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화행의 인지적 이해모델

이 성 은 (서울 )

Ⅰ. 머리말

언어  의사소통에서 수행되는 화행은 화자의 발화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
한 발화의도는 발화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 표지를 통해 표 된다. 그
래서 청자는 이러한 언어 표지를 인지함으로써 화자의 발화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발화의 언어 표지가 언제나 발화의도를 직 으로 나타내

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발화의 언어 표지들이 간 으로 발화의도를 지시하

는 경우가 있다. 이에 속하는 표 인 가 간 화행이다. 간 화행의 형

인 로는 ‘Kannst du mir das Salz reichen?’을 들 수 있는데 이 화행은 문
장서법(Satzmodus)으로는 ‘질문’의 화행을 나타내고 있지만, 식사를 하는 상
황에서 발화 되었다면 실제로는 ‘요구’의 발화의도를 수행한다. 이 게 언어 

표지들이 지시 indizieren하는 것과 실제로 수행되는 화행이 다른 언어 상을 
간 화행이라고 한다.1)

간 화행은 Searle(1979)의 논의 이래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다. 이러
한 연구의 핵심쟁 은 간 화행의 이해과정이었다. 기존의 간 화행 연구에서

는 청자가 간 화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와 련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표 인 설명은 추론에 의한 이해과정이다. Searle의 경우 간
화행을 두 가지 발화수반력2)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으로 제하고 부차  발

화수반력으로부터 일차  발화수반력이 추론되는 것으로 설명했다.3) Bach & 

1) 강창우 (2006, 235).
2) 발화수반력 Illokution은 발화수반력은 Searle에 의해 정립된 개념으로 발화에 수반되는 

발화의 의도 혹은 목적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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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nish(1979)의 경우도 모든 화행을 이해하는 과정이 추론과정을 통해 이루
어지는 것으로 제하고, 간 화행과 직 화행은 각각에 해당하는 추론과정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으로 보았다. Morgan(1978)과 Gordon & Lakoff(1975) 등
의 다른 이론들도 추론과정을 심으로 간 화행을 연구했다.4) 그런데, 이러
한 추론에 의한 설명은 습화된 간 화행을 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가 있다. 간 화행에 속하는 화행  상당 부분은 습화되어 있는데5), 이러
한 습화된 간 화행은 추론 없이 손쉽게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
서 모든 간 화행을 추론을 통해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Sadock(1974)의 경우는 추론 심의 이론에 반 하여, 
간 화행을 숙어 Idiom의 일종으로 보고 이해과정에 추론이  개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6) 하지만 간 화행에는 습화가  나타나지 않는 유

형이 있고 이러한 간 화행의 이해과정은 추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에서 

Sadock의 설명은 반 편 극단에 놓여있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에서 언 한 간 화행의 선행연구들은 언어의 구조  특성을 도외

시한 채 언어의 기능  측면에만 치 한 문제 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간
화행이 포함하고 있는 언어 표지들이 갖는 특성들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Sökeland(1980)는 이러한 문제 을 제기하면서 구조로부터 기능을 생각하는 

 ‘Von Struktur zur Funktion’으로 간 화행을 연구했다.7) 그는 발화수반
력 지시체8) 간의 경쟁과 지배 계를 통해 간 화행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3) Searle의 견해에 따르면 간접화행 ‘Kannst du mir das Salz reichen?’의 경우는 부차적 

발화수반력 ‘질문’과 일차적 발화수반력 ‘요구’가 동시에 수행되는데, 이 발화는 청자가 

‘질문’으로부터 ‘요구’를 추론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Searle은 이러한 추론과정을 10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추론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성은(2003: 63-64) 참조.

4) Huang (2007: 112-113) 참조.
5) II장 참조.
6) Vgl. Ebd., S. 114.
7) Sökeland (1980: 6).
8) 발화에는 발화수반력을 지시하는 특정한 지시체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시체를 발화

수반력 지시체 (Illokutions)Indikator라고 한다. 예를 들어 ,Ich verspreche dir, dass ich 
morgen wieder komme.‘라는 발화에서 dass절 이하는 명제내용지시체 Indikator des pro- 
positionalen Gehalts에 해당되고, ,Ich verspreche dir‘는 이 발화의 발화수반력을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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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에 따르면, 발화의도를 나타내는 특정한 언어 표지인 발화수반력 지시
체들이 간 화행에서는 서로 다른 발화수반력을 지시하게 되어 ‘경쟁’ 계에 

놓이게 된다. 이 때 문맥과 부합하는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그 지 않은 지시

체에 해서 ‘지배’ 계를 갖게 되는데, 청자는 이러한 지배 계를 인식함으

로써 간 화행을 이해하게 된다.9) 이러한 설명은 간 화행의 이해과정에서 

언어 구조  측면을 고려했다는 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Sökeland(1980)의 이론에서도 습 인 간 화행에 한 한 설명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발화수반력 지시체 간의 경쟁 계를 확인할 수 

없는 간 화행은 설명이 불가능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기존 연구는 간 화행의 이해과정을 포 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 화행의 이해과정에 한 이론은 추론과정과 

습화를 히 설명할 수 있고, 이해과정에서 고려되는 간 화행의 언어  

특성을 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이러한 설명이 가능
한 간 화행의 이해모델을 구축하는데 있다. 우선 II장에서는 간 화행의 세

부 인 이해과정을 구분하기 해서 간 화행의 유형을 분류할 것이다. 그리
고 III-1장에서는 II장의 분류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이해모델을 검토하
고, III-2장에서는 이러한 검토과정을 토 로 새로운 이해모델을 제시할 것이

다. III-3장에서는 최근 인지 과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간 화행 이

해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는 발화수반력 지시체에 해당된다. 이러한 발화수반력 지시체를 통해서 발화를 통해 수

행된 ‘약속’의 발화수반력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Ich verspreche dir‘처럼 명시적으로 

발화의도를 나타내는 발화수반력 지시체를 명시적 수행공식 Die explizite performative 
Formel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발화수반력 지시체에는 명시적 수행공식 외에도 문장서법 

Satzmodus, 불변화사, 운율적 자질(강세, 억양 등) 등이 속한다.
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이성은(2003: 18-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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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접화행의 유형 

본 장에서는 간 화행의 이해모델을 구상하기에 앞서 간 화행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 화행의 표 인 유형을 설정하고, 이후 진
행될 논의에서 이러한 유형에 따른 이해과정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간 화행의 이해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 화행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표 인 발화를 제시하는 선에

서 간 화행을 분류하기로 한다. 
일반 으로 간 화행에서는 발화수반력 지시체와 실제로 수행된 화행의 발

화수반력 사이, 혹은/그리고 명제내용 지시체와 실제로 수행된 화행의 명제내
용 사이에 불일치 계가 나타난다.10) 이러한 불일치 계를 언어 표지11)로

부터 인식할 수 있는 간  화행이 있는 한편 그 지 않은 간 화행이 있다. 
다음 문을 보자.12)

(1) Die Flausen werde ich dir noch austreiben, das verspreche ich dir. 
   (Sökeland 1980)13)

 문(1)에서 ,ich verspreche dir∼‘는 명시  수행공식에 해당하는 발화

수반력 지시체로서 약속의 발화수반력을 지시한다. 이에 반해 명제 내용 지시
체는 ‘약속’의 명제내용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 ’에 걸맞은 명제내용이
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간 화행은 이러한 언어표지 간의 불일치 계를 

인식할 수 있다.

10) 강창우 (2006: 239).
11) 본 논문에서는 언어 표지를 발화수반력 지시체와 명제내용 지시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12) 본 논문에서 인용된 간접화행 예문은 Sökeland(1980), Searle(1979), 강창우(2006) 등에

서 인용한 것이다. 인용출처는 각각의 예문의 끝 괄호 안에 표시했다.
13) Ich rate dir, dich nicht in diesen Streit einzumischen!와 Ich rate Ihnen, bloß nicht noch 

frech zu werden! (Sökeland 1980) 등도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간접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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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다음 문(2)처럼 언어표지 간의 이러한 불일치 계를 인식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A: Frau Schmidt gefällt mir gar nicht.
B: Das Wetter heute ist wunderschön. (강창우 2006)

문(2)에서 Frau Schmidt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본 상황에서, B의 발화의
도는 ‘날씨에 한 정보 달’이 아니라 청자에 한 ‘주의환기’ 혹은 ‘경고’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발화수반력 지시체와 수행된 화행 혹은 명제내용 지시체
와 수행된 명제 내용 사이의 불일치 계가 언어표지에서 드러나지 않는다.14)

한편 이미 언 한 로 간 화행은 습화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나  수 있다.  문 (1),(2)에서는 습화를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다음 
문(3),(4)에서는 이러한 습화를 확인할 수 있다.

(3) Lässt du mich jetzt bitte in Ruhe? (Sökeland 1980)

(4) Kannst du mir das Salz reichen? (Searle 1979) 

(3)은 의문문의 문장서법과 불변화사 ,bitte‘가 서로 다른 발화수반력을 지
시함으로써 발화수반력 지시체와 수행된 화행 사이의 불일치 계가 언어 표

지에서 확인되는 간 화행이다. 독일어에서 불변화사 ,bitte‘가 의문문의 문장
서법과 결합할 경우 손쉽게 ‘요구’를 뜻하는 화행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
한 결합 계는 습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5) 

14) 예문 Die Suppe ist lauwarm.도 이 같은 유형에 속하는 간접화행이다. 이 발화가 스프를 

먹으려는 순간에 아이가 엄마에게 한 발화라면 스프가 미지근하다는 것을 ‘확언’하는 것

이 아니라 스프를 따뜻하게 데워달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15) (a) Wann kommst du denn endlich?

(b) Du hílfst mir doch bei den Korrekturen? (Sökeland 1980) 
위 예문 (a)와 (b)도 언어 표지에서 불일치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습화된 간접화행의 

유형에 속한다. 예문(a)는 의문문의 문장서법과 불변화사 ,denn‘에서 불일치 관계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독일어에서 관습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예문(b)의 경우는 

불변화사 ,doch‘가 평서문의 문장서법과 의문문 억양을 갖고, 정동사에 강세가 있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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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발화는 (3)과 달리 언어 표지로부터 불일치 계를 확인할 수 없는 
습화된 간 화행이다. 이 발화는 ‘요구’를 수행하는 화행으로 손쉽게 이해
된다. 문(3)의 문장서법이 의문문임에도 이 화행을 ‘질문’이 아닌 ‘요구’를 
뜻하는 화행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독일어에서 ,Kannst du∼ (Könntest du
∼)‘ / ,Können Sie∼ (Könnten Sie∼)‘의 형식이 ‘요구’를 뜻하는 간 화행으

로 습화되어 있기 때문이다.1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간 화행은 언어표지로부터 불일치 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습화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간 화행

언어 표지에서 불일치 계 확인 가능 언어 표지에서 불일치 계 확인 불가

습화되지 않은 경우

(Nicht-konventionalisiert)
습화된 경우

(Konventionalisiert)
습화되지 않은 경우

(Nicht-konventionalisiert)
습화된 경우

(Konventionalisiert)

(1) (3) (2) (4)

[표1] 간 화행의 4가지 유형

화와 함께 사용될 때 ‘확언’의 발화수반력이 관습적으로 수행되는 간접화행이다. 
16) (a) Peter hat den Löffel abgegeben. (강창우 2006)

(b) Es zieht(문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발화할 경우).
예문(5)와 예문(6)도 언어 표지에서 불일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관습화된 간접화행의 

유형에 속한다. 예문(4)과 달리 예문(a)는 관용어가 사용된 유형이고, 예문(b)는 발화전체

가 관습화되어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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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간접화행 이해 모델

III.1. 선행연구모델－이성은(2003) 모델

간 화행 이해 모델로는 Searle(1979)의 10단계 추론과 Bach & Harnish 
(1979)의 추론과정에 기반을 둔 모델이 있다. 하지만 이미 언 한 로 이 모

델은 간 화행의 습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간 화행을 

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추론 모델의 안으로 이성은(2003) 연구에
서 간 화행 이해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은 간 화행이 갖는 언어 구

조  특성을 고려하고 추론과정과 습화된 간 화행에 한 이해과정을 포

하고 있는 에 있어서 이  모델보다 설명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델 역시 여러 가지 문제 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성은(2003) 
모델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 모델이 갖는 장 과 문제 에 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 [그림 1]은 이성은(2003)의 모델을 개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에서 간 화행은 ‘축어  의미의 이해과정’, ‘문맥과의 련성 검토

과정’, ‘실제  발화수반력 이해과정’의 세 가지 부분과정을 통해 이해된다. 
그림1에서 가장  부분에 세 가지 과정이 구분되어 있다. 먼 , 축어  의미

의 이해과정은 언어 기호를 해석하여 축어 인 의미를 악하는 과정이다. 축
어  의미의 이해과정은 음성학  해독, 통사론  해독, 의미론  해독, 발화
수반력 해독으로 구성된다. 이 게 축어 인 의미 이해과정이 끝나면 련성 

검토과정으로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확인된 발화의도가 문맥

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문맥과 부합할 경우 별도의 추가과정 없이 이해된
다. 하지만, 문맥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제  발화수반력 이해과정을 거쳐

서 발화의도를 이해하게 된다. 이 모델에 따라 II장에서 분류한 간 화행 유

형의 이해과정을 히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습 인 간 화행인 유형3과 
4는 축어  의미 이해 과정  발화수반력 해독 과정에서 이해된다. 유형3은 
발화수반력 지시체간의 지배 계 습화에 한 인식과정을 통해서 유형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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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간 화행은 환유  처리과정을 통해서 이해된다.17) 이 경우 이미 
발화의도가 악되었기 때문에 문맥과의 상 성 검토에서 문맥과 상 있는 

것으로 명될 것이다. 이와 달리 비 습  간 화행인 유형1과 2는 축어  

의미 이해과정에서 악된 발화의도가 문맥과의 련성 검토과정에서 문맥에 

어 나는(-relevant) 것을 확인하게 되어, 실제 인 발화수반력의 이해과정으

로 넘어간다. 이 과정은 두 가지 하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발화수반력 지시
체들 간의 지배 계를 통한 이해과정은 유형1에 해당하는 간 화행의 이해과

정을 담당하고, 추론을 통한 이해과정은 유형2에 해당하는 간 화행의 발화의

도를 악하게 된다. 종합하면 이 모델은 세 가지 하 과정을 순차 으로 

용하여 모든 유형의 간 화행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간 화행의 이해 모델(이성은 2003: 53)

17)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이성은(2003: 75-8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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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델은 간 화행의 습화를 히 설명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이 
모델에서 습화되지 않은 간 화행은 ‘축어  의미 의해과정’ 이후에 ‘ 련
성 검토과정’ 거쳐 ‘발화수반력 지시체간의 지배 계 인식’ 혹은 ‘추론과정’을 
통해서 발화의도를 이해하게 된다. 이에 반해 습화된 간 화행은 ‘축어  

의미의 이해과정’에서 습화된 발화의도가 인식되기 때문에 ‘ 련성 검토과
정’ 이후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해된다. 따라서 습화된 간 화행은 

그 지 않은 간 화행보다 인지 으로 단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습화

되지 않은 간 화행 보다 효율 인 처리과정을 기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습화된 간 화행이 비 습 인 간 화행보다 손쉽게 이해되는 을 고려해

볼 때 와 같은 모델 설정은 간 화행의 습화를 히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 Sökeland(1980)의 이론을 반 하여 간 화행이 갖는 언어구조상의 특

징이 이해과정에 고려되고 있는 도 이 모델이 갖는 장 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언어 표지로부터 불일치 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간 화행을 그

지 않은 경우와 구분하여 설명한다. 발화수반력 지시체간의 불일치 계가 
습화된 경우는 ‘축어  의미 이해 과정’에서 발화의도가 이해되고, 그 지 않

은 경우는 ‘실제  발화수반력의 이해과정’에서 ‘발화수반력 지시체들간의 
지배 계를 통한 이해’ 단계를 거쳐 이해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이 모
델에서는 청자가 인식한 간 화행의 언어 구조  특징이 이해과정에 히 

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이성은(2003) 모델은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 들을 안고 있다. 다음의 질문들은 주요한 문제제기들이다.

a. 간 화행 이해과정의 세 가지 하 과정들은 반드시 순차 으로 이루어지는가?
b. 축어  의미의 이해 과정에서 간 화행의 이해과정이 끝날 수는 없는가?
c. 습화되지 않은 발화수반력 지시체들 간의 불일치 계는 이미 축어  의미의 

이해 과정에서 인식되지 않는가?
d. 축어  의미의 이해 과정 이후에서야 비로소 련성 검토가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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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문제제기와 련하여 최근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들은 뇌의 인지정

보처리는 순차 인(serial) 과정이 아니라 병렬 인(parallel) 과정임을 입증하
고 있다. 즉 인지정보가 세부과정들을 거치면서 시간 인 순서에 따라 처리되

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세부과정들이 개입하면서 병렬 으로 처리되는 

것이 확인되었다.18) 이러한 을 고려하면  모델에서 세 가지 부분과정이 순
차 으로 구성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오히려 세 가지 과정이 병렬 인 

구조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 인 인지정보 처리과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습화된 간 화행의 이해과정과 련이 있다. 습

화된 간 화행은 발화의 일부 혹은 발화 체가 특정한 발화의도와 습 으

로 결합하여 머릿속에 장되어 있다. 그래서 습화된 간 화행의 발화의도

는 ‘축어  의미 처리과정’에서 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발화의도의 악은 
간 화행의 이해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는 습화
된 간 화행이 이미 이해과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 과정, ‘
련성 검토과정’을 거쳐 이해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문제와 련하여  모델은 발화수반력 지시체간의 경쟁과 지배

계의 인식과 처리과정이 세 번째 단계인 ‘실제 인 발화수반력의 이해과정’에
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이미 ‘축어  의미 이해

과정’에 수행될 수 있다.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수반력은 축어  

의미 이해과정에서 악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화수반력 지시체들이 지
시하는 발화수반력의 차이가 인식될 것이다. 문1의 경우 명시  수행공식이 

지시하는 ‘약속’의 발화수반력과 명제내용 지시체가 지시하는 ‘ ’의 발화
수반력은 축어  의미 이해 과정에서 이미 악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이 

18) 전통적인 언어 정보처리의 견해에 따르면 언어 정보처리는 음운 정보처리, 통사 정보처

리, 의미 정보처리, 화용 정보처리 순으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Meibauer 2001: 59. 하지만 최근 신경언어학적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고 있

다. 최근 연구결과 따르면 음운정보가 귀를 통해 인식된 뒤 100∼150ms에 음운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대에 이미 통사 정보뿐만 아니라 어휘 의미정보도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Pulvermüller et al. (2004); Shtylov et al. (2003, 2004); Näätänen et al. 
(2007); Friedirici (2002). 이러한 결과들은 언어 인지정보처리가 병렬적 처리과정임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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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 발화수반력 지시체간의 경쟁과 지배 계가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게 볼 때 이러한 유형의 간 화행은  모델의 설명과 달리 ‘축어
 의미 이해과정’에서 처리과정이 완료될 수 있다.
네 번째 문제는 ‘ 련성 검토과정’과 련되어 있다. 이 모델에서는 축어  

의미 이해과정에서 실제  발화수반력의 이해과정으로 넘어가는 간 단계에 

련성 검토과정이 놓여있다. 하지만 문맥과의 련성의 고려는 이미 축어  

의미 악 과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를 들어 축어  의미 악 과정에 

포함되는 음운정보 처리과정에서 련성 검토과정이 개입될 수 있다. 이는 언
어  의사소통에서 발화의 일부 발음이 틀리더라도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무

리 없이 문맥에 맞는 표 을 이해하게 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19) 이러
한 상은 잘못 발음된 단어를 문맥과의 검토를 통해 확인하고 한 단어

형태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은 련성 
검토 과정이 축어  의미 이해과정에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 인 

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련성 검토는 ‘추론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간 화행의 이해과정에서 추론이 실패할 수 있다. 를 들어 

문(3)에서 청자가 추론과정에서 화자의 발화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Frau 
Schmidt에 한 험담을 계속 늘어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Frau Schmidt가 
앞에 나타나서야 화자의 발화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게 추론이 

실패한 이후에 청자가 발화의도를 인식하는 것은 이 에 추론한 결과가 문맥

과 다름을 확인하고 이후 추가 인 추론과정을 수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련성 검토과정이 추론과정에도 상당한 향을 끼칠 수 있음

19) 이와 관련하여 인지언어학에서 실험자에게 특정한 음운이 빠져있는 문장을 제시하고 그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있다.
The state governors met with their respectivw leg+latures convering in the capital city. 
(Schwarz 1992: 143)
위 문장에서 ‘legi+latures’에서 ‘s’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피험자들은 이 단어를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문맥을 고려하여 이 단어가 

잘못 표기되었음을 인식하고(관련성 검토) 머리의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고려하여 적

절한 단어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문맥과의 관련성 검토는 

축어적 의미 이해 과정에도 개입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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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하지만  모델은 련성 검토과정 이후에 추론과정을 설정하여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선행연구의 모델은 에서 제기된 문제 을 해

결할 수 있는 모델로 수정되어야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간 화행의 이해

모델은 일반 인 언어 인지처리과정에 부합하는 모델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고자 한다.  

III.2. 새로운 모델

다음 [그림 2]는 이  모델(이성은 2003)의 모델을 문제 을 보완하고 언

어 인지처리과정의 특성을 반 하여 새롭게 구상한 이해모델이다. 본 장에서
는 새로운 모델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 모델을 통한 간 화행의 각 유형의 이

해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새로운 모델이 이  모델이 갖는 문제 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우선, 모델 체를 둘러싸고 있는 선은 체 인지처리과정을 의미한다. 외

부 테두리 내에 이해 모델을 설정한 것은 인지 정보처리 과정의 일부로서 간

화행 이해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다. 간  화행이 감각기 을 통

해서 인지되면(S) 간 화행 이해 과정이 시작된다(안쪽 사각형). 간 화행의 

이해과정은 ‘통제기능(A)’, ‘축어  정보처리(B)’, ‘추론(C)’의 세 가지 부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 과정 사이에 양방향으로 화살표((i)(ii)(iii))
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부분과정들이 병렬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한다. 
즉 세 가지 과정은 시간  차이에 상 없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서로서

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모델의 첫 번
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든지 이해과정이 종료되면 
발화의도 악에 이르게 된다(V). 이는 선행연구의 두 번째 문제에 한 안
으로서 설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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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C)
－문맥정보에 근거한 

추론(c1)
－불일치 계에 한 

추론(c2)

축어  정보처리(B)

발화수반력인식

－ 습화된 발화의도(b1)
－비 습  불일치 계

(b2)

통제 기능 (A)

련성 검토(a1)

(i) (ii)

(iii)

발화

(S)

     발
     화
     의

 (V)도
     
     악

[그림 2] 새로운 간 화행 이해모델

첫 번째 부분 과정인 통제기능(central executive)은 이  모델에서 제시된 

‘문맥과의 련성 검토(a1)’ 과정을 포함하는 역이다. 통제기능의 개념은 
Baddely(2007)의 작동기억(Working memory) 모델에서 착안한 것이다. Baddely 
(2007)에 따르면 (언어) 인지 정보처리 과정은 감각기 을 통해 인식된 정보

를 단기기억에 장해 놓고 이를 장기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처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 이러한 처리과정 체를 통제
하고 여하는 앙처리 장치가 존재한다. 그는 이러한 장치를 ‘통제 기능
(central executive)’이라고 불 다. 통제 기능은 체 정보처리 과정을 ‘조망 
überwachen’하다가 특정한 처리과정이 일반 인 처리과정에서 벗어날 경우 

개입하게 된다.20) 앞서 언 한 로 문맥과의 련성 검토과정은 간 화행 이

해과정 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이해된 발화의도가 문맥
에서 벗어나는지를 확인하고 한 발화의도를 악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역

할을 한다. 이 게 볼 때 련성 검토과정은 통제기능의 일반 인 특성을 갖는

20) Baddeley (2007: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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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새로운 모델에서는 련성 검토과정을 포함하는 통
제 기능을 설정하여 간 화행의 반 인 이해과정을 주 하도록 구성되었다.
두 번째 부분 과정인 축어  정보처리 과정21)은 이  모델과 마찬가지로 

간 화행이 갖는 음운, 형태, 통사, 화용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이다. 선행연구
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발화수반력 인식 단계에 ‘ 습화되지 않은 불일치 
계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b2). 이는 III.1장에서 제시한 이  모델

의 세 번째 문제에 한 안으로 구성된 것이다. 즉 새로운 모델에서는 축어
 정보처리에서 발화수반력 지시체 간의 불일치 계를 인식하도록 설정하

다. 한 축어  정보처리 과정은 통제 기능과 양방향 화살표(i)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언 한 것처럼 이 과정이 ‘ 련성 검토 과정’과의 상호작용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 과정에서 이  모델과 마찬가지로 습화된 간 화행이 이해된다. 불일

치 계가 습화된 경우(유형3)나 화행의 일부 혹은 체가 습화된 경우
(유형4) 축어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화의도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동시에 통제 기능이 발화의도가 문맥과의 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이해된 발화의도가 문맥에 부합할 경우 이해과정이 종결된다. 뿐만 아니
라, 불일치 계가 나타나는 비 습 인 간 화행(유형1)도 이 과정에서 이해된
다(b2). 이 유형의 간 화행은 발화수반력 지시체가 지시하는 발화의도를 악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발화수반력을 인식하고 불일치 계가 나타남을 확인하게 

된다. 이 때 통제 기능이 개입하게 되는데(i), 련성 검토과정을 통해서 상이한 

발화수반력 에서 문맥에 부합하는 발화수반력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게 인식된 발화수반력을 발화의도로 이해하게 된다(b2). 이러한 구성은 앞서 언
한 선행 모델의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부분 과정은 추론과정이다(C). 이 과정은 축어  정보처리  통제

기능과 상호작용하도록 구성되었다((ii),(iii)). 이러한 구성은 불일치 계가 나

21) ‘축어적 정보처리’는 선행모델의 ‘축어적 의미이해 과정’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 것

인데, 이는 이 단계를 의미 정보뿐만 아니라 음운정보, 통사정보, 화용정보에 대한 축어

적 정보처리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으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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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는 비 습 인 간 화행(유형2)의 이해과정과 련된다. 이 유형의 간
화행은 축어  정보처리에서 악된 발화의도가 문맥과의 련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통제기능과 축어  정보처리 과정만으로 발화의도를 악할 수 없

다. 그래서 여기에 통제기능을 통해 ‘추론’이 개입된다. 축어  정보처리 과정

에서 처리된 정보는 추론 과정으로 달되며(iii), 추론 과정에서는 문맥정보를 
고려하여 합한 발화수반력을 악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게 악된 발화수반

력이 문맥과 련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ii) 발화의도로 이해하게 된다(c1).
한 추론 과정은 앞서 설명한 유형1, 불일치 계가 나타나는 비 습  

간 화행의 이해 과정에도 여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형1
의 간 화행은 축어  정보처리 단계에서 문맥과 련성을 갖는 발화수반력

을 발화의도로 악함으로써 이해된다. 문1의 경우 이 발화가 ‘ ’의 발
화의도를 지시하는 것을 악함으로써 간 화행의 이해과정이 완료되는 것처

럼 보인다. 하지만 이 발화의 이해과정에서 화자가 왜 ‘ ’의 내용을 발화
하면서 ‘약속’한다는 것을 명시 으로 나타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화행은 발화상황에 따라 화자가 청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

나 비꼬는 태도를 보일 의도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인 발화의도는 

간 화행 이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추가정보이다. 따라서 문1의 
이해과정에는 이러한 추가 인 발화의도를 악하는 과정이 추가 으로 요구

될 것이다(c2). 이러한 추가 인 발화의도의 악은 문맥정보를 고려하여 화

자의 의도를 ‘추론’함으로써 가능하다. 이 게 볼 때, 유형1의 이해과정은 축
어  정보처리 과정에 추론이 동시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모델에서는 이 게 동시에 진행되는 추가 인 발화의도 악과정

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다. 유형1에 해당하는 문1의 경우 ‘축어  정보

처리’에서 발화의도 ‘ ’을 악하고, ‘통제기능’의 주도로 ‘축어  정보처

리’와 ‘추론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추가 인 발화의도를 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새롭게 구상된 모델은 이  모델이 갖는 한계 을 극

복하면서 간 화행의 이해과정을 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모델에 비해 

매우 단순화된 구조는 이 모델의 큰 장 이다. 뿐만 아니라 이 모델은 습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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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화행이 취소되는 경우도 설명할 수 있다. 를 들어 Können Sie die Tür 
zumachen?이란 표 은 일반 으로 ‘요구’의 발화의도를 수행하는 유형3에 속하
는 습 인 간 화행이다. 하지만 의사가 수술한 환자가 몸을 제 로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할 목 으로 발화했다면, 이 발화는 ‘질문’의 발화의도를 나타낸다. 
 모델은 이 게 간 화행이 문맥에 따라 직 화행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설명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행의 이해과정에서는 우선, 축어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 

발화가 포함하고 있는 ,Können Sie∼‘ 표 을 통해 습화된 발화의도인 ‘부탁’
을 인식한다(b2). 하지만 이와 동시에 통제기능이 발화의도 ‘부탁’이 문맥과 련
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i), 이 발화의도는 문맥에 어 남을 확인한다. 이 때 
통제기능은 여기에 추론과정이 개입시킨다(ii). 그리고 추론과정은 축어  정보처

리 과정의 결과를 고려하여(iii), 문맥에 맞은 발화의도인 ‘질문’을 악하게 된다
(c2). 
새로운 모델이 갖는 이론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여 히 남아있는 과제는 

이러한 이해 모델이 실제 인지 메커니즘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우
리의 두뇌가 간 화행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이해과정을 통해

서 인지하게 되는가는 이해모델의 인지  실제성을 담보하는 매우 요한 질

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간 화행 이해모델과 련된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간 화행 이해과정모델이 일반 인 언어 인지처리 모델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3. 신경언어학  근거

간 화행 이해모델의 인지과학  분석에 있어서 가장 요한 문제는 모델

의 세 가지 부분 기능-통제 기능( 련성 검토), 축어  정보처리, 추론과정이 
실제 으로 뇌의 어떠한 역에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세 가지 기
능이 뇌에서 수행되는 부분이 기능 으로 그리고 구조 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지 여부는 간 화행 이해모델의 타당성 검증에서 가장 기본 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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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뇌의 기본 인 구조와 기능을 제시하고, 
간 화행 이해모델의 부분 과정이 진행되는 인지처리 역을 살펴볼 것이다.

III.3.1. 언어 처리의 추와 축어  정보처리 과정

[그림 3] 뇌의 4  역과 언어 

추(Hermann & Fiebach 2007: 9 수정)

부분의 인지기능이 수행되는 뇌는 크게 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
엽의 4개의 역으로 나  수 있다. 두엽(a)은 주의력 조정, 계획, 통제 기
능과 련된 추로 뇌의 앞부분에 치하고 있다. 측두엽(b)은 뇌의 측
면부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역으로 음성 정보를 처리하고 장기기억으로부

터 인출한 정보를 처리하는 추로 알려져 있다. 후두엽(c)은 뇌의 뒷부분에 
치하고 있고, 시각 정보처리를 담당한다. 두정엽(d)은 나머지 3개 역의 
간에 치해 있으며 다른 뇌의 역의 정보를 통합하고 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2)

일반 으로 언어처리와 련된 뇌의 추는 좌뇌에 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 로카 Paul Broca와 칼 베르니  Karl Wernicke의 실어증 연구 이
래로 일련의 인지과학연구들은 통사 정보는 좌뇌의 로커 역에서 처리되

22)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Bear et al.(2001: 191-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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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휘 의미 정보는 좌뇌의 베르니  역에서 처리되는 것을 밝 주었다

([그림 3] 참고).23)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부분 축어  언어 정보처리만

을 상으로 삼았다. 최근에 와서야 비축어 인 의미를 상으로 하는 연구들

이 수행되고 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수행된 연구들이 이러
한 비축어 인 정보 처리과정이 우뇌에서 수행됨을 밝 내고 있다는 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축어 인 정보처리 시에는 좌뇌 심의 인지

반응이 확인되고, 비유, 반어 등과 비축어 인 정보처리 시에는 우뇌에서 특

징  반응이 확인되었다.24) 이러한 결과들은 기존에 언어 추로 이해되고 있

는 좌뇌의 기능이 축어  정보처리에 특화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간 화행 이해모델의 축어  정보처리 과정은 통 인 의미에

서의 언어 추인 좌뇌 역에서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III.3.2. 추론의 추
앞서 언 한 것처럼 비축어  정보처리 뇌기능은 주로 우뇌에서 수행된다. 

비유나 반어와 같은 비축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축어 인 의미를 악

함은 물론 이러한 축어  의미가 특정한 문맥에서 나타내는 실제 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처리과정은 추가 인 인지정보처리

23) 언어 인지 처리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알려진 모델은 ‘베르니케-게슈빈트 Wernicke- 
Geschwind 모델’이다. 이 모델은 폴 브로카 Paul Broca와 칼 베르니케 Karl Wernicke의 

실어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이 모델에서 좌측 전두엽에 위치한 ‘브로카 영

역’은 언어의 산출을 담당하고 좌측 측두－두정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은 언어의 

이해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해 왔다(참고 그림3). 그런데 뇌영상술을 활용하여 수행된 

최근의 언어 인지 처리 연구들은 언어 산출과 언어 이해의 이분법으로 언어 인지 처리

를 설명한 이러한 전통적인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연

구에 따르면 언어의 산출 단계에도 베르니케영역이 관여할 수 있고, 언어의 이해 단계에

도 브로카 영역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인지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브

로카 영역은 규칙을 기반의 언어처리를 담당하고 베르니케 영역은 어휘 정보처리를 기

반을 둔 언어처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언어중추에 대한 설명이 수정되었다. 이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 Ullman (2001: 37-69) 참조.
24) 비유 Metapher의 이해과정에 대해서는 Rapp et al. (2004), 반어 Ironie의 이해과정 McDo- 

nald (2000), 이야기 구성과 관련된 인지기능으로는 Gernbacher & Roberson (1999), 대

화를 재현하는 능력과 관련된 인지기능으로는 Kuperberg et al. (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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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발화의도의 추론 역시 축어  정보

처리 과정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론기능
과 련하여 Evitar & Just(2006)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
구는 동일한 발화를 직설 인 상황과 반어 인 상황에서 제시하고 피험자가 

이를 인식할 때 뇌 상을 촬 하 다.25) 연구결과에 따르면 반어 인 발화를 

이해할 때 직설 인 발화를 이해할 때보다 우뇌의 측두엽 부분에서 더욱 뚜

렷한 뇌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반어 인 발화의 발화의도를 

추론할 때 우뇌가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실험에
서 제시된 반어 인 발화는 간 화행의 유형2 － 언어 표지에서 불일치를 확
인할 수 없는 비 습 인 발화 － 에 해당한다는 이다. 비록 이 연구가 간
화행의 이해를 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추론을 요하는 간 화행의 이해

과정이 그 지 않은 경우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음을 간 으로 증명하고 있

는 것이다. 즉 발화의도의 추론기능은 주로 우뇌에서 수행되고 이에 반해 이
미 살펴본 것처럼 축어  정보처리는 좌뇌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이 게 볼 

때 추론과정은 축어  정보 처리 과정과 인지 으로 뚜렷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III.3.3. 통제 기능의 추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 기능의 추에 해 살펴보자. 인지과학 연구에서 

통제 기능 추는 두엽에 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이러한 사실은 특
히 종양이 있거나 사고로 두엽에 장애가 생긴 환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

25) 이 연구에서 제시된 대표적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
    [축어적인 표현]: Betsy and Mary were on the basketball team. Mary scored alot of 

points in the game.
Betsy said, “Mary is a great player”.

    [반어적인 표현]: Betsy and Mary were on the basketball team. They lost thegame when 
Mary missed all her shots.
Betsy said, “Mary is a great player”. 
(Eviatar & Just 2006)

26) Baddeley (2007: 1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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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밝 졌다. 이러한 환자들은 인지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공통 으로 

통제 기능과 련된 인지기능에서 비정상 인 인지반응을 나타냈다27). 그래
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두엽이 통제기능과 한 계에 있음을 확인하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심리언어학  신경언어학 연구들도 두엽이 통제 기

능을 수행하는 뇌의 역임을 밝 냈다.28) 특히 fMRI연구에서 동일한 자극
이 반복 으로 제시되다가 갑자기 다른 유형의 자극이 제시될 때 정상인 피

험자의 두엽에서 이러한 자극에 한 뚜렷한 인지반응이 나타남을 확인하

다(Polich 2007: 2139). 이는 자극의 반복제시를 통해 형성된 ‘문맥’으로부
터 벗어나는 다른 유형의 자극에 한 처리과정이 두엽에서 이루어지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간 화행 모델에서 련성 검토과정과 인

지 으로 매우 유사하다. 진행되는 이해과정에서 문맥으로부터 벗어나는 발화
의도를 인식하는 과정이나 반복 으로 제시되는 자극에서 다른 유형의 자극

을 구별하는 본질상 동일한 인지기능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확인된 두엽의 통제 기능은 신경해부학 으로 볼 때, 좌뇌에서 

수행되는 축어  정보처리나 우뇌에서 수행되는 추론기능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지 까지 간 화행 이해모델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이 갖는 인지처리상의 특

징을 살펴보았다. 이해모델에서 구상한 것처럼 세 가지 역은 뇌에서 뚜렷
한 기능  구조  차이를 나타낸다. 다음 그림4는 이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
여주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듯 뇌의 신경학  구조는 간 화행의 이해모델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은 본 연구의 이해모델이 뇌의 언어 인지
처리 과정을 히 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 까지 살펴본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들이 간 화행 이해모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해 모델을 확정

27) 같은 책, S. 119 참고.
28)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Baddeley & Willson (1988), Roberts et al. (1998), Stuss 

& Knight (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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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들은 이해 
모델의 부분기능이 뚜렷하게 구분됨을 보여주지만 세 부분 역이 어떻게 상

호작용하는지에 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 한 Eviatar 
& Just(2006) 연구에서 축어  이해 과정과 추론 과정의 상호작용이 부분

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신경언어학 Neurolinguistik 연구29)에서 통제 기능이 

다른 두 역과 갖는 상호작용이나 세 가지 역이 동시에 갖는 상호작용에 

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신경언어학 연구에서 
간 화행을 주제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에서 각각의 유형의 
간 화행을 제시하고 이에 한 인지반응을 측정하는 신경언어학 연구를 수

행한다면, 간 화행 이해의 인지메커니즘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  수 있을 것

으로 기 한다.

축어  이해 과정

(좌뇌 로카  베
르니  역)

추론 (우뇌 측두엽)

통제기능( 두엽)

앞뒤 뒤

[그림 4] 뇌 역으로 본 간 화행 이해 모델(왼쪽-우뇌, 오른쪽-좌뇌)

29) 신경언어학 Neurolinguistik은 뇌영상술을 활용하여 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인지 처리과

정을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이성은(2009: 1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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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간 화행의 이해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인지모델을 구상하

고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우선 선행연구의 이해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 다. 한 새로운 이해모델을 간 화행

의 유형별로 검토하고, 신경언어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
해 보았다. 본 논문에 제시된 간 화행의 새로운 이해모델은 언어 인지처리 

정보과정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모델이 갖는 많은 문제 들

을 해결하 다. 뿐만 아니라 신경언어학의 최근 연구들은 새로운 이해모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직 간 화행의 인지처리과정을 주제로 삼은 신

경언어학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는 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 연구를 

한 요한 이론  기반을 제공해  것으로 기 한다. 한 본 논문의 논의

과정에서 간 화행 이해모델이 습  간 화행이 직 화행으로 수행될 경우

도 설명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새로운 간 화행 모델이 간 화행이 아

닌 다른 화행의 이해과정을 설명할 수 있음을 부분 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
후 계속 진행될 연구를 통해서 다른 화행의 이해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

로 본 논문의 이해모델을 발 시킨다면, 이를 통해 화행의 보편 인 이해모델

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본 논문은 간 화행의 발화과정에 

한 메커니즘은 다루지 않았다. 이미 다른 연구들에서는 발화의 메커니즘에 
한 모델을 내놓았다.30) 이러한 모델을 바탕으로 간 화행의 발화모델을 제

시할 수 있다면 본 논문의 이해모델과 더불어 간 화행의 생산과 수용과정을 

밝힐 수 있는 통합모델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통합
인 간 화행 인지모델의 구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30)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evelt(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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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as kognitive Verstehensmodell 
indirekter Sprechakte

Lee, Sung Eun (SNU)

In der sprachlichen Kommunikation werden Absichten eines Sprechaktes 
nicht immer direkt geäußert. Die Äußerungsabsicht wird oft auf indirekte 
Weise ausgedrückt. Zu solchen indirekten Ausdrücken der Äußerungs- 
absichten gehören die sog. „Indirekten Sprechakte". Bei einem indirekten 
Sprechakt stimmt die tatsächliche Illokution nicht mit derjenigen überein, die 
die Illokutionsindikatoren induzier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versucht, den Verstehensprozess von 
indirekten Sprechakten zu erklären. Im zweiten Kapitel werden zuerst die 
indirekten Sprechakte in vier Typen eingeteilt, nach den folgenden beiden 
Kriterien: „Erkennung der Diskrepanz zwischen Illokutionsindikatoren“ und 
„Konventionalisiertheit“. Im dritten Kapitel wird ein kognitives Modell 
aufgestellt, welches den Verstehensprozess der vier Typen indirekter Sprech- 
akte näher erläutert.

In diesem Modell besteht der Verstehensprozess aus drei Subprozessen: 
„Exekutive Funktion (a)“, „Verarbeitung der wörtlichen Bedeutung (b)“ und 
„Schlussfolgerung (c)“. Die exekutive Funktion überprüft, ob die in den beiden 
anderen Prozessen erkannten Äußerungsabsichten für den Kontext relevant sind. 
Während der Verarbeitung der wörtlichen Bedeutung werden die konven- 
tionalisierten indirekten Sprechakte verstanden. Verarbeitet werden hierbei 
auch die nicht-konventionalisierten indirekten Sprechakte, die eine Diskrepanz 
zwischen den Illokutionsindikatoren aufweisen. Durch die Schlussfolg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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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den die nicht-konventionalisierten indirekten Sprechakte verarbeitet, die 
keine Diskrepanz zwischen den Illokutionsindikatoren haben.

Schlussfolgerung
(c)

Verarbeitung der
wörtlichen 

Informationen
(b)

Exekutive Funktion
(a)

(i) (ii)

(iii)

Input

(s)

         
     V
     e
     r
     s

(v) t
     e
     h
     e
     n

Die aktuellen Befunde neurolinguistischer Forschungen zeigen, dass das 
Verstehensmodell dieser Arbeit dem allgemeinen kognitiven Prozess entspricht. 
Man kann erwarten, dass künftige Untersuchungenen ein umfangreiches Mo- 
dell entwickeln können, mit dem Verarbeitungsprozesse aller Sprechakte er- 
klärt werden kö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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