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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of epistemic 
modality and interrogative, and to describe some linguistic phenomena in 
Korean. 1 recognize that the semantic domain of epistemic modality and 
that of interrogative have an overlapping part. The meaning of ‘Interrogative’ 

can be characterized as ‘to demand an information from hearer' in com
municative respect, and can also be characterized as ‘to express speaker's 
ignorance' in modal respect. In Korean, it is observed that epistemic forms 
like ‘-ne, -guna, -gun, -damyeonseo(sentence final endings)’ sometimes in
voke a pseudo-interrogative effect. That’s because the epistemic ex
pressions used in the declarative sentences make the sentences to be less 
informative. 1 also observe that the meanings of interrogative endings like 
‘-eunga, -eulgga’ are apt to be interpreted as epistemic judgement. 1 think 
that these are endings of soliloquy, so they are not so much expressing 
speaker's demand for an information from hearer as expressing the state 
of speaker's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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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글은 양태(modality)의 하위 부류인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와 문 

장 유형(sentence type)l)의 하위 부문인 의문문(interrogative)이 맺고 있는 의 

미론적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어의 문법 현상에 대하여 합리적 

인 기술과 설명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논문의 초고는 2003년 7월 2일 제3회 국어연구회 정기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조언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 논문의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해 주신 심사위 

원 선생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심사의견서의 지적은 이 논문을 대폭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에 결 

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나，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그 의견들을 이 논문에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미처 보완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앞으로의 과제로 삽을 것을 다짐한다. 

1) 본고에서 ‘문장 유형’이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문장의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논의 
에서 문체법이나 의향법 혹은 서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문법 범주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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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 논의에서 양태와 문장 유형 범주는 서법(mood) 개념을 사이에 

두고 개념 정립에 있어서 혼선을 빚어 왔으나，2) 서로 구별되는 범주임에는 틀림 

이 없다. 기본적으로 양태는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인 반면， 문장 

유형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지니는 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요소가 질문의 효과를 유발하거나，4) 의문형 

어미가 인식 양태적 판단을 표현하는 듯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양태 

와 문장 유형의 범주적 연관성이 주목된다. 

다음은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형식이 질문의 효과를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예 

이다. 

(1) 가. 내가- 이거 먹어도 되겠네? (연세대편 1998)5) 
나. 두호야， 너 어린이 대공원에 갔었구나? (연세대편 1998) 
다. 헌데 넌 어머니가 보구 싶겠군? (연세대편 1998) 
라. 그 집 요즘 형편이 팩 좋다면서? (국립국어연구원편 1999) 

(1가~라}는 차례로 종결어미 ‘-네구나군다면서’가 사용된 예이다. ‘-네 

구나군다면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종결어미로 기술 

되어 왔대장경희， 1985; 이효상， 1991; 손현선， 1998; 박재연， 1999; 2004 둥 참 
조). 그런데 (1가~라)에서 제시된 의문 부호를 동반한 예들은 이와 관련한 논의 

와 사전류에서 의문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6) 그 

러나 이러한 문장이 갖는 의문문과 같은 성격은 이들 어미가 갖는 양태적 의미 

와 연관지어 설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7) 이러한 문장이 진정한 의문문인지 

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서법은 양태의 의미 영역을 구현하는 문법 범주인 것으로 간주되는가 하면(고영근， 1986), 문장 유형 
이 서법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장경희， 1985, p. 13; 입홍빈 • 장소원， 1995, p. 352). 또한 
양태와 분장 유형의 영역을 모두 서법에 포함시켜 논의한 연구도 었다(서정수， 1996, 6장). 

3) 박진호 · 박병선(1999， p. 3, 각주 2)에서는 양태(이 논의에서는 ‘서법’)는 청자와의 관계를 문제삼지 
않은 채 사태나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만을 문제삼는 데 반해 문장 유형은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화의 기능에 대한 화자의 의도를 문제삼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4) ‘의문문’이란 ‘문장 유형’이라는 문법 법주의 한 종류이고， ‘질문’은 발화수반력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 
서 충위를 달리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의문문’은 ‘질문’의 발화수반력을 개념적 기반으로 성립하는 
문법 법주이다 본고에서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요소가 질문의 효과를 유발하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개념적 관련성용 이용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다. 

5)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에서 1998년에 펴낸 “연세한국어사전”을 연세대편(1998)로 나타내기 
로 한다. 그리고 사전류의 기술을 인용할 때는 연수를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6) 연세대편(1998)은 이러한 용법의 “네구나군， 다면서’의 예를 모두 의문문으로 기술하였다. 반면 
국립국어연구원편(1999)에서는 ‘-네구나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용법을 기술하지 않고， ‘-다면서’ 
가 사용된 예만을 의문문으로 기술하였다. 

7) 고영근(2004， pp. 227-234)에서는 ι네구나’의 경우를 본래 문장 유형(이 논의의 용어로는 ‘문체법’) 
을 나타내는 요소가 양태성을 드러내는 우발적인 예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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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어에는 의문형 종결어미가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듯한 현상 

도 존재한다. 다음 예를 보자. 

(2) 가. A: 지금 밖에는 비가 오나? 

B: 그런가 봐. 
나. A: 간밤에 눈이 왔을까? 

B: 글쩨. 

(2가， 나)의 예에서 각각의 화자 A의 발화는 의문형 종결어미 ‘-은가(-나)’와8) 

‘-을까’가 통합된 의문문이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은7F와 ‘-을까’가 화자의 ‘의심’ 

이나 ‘추측’과 관련한 인식 양태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김하 

수， 1976, p. 64; 한길， 1991, p. 143; 박재연， 1998, pp. 110~ 113).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의문문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라， 청자가 가 

지고 있는 정보를 화자가 요구하는 문장이므로， 의문문에서 화자의 판단이 표현 

된다는 기술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은가’와 ‘-을까’의 어떠한 특성 

이 이러한 인식 양태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고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문법 현상을 인 

식 양태와 의문문의 개념적 관련성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2장에서는 인 

식 양태와 의문문의 의미 영역을 이들이 갖는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3장에서는 한국어에서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요소가 해당 문장으로 하여금 의문 

문과 같은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1)과 같은 현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4장에서는 의문형 어미 ‘-은가’와 ‘-을까’가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듯 보이는 (2)와 같은 문법 현상을 살펴본다.5장은 결론으로서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2.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개념적 관련성9)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는 인식론적 가능성(possibility)이나 필연성(necessity) 

8) ‘ 나’는 ‘ 은가’에 ‘-느(-，，"-)’가 통합된 ‘-는가(-는가)’가 융합된 형식이다〔이현희， 1982냐， p. 157). 현대 
한국어 구어체에서는 ‘-는가’보다는 ‘-나’가 더 빈번히 사용되는 듯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나’가 통 
합된 예도 ‘-은가’의 예로 간주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은가’는 청자대우법상 하게체 어미의 기 
능과 반말체 어미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데 양자 사이에는 의미론적 차이가 존재한다. 하게체로 사 
용되는 경우 ‘ 은7}'는 ‘-나’나 ‘-습니까’ 둥과 같은 무표적인 의문형 어마이다〔자세한 논의는 박재연， 
1998, p. 72 참조) 본고에서 관심 가지는 ι은7}'는 흔히 ‘의심’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반말체 어미이다 

9) 본고는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에 관심 가지지만， 양태 혹은 문장 유형 범주의 의미론에 대 
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Bybee (1985), Chung & Timberlake (1985), 
Sadock &' Zwicky (1985), Palmer (1986), Bybee et al. (1994) 둥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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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런데 박재연(1999， pp. 202~203; 
2004, 3장)에서는 인식 양태를 보다 넓게 이해하여，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한 바 있다. 

(3) 7}.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확실성 판단， 개연성 판단， 가능성 판단 

나. 정보의 획득 방법: 지각， 추론， 전언(hearsay) 

다. 정보의 내변화 정도: 이미 밟， 새로 앓 

라.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 기지가정(많知假定)， 미지가정(未知假定)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으로 다루어진 것은 (3가)의 의미 영역이다. 

(3가)는 화자 혹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가리킨 

다. (3나)는 해당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3다)는 해당 

정보가 화·청자의 지식 체계에 얼마나 동화(assimilation)되었는가를 나타낸다. 

즉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화· 청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를 잡은 정보와 새 

로 알게 되어서 아직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한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다. (3라) 

는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가 해당 정보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0) 

이러한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중 (3가〕의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 

영역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 이 의미 영역은 명제를 

제시하는 데 있어， 화자가 그 진실성(truth)을 얼마만큼 보장하는가를 가리킨다. 

즉 이 영 역은 화자의 앓의 척도(scale)이다. 수치를 이용하여 그 세부를 구별한 

다면， ‘확실성 판단’은 화자가 사태의 진실성에 대하여 100%를 보장한다는 것이 

며 ‘개연성 판단’은 화자가 100%는 안 되지만 적어도 50% 이상의 확신은 가진다 

는 의미이다. ‘가능성 판단’은 화자가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50%도 되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보기로 하자. 

(4) ‘무지’ 

• 

‘가능성 판단’ ‘개연성 판단’ 

‘확실성 판단’ 

• 

... ----------------------------------------------... -----------------------------------------... 
0% 50% 100%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화자의 닮의 척도) 

10) 이는 인식 양태의 개념적 체계의 성격을 띠는 통시에， Slobin & Aksu (1982), Delancey (1986), 
Palmer (1986), Chafe & Nichols eds. (1986), Bybee et al. (1994) 동의 유형 론적 논의 에 둥장하는 
인식 양태와 유관한 의미 영역을 간추려 본 것이기도 하다. 이중 (3가， 나， 다)의 의미 영역은 한국어 
를 다룬 이효상(1991)에서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박재연(1999，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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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화자의 밟의 척도’로 이해한다면， 

‘확실성 판단’의 반대펀 끝점에 위치한 의미는 ‘무지’， 즉 ‘화자의 모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미 영역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화자는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는 것，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킨다.11) 그런데 ‘무지’의 영역은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문장 유형의 하위 영역으로도 파 

악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의문문의 본질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데 

에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Jespersen， 1924=이환묵· 이석무 역， 1987, p. 411; Halli 
day, 1985/1994, p. 68). 그런데 Lyons (1977, p. 754)은 이를 반대하고 의문문 
은 명령문 같은 요청의 일종이 아니라 화자의 무지의 표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임홍빈(1988=1998， p. 141)에서도 의문문의 의미를 ‘질문자가 어 

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의 표출’이라고 보았다.12) 

그런데 이 두 입장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실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담화에서 자신이 어떤 사태에 대 

하여 알지 못함을 표현하는 주된 목적은 청자에게서 해당 정보를 구하기 위함일 

것이기 때문이다. 의문문의 본질을 ‘정보의 요구’로 파악하는 것은 의문문에 대한 

통보적 해석(communicative interpretation)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화자의 무 

지’로 파악하는 것은 의문문에 대한 양태적 해석(modal interpretation)이라 할 

수 있다. 즉 의문문의 본질에 대한 두 입장은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의문문을 양태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서면， 우리는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과 

의문문의 의미 영역을 ‘화자의 닮의 척도’라는 단일한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면 인식 양태의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의 의미 영역도 의문 

문의 의미 영역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서문이라 하더라 

도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의 의미를 가지는 양태 요소가 사용되면 그 

문장은 적어도 그러한 요소가 사용되지 않은 문장에 비해서논 의문문과 가까운 

11) 이것은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인식 양태의 의미 척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대Lyons， 1977, 17장; 
Bybee, 1985, p. 180 참조) 한편 엄정호(1995， p. 312)에서는 인식 양태 부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한 바 았는데， 이는 본고의 (4)의 그렴과 매우 유사하다. 

정보의 결여-------------------------------------------------------------- 충분한 정보 
• • • • 

(의문〕 ‘아마， 설마’ ‘틀림없이’ (단언〕 

12) 의문문의 본질이 화자의 무지의 표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논증은 입홍빈(1988=1998， 2장)으로 미 
룬다. 단， 의문문에서 화자의 무지가 표현된다고 하였을 때의 ‘무지’는 화자의 실제 지식 상태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지금 영회는 부산에 있니?"와 같은 의문문은 
영희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참이라고 믿는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심지어는 거의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지식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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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을 띨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양태 요소를 사용함으로써， 화자가 알고 있 

는 사실을 전달하는 평서문의 본질적인 기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13) 따라 

서 그러한 문장은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청자 

에게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표출할 가능성 

이 있다)4)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은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과 같이 ‘정보의 확실 

성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양태 요소의 경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보의 

획득 방법’이나 ‘정보의 내면화 정도’를 나타내는 양태 요소가 사용된 평서문도， 

의문문과 간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내면화 정도’의 

의미 영역 중 ‘새로 밟’은 해당 정보가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잡지 못 

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정보는 언제든 새 정보를 습득함 

으로써 즉각적으로 수정될 여지를 갖는다. 이러한 정보를 표현할 때 화자는 기본 

적으로는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평서문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문맥에 따 

라서는 이 정보에 대한 수정이나 확인을 청자에게 요구하는 의문문적 의도도 동 

시에 가질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의문문의 문장 유형을 표시하는 요소가 인식 양태적 의미를 

표현할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의문형 어미라 하더라도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통보적 측면이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자의 무지의 표 

출이라는 의문문의 양태적 측면이 두드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식 양태 

와 의문문의 의미 영역은 겹치는( over lapping)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관관계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의미론적 상관관계와 관련한 이론적 

사실을 논의하였다. 인식 양태와 의문문은 서로 구별되는 범주이지만 그 의미 영 

역에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가 주목된다는 것， 따라서 일 

부 인식 양태 요소가 사용된 문장은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의문문에 가까운 특성 

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의문형 어미도 화자의 판단 

과 관련한 의미를 나타낼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상관관계를 이 

용하여 설명되어야 할 몇 가지 한국어의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3) Lyons (1977, p. 595)에는 “It may be raining."파 같은 추측 표현이 비제보적(non-informative)인 
속성을 가진다는 지적이 있다. 

14)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은 이러한 현상이 화용론적으로 Grìce (1975)의 ‘협력 원리(cooperative princi
ple)’와 연관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협조적인 청자라면 화자의 무지함을 표현하는 문장을 들었을 
때 그 무지함을 깨우쳐 주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변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는1문장은 당연 
히 의문문처 럼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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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석 양태 어미와 유사의문문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구나군다면서’ 등의 종결어미는 질문의 

성격을 띠는 문장에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먼저 ‘-네’의 예블 보기로 하 

자. 

(5) A: 영희는 내년에 미국에 간대. 
B: 그럼 철수 혼자 남게 되네? 
A: 아니， 철수도 같이 간다던데. 

(6) 그럼 철수는 혼자 남게 되네.(、) 

(5)에서 화자 B의 발화는 종결어미 ‘-네’가 사용된 문장인데， 1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문장은 기존의 사전류에서 의문문으로 기술되었다. 실제로 (5) 
의 대화에서 화자 B의 발화와 화자 A의 두 번째 발화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때 화자 B의 발화는 상향 억양올 동반한다는 점이 특 

정적이며， 이는 하향 억양을 가지면서 화자의 단정을 표현하는 (6)과 분명히 구 

별된다. 

‘-네’가 사용된 (5)의 화자 B의 발화와 같은 문장에 대하여， 연세대편(1998)에서 

는 “명제 내용에 대한 말하는 이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듣는 이에게 반말로 동 

의를 구하는 물어 보는 돗을 나타냄(강조 필자)."이라고 기술하였다. 손현선(199 

8, pp. 281~282)에서도 이러한 문장을 의문문으로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 
민(2000， p. 113)에서는 이러한 문장은 화자가 명제 내용을 완전히 지각하고 있 

어 부족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의문문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장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네’의 이러한 용법이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 

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되 다음을 보자. 

(7) 가*철수는 언제 가네? 

나*철수는 가네， 안 가네? 

(7가， 나)는 상향 억양을 가지고 의문문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 ‘-네’의 용법이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에서는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본고는 이것을 매우 

15) 설명의문문은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을 말한다. 선정의문문은 판정의문문의 특수한 경우로서， 여 
러 선언지(選듬技) 가운데 하나를 선돼해서 대답해 달라는 ‘개별선정의문문’과 선언지에 정반대인 내 
용을 또 하나의 선언지로 하고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대답해 달라는 가부선정의문문으로 나눌 
수 었다(이현희 19827}, p. 6). 본고에서는 편의상 가부선정의문문의 예만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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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먼저 설명의문문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설명의문 

문은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이다. 설명의문문의 의문사는 명제 내에서 채워져 

있지 않은 미지항을 가리킨다. 즉 사태에 대한 화자의 지식 중 알지 못하는 부분 

이 의문사로 표현되며， 따라서 설명의문문에서는 화자의 무지가 표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네’가 설명의문문에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네’가 화자 

의 무지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용법의 선정의문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 

기로 하자. 장경희(1982， p. 90)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평서문이나 명령문은 긍정 
문과 부정문이 연쇄된 형식으로 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영이가 왔다， 안 

왔다: “*영이야， 가거라， 가지 마라끼， 의문문은 긍정문과 부정문의 연쇄로 이루 

어진 선정의문문의 형식이 가능하다. 의문문에서 명제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문과 부정문이 모순 없이 연결되어 선정의문문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선정의문문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네’가 

이끄는 문장이 화자의 판단을 포함하고 었으며， 화자의 ‘모름’이 아닌 ‘밟’을 표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상의 사실을 검토해 볼 때， (5)의 화자 B의 발화는 기본적으로는 평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문형 종결어미에 의한 전형적인 의문문과는 성격이 다 

르다고 결론지을 수 었다. 이러한 문장이 가지는 질문의 효과는 화용론적인 현상 

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속성이 이러한 질문의 

효과를 유발하였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중 ‘정보의 내면화 정도’의 영역이 간접적으로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관련을 가질 수 있음을 본 바 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네’가 ‘새로 밟’의 특성， 즉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의미 속성을 갖는다는 점 이 지적되 어 왔다〔손현선， 1998, pp. 282-283; 
박재연， 1999, p. 213).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네’도 화자의 불완전한 앓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지식 체계의 표변에 머물러 있는 정보는 다른 추가 

적인 정보에 의해 즉각적으로 수정될 여지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화자는 이러 

한 정보를 표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청자에게 이 

를 확인 받거나 수정 받고자 하는 목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사용된 이러한 문장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밟을 표현하는 평서문일 뿐 진정한 의 

문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장을 ‘유사의문문(pseudo-interrogativ 

e)’이라고 불러， 이들이 문법적으로 의문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네’와 같은 요소가 자신이 통합된 평서문으로 하여금 유사의문문이 되게 

하는 화용론적 효과를 ‘유사의문문 효과’라고 부르기로 한다. 

인식 양태의 ‘정보의 확실성 정도’의 의미 영역 중 ‘개연성 판단’을 표현하는 

‘-겠-’이 ‘-네’와 함께 사용된 문장에서는 이러한 용법이 더욱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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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이제 같이 놀기도 어렵겠네? 
B: 아마 그럴 거야. 

(8)의 화자 A의 발화에는 ‘-겠네’가 사용되 었다. ‘-겠-’은 ‘추측’， 즉 박재 연(1999; 

2004)의 용어로 말하면 ‘개연성 판단’을 표현하는 요소이다.2장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겠-’이 표현하는 ‘개연성 판단’의 의미 영역과 의문문이 갖는 ‘무지’의 

의미 영역이 화자의 앓의 척도라는 연속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면， ‘-겠-’이 사 

용된 평서문은， ‘-겠-’이 통합하지 않은 평서문에 비하여 의문문과의 거리가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8)의 화자 A의 발화에는 ‘-겠-’뿐 아니라 ‘-네’가 함께 

통합되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도 않고 화자의 지식 체계에 완 

전히 통합되지도 않은 정보임이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의 경우 평서문이 

라 하더라도 화자의 정보 전달력은 매우 미약해지고 청자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강조되어 질문의 화용론적 효과를 유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6) 

‘-구나’나 ‘-군’이 사용된 다음과 같은 발화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문문이라 

할 수 없으며， 대화에서 발휘하는 질문의 효과는 화용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9) A: 벌써 청소를 다 해 놨구나? 
B: 아니， 좀더 해야 돼. 

(10) 또 싸웠군?(연세대편 1998) 

(9)의 화자 A의 발화는 종결어미 ‘-구나’가 사용된 문장이다. 대화에서 화자 A 
의 발화는 질문의 기능을 수행하며， 화자 B의 발화는 그에 대한 대답의 역할을 

수행한다. (10)에서 ‘-군’이 사용된 예도 의문 부호를 동반하고 있으며 연세대편(1 

998)에서 의문문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된 문장이다. 

그러나 ‘-구나’와 ‘-군’의 이러한 용법은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에서는 발견 

되지 않는다. 

(11) 가*청소를 언제 다 해 놨구나? 
나*청소를 다 해 놨구나， 안 해 놨구나? 

(12) 가*또 왜 싸웠겠군? 

나*또 싸웠겠군， 안 싸웠겠군? 

16) 연세대편(1998)에 실린 ‘-네’의 의문문적 용법 중 대다수가 ‘-겠네’가 통합되어 있는 형식이라는 점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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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나)， (l27}, 나)는 각각 ‘-구나’와 ‘-군’의 의문문과 같은 용법이 각각 설명 

의문문과 선정의문문에서는 가능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구나’나 ‘-군’이 ‘화자 

의 무지’를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문형 종결어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면 설명의문문과 선정의문문에서도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구나’나 ‘-군’이 

사용된 앞의 (9)의 화자 A의 발화와 (10) 역시，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진정한 의 
문문이 아니라 유사의문문 효과를 가지는 문장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구나’와 ‘-군’이 유사의문문 효과를 갖는 이유 역시 그 양태적 의미에서 찾올 

수 있다. ‘-구나’와 ‘-군’은 흔히 감탄형 어미로 논의되 어 왔으나， 장경희(1985， pp. 
89-101)에서 ‘감탄’이 ‘-구나’의 핵심 의미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바 있다. 이 논 

의에서는 ‘-구나’의 양태 의미로 ‘처음 밟’의 의미를 제안한 바 있다. 이효상(1991) 

에서는 ‘-군’이 “내면화되지 않은 형식(unassimilated forms)"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따라서 ι구나’ 혹은 ‘-군’ 역시 ‘-네 3와 마찬가지로， ‘새로 밟’의 속성， 즉 화 

자의 지식 체계에 미처 자리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유사의문문 효과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나’와 ‘-군’의 경우에도 ‘-겠-’과 통합할 때 유사의문문 효과가 강조된 

다. 

(13) A: 너는 이제 미국에 가게 되겠구나? 
B: 응.올봄에갈것같아 

(14) 가. 그럼 철호는 네 형쯤 되겠구나?(연세대편 1998) 
나. 헌데 넌 어머니가 보구 싶겠군? (연세대편 1998) 

(13)의 화자 A의 발화와 (14가， 나)는 ‘-겠-’이 ‘-구나’ 혹은 ‘-군’에 통합되 어 사 

용된 예이다. 이 경우에도 ‘개연성 판단’을 표현하는 요소와 ‘새로 밟’을 표현하는 

요소가 함께 사용되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확실하지도 않고 화자의 지 

식 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지도 않은 정보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에서 

는 ‘-구나’ 혹은 ‘-군’만이 통합된 문장에 비해 유사의문문적 성격 이 더욱 강조될 

수있다. 

한편 기존의 논의에서 의문문으로 파악하였던 종결어미 ‘-다면서’의 예도 마찬 

가지 이유에서 진정한 의문문이라고 할 수 없다. 

(15) A: 너 어제 학교 안 갔다면서? 
B: 아냐. 나 갔어. 

(16) A: 영희는 곧 결혼한다면서? 
B: 응， 나도 어제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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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균(1984， pp. 71 - 73), 김홍범(1987， p. 80), 박재연(1998， p. 107)에서는 

‘-다면서’가 사용된 이러한 문장을 의문문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연세대편(1998)， 

국립국어연구원편(1999)에서도 ‘-다면서’가 사용된 이러한 문장을 의문문으로 기 

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15), (16)의 각각의 화자 
A는 청자에게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확인만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앞에서 본 ‘-겠-’이나 

‘-네구나’ 등이 사용된 유사의문문과 성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다. ‘-다면서’가 사용된 문장이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의 용법을 갖지 못한다 

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7) 가*너 언제 학교 갔다면서? 
나*영희는 곧 결혼한다면서， 안 한다면서? 

(17가， 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면서’는 설명의문문이나 선정의문문에서는 사 

용되지 않는다. 이는 ‘-다면서’가 기본적으로 화자의 무지가 아닌 화자의 밟을 표 

현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면서’가 유사의문문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이 어미가 ‘정보의 획득 방법’의 

영역 중 ‘전언’의 의미를 표현함과 동시에 ‘청자 지식에 대한 가정’의 영역 중 ‘기 

지가정’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사실(박재연 20007}, p. 187, 각주 19)로써 설명될 

수 있다. ‘전언’에 의한 정보는 화자의 지식 체계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 표 

면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거니와， 청자가 그 정보에 대해 알고 있음을 가정 

하는 경우 화자의 정보 전달력은 더욱 미약해지고 청자의 확인을 구하는 의문문 

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다면서’ 역시 기본적으로는 화자의 무지가 

아닌 화자의 밟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면서’가 이끄는 문장들도 역시 유사의문 

문인 것으로볼 수 있다. 

지급까지 3장에서는 평서문에 ‘-네’， ‘-구나’， ‘-다면서’ 동의 인식 양태 요소가 

화용론적으로 유사의문문 효과를 유발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제 4장에서는 

반대로 의문문의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요소가 인식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현 

상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4. 의문형 어미와 인식 양태적 판단 

이 장에서는 의문형 어미 ‘-은가’와 ‘-을까’의 의미 기능이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과 연관되는 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은가’와 관련하여서는 ‘의혹(성기철， 1970=1975, p. 177; 한길， 1991, p. 82),’ 
‘자문(서정목， 1987, p. 54),’ ‘의심-의문(임홍빈， 1988=1998),’ ‘개연성 판단(박재연， 
1998, p. 110)’ 동의 의미 기능이 지적되어 왔으며， 인식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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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에 대해서는 ‘말할이의 추정〔김하수， 1979),’ ‘화자의 추측 판단(이성구， 198 
3, p. 71),’ ‘가능성 판단(박재연， 1998, p. 111)’ 동의 의미 기능이 제안되어 왔다. 
그런데 이때 ‘-은가’나 ‘-을까’가 화자의 ‘의심’이나 ‘추측’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 

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의미 파악인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18) 가. 영희가 오늘 학교에 오나? 

나. 영희가 오늘 학교에 올까? 

(19) 가. 영희가 오늘 언제 학교에 오나? 

나. 영희가 오늘 언제 학교에 올까? 

(187}, 나)는 ‘-은가’와 ‘-을까’가 판정의문문에 사용된 예이다. 이러한 예에서 

‘-은가’나 ‘-을까’는 언돗 ‘영희가 오늘 학교에 온다’는 사실에 대한 의심이나 추측 

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19가， 나)와 같이 이 어미들 

이 설명의문문에 사용된 예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성립되지 않는다. (19가， 나)의 

화자는 무엇을 의심하고 무엇에 대하여 추측하는가? 의심이나 추측은 그 대상이 

되는 명제가 내용적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성립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설명의문 

문의 명제는 의문사로 표현되는 미지항을 갖기 때문에 의심이나 추측의 대상이 

될 수없다. 

또한 ‘-은가’는 ‘개연성 판단’을 나타내고， ‘-을까’는 ‘가능성 판단’을 나타낸다는 

기술은 더 많은 문제를 갖는다. 다음을 보자. 

(20) 가. 신부가 예쁘겠다. 
나. 신부가 예뿔 수도 있다. 

(21) 가. 신부가 예쁜가? 

나. 신부가 예뿔까? 

다. 신부가 예쁘니? 

(207}) ‘개연성 판단’을 나타내는 ‘-겠-’이 통합된 문장이며， (20나)는 ‘가능성 판 
단’을 나타내는 ‘-을 수도 있-’이 사용된 문장이다. (20가)의 화자는 자신이 가지 

고 있는 정보가 100%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추측을 표현하고 있으며， (20나)의 
화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의 확실성이 50%도 안 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그 

러나 ‘-은가’ 및 ‘-을까’ 의문문이 나타내는 의미는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 만약 

‘-은가’나 ‘-을까’가 ‘개 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의 의 미를 표현한다면， (217}, 

나}에서의 화자의 판단은 ‘-겠-’이나 ‘-을 수도 있-’이 사용된 (207}, 나)에서의 화 

자의 판단과 유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21가， 나)에서， 화자는 ‘신부는 예쁘 

다’라는 명제의 진실성에 대하여 단 1%도 책임지지 않는다.17) 설령 담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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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부가 예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21가， 

나〕의 화자는 거짓말을 했다거나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21다)에서 제시한 의문형 어미 ‘-니’에 의한 일반적인 의 

문문의 경우 그러한 것과 동일하다. 즉 ‘개연성 판단’이나 ‘가능성 판단’ 역시 ‘-은 

가’와 ‘-을까’의 의미 기능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은가’와 ‘-을까’의 의미 기능은 어떻게 성격 지어져야 할 것인가? 여 

기서 새삼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은가’와 ‘-을까’는 어디까지나 화자의 무지를 표 

현하는 의문형 어미라는 사실이다. 위의 예문 (207},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은 

가’와 ‘-을까’는 설명의문문에 사용될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선정의문문 

에도 사용될 수 있다. 

(22) 가. 영희는 지금 학교에 갔나， 안 갔나? 
나. 영희는 지금 학교에 갔을까， 안 갔을까? 

(227}, 나)는 ‘-은가’와 ‘-을까’가 선정의문문에 사용된 것을 보인 것이다. ‘-은7)' 

와 ‘-을까’가 설명의문문과 선정의문문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은 이 어미들이 화자 

의 무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3장 논의 참조). 즉 ‘-은가’와 ‘-을까’가 화 

자의 무지를 표현한다는 것에서만큼은 일반적인 의문형 어미와 다를 것이 없다 

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가’와 ‘-을까’가 일반적인 의문형 어미 ‘-니’ 등과는 달리 

화자의 양태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은7}'가 이끄는 의문문과， 인식 양태 용법으로 사용된 ‘-을까’가 이끄는 의문문 

이 기본적으로 독백문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과 연관된다(서정목， 1987, p. 54; 

박재연， 2000나， pp. 40 - 42; 이유기， 2002, p. 204). 다음을 보자. 

(23) A(선배): 그러니까 네 주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B(후배): 그런가? 그럼 이제 어쩌죠? 

B(후배)’: #18)그래? 그럼 이제 어쩌죠? 

(23)의 대화에서 화자 B의 “그런가?"라는 대답은 일반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청자 대우 격률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같은 반말체 등급이지만， 화자 B’의 대답인 “그래?"가 부적절한 것 

과는 대조적 이다. 박재연(2000나， pp. 40 - 42)에서는 이 러한 현상을 주목하여 청 

17) 실제로는 화자가 해당 사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었다. 의문문의 화자는， 
자신의 실제 지식 상태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의 각주 12) 참조 

18) ‘#’는 대화상에서 부적절한 발화임을 뜻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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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우 격률의 합법적 위반이 가능한 ‘감탄， 자문〔自問L 결심， 후회， 기원(所願)’ 

등의 의미를 가지는 일련의 어미들을 ‘독백문 종결어미’라 부른 바 있다. 이 논의 

에 따르면 ‘-은가’나 ‘-을까’에 의한 의문문은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는 

자문이기 때문에 독백의 성격을 가진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화자는 청자가 해당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 

한다. 그러나 ‘-은가’와 ‘-을까’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독백의 성격을 가져서 청자 

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문의 기본적인 가정을 갖지 

않는다)9) 앞의 (21다}의 “신부가 예쁘니?"를 (217}, 나)의 “신부가 예쁜가?"와 “신 

부가 예뿔까t'와 비교해 보자~ (21다)의 화자가 청자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청자의 앓올 가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217}, 나)의 화자는 청자의 앓을 가정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청자의 존재조차도 강하게 의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우리는 2장에서 의문문의 성격이 통보적 측면과 양태적 측면의 두 관점에서 

규정될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은가’와 ‘-을까’에 의한 독백의 의문문 

은 그 통보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청자를 적극적으로 상정하지 않기 때 

문에，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은가’나 ‘-을까’ 

의 의미가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온 것은 통보 

적 성격이 미약함으로 인해 반대로 의문문의 양태적 측면， 즉 ‘확실성의 결여(엄 

홍빈， 1988=1998, p. 142)’라는 화자의 지식 상태가 부각되었던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때 

이 장에서는 ‘-은가’와 ‘-을까’가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은가’와 ‘-을까’는 화자의 인식 양태적 태도를 표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화자의 무지를 표현하는 의문 

형 어미이므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이 ‘의섬’이나 ‘추측’과 같은 인식 양태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 

어 온 이유는 이들이 이끄는 문장이 기본적으로 독백의 성격을 가져서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통보적 측면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21) 

19) 윤석민(2000， p. 157)에서도 ‘-을까’에 의한 의문문이 자문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 
한 문장에서는 청자로부터의 정보 충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요구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하였다. 

20) 박진호 · 박병선(1999， p. 3)에서도 ‘-을까’와 같은 자문의 경우 화행적 기놓은 약해지고 양태적 기능 
(이 논의의 용어로는 ‘서법적 기능’)이 부각된다고 하였다 

21) 섬사위원 중의 한 분은 이들 형식이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은 통시적으로 이들 형식이 ‘의심’과 
관련한 양태 의미를 갖는 형식에서 문법화한 결과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나 본고에서 ‘-은가’의 축약 
형식으로 이해한 ‘ 나’가(1장의 각주 8 참조)， 선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 ‘이나’와 통시적으로 연관 
된다는 지적에 대한 검토는 현재의 필자의 능력이나 본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로 판단된다. 이러 
한 작업은 이후의 과제로 삼기로 한다. 단， 본고에서는 ‘-은가’와 ‘-을까’가 화자의 ‘개연성 판단‘이나 
‘가농성 판단’을 표현하는 어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이들이 모두 양태 어미가 아니라고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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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이제까지 인식 양태와 의문문의 의미론적 성격을 두 범주가 갖는 개념 

적 관련성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인식 양태를 표 

현하는 요소가 유사의문문 효과를 유발하는 현상과， 일부 의문형 어미가 인식 

양태적 판단올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 

상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존 

재한다. 의문문이 화자의 무지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의문문의 의미 영 

역은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 중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 영역 

과 통한다. 또한 ‘정보의 내변화 정도’의 의미 영역도 화자의 지식 체계에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정보를 표현하는 의미 영역은 의문문의 의미 영역과 

간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 기존의 논의에서는 인식 양태적 의미를 표현하는 ‘-네구나군다면서’ 

가 상향억양을 가지고 질문의 효과를 갖는 문장에 사용될 때 이를 의문문 

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어떤 문장에 인식 양태 요소가 사용 

되면， 그 문장이 평서문이라 하더라도 정보의 전달이라는 평서문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어 청자에게서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질문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은 화용론적으로 유사의문문 효파를 갖는 것 

일 뿐 진정한 의미의 의문문이라고 볼 수 없다. 

@ 한국어에는 의문형 어미인 ‘-은가’와 ‘-을까’가 화자의 인식 양태적 판단을 

나타내는 듯한 현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은가’와 ‘-을까’는 진정한 의미에 

서의 의문형 어미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표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무지이며 화자의 어떠한 판단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다. ‘-은가’와 ‘-을까’가 다른 의문형 어미와는 달리 ‘의심’이나 ‘추 

측’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은 이들이 모두 독백문 종결어미라 

는 사실과 연관된다. 이들 어미는 다른 의문형 어미와는 달리 청자에게 정 

보를 요구하는 측면이 미약하기 때문에 화자의 지식 상태와 관련한 양태적 

성격이 부각되는 것이다.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을까’는 ‘청자의 판단을 물어보는’ 양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이에 대한 논의 
는 박재연， 2004 참조). 본고에서 지적하고자 한 것은， ‘-은가’와 :을까’가 마치 ‘-겠-’이나 ‘-을 것 같 ’ 
처럼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되는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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