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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opose hearer-intentions (henceforth, H-intentions) 
in order to understand why and how hearer commits intentional mis-
communications in his family discourse. This concept is originated 
from reviewing Neo-Gricean studies that deal with meanings and illo-
cutionary acts by focusing on linguistic intention based on speak-
er-oriented approach (e.g., Bach 1987; Bach & Harnish 1979; Grice, 
1957; Strawson 1964). Since 1960s, Gricean pragmatics dealing with 
speech act (e.g., Austin 1962; Searle 1969, 1975) or politeness phenom-
ena (e.g., Brown & Levinson 1987; Leech 1983) has just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speaker’s intentions (henceforth, R-intentions) in the 
process of explaining essential aspects of language usages including 
miscommunications. However, there are many linguistic examples that 
cannot be properly explained by R-intentions. Especially, in some con-
flictive or confrontational situations, hearer shows some specific tenden-
cies of either not listening to or not responding to speaker’s utterance 
as well as either of producing more aggressive utterance or intending to 
damage speaker’s negative/positive face. These acts may be resultants 
from being absorbed in performing his verbal acts, i.e. utterance pro-
duction and interpretation, which are composed of perception, compre-
hension, and decision. In such cases, the ultimate goal of both speaker 
and hearer may fulfill his egocentric purposes rather than interpersonal 
ones. Also, the matter of keeping or maintaining the other party’s 
face-concerns is likely to be out of considerations to each agent. Unlike 
traditional linguistic approaches, 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H-in-
tentions which are expected to be closely involved in cognitive 
processes. This concept is expected to be a linguistic one for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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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er’s independent role that has been ignored. 

Keywords: H-intentions, R-intentions, egocentric goals, interpersonal 
goals, intentional miscommunications

1.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 담화에서 발생하는 고의적 불통(intentional mis-

communications)의 본질을 균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언어 사용의 화용적 측면을 

설명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재귀적 의도(Reflexive Intentions: R-intentions)의 

한계점을 밝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언어학적 시도로서 청자의도(Hearer 

Intentions: H-intentions) 개념을 제안하고 나아가 이것의 화용적 기능과 특징, 

속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특히 청자의도의 개념화를 위해 상호작용에서 청자의도의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인식(perception), 이해(comprehension), 결정

(decision)의 각 단계에서 청자의도의 역할을 탐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가족 담화에

서 청자가(가령, 배우자 또는 자녀) 고의적으로 발생시키는 불통의 언어 현상을 

R-intentions과 H-intentions1)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찰한다. 

행동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의도(intention)는 인간의 언어사용과 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언어행동은 의식적 산물의 결과이며 이는 인간의 내재적 

요소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이 과정의 중심에는 의도가 존재한다. 

이렇듯 의도는 언어행동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의식적 활동에 결정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의도는 의미, 화행, 공손, 무례와 관련된 언어사용의 화용적 측면을 살피는 일에도 

자주 활용되는 개념이다. 기존 이론들은 언어적 맥락 수준에서 발화의미 혹은 화행현

상 그리고 사회적 맥락 수준에서 언어사용과 접하게 관련된 언어의 화용적 기능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중심에는 대체로 화자가 존재한다. 화자는 

상호작용에서 절대적 권력을 가진 주체로서 묘사되고 있는 반면 청자는 화자가 선택

한 화행을 인식,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반응을 생산하는 피동적 객체 또는 수혜자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언어분석에서 청자와 화자를 협조적 관계의 대상으

로만 간주하고 나아가 인간이 참여하는 모든 대화를 소통을 위한 언어장치로만 여겨

왔던 편향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한승훈 2014; S-H Han 2014; 

1) 본 연구는 불통의 언어 현상을 화/청자의 개별적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및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자의도가 갖는 특성, 가치, 기능을 화자의도의 그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를 진한 이탤릭체로 표기하여 H-intentions으로 사용한다. 단 기존 연구로부터 
인용한 청자의도는 이 기호로 대체하지 않고 청자의도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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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ianou 2012). 특히 재귀적 의도, 즉 R-intentions은 Bach & Harnish (1979)의 

용어를 수용한 것인데 이 개념은 Grice (1969)가 주장한 발화자(Utterer), 즉 화자의

도가 갖는 속성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Grice는 특정 발화가 갖는 의도된 

의미의 효과를 화자의도와 이에 대한 청자의 인식을 통해 설명한다. 특정 발화가 

의도된 의미로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청자는 특정 발화에 내포된 화자의도를 화자

가 의도한 대로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듯 화자의도

는 화자가 의도한 대로 청자에게 재귀(reflexive)되는 특성을 지닌 개념으로서 R-in-

tentions은 화자지향적(speaker-oriented) 속성을 갖고 있으며 언어 사용에서 화자

의 주체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R-intentions을 특정 발화를 통해 화자가 의도한 대로 청자에게 재귀되는 

속성을 지닌 화자의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2절과 4절을 통해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행스럽게도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 특히 독일, 국, 그리스,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언어 사용과 관련된 무례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해 혹은 

불통의 언어적 현상을 이해에 단순 기생하는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무례라는 

독립적 이론의 틀에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례 연구 또한 화자의 화행 

전략 혹은 화자의 화행에 투 된 믿음 또는 의도 등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Culpeper 1996; Culpeper et al. 2003; Kienpointner 1997). 그러나 우리는 

실제 담화에서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발화에 투 된 화자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자가 

이를 해석, 이해한 후 이에 적합한 반응을 할 때 청자가 지니고 있는 그들만의 

또 다른 의도가 결정적 향을 주어 화자가 의도한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곳으로 

대화가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확인하 다(이성범, 한승훈 2014; 한승훈 2014; S-H 

Han 2014). 

2절에서는 언어 철학적 개념인 화자의도, 즉 R-intentions을 의미와 화행의 범주에

서 자세하게 살펴본 후 고의성을 띤 불통과 오해의 언어 현상 설명에 이 개념이 갖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3절을 통해 청자의도, 즉 H-intentions의 개념화를 위해 

가족 담화 사례의 분석을 실시하여 화자발화에 대한 인식, 이해, 결정의 각 단계에서 

청자의도의 역할을 고찰한다. 3절의 시도는 청자의도가 화자의도로 발현되기 이전까지

의 과정을 세 단계로 세분화하여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진행되는 

담화에서 청자의도의 방향성을 통해 고의적 불통의 발생 원인을 행동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절에서는 화자의도와 청자의도

의 속성을 대조하여 살펴본 후 청자의도의 개념화, 속성, 특징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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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intentions의 이해와 한계점 

2.1. R-intentions의 이해: 의미범주

언어학에서 화자지향적 접근법의 중심에는 의도가 존재해왔다. 의도는 본래 윤리 

또는 철학적 분야에서 주요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의 학문적 가치와 

중요성으로 인해 언어학에서도 이 개념은 분석에서 의미 있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Grice (1957)는 Stevenson (1944)이 논쟁을 설명할 때 활용한 믿음과 태도를 

수용하여 “문자의미(natural sense)”와 “의도된 의미(non-natural sense)”를 구분

하고 있다. 청자가 의도된 의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청자는 특정 발화에 투 된 

화자의 의도를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자의도, 즉 의도된 것과 청자인식, 

즉 그것의 결론이라는 두 가지 철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화자의 발화가 지닐 수 

있는 서로 다른 의미의 층위를 설명한다. 의미의 모든 사용이 양분화된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두 범주 중 어느 하나로 흡수되려는 경향이 뚜렷이 존재한다고 

보았다(Grice 1957: 378-379). 그는 단일 대화 쌍을 중심으로 발화에 투 된 화자의 

믿음, 태도, 의도의 개념을 통해 화자 발화가 의도된 의미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를 설명한다. 의도된 의미는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한 태도와 믿음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발화할 때 성립된다. 또한 화자의 발화를 들은 후 이에 대해 

청자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화자의 이러한 의도를 청자가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하

다고 언급한다. 간략히 말해 의도된 의미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특정 발화에 

투 된 화자의 의도에 대한 청자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Grice (1957: 381-385)의 

의도된 의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화자가 무언가에 대해 의도된 의미를 

부여할 때 갖게 되는 화자의도를 청자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청자의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화자가 의도한 함축된 의미는 존재할 수 있다.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성립하기 위한 두 가지 선결조건으로 Grice (1957: 383-384)는 “화자는 청자에게서 

믿음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녀야 하고(i1)” “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대로 화자의

도를 인식해야 한다(i2)”고 본다. 다른 한편 Strawson (1964: 446-448)은 Grice 

(1957)의 의도조건은 만일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을 청자가 알지 못하게 된다면 화자는 청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그는 Grice (1957)의 의도조건

에 한 가지 항목을 추가한다. 만일 화자가 특정 행동으로 청자에게 that은 p라는 

믿음을 유도하고자 의도한다면 화자는 i1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자는 

화자의도 i1이 순수할 것이란 점이 가정되는 상황에서 청자가 that은 p임을 믿게 

되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화자의도 i1이 예상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청자의 인식이 작동해야만 화자의 의도조건은 충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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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ce의 의도 조건은 청자가 화자의 이러한 순수한 노력을 알게 되지 못하거나 

또는 알려고 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도 역시 문제점을 갖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Strawson은 화자는 청자가 화자의도 i2를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의도한다는 i4 조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만일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원한다면 화자의 i2 그리고 i4 의도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Strawson의 주장은 Grice (1969)의 “Utterer’s Meaning and Intention”

에서 화자와 발화맥락과 관련된 의미의 구체화 논의를 통해 화자의 의도조건으로 

발전하게 된다. 

(1) 화자의도 조건1

“U meant something by uttering x” is true iff, for some audience 

A, U uttered x intending

1. A to produce a particular response r

2. A to think (recognize) that U intends 1

3. A to fulfill 1 on the basis of his fulfillment of 2

화자(U)는 청자(A)에게 (1)-1부터 3의 조항을 의도하면서 x를 발화해야만 화자가 

특정 발화 x를 발화해서 무언가를 의미한 것은 참이 된다. 청자가 적합한 반응 r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청자는 화자가 청자의 반응 r을 의도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1)-2), 인식의 과정을 거쳐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 청자는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한 

반응 r을 하게 된다((1)-3). 청자의 반응은 화자의도 (1)-1부터 3에 토대를 둔 채 

화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인식과 이해를 경험해야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Grice는 

(1)을 확장시켜 화자의 하위의도(sub-intention)에 대한 인식 조건을 제안한다.

(2) 화자의도 조건2

“U meant something by x” is true iff U uttered x intending 

thereby:

1. that A should produce response r (Original-intention)2)

2. that A should, at least partly on the basis of x, think that U 

intended 1 (U’s 1st sub-intention)

3. that A should think that U intended 2 (U’s 2nd sub-intention)

4. that A’s production of r should be based (at least in part) on 

A’s thought that U intended that 1 (that is, on A’s fulfillment 

2) 각 항목의 괄호는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화자의도 층위를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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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2) (A’s thought of U’s Original-intention based on U’s 1st 

sub-intention)

5. that A should think that U intended 4 (U’s 3rd sub-intention)

(1)에서와는 달리 조건(2)에서 청자(A)는 화자(U)가 하위의도(sub-intention)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만 화자가 의도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다. 화자의 본래의

도(original intention)인 (2)-1을 청자가 인식하기 위해서 청자는 화자의 제1 하위

의도인 (2)-2를 최소한 발화형태 x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제2 하위의도인 (2)-3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자는 화자의 제1하위의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화자의 

본래 의도인 (2)-1에 대한 청자 자신의 생각에 기반하여 청자는 특정한 반응 r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청자는 자신의 반응 (2)-4의 적합함을 청자의 제3 하위의도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상호작용에서 청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연속된 화자의 제1부터 

3까지의 하위의도를 찾아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청자는 결국 특정 발화 x를 통해 화자가 의도한 의미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청자의 반응을 도출해내는 일련의 처리 과정, 즉, 인식, 이해, 결정의 과정은 

전적으로 발화에 투 된 화자의 본래 의도와 하위의도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2. R-intentions의 이해와 한계점: 화행범주

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rice의 화자의도는 화자가 의도한 대로 청자에게로 

재귀되는 특성을 지녔다. Bach & Harnish (1979)는 Grice의 화자의도가 갖는 

재귀적 속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개념화한다. 그들은 Grice의 화자의도는 발화에 

투 되어 청자에게 인식된 후 이를 토대로 적절한 언어적 반응으로 다시 화자에게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화자의도를 재귀적 의도, 즉 R-intentions이라 명명한다. 나아

가 그들은 이 개념을 활용하여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s)를 설명한다. 

발화수반행위의 수행과 관련된 화자의도와 청자 믿음 혹은 청자의도를 다루었던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세분화 할 수 있다. Austin (1962)과 Searle (1969, 1975) 

등은 화행에서 화자의도는 수행동사와 관련된 언어관습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개념

으로 간주한다. Austin (1962) (가령, Alston 1964, 1984; Searle 1969, 1975) 

화행이론에서 화자는 발화수반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발화를 하고 청자는 발화를 규제하는 규칙과 규범에 대한 청자 

자신의 지식을 통해 화자의도를 인식해야 비로소 화행은 성립한다고 본다. 그들의 

주장 또한 화자의도에 대한 청자의 무조건적 인식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는 G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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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1969)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Bach & Harnish (1979)와 

Bach (1987)는 화행은 발화의 명제적 의미가 아닌 추론의 대화모델을 통해 설명되어

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들은 추론 대화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호맥락믿음

(Mutual Contextual Beliefs), 언어가정(Linguistic Presumption), 나누고자 

하는 전제(Communicative Presumption)”로 구성된 화행체계(Speech Act 

Schema: SAS)를 제안한다. SAS는 화자의도와 이에 대한 청자추론의 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체화한다. 발화에 대한 청자의 확인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L1, 발화의 

문자적 의미를 확인하는 단계는 L2, 발화를 통해 화자의 의미를 확인하는 단계를 

L3(locutionary act: S says so-and-so), 화자의 발화수반력을 청자가 인식하는 

단계를 L4(illocutionary acts; S does such-and-such)로 각각 구분하여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청자의 추론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을 구체화한다. 발화수반결과행위

(perlocutionary act) 혹은 이와 관련된 효과는 SAS의 L4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파생되는 결과물로 간주한다(Bach & Harnish 1979: 16-18). 나아가 그들은 모든 

화행은 의도적인 것이고 화행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유형의 결과는 제한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나누고자 하는 의도(Communicative Intention: CI)3)는 

R-intentions과 이에 대한 청자의 인식으로 구성되고 화/청자의 특정 발화가 내포하

는 발화수반행위를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만일 화자의 발화수반적 의도가 

청자에 의해 인식된다면 대화에서 발화수반행위는 성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Bach & Harnish 1979: 15-16). 그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첫째, 화자의 발화가 

명제적 내용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둘째, 화자의 발화가 청자에게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화자의도를 청자가 믿게 하는 R-intentions을 갖게 되면 발화수

반행위는 성립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일련의 R-intentions이 청자에게 인식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으로 CI를 활용한다.

Searle & Vanderveken (1985)과 Bach & Harnish (1979)의 접근법은 Austin 

화행과 비교해볼 때 한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들은 화행의 성립을 설명할 

때 화자의도에 대한 청자의 무조건적 인식이 아니라 이에 대한 청자의 인식에 향을 

주는 청자의도를 새롭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장을 화행이 

실현되는 관점에 국한시켜볼 경우 Alston (1964, 1984), Austin (1962), Bach 

& Harnish (1979), Grice (1957, 1969), Searle (1969, 1975), Searle & 

3) It consists in reflexive intention, i.e. R-intention, derived from Grice’s intention (1957). 
Bach & Harnish (1979) note that to communicate is indeed to express a thought, an 
attitude, a belief, an intention, a desire, or feeling. Amid these items, especially, saying 
to communicate is to express an attitude means the following specificity, namely com-
municative intention: “Expressing: For S to express an attitude is for S to R-intend the 
hearer to take S’s utterance as reason to think S has that attitude (see Bach & Harnish 
1979: 15; Bach 198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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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erveken (1985), Strawson (1964)의 발화수반행위 수행과 관련된 의도는 

청자보다 화자의 역할에 무게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화자가 성공적 대화를 

위해 요구되는 의도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화/청자는 대화를 통해 그들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며 그 결과 그들은 성공적 대화를 성취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청자가 의도적으로 

화자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거나 혹은 외면할 수도 있는 청자의 순수한 

대화 참여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Cohen & Levesque (1990)는 발화수반행위의 수행을 화/청

자가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속적 목적을 통해 설명한다. 대화의 특정 목적은 

화/청자가 지니고 있는 믿음과 의도의 상호적 교류를 통해 구체화된다. 나아가 그들

은 목적이 지닐 수 있는 상호관련성을 시간의 연속체를 통해 설명한다. 화/청자 

간 목적은 일련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어 이전의 상태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목적의 속성은 화자 자신의 선택에 향을 

주는 화자의 내적 의무와도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발화수반행위를 살피는 과정에는 

반드시 화/청자의 믿음과 의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청자는 상호 속적 

목적에 투 된 자신들의 믿음에 기초하여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특정 

화행이 내포하는 발화수반행위를 간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Austin 

접근법은 화행의 수행을 주체의 행동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살피려는 행동이론

(action theory)적 관점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발화수반행위가 수행되는 것을 청자가 

알고자 하는 청자의도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이들은 발화수반행위는 

수행동사와 관련한 언어규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요청과 약속의 발화수반력을 포함한 화행은 수행동사를 통해 설명되는 것이라

기 보다는 화/청자 간 이전의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하여 대화자가 가질법한 의도와 

믿음을 확인하여 상호간 상대적 목적(interpersonally relativized goals)의 관점에

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R-intentions의 한계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3) 철벽녀와의 대화

1. 남성: You’re pretty.

2. 여성: Thanks.

3. 남성: I wish there was something between us…
4. 여성: Me, too.

5. 남성: Really? Like what?

6. 여성: A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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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은 국내 개인의 twitter에 ‘철벽녀의 대화 스킬’이란 제목으로 게시된 내용 

중 일부이다. 인접 쌍 1-2를 살펴보자. 남성의 진술화행에 청자인 여성은 감사화행으

로 응답한다. 이는 1에 투 된 R-intentions을 남성이 의도한 대로 여성이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3-4의 경우에서 남성은 여성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한다. 

여성 역시 남성의 이러한 R-intentions을 인식, 이해하여 그의 희망을 수용한다. 

1-4까지 대화참여자는 나누고자 하는 의도를 공유하여 성공적 화행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다. 5-6을 보자. 남성의 질문화행에 대해 여성은 ‘너와 나 사이에 벽이 

있었으면 한다’고 응답한다. Bach & Harnish (1979: 47)는 질문화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화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적 내용에 대해 청자가 화자에게 

답해줄 것이란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화자의 바람 때문에 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명제적 내용을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5-6에서 화자인 

남성이 명제내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바람이라면 이는 R-intentions에 의해 

청자에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자인 여성은 남성에게 긍정적 응답을 

전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에서와 같이 여성의 응답은 남성의 바람과

는 완전히 상반된다. 과연 여성의 이러한 거절 화행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여성과

의 좋은 관계를 희망하는 남성의 바람이 담긴 그의 R-intentions은 왜 남성이 본래 

의도한 대로 여성에게 반 되어 다시 자신에게 굴절되지 않는 것일까? 나아가 (3)에서 

여성의 거절 화행을 고의적 화행의 결과물로 생각해본다면 여성의 화행은 재치와 

유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고의적 불통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철학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대화 인접 쌍 이론으로 설명하는 데 분명한 

한계점이 있다. 이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만일 5-6에서 남성이 자신의 

바람과는 일치되지 못하는 위선화행(hypocritical acts)을 수행한다고 가정해보자. 

5를 통해 표현된 남성의 태도는 바람이라 할 수 있지만 만일 남성이 여성에 대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태도는 불신을 표현하는 비동의라고 가정해본다면 6에서 여성의 

응답은 거절이 아닌 오히려 남성의 위선화행에 부합하는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남성의 위선화행을 여성이 인식, 이해하 고 그들 사이에는 남성의 

위선적 태도를 수용할 만한 상호적 믿음의 토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이 불신의 

태도를 담고 있는 자신의 R-intentions이 여성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3)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설사 소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여성이 어떻게 남성 발화5의 명제내용

에 대한 위선적 태도를 알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는 분명 Bach & Harnish의 

주장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질문이다. 다시 말해 남성의 R-intentions이 어떠한 

방법으로 여성에게 인식된 후 이해를 경험하게 됐는지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Recanati 1986: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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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Cohen & Levesque (1990)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행을 다루고 있는 연구에서 R-intentions은 단일 대화 쌍에서 화자의 

화행에 투 된 철학적 개념으로서 설명되고 있으며 이는 화자 중심의 언어적 의도라 

할 수 있다. 언어사용에서 청자의 독립적 역할을 인정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고 때로는 경제적이지 못한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불통과 오해의 현상을 균형된 시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과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3절에서부터 진행 

맥락에서 화/청자가 끊임없이 서로의 역할을 주고 받는 즉, 이전 화자는 다시 청자가 

되고 이전 청자는 다시 화자가 되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고

자 한다(한승훈 2014; S-H Han 2014; Sifianou 2012).

3. H-intentions의 역동적 속성과 방향성

3.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절에서는 고의적 불통의 사례 분석을 통해 행동이론4)에 토대를 둔 선형 처리 

모델(linear-processing model)의 관점에서 청자의 독립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 H-intentions의 역동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의 12년 5월 15일부터 14년 6월 2일까

지 방송된 32편과 13년 5월 12일과 19일에 2부작으로 방송되었던 SBS스페셜 

“무언의 가족”에서 발췌한 실제 담화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다. 이 방송의 특징 

중 하나는 드라마와는 달리 연출되지 않은 실제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 실제 

대화 내용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화 참여자끼리 나누는 대화가 

미리 정해진 각본에 의해 구성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생활 현장에서 주고 

받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본 방송은 갈등과 반목에서 비롯된 불통과 

오해의 언어 사용의 현실감을 적절하게 담아내고 있다. 물론 방송 담화라는 점에서 

모든 대화 내용을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고스란히 전달한다고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또한 대화참여자가 자신들의 대화 내용과 행동이 카메라에 

담겨 방송된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도 없다. 이러한 방송 담화가 

4) Bratman (1987, 1992)은 발화행위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주체가 지닌 의도에 의해 직/간
접적으로 향을 받아 발현되는 결과물로 본다. 그는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의도, 믿음, 태도 
(혹은 바람), 계획의 네 가지 철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의도가 존재하며 
이는 믿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태도의 형성을 초래한다고 언급한다. 나아가 위의 상호작용은 주체
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은 인간의 행동으로 표상되어 현시화 된다고 보았다. 



청자의도(H-intentions)의 개념화와 방향성 연구: 가족 담화를 중심으로 825

갖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방송을 기타 드라마, 오락프로 또는 소설, 문학작품 

등과 비교해 볼 때 현실성에 토대를 두고 구성되었다는 점은 연구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더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 중 몇몇의 자료는 

불통과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오히려 자료의 현실감을 떨어트릴 위험성이 존재

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고의적 불통의 언어사용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며 나아가 이러한 언어 사용으로 인해 상처 받는 이들의 

문제를 심리, 정신치료 분야가 아닌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조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

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는 대화참여자 간 실제 대화를 직접 듣고 전사하는 방식으로 수집하 다. 

전사한 자료는 34개이고 부모와 자식 간 담화와 부부담화 사례를 집중 분석한다. 

모든 담화는 사적맥락(가족)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분석은 언어전략과 

화행의 측면을 살펴보는 언어적 분석과 화/청자의 역할 변화에 따른 R-intentions과 

H-intentions간의 역동성과 방향성을 선형모델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화행 현상 중 

발화수반행위에 투 된 R-intentions과 이를 인식, 이해,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H-intentions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H-intentions과 맥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무례전략 간의 긴 한 유대관계에 대한 분석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의적 불통을 

설명할 때 R-intentions의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H-intentions
의 개념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고의적 불통의 환경에서 

사회적 목적 또는 개인적 감정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서 각 주체가 무례전략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행동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2. 청자의 독립적 지위 엿보기: 선형 처리 모델

특히 본 연구는 실제 가족 담화에서 청자가 발생시키는 고의적 불통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고의적 불통5)은 대화에서 청자의 발화행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특히 청자의도가 화자의도와 일치하지 않은 결과 상호작용의 과정

에서 화/청자가 상대방 발화에 투 된 의도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상대가 의도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화/청자가 대화에서 

경험하게 되는 나누고자 하는 바의 불일치 현상을 가리킨다(한승훈 2014: 667-670; 

5) 불통을 다루어 왔던 기존 연구는 고의적 경우보다 특히 실수 또는 실패에서 비롯되는 비고의적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Grimshaw (1980)와 Milroy (1986)는 사회계층화, 
방언의 차이, 상반된 문화, 신분, 직업, 성 등과 같은 사회언어학 변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언어사용의 
실패현상을 불통과 오해로 규정하고 있다. Dascal (1986: 445-448) 또한 어휘의 중의성 또는 발화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한 청자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청자가 의도하지 않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하
는 언어 사용의 실패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승훈 2014: 65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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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Han 2014: 105-115). 

그렇다면 인간의 인식, 이해, 결정과 같은 발화 해석과 생산 행동은 이러한 선형모

델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적절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 상호작용에서 화/청자를 동등한 주체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특정 발화에 투

된 화자의도는 그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향을 주게 되고 이들 간 상호작용은 

화자가 갖는 특정 목적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화자가 언어전략을 선택하여 결정하는 단계에 향을 

주게 된다. 우리의 논의는 청자에게로 이어진다. 화자의 발화를 듣게 된 후 청자는 

이를 인식한 후 해석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인식과 해석 과정에서 화자에 대한 청자의 의도는 의식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자는 특정한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처리과정은 궁극적으로 청자의 

태도 형성에 밑거름이 되어 화자의 발화에 대한 응답을 결정하는 과정에 향을 

주게 된다. 이를 통해 청자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형태를 결정하게 되고 이러한 

청자의 결과물은 대화에서 현시화되어 또 다른 청자에게로 전달된다. 바로 이 부분에

서 우리는 이전 발화에서 청자 던 객체가 또 다른 화자인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바꾸게 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담화에서 청자의 역할은 항상 고정되지 

않고 진행되는 맥락에 따라 화자에서 청자로 다시 청자에서 화자로 끊임없이 서로의 

역할을 주고 받게 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전 청자가 화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시점 이전까지 그는 분명 청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소통 또는 불통을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까지 청자는 상대와의 상호작용에서 소통 또는 불통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자가 수행하는 이러한 일련의 처리과정에

서 청자의도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청자는 발화에 

투 된 화자의도를 반드시 화자가 의도한 방향대로 복원하거나 이를 토대로 이해하지

는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자는 화자의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에 향을 받아 화자의도를 오해 또는 왜곡하는 

등의 비협조행위(Uncooperative Action)를 수행하거나 이해하는 척하기 또는 못

들은 척하기 등과 같은 가장된 협조행위(Pretended Cooperative Action)를 수행

하게 된다(S-H Han 2014). 

본 연구는 담화에서 화/청자의 역할을 양분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청자 간 

연속적인 역할 변화의 과정에서 화자 발화에 대한 청자의 인식, 이해, 결정을 수행하는 

청자의 독립적 역할을 상호 의도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언어의 본질적 속성 중 하나인 화/청자의 속적인 역할 변화의 

측면을 균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라 하겠다. 특히 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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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은 그저 화자 또는 청자의 화행 중 어느 한 쪽만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일 

방향적 성향을 보이진 않는다. 이는 화자의 협조적 발화 의도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려

는 청자의 또 다른 의도가 화/청자의 상호작용에서 공존하기 때문이다. 

3.3. 가족 담화 분석

우리가 H-intentions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의적 불통의 

발생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에서이다. 특정 발화에 투 된 화자의도

인 R-intentions이 화자가 의도한대로 청자에게 인식되고 나아가 발화에 투 된 

화자의 본래 의도를 지지하는 하위의도 또한 화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복원시킬 때 

비로소 성공적 대화가 성취될 수 있다는 기존 이론의 주장은 지극히 이상적 대화 

환경이라 할만한 화/청자의 협조적 관계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공적 대화, 즉 소통의 필수 전제 조건인 화자의도에 대한 청자의 

인식이 이루어진 후 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나아가 대립되는 언어적 

반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 물음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화자의도와는 독립된 청자의도인 H-intentions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보기로 한다. 

사례 (4)는 12년 6월 26일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의 “아내의 이유 있는 분노”편

에서 방송되었던 실제 담화 중 일부이다. 

(4) 남편: 50세, 아내: 47세, 결혼 21년차 

1. 아내: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면 될 거 아냐? 그 말도 못하면

서, 뭘 얘길 했는데?

2. 남편: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많이 하잖아.

3. 아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길 하라고, 지금!

4. 남편: 그럼, 지금까지 당신이 잘 한 거는 뭐가 있는데?

5. 아내: 그 얘길 하라고, 지금!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얘길 하라고! 하

지도 못하면서.

6. 남편: 지금 대화의 톤도.

7. 아내: 아니. 지금 얘길 하라고! 그 때 뭘 잘 못했는지를? 자꾸 돌리지 말고.

8. 남편: 대화의 톤을 낮춰야 얘기가 될 거 아냐?

9. 아내: 그럼, 하지 말구! 나 안 해!

10. 남편: 대화의 톤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대화가 돼?

11. 아내: 그럼, 먼저 얘길 하라고, OOO야! 좀! 하라고!

나한테 욕하더니 지금은 왜 못해? 어~?

왜 욕은 못해? 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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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발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내는 1부터 7까지의 대화 차례에서 줄 곧 

남편에게 자신이 과거에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남편은 2부터 

8에서와 같이 거짓을 말한 일, 대화의 톤이 격양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1-2의 인접 쌍의 경우 아내는 화자, 남편은 

청자가 된다. 아내의 질문 화행에 담겨있는 R-intentions은 잘못한 과거의 행적을 

알고자 또는 그러한 일이 없다는 점을 전제한 채 오히려 남편의 잘못된 과거 행적을 

비난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자인 남편은 이러한 아내의 R-intentions의 

내용을 인식하 지만 아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하고 이에 적합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아내의 의도와는 일치되지 못하는 남편만의 또 다른 의도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이해와 결정과정에 남편의 의도인 

청자의도가 개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목할 부분은 남편의 발화2는 위의 논의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서 남편은 청자에서 화자로 자신의 역할을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편의 인식, 이해, 결정의 과정에는 아내의 R-intentions이 아내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굴절되어 반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R-intentions의 수용을 방해하거나 

나아가 차단하는 역할을 바로 남편의 발화행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H-intentions
이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남편이 화자로 전환되는 시점인 발화가 문자 또는 

음성언어로 표상될 때 이러한 남편의 H-intentions은 R-intentions으로 아내에게 

전달된다. 그 이후 대화 차례에서도 위의 화/청자 역할 변화와 함께 R-intentions과 

H-intentions 또한 대화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역동적으로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10-11의 인접 쌍을 보자. 10에서 남편은 화자이기 이전에 

9에서 아내의 발화를 듣는 청자이기도 하다. “대화의 톤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대화가 돼?”라는 그의 발화는 비난의 발화수반력을 갖게 된다. 아내를 비난하고자 

하는 남편의 H-intentions이 아내 발화를 인식, 이해한 후 언어적 선택을 결정하는 

단계에 직접적인 향을 주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내는 11에서 극도로 흥분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를 언어행위로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도 

아내 역시 남편을 비난하고 반박하기 위한 화행을 결정하게 된 궁극적 원인을 바로 

아내의 H-intentions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H-in-
tentions은 단일 발화에서뿐 아니라 담화상에서 청자가 화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직전

까지 청자의 일련의 발화처리와 생산과정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H-intentions은 화/청자간 상호작용에서 발화로 표상되는 시점부터는 R-in-

tentions으로 이전 차례에서 화자이자 현재 차례에서는 청자인 상대에게로 전달된다. 

이와 같이 H-intentions은 청자의 발화처리 과정에 개입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R-intentions을 수용하거나 배척하는 방향성을 갖는 개념이라 하겠다. 

또 다른 부부 담화 사례(5)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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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부6)

1. 남편: 그래! 어느 게 우선순위니?

2. 아내: 그래! 우선순위가 있지만...

3. 남편: 아니 어느 게 우선순위냐고? 네가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우선이야? 

교회 먼저 가고 집 같은 거 팽개치고 나가는 게 우선순위니?

4. 아내: 물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5. 남편: 근데 그럼 뭐… 뭘 얘기하자는 거야?

6. 아내: 그니깐 상대를 고치자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해 나가자는 방향

으로 하는 거지 고치자는 얘기야? 

7. 남편: 나는 니가 그렇게 더럽게 하고 사는 거 이해를 못한다고... 변할 

생각은 안 하면서 남은 변화를 시켜가지고 내 입맛에 맞게끔 만 

만들려고… 다른 애기 할 것도 없어! 나 갈래!

1-2대화쌍은 질문에 대한 회피성 응답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3에서 남편의 질문하기

는 아내로부터 정보를 구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사보다 종교에 우선순위를 두는 아내

의 행동을 비난하려는 의도로 구성된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 즉 상대로부터 자신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에 손상을 주고자 

적극적 무례전략인 비난하기 (“네가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우선이야?, 교회 먼저 

가고 집 같은 거 팽개치고 나가는 게 우선순위니?”) 화행을 수행한다. 한편 4에서 

아내는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것을 짐작하면서도 남편의 비난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로서 아내는 6에서와 같이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남편에게 제안을 

한다(“서로를 이해해 나가자는 방향으로 하는 거지”). Bach & Harnish (1979: 

47-49)는 제안화행을 “지시하기”의 예로 간주한다. 이는 청자가 화자가 제안하는 

발화수반력을 수행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믿음과 이러한 화자의 믿음을 청자가 

믿는다는 화자의 의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7을 보자. 남편은 아내의 제안에 직접반

박(“나는… 이해를 못한다고”) + 비난(“변할 생각은… 만들려고”) + 명시적 대화거

부(“나 갈래”)의 복합적 무례전략으로 구성된 공격화행을 수행한다. 이러한 남편의 

공격화행에 투 된 H-intentions은 아내의 제안에 투 된 R-intentions을 아내가 

의도한 대로 이해하여 반응한 결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문제를 기존 R-in-

tentions의 개념에 기반하여 생각해 본다면 남편이 아내의 R-intentions인식에 

성공하 다면 남편은 이러한 인식에 토대를 두고 아내가 의도한 대로 응답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남편의 고의성에 뿌리를 둔 공격화행은 바로 아내의 

의도와는 일치되지 못하는 남편만의 또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13년 5월 19일 SBS스페셜(324회 방송) ‘무언의 가족’의 대화 중 일부를 직접 전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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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남편이 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 시점까지 청자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는 상대 발화에 대한 인식, 이해, 결정을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H-intentions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행동학적 관점에서 남편의 공격화행

에 투 된 H-intentions은 부정적 자질의 믿음과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요소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가 언어, 비언어적 형태로 맥락에서 현시화되는 데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편의 H-intentions은 아내의 제안에 투 된 R-in-

tentions과는 분명히 다른 성질의 것이라 하겠다.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의도 사이에서 엿볼 수 있는 역동성과 H-intentions의 

방향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6)은 13년 5월 19일 SBS에서 방 된 

SBS스페셜(324회) ‘무언의 가족’의 대화 중 일부를 직접 전사한 자료이다. 집안에서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등 강아지 사육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아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엄마의 요청으로 시작된다.

(6) 부모와 아들

1. 엄마: 개 좀 진짜 집어 내다버려라…
2. 아들: 입 좀 다물고 삽시다… 야 뭐라했냐? 다시 말해봐!

3. 엄마: 개 때문에 짜증나서 그래. 맨날 똥싸고 오줌싸고…
4. 아들: 나가 이 OO 그럼 니가! 개가 싫으면 OO 니가 나가! 아 뭐! 들

어가 OO!

5. 아빠: 왜 엄마한테 함부로 대들어?

6. 아들: 대들어? 누가 먼저 성질을 건드리래 아씨! 가만있어!

상식적으로 사례(6)에서 주고 받는 대화 내용은 정상적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는 아들의 비상식적이라 할 만한 공격화행의 양상을 

화/청자의 독립적 의도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우선 

(6)에서 확인되는 공격화행의 화용적 측면을 살펴본다. 1, 3에서 엄마는 줄 곧 ‘강아지

를 집에서 더 이상 키우지 말자’고 발화하면서 아들의 태도에 변화를 기대한다. 

이는 엄마의 발화가 내포하는 요청의 발화수반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 

4에서 아들은 이러한 엄마의 요청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무례전략, 

즉 금기어사용 – “야, 니가, 들어가”와 소극적 무례전략, 즉 위협하기 – “입 좀 

다물고 삽시다, 뭐라했냐? 다시 말해봐!, 나가 이 OO 그럼 니가!”를 사용하여 엄마에

게 반박과 위협을 전하려고 한다. 아들의 비상식적 대화 행위를 보다 못한 아빠가 

5에서와 같이 아들에게 충고를 한다. 이러한 충고를 인식하 지만 6에서와 같이 

아들은 위협하기와 금기어 사용 등과 같은 무례전략을 사용하여 아빠에게 마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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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적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6)을 Leech (1983)의 네 가지 대화행위 

유형7)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이는 화자의 발화수반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갈등적(conflictive) 언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갈등

적 언어행위는 화자가 본래부터 상대에게 무례를 전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대화참여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1-2의 경우 엄마는 화자로서 요청의 

R-intentions을 아들에게 전달한다. 이는 ‘엄마가 강아지를 더 이상 키우지 않길’ 

원한다는 바람으로 구성된다. R-intentions은 엄마가 의도한 대로 청자인 아들에게 

인식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이는 다시 아들이 화자로서 역할을 하는 2에서 엄마의 

의도가 투 된 발화로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들은 요청의 R-intentions

을 인식하는 데는 성공하 지만 이를 이해한 후 발화형태 및 언어전략 등을 선택하는 

결정과정에는 엄마의 R-intentions을 적절하게 반 하고 있지 않다. 4에서도 아들은 

3에 대한 청자이자 4를 발화한 화자이기도 하다. 이전의 언어분석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화자로서 아들의 화행은 무례전략으로 이루어진 극심한 공격화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6에서도 지속된다. 2, 4, 6에서 아들은 청자이자 화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1, 3, 5에서 화자이자 청자인 엄마와 아빠의 화행에 담긴 R-intentions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2, 4, 6에서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아들의 화행에 반 되어 

굴절되고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 청자로서 아들이 지니는 

H-intentions이 적극 개입하여 이것의 수용과 이해를 방해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2의 경우 아들의 H-intentions은 발화1에 담긴 R-intentions을 인식, 

이해하기 위해 발화1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는 동시에 이는 발화의 내용과 전략을 

결정하는 처리과정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 이 결과 아들이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는 발화2가 맥락에서 표상될 때 아들의 H-intentions은 

또 다른 R-intentions으로 현시화되어 엄마가 청자가 되는 발화3 지점으로 향하게 

된다. 발화4의 경우에서도 청자로서 아들은 3에서 전달된 엄마의 R-intentions을 

인식, 이해한 후 화행을 결정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에 자신의 H-intentions을 반 한

다. 그 후 동일 발화에서 아들은 화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결과물을 

R-intentions으로 현시화하여 발화5 지점을 향해 전달한다. 이 경우에서도 이전의 

대화차례에서와 동일하게 아들의 H-intentions은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에서

는 발화3으로 향하는 동시에 자신의 발화를 결정하는 일련의 처리가 일어나는 발화4

7) Leech (1983)는 발화수반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상호 관계에 따라 언어 행위를 (1) 경쟁적
(competitive), (2) 우호적(convivial), (3) 협업적(collaborative), (4) 갈등적(conflictive) 행위
로 구분한다. (1)은 화자의 발화수반적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명령, 요청, 간청하기 
화행 등을 가리키며 (2)는 화자의 발화수반적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 일치하는 제공, 초대, 감사하기 
화행 등을 가리킨다. (3)은 화자의 발화수반적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 무관한 경우로서 가령, 단언, 
보고, 발표하기 화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4)는 화자의 발화수반적 목표가 사회적 목표와 갈등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이것의 예로는 협박, 고소, 저주하기 화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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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하게 된다. 이 과정의 최종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발화4의 화행은 R-intentions

으로 현시화되어 아빠가 청자이자 또 다른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발화5로 향하게 

된다. 

이와 같이 H-intentions은 청자만의 독립적 의도로서 이전 화자가 전달한 발화를 

인식, 이해,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전 화자의 발화에 담긴 R-intentions으

로 향하는 방향성을 갖지만 화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에서는 H-intentions은 

R-intentions으로 현시화되어 이어지는 대화차례에서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

에게로 향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 주체인 청자는 이전 대화차례에서는 화자 지만 

이어지는 대화 차례에서는 이를 인식하는 청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은 진행 담화에서 또 다른 청자에게로 향하는 R-in-

tentions은 화자가 아닌 청자의 화행을 구성하는 H-intentions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렇듯 화/청자 역할 변화에 따른 두 의도 간 상호작용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H-intentions은 사례 (4), (5), (6)의 분석에서와 같이 

고의적 불통과 오해가 발생하는 담화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평범한 

일상적 대화, 사회적 대화, 전략적 대화 등 다양한 유형의 소통을 추구하는 협조적 

대화의 경우에서도 존재한다. 

사례(7)을 통해 아들의 공격화행을 구성하는 H-intentions에 대해 살펴보자. 

(7) 엄마와 아들8)

1. 엄마: 엄마한테 불만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

2. 아들: 엄마 말할 때 싸가지 없어.

3. 엄마: 엄마가 싸가지 없어?

4. 아들: 응. 내 친구 으면…
5. 엄마: 뭐가 어떻게 이야기할 때 싸가지가 없는데?

…
6. 엄마: 너 저녁때 되니깐 또 게임 하더구만!

7. 아들: 게임 안 해! 아 봐봐… 또 싸가지 없어…
8. 엄마: 누가 엄마한테 싸가지 없다 하냐!

9. 아들: 그럼 뭐라 해야 돼? 버릇이 없다고 해줄까 그럼?

(7)의 경우 두 아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아버지와 헤어진 채 엄마와 

생활하고 있다. 엄마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생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엄마는 자식을 돌볼 시간적 

8) 13년 5월 12일 SBS스페셜(323회 방송) ‘무언의 가족’의 대화 중 일부를 직접 전사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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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가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가정 환경 탓인지 엄마는 첫째 아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2, 4, 7, 9에서 아들은 청자이자 화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각 대화차례에서 청자로

서 아들은 엄마의 발화(1, 3, 5, 6, 8)에 담긴 질문(1), 반문(3), 질문+반문(5), 

비난(6), 비난(8)의 발화수반력에 내포된 엄마의 R-intentions을 인식하고 있다. 

아들은 이러한 R-intentions을 인식은 하 지만 2에서와 같이 적극적 무례전략, 

즉 “싸가지”라는 금기어사용과 4에서와 같이 “내 친구 으면…”의 조건절 사용을 

통해 엄마의 질문과 반문에 각각 반박과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를 명시화한다. 

Limberg (2009: 1377)는 위협하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협을 당한 대상인 청자

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Limberg (2009: 

1385-1387)는 위협에 대한 청자반응을 순응(Compliance), 불순응(Non-com-

pliance), 암시적 순응(Tendency towards Compliance), 암시적 불순응

(Tendency towards Non-Compliance)의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5에서 

엄마의 발화, “뭐가 어떻게 이야기할 때 싸가지가 없는데?”는 4에서 엄마를 위협하려

는 아들의 H-intentions을 인식, 이해한 후 이와는 다른 엄마의 H-intentions이 반 된 

질문과 반문의 화행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발화5는 직접반박 즉, 불순응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6부터 9에서는 공격화행이 점차 심화되면서 대화참여

자 간 갈등이 증폭된다. Culpeper et al. (2003: 1563)은 대화 참여자간 반응이 

공격 대 공격으로 구성될 때 갈등증폭(conflict spirals)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참여자

의 고의성이 반 된 언어적 결과로 보았다. 

3.4. 논의 및 제안  

사례(4)부터 (7)의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는 H-intentions은 이전 화자의 발화가 

전달되는 시점에는 화자의 R-intentions을 인식, 이해하기 위해 이를 수용하는 쪽으

로 향하게 되지만 위의 처리 과정을 경험한 후 H-intentions은 청자의 언어전략, 

발화형태,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향을 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과정의 최종 결과물이 맥락에서 특정 발화로 실현될 때 청자는 또 다른 

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단일 발화로 구성된 대화가 아닌 진행 담화상에서 청자와 화자는 자신의 역할과 

대화차례를 끊임없이 주고 받지만 청자로서의 역할과 지위는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청자의 고유한 역할은 화자가 되기 이전까지의 일련의 처리 과정에 

뚜렷한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화자의도와는 독립된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자의도인 H-intentions은 화자의도인 R-intentions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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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지닌 개념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이 개념은 진행 담화에서 청자의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H-intentions은 대화차례에서 

청자로서 화자의 이전 발화를 인식, 이해, 결정하는 전반적인 인지처리 과정에 결정적

인 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처리 과정은 청자가 화자로서의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H-intentions이 갖는 방향성을 그림 1에서와 같이 도식화한다. 

대화
차례

대화
참여자1

의도 처리내용 방향
대화

참여자2
의도 처리내용

1 화자
R-intentions 인식, 이해, 

결정

← 청자
H-intentions 인식, 이해, 

결정
↓

화자 R-intentions

2

청자 H-intentions
인식, 이해, 

결정↓

화자 R-intentions

3
청자

H-intentions 인식, 이해, 
결정↓

화자 R-intentions

…

그림 1. 진행 담화에서 R-intentions과 H-intentions의 방향성

그림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H-intentions은 단순히 청자 화행에 투 된 청자의도로서 

고정된 개념이 아니다. 이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 즉 화자가 발화를 전달하게 

되면 이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화자 발화에 투 된 R-intentions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그 후 H-intentions은 청자의 발화 내용, 전략, 형태, 유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적 향을 준다. 그러나 H-intentions은 청자가 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발화가 맥락에서 현시화되는 시점에서는 기존 언어학에서 주장하는 

R-intentions과 동등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H-intentions은 단일 

발화가 아닌 진행 담화에서 화자가 되기 이전 청자로서 수행해야 할 일련의 인지 

처리 과정을 주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개념은 대화차례에서 

청자이자 화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화참여자의 언어 행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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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화행을 수행할 때 화자가 특정 발화에 투 시키는 

화자 자신의 의도인 R-intentions에 대한 기존 언어학 이론의 주장이 부분적으로나

마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행 담화에서 청자의 

고유한 역할은 분명하게 존재하며 이는 화자의도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독립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당연

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우선 

우리는 화/청자로 구성된 상호작용에서 청자가 자신만의 의도와 믿음을 활용하여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고 해석한 인지적 결과물에 기반하여 화행을 수행한다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화자와 청자를 독립적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이들 간의 이전 맥락 그리고 각 주체의 발화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담화에서 발생하는 고의적 불통의 언어 

현상을 균형적으로 나아가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화/청자

를 독립적인 주체로 간주하고 그들의 언어사용 행위를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살펴보아

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중시해오던 기존 언어학 접근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지만 고의적 불통의 담화 분석과정에서 균형되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시도라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바로 

H-intentions이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한다. 

4. H-intentions의 정의 및 속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intentions은 Bach & Harnish (1979)가 주장하는 

R-intentions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시작한다. 3.3절의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가족 담화에서 고의적 불통의 언어 현상을 균형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우리는 담화 분석 과정에서 화자와 마찬가지로 청자 역시 화자발화를 인식, 이해,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도인 H-intentions을 반 하여 화자와

의 상호작용에서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H-intentions은 청자지향적 의도(hearer-oriented intention)를 의미하고 이는 

진행 담화에서 화자 발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이전 화자에게로 향하는 동시에 

이해 그리고 언어 전략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청자 자신에게로 향하는 양방향성

을 지닌 개념이다. 따라서 이는 화자의 R-intentions을 화자가 의도한 대로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H-intentions은 R-in-

tentions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었던 화자가 되기 이전 청자의 고유한 권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만일 H-intentions과 R-intentions이 대화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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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일치된 합의점을 추구한다면 청자는 화자가 전달하는 발화의 간접성과는 무관하

게 청자에게 화자가 R-intentions하는 대로 화자 발화에 담긴 의도를 복원하려 

노력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만일 H-intentions과 R-intentions이 대화에서 

서로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여 대립하게 된다면 청자는 화자가 특정 발화를 통해 

R-intentions하는 대로 화자 발화에 담긴 의도를 복원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H-intentions은 행동이론을 토대로 상정한 개념으로서 이는 청자의 언어 행동을 

구성하는 믿음, 태도, 계획의 요소들과 긴 한 상호작용을 함을 가정한다. 청자의 

인식, 이해, 결정의 일련의 처리과정에는 각각의 구성 요소가 긴 하게 관여하고 

특히 그중 의도가 이러한 상호 작용을 주도하는 핵심적 개념임을 가정한다. 

또한 이 개념은 시간과 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따라서 발화 이전에 형성된 

H-intentions은 현재에서의 의도 형성 과정에 향을 주게 되며 현재 의도는 미래 

의도를 형성하는 단계에 향을 준다. 각 단계에서의 의도는 과거 또는 미래 의도에 

의해 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Bratman (1992)은 

행위자의 이전 의도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안정적 속성을 지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행위와 관련된 의도 형성을 주도한다고 보았다. 이를 수용하여 H-intentions은 청자가 

담화에 참여하기 이전, 즉 과거 시점부터 대화참여자에 대해 갖고 있는 이전 의도는 

담화가 진행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전의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려 함을 가정한다. 

이 개념을 R-intentions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청자가 의도하는 대로 화자에게 

투 되는 특성을 지닌 것이라기 보다는 청자의 인지 처리과정에 관여하는 청자 중심

의 성향을 지닌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Clark (1979: 440-441) 또한 간접화행 

처리 시 청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 청자가 간접화행을 해석할 때 청자 

자신의 의도가 반 된다고 가정하면서 그는 화자의 간접화행에 대한 청자의 반응은 

화자가 갖는 의도뿐 아니라 청자 자신의 의도가 향을 준 결과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H-intentions을 (8)에서와 같이 정의한다.

(8) H-intentions 정의 

진행 담화에서 화자 발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이전 화자에게로 향하는 

동시에 이해와 언어 전략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청자 자신에게로 향

하는 양방향성을 지닌 청자지향적 의도

또한 H-intentions이 갖는 화용적 기능 및 특징을 (9)에서 정리하고 특히 고의적 

불통을 중심으로 살펴본 본 연구의 분석 및 결과를 토대로 부정적 자질을 갖는 

H-intentions의 속성을 (10)에서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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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H-intentions의 화용적 기능 및 특징

1. 청자의 발화행위를 포함한 청자의 행동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

2. 청자의 믿음, 태도, 바람, 계획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 향을 주며 이들

과 상호작용

3. 청자의 인식, 이해, 결정 과정을 위해 청자가 소유한 고유한 의도

4. R-intentions을 수용 또는 거부하는 권리 행사

5. 양방향성을 가지며 청자가 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전까지 향

력 행사

(10) 부정적 H-intentions의 속성

1. 화/청자의 이전관계 또는 대화에서 추구하는 목적의 일치 여부에 따라 

R-intentions을 배제하거나 거부하게 하는 원동력

2. 청자가 대화에서 상호인간적 목적(interpersonal goal)이 아닌 자기중

심적 목적(ego-centric goal)을 성취하기 위해 공격화행에 전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원동력

3. 청자가 발화 결정 단계에서 공손전략(politeness strategies) 대신 무

례전략(impoliteness strategies)을 채택하게 하는 원동력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H-intentions의 특성을 R-intentions의 그것과 비교해보자. 

R-intentions은 특정 발화의 명제적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바람으로 구성된다. 

이는 화행에 국한된 개념으로서 언어적 의도라 할 수 있으며 화자중심의 의도이다. 

또한 특정 발화에 투 된 화자의도가 화자가 의도한 대로 청자에게로 재귀됨을 근본

적 가정으로 삼으며 화행이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조건으로 R-intentions은 반드시 

청자에게 인식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개념은 소통과 이해와 

같은 협조적 언어사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H-intentions은 행동이론에 토대를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는 발화행위를 

포함한 인간의 일반적 행동에 향을 주는 총칭적 개념이다. 이는 행동을 구성하는 

믿음, 태도(바람), 계획과 상호작용을 하며 각 요소가 갖는 긍정 또는 부정의 자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를 언어적 개념으로 국한시켜 생각해 본다면 이는 청자의 

인식, 이해, 결정의 발화해석과 발화생산과정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청자가 갖는 

고유한 의도를 가리킨다. 이는 진행 담화에서 청자가 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까지 일련의 인지처리 과정에 개입한다. 나아가 이는 대화에서 소통 혹은 불통을 

결정하는 데 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사용의 

이해뿐 아니라 오해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 요소이다. 그중 특히 부정적 H-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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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자가 화자발화에 대해 고의적 반박, 거절, 비동의, 비난 등의 공격화행을 선택하

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이는 갈등이 증폭되는 맥락에서 R-intentions을 배제하거

나 거부하는 독단적 성향을 지닌다. 그 결과 청자가 특정 맥락에서 무례전략을 사용하

여 상대방과의 조화와 균형을 파괴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청자 자신에게 정당화할 

수 있는 철학적 그리고 인지적 토대를 제공하게 한다(S-H Han 2014: 283). 

이상의 논의를 표 1에서와 같이 정리한다. 

표 1. R-intentions과 H-intentions의 속성 비교

화자의도(R-intentions) 청자의도(H-intentions)

유  형 • 언어적 의도 • 총칭적 의도9)

속  성

• 화자의 인식, 이해, 결정 과정
에 개입

• 화자가 의도한 대로 청자에게 
재귀

• R-intentions을 수용
• 청자의 인식, 이해, 결정과정에 개입
• 화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에서 

R-intentions과 동등한 역할 수행

방향성 • 단방향성 • 양방향성

형  성 • 믿음과의 상호작용 • 믿음, 태도(바람), 계획과의 상호작용

5. 결  론

언어적 소통을 균형된 시각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발화에 내포된 

화자의도를 복원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수동적 청자만을 생각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대화에서 소통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화자와 청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분석 과정에서 소통 혹은 불통

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청자의 고유한 역할과 지위 또한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

언어학 분석은 우리가 발화의 언어적 기능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순 있지만 맥락에서 특정 언어 전략, 화행 등이 사용된 근본적 원인을 이해하는 

데 부족함을 갖는다. 본 연구의 시도가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9)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시도만으로 H-intentions을 인간의 언어행위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설명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주장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부족함이 있다는 점은 인정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Bratman의 행동이론을 토대로 상정한 개념으로서 그는 언어행위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이 개념은 주체의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 중 믿음, 
바람, 계획의 또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언어적 분석에 국한하여 
살펴보았지만 향후 다양한 범주로 확장하여 이것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독자의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청자의도(H-intentions)의 개념화와 방향성 연구: 가족 담화를 중심으로 839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화/청자의 관계, 힘, 지위, 성, 문화, 관습, 감정 등과 

같이 언어 사용에 직/간접적 향을 주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요인을 통찰력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고의성을 담은 불통의 가족 담화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점을 지닌다. 이로 인해 사회적 또는 협조적 관계의 담화에

서 존재하는 청자의도가 갖는 다른 속성과 특징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범주의 

담화 자료를 활용하고 화/청자의 사회적 변수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반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분석의 범주를 공적 맥락으로 확대하여 청자의도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보는 일을 통해 청자의도가 보편성을 갖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가

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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