더라도 정시를 통해 가는 인원도 그 일정한 분포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

을 것입니다. 선경험을 통한 재수생의 인원도 많아서 대학 입시 정시 전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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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 3번은 앞서 <표 50>에 제시한 1수준이 반영된 것으로, 대체 가능한

잠재적 선택항을 제시하거나 텍스트의 장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

하함으로써 학습자가 양태 표현의 적절성을 계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구성한

활동이다. 1번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파악함으로써 밑줄 친 부분

을 통해 양태 표현의 목록을 제공하고, 이를 내용과 연계해 보는 2수준의 활동

이 되며, 2번은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개념을 안내하고, 전략을

구분해 보는 활동으로서 3수준에서 활동을 구현해 본 것이다. 2번 활동을 통해

근본적인 어떠한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윗글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생각이나 태도가 어떠한지 
다음 질문을 고려하여 말해 보자.
-화자는 무엇에 대해 찬성/반대하는가?
-화자의 주장이 강하게 표현되었는가 약하게 표현되었는가? 그렇게 판단
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윗글의 밑줄 친 부분을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화자 지향적 전략과 
청자 지향적 전략으로 나누어 보고, 나눈 이유에 대해 말해 보자.

 
3. 윗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늘어날 것 같습니다’와 ‘아닌 거 같습니다’를 
다음의 안내된 절차에 따라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 보자. 
3-1. 윗글의 주제, 매체 변인, 글(담화)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3-2. 3-1.을 고려했을 때, 더 적절한 표현을 <보기>에서 골라 보고, 그 이
유를 3-1.에서 정리한 윗글의 특성과 관련 지어 말해 보자.

4. 윗글의 내용을 논증 텍스트로 바꿔 쓴다고 했을 때, 밑줄 친 부분을 어
떻게 바꿔 쓰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그 이유를 논증 텍스트의 장르적 특
성과 토론 담화의 장르적 특성을 비교하여 말해 보자. 

<보기>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 주장

을 강하게 표현하거나, 주장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약하게 하여 청자 및 독자

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주장을 완화하여 표현하거나, 주관

적으로 표현하는 방식.

<보기> 

늘어날 것 같습니다-늘어날 것입니다-늘어날 수 있습니다-늘어날 가능성이 큽

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아닐 것입니다-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해결책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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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을 직접 분류해 보고 그 의미기능이나 담

화적 효과에 대해 탐색해 보는 해석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4번은 4수준의 생

성적 활동으로, 텍스트 종류만 제시하고 그에 따라 달라지는 양태 표현의 선택

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이 된다.



- 217 -

Ⅴ. 결론

양태 표현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실제적 문법 지식에 대한 메타적 인식과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법과 화법, 작문 영역이 통합적으로 연계

되어야 한다. 언어 주체의 주관적 태도가 담지되는 문법 범주로서 양태의 가치

와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양태 표현 교육의 의의나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

지만 양태 범주 자체가 갖는 체계의 복잡성이나 모호성의 문제로 인해 본격적

인 문법교육 내용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형식의 인식과 표현의 과정에서 의사소통 참여자의 주관성이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바, 이를 담지하는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를 중심으로 문법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Ⅱ장에서는 언어 형식의 선택에 주목하는 문법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

현되어 왔는지 반성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생성적 관점에서 문법교육 내

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실제 문법교육이 실현되

는 국면에서는 메타적 언어 인식 활동과 실제적 언어 사용 활동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텍스트를 ‘사회적 실천 행위’로서 바라보는 관점 전환

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정작 교수ㆍ학습의 국면에서는 언어

형식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탈맥락적인 단일 문장 차원에서의 기술에만 머무르

고 있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에 언어 형식의 사용과 메타적 인식에 주목하

는 양태 표현 교육은 사회문화적 의미 과정을 언어적으로 구체화하고, 상호 교

섭의 도구로서 문법 지식의 가치 확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

단하였다.

본 연구는 양태 표현의 선택 기제를 분석하고 이를 교육 내용화하기 위해 문

법교육에서 텍스트에 대한 메타적 언어 인식과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해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양태 표현의 교육은 언어 주체가 자신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를 언어화하기 위해 어떠한 문법 형식을 메타적으로 인식하

고 선택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

로 양태의 개념역을 표현 전략의 차원으로 재개념화하여 그 언어적 범위를 확

장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양태 표현을 확장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체계기능

언어학에 기반을 둔 장르 문법을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특히 구어/문어

사용역에서의 양태 표현을 고루 살피기 위해 장르성 인식 변인 중 매체 변인을

자료체 층위와 관념 층위로 이원화하고, 관념 층위를 이루는 자질을 상세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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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텍스트’는 ‘언어 주체와 독자/청자의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고 입장(stance) 개념을 받아들여 언어 주체

와 독자와 청자 요인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주목하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태 표현을 언어 주체가 동원하는 데에 개입하는 전략을 ‘화자 지향적 양태 표

현 전략’과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으로 범주화하였다.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청자의 해석 가능성을

줄여 대화적 공간을 축소하는 것이며,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반대로

언어 주체의 목소리를 축소시켜 청자의 개입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대화적 공간

을 확장하는 전략이 된다.

Ⅱ장에서의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Ⅲ장에서는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

에 나타난 양태 표현의 선택 양상을 분석하였다.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는 모

두 설득의 의사소통 행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칼

럼 기사는 필자와 독자가 시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구성된 독자와 언어 주

체의 관계를 보여주고, 토론 담화는 화자와 청자가 시공간을 공유한다는 특성

으로 인해 실재하는 청자와 언어 주체의 관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따라

양태 표현의 선택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 지점에 대해 논구하였다.

이에 더하여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에 나타나는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러한 전략이 조정되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화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언어 주체의 입장 단언, 언어 주체의 인식에 대

한 환언과 논평, 상황의존성의 유표화를 통한 객관화 전략으로 분류된다. 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은 언어 주체의 입장 유보, 언어 주체의 견해와 사실적

정보의 주관화, 텍스트 진행 및 이해 지원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

이 언제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는지에 대해 명제 특성, 독자/청자 요인, 텍스

트의 의미 단계를 준거로 분석하였다. 명제 특성에 따른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선택의 양상은 사건의 실현성, 명제의 사실성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독자/청자 요인과 텍스트의 의미 단계에 따른 양태 표현 전략의 조정 양상은

칼럼 기사에서의 구성된 독자, 토론 담화에서의 실재하는 청자 요인을 중심으

로 분류하였다.

한편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에 나타난 양태 표현 선택 양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가 양태 표현을 어떻게 선택하고 인식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학습자는 자신이 생성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장르성을 단선적으로

파악하거나, 언어 주체인 학습자가 텍스트에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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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한계는 텍스트의 의미 단

계를 상세화하지 못해 적절한 양태 표현을 생성하는 능력의 부족, 명제 및 사

태의 특성에 관한 인식과 화자/청자 지향적 전략 간 관계 인식 능력이 부족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습자의 양태 표현 인식 및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양태 표현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준거로 기능하게 된다. 학습

자가 양태 표현을 해석하고 선택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유형화한 결과물은 Ⅳ장

에서 양태 표현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준거로 삼고자 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의 칼럼 기사와 토론 담화의 양태 표현을 분석한 결과와

학습자의 양태 표현 해석 및 사용 양상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태 표

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양태 표현이 언어 주체에 의해 선택되는 기제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양태 표현 선택 기제를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과 관련하여 구조화

한 것은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문법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이론적 틀

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양태 표현 선택 기제 중심의 문법교육은 기법적 지식

과 수행적 지식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의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구하였다. 이에 터하여 양태 표현 선택에 대한 교육 내용은 복수의 양태 표

현 선택항 체계를 중심으로 선정될 수 있다고 보고 텍스트의 장르성 중심, 언

어 주체의 인식 중심, 화자/청자 지향적 양태 표현 전략 중심의 선택항 체계를

구체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양태 표현의 선택항 체계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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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교육 내용은 형태와 의미의 상호적 관계를 중심으로 연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으며,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을 계열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구현된다

고 보고 학습활동의 형태로 그 사례를 보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 주체가 언어 형식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텍

스트 분석을 통해 양태 표현 선택 기제를 밝히고, 이를 교육 내용화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단일 문장 단위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문법 요소의 교육 내용을

텍스트 차원으로 확장하여 그 실체를 보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또한 사회문화적 의미 과정으로서의 장르 관점을 수용하여 장르 문법교육의 내

용적 측면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동원되는 ‘언어적 자원’에 대한 문법교육 연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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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rammar Education about Modality

Expression Selection

Kim, Jeongeun

This study looks to specify the mechanism by which modality expression, —

which refers to a “speaker’s opinion or attitude on the proposition”—is

selected in the text, from the perspective of meta-language awareness. Based

on our findings, this study looks also to design a system of grammar

education relating to the choice of modality expression. Ultimately, we aim

through our findings to enhance learners’ meta-awareness of language and

their ability to use language forms to generate meaning.

In this study, we examine how grammar education that relates to these

matters has been implemented, in order to design a system of modality

expression education that is based on the mechanism by which language

subjects recognize and select grammatical forms in terms of text generation.

While discussions on the design of constructing grammar education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rom a generative perspective, in actual

grammar-education settings, meta-language awareness and actual

language-use activities have taken place in segments, with the meaning and

effect of language forms remaining at the decontextualized, single-sentence

level. We therefore consider education pertaining to the expression of patterns

—which would focus on both the use of language forms and meta-awareness

—significant, in that it would aim to linguistically embody the socio–cultural

meaning process and expand the value of grammatical knowledge as a tool

for mutual negotiation.

Later in this study, we elucidate our conceptualization of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text use in grammar education. Any work proposing grammar

education based on the selection mechanism of modality expression should be

grounded in the view of text as a “social practice,” and this study accepts a

genre-based grammatical perspective that is based o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detailed media variables. In the meantime, this study considers

“text as a social practice” to be embodied through “communication behavior

between language subject and reader/listener” and we establish the statu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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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er and listener factors as the basis for expanding the conceptualization of

aspect expression. Based on this perspective, we consider concepts and

modality typesand in terms of grammar education, we reconceptualize

modality expression as a tool for speaker/listener-oriented expression

strategies.

The selection mechanism of modality representation as structur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is meant toprovide concrete substance; to that end we

analyze column articles and discussion discourse as text types in which

modality representation is most strategically used. We aim to further refine

the position of language subjects by using both spoken and written

languages as objects of analysis, and using modality expressions according to

the text’s genre and semantic stage, or the changing stance of the listener’s

response or situation. First, by analyzing the semantic functions of the

modality expressions realized in column articles and discussion discourse, we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of these two text types and

analyze which modality expressions the column articles and discussion

discourse used to reveal their characteristics. In this way, we embody a

speaker/listener-oriented pattern representation strategy used in column

articles and discussion discourse. The speaker-oriented pattern representation

strategy is embodied as an objectification strategy by affirming the position

of the language subject, making a statement and commentary on the

perception of the language subject and emphasizing contextual dependence;

meanwhile, the listener-oriented pattern representation strategy is embodied

as a subjectivization of language subject and factual information. Based on

this approach, we analyze these strategies by dividing them into layers of

semantic phase factors, reader/listener factors, and propositional characteristic

factors in the text. Given the analysis of pattern expression selection patterns

seen in column articles and discussion discourse, we consider the genre

dimension of text, the perception dimension of the language subject–

reader/listener relationship, and educationally significant points relating to

learners’ recognition and use of pattern expression.

As such, analysis of learners’ recognition and use of modality expressions

will serve as a basis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grammar education

vis-à-vis modality expression choices. Another point of compliance in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grammar education content is that the

grammatical knowledge required for grammar education on modality

expression selection must be organized in conjunction with technical and

performance knowledge. Based on this framework, grammar educa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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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ality expression selection is based on a multiple-choice term system that

is centered on the modality expression selection mechanism. The selected

training content is woven together in a way that organizes the choice system

in conjunction with the “dynamic circulation of form and meaning” of

modality expression, and in a way that organizes activities in line with the

learning leve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looks to design pattern categories that

have been either not properly addressed in existing grammar education or

only incidentally addressed in time expression education; these categories

center on pattern expression strategies, in line with changes in

communication participants’ positions and textual levels. Furthermor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enters on the fact that grammar education—which

has been implemented solely in ways that focus on the use of grammatical

elements in the sentence unit—is here expanded to the text dimension.

Additionally, our comparison of text types speak to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ighlights empirical fin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genre grammar

education and notes how modality expressions show discriminatory

differences as the text genre changes.

Keywords: modality expression, modality expression education,

modality expression selection, text grammar, discourse

grammar, genre-based grammar, text genre, debate

discourse analysis, article education, debate education,

modality in speech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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