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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확인의문문의 특징에 대하여 

-일본어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오오츠카 치에  

박 동호1 

 

 

본고의 목적은 부정형식을 포함한 한국어 확인의문문의 특징을 일본어와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확인 

의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있다. 본고는 

표면상 통사적으로는 부정형식을 가지며 의미적으로도 부정의 뜻을 갖는 

부정의문문과 달리 부정형식을 가지면서 부정의 뜻이 살아진 확인의문문을 

다루었다. 먼저 한국어의 확인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어미 ‘-니’의 특징과 

그것에 대응되는 일본어‘の’와‘か’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았다. 종결어미 

‘-니’이외에도 종결어미‘-어/아’와 일본어 공형태 종조사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 확인의문문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확인의문문을 가르칠 경우 일본어에 의한 

긍정적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시에 적합한 일본어 표현을 고찰했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 확인의문문의 억양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1.  서론 

다음 (1)가와 (1)다는 평서문인가 아니면 의문문인가?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문장 끝의 하향 억양은 ‘(↘)’로, 상향 억양은 

‘(↗)’로 표시한다. 

 

(1) 가. 밥을 먹잖니{. /?} (↘) 

나. 밥을 먹지 않니? (↗) 

다. 밥을 먹지 않니{. /?} (↘) 

 

종결어미‘-니’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이다. 다만 (1)가가 평서문과 같이 

                                                      
1 오오츠카 치에는 제1저자, 박동호는 교신저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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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2
 본고에서는 (1)가를 부정형식3을 포함한 의문문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먹잖니’를 분석해 보면‘먹잖니’는‘먹지 않니’가 준 

말이다.
4
 따라서 부정형식을 가진다. 그리고 의문을 나타내는 ‘-니’가 있기 

때문에 부정형식을 포함한 의문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1)가는‘밥을 

먹-’이라는 명제가 긍정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부정형식을 갖지만 부정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능을 갖는 의문문을 

본고에서는‘확인의문문’이라고 부른다.
5
  

다음으로 (1)나와 (1)다의‘먹지 않니’를 살펴보기로 하자. (1)나에서와 

같이 문장 끝의 억양이 올라가면 ‘밥을 먹-’이라는 명제는 부정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1)다에서와 같이 문장 끝의 억양이 내려가면‘밥을 

먹-’이라는 명제는 긍정으로 해석된다. 즉 (1)다 역시 확인의문문이다. 즉, 

(1)다에서는 확인의문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 

(1)다는 진정한 의미의 의문문이 아니다. 즉,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평서문과 같다. (1)다가 준 문장이 (1)가이므로 (1)다 역시 

확인의문문이다. 

다음으로 확인의문문의 정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구본관 외(2015: 

                                                      
2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에서“‘내가 예전에 말했잖니.’라는 문장은 의문의 서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평서법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듯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내가 예전에 말했잖니.’를 물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니’는 진리나 으레 있는 사실을 일러 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듯하다.”라고 하여 이 

문장에는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쓰는 온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어 문법서에서 ‘-잖니?’와 같이 물음표가 붙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다른 견해로 볼 수 있다.  

참조: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popup/onlineQnaListPopup_2006View.do?b_seq=41956 

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popup/onlineQnaListPopup_2006View.do?b_seq=41333 
3 부정형식이라는 것은 부정 형태, 즉 언어 형식을 말하고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4 한글맞춤법 제 39 항에 따르면 어미 ‘-지’ 뒤에 ‘않 -’이 오면 ‘-잖-’으로, ‘-하지’ 뒤에 ‘않 -’이 

오면 ‘-찮-’으로 적는다.  
5 김미희(2010)에서는 확인의문문을 지칭하면서 ‘부정의문문의 확인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용어는 ‘부정의 형식과 부정의 의미 모두를 갖는 의문문의 확인’이라는 

뜻으로 잘못 이해되기 쉽다.  한편, 고영근·구본관(2008: 434)에서 ‘부정의 형식은 취하나 

부정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서 확인하는 의문문’을‘확인의문문’이라고 한다.‘부정의 형식은 

취하나 부정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서 확인하는 의문문’을 이익섭 외(1997: 225, 

226)에서는‘확인문’, 이익섭·채완(1999: 243)에서는 ‘확인 질문’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부정의 

형식은 취하나 부정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서 확인하는 의문문’을 고영근 ·구본관(2008: 434) 

에서와 같이 확인의문문’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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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에서는‘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정문이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었다. 

 

(2) 가. 어제는 덥지 않았니?                    구본관 외(2015: 363) 

나. 어제는 {더웠지 않니, 더웠잖니}?        구본관 외(2015: 363) 

 

구본관 외(2015: 363)에서 (2)가는 “문장 말의 억양을 올리면 실제로 부정의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발화 맥락에 따라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확인의 

의미로 쓰임을 더욱 확실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문장 말의 억양을 내리는데 

그러면 부정문의 의미는 사라진다.”라고 설명하였다. (2)나에 대해서는 

“부정문의 의미가 사라지고 확인문의 의미로만 해석되면 시간 표현의 선어말 

어미가 선행 용언에 붙고 ‘-지 않-’도 ‘-잖-’으로 줄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2)나는 문장에 제시된 명제(命題)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나타내지만 부정 

의문의 형식을 가진다. 긍정적인 명제를 전제로 하며 의문 형식을 쓰는 것은 

(2)나가 편향의문문6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정의문 형식을 가지면서 부정표현으로 쓰이지 않은 문법 표현은 

일본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부상표현(負相表現)이라고 분류되기도 한다. 

森田良行(1998: 118)에서는 부상표현(負相表現)이란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긍정형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한 주장을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는 부상표현(負相表現)으로 ‘희망(希望)·원망(願望)· 

당위(當爲)·추량(推量)·청유(請由)·감탄(感歎)·반어(反語)’등을 제시하였 

다. 7
 본 연구에서는 부상표현(負相表現) 중에서 한국어의 확인의문문과 

대응되는 일본어 표현을 찾아 대조해 보고자 한다. グループ·ジャマシイ(2011: 

                                                      
6  편향의문문은 화자의 기대가 긍정적 답변이나 부정적 답변 쪽으로 기울어진 의문문이며, 

중립의문문은 화자가 응답에 대해 중립적인 의문문이다. 임동훈(2011:  246) 
7
 한국어 교육의 경우‘-면 안돼요?’라는 형식은‘부탁’기능이 있다고 하며, 부정소 ‘안’이 들어간 

문장은 부정의 기능만으로 쓰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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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에서는 일본어 부정형식 가운데 ‘ない[nai]’와‘ません[masen]’ 8 을 

사용하여 확인을 나타내는 문장들을 일본어로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어 문장과 

대응되는 한국어 문장을 함께 제시하였다.  

 

(3) 가. 同級生に田中さんという女の子がいたじゃないか。 

가'. 동창 중에 다나카라는 여자가 있었지? 

나. あそこに郵便局が見えるじゃないですか。 

나'. 저기 우체국 보이시죠? 

다. 地下道などによくいるではありませんか。ああいう男が。 

다'. 지하도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저런 남자. 

 

(3)가와 (3)나를 보면 ‘じゃないか/ですか[janaika/desuka]’의 형식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3)가, (3)나에 대응하는 한국어 문장 (3)가', 

(3)나'와 같이 긍정형식으로 제시하였다. (3)다의 경우에는 ‘ ま せ ん か

[masennka]’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문장인 (3)다'는 ‘-지 

않-’의 준말인‘-잖-’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3)을 살펴보았을 때 일본어 부정형식인 ‘ない’,‘ません’이 한국어의 

긍정형식과 ‘-잖-’으로 대응되어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부정형식을 접했을 때 문장 전체가 

부정의문문인지, 확인의문문인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음 (4)는 한국어, 일본어의 확인의문문에 실리는 억양에 대한 것이다.  

 

(4) 가. 남아 있던 떡 네가 먹었지 않니? (↘)   (이익섭·채완, 1999: 243) 

가'.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たんじゃないの? (↗)9
  

                                                      
8
 デジタル大辞泉에서는 공통어(共通語)에 있어서 부정의 조동사는 ‘な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ません’은 ‘ます[masu]’와 ‘ん[n]’으로 구성되는데 ‘ます’는 일본어에서 

정중함을 가진 경어표현이다. 
9 三枝 令子(2004: 23)에서는 ‘じゃない?’가 확인용법인 경우 문장 끝의 억양이 올라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편‘じゃない?’가 하향 억양인 경우 三枝 令子(2004: 31)는 의미적으로 ‘ね[ne], 

よ[yo]’와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ね,よ’는  종결어미‘-지’와 용법이 가깝고 이는 

부정형식과 공기(共起)될 때 명제가 부정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부정의 

형식은 취하나 부정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서 확인하는 의문문’ 을‘확인의문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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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는 문장 끝의 억양이 하향이며 (4)가'는 상향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확인의문문에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억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일본어에도 부정형식을 가지지만 

부정표현이 아닌 부상표현(負相表現)이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한국어 

부정형식을 접했을 때, 부정의 뜻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일본어 확인의문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인해 오히려 판단하기에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구본관 외(2015: 363)에서 (2)가에 대해“발화 맥락에 

따라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라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가 (2)가의 뜻이 부정의문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부정형식을 포함한 한국어 확인의문문의 특징을 일본어와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확인의문문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구본관 외(2015: 363)에서 제시된“부정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정문이 있다”라는 정의에 따라 확인의문문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때 본고에서는 ‘확인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정문’의 

‘부정문’을 ‘부정형식을 가진 문장’으로 해석한다. 이는 부정의 의미와 

형식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과 부정의 의미는 없으나 부정형식을 사용하여 

문장을 나타내는 확인의문문과 구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인 

의문문을 ‘부정형식을 가지지만 부정의 뜻이 사라지고, 명제 내용에 대해 

확인의 의미를 표시하는 문장’으로 정의한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지 않-’을 중심으로 하였다. 한국어 부정형식에서는 

장형부정형식과 단형부정형식이 있다. 장형부정형식은 ‘-지 않-’이외에 

‘-지 못-·-지 말-’이 있고 단형부정형식은 ‘안’과‘못’이 있다. ‘-지 

못-·-지 말-·못’이 쓰인 부정형식의 의문문은 본고에서 확인의문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확인의문문에 대응되는‘じゃない?’는 문장 끝의 억양이 올라가는 것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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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10

 단형부정형식인‘안’이 사용된 경우는 

확인의문문으로 볼 수가 있다. 임홍빈(1987: 80)에서 ‘(5)가와 (5)나와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두 문장의 의미는 같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여 단형부정형식 

'안'도 확인의문문의 유형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안’의 

경우 확인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다.11
 

  

(5) 가. 철수가 어제는 학교에 갔잖니? 

나. 철수가 어제는 학교에 안 갔니?  

 

그러나 ‘안’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지 않-’을 중심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일본어 확인의문문과 대조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어와 달리 

                                                      
10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다은과 같다. 먼저‘-지 못-’이 포함된 의문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a. 먹지 못해? (↑): 청자에 대해서 빨리 먹으라는 명령의 뜻을 가짐.  

b. 먹지 못해? (↗): 부정의문문  

c. 먹지 못해? (↘): 확인의문문 불가능. 평서문 가능  

d. 먹지 못하니? (↑): 청자에 대해서 빨리 먹으라는 명령의 뜻을 가짐. 

e. 먹지 못하니? (↗): 부정의문문  

f. 먹지 못하니? (↘): 확인의문문 불가능 

g. 먹지 못했니? (↑): 비난, 놀람 

h. 먹지 못했니? (↗): 부정의문문  

i. 먹지 못했니? (↘): 확인의문문 불가능  

 

결론적으로 장형부정문에 '못'이 올 경우 확인의문문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정의 

의미가 없어진 것을 확인의문문으로 정의할 경우 a, d, g 가 해당되지만 확인의 뜻을 

전달한다는 점과 맞지 않아 본고에서 말하는 확인의문문의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었-’이 본용언에 바로 온 경우, ‘-었-’이 앞과 뒤에 두 번 나타난 

경우는 국립국어원 말뭉치(21 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현대구어)와 네이버 검색에서 해당 

형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문장 끝의 억양과 상관이 없이 비문으로 본다. 

 

a. *먹었지 못해?  

b. *먹었지 못하니?  

c. *먹었지 못했니?  

 

다음은‘-지 말-’에 대해서이다. ‘-지 말-’은 명령문의 부정형식으로 쓰이며 확인의문문으로 

쓰기 어렵다.‘먹지 마?’라고 했을 때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해?’라는 것을 생략하여 

말한 것이며 부정의 의미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다음은 ‘못’의 경우이다. 단형부정형식인 ‘못’을 위의‘-지 못-’예문들과 같이 종결어미 

‘-어/아’, ‘-니’, 선어말어미 ‘-었-’과 공기하여 예문을 만들어 살펴보았지만 확인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문을 찾지 못하였다. 
11

 김미희(2011: 54)에서는‘안 그래?’라는 형식이 확인 용법이 있다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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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는 단형부정형식과 장형부정형식으로 나뉘지 않는다. 일본어 부정소 

‘ない’는 조동사이고‘-지 않-’은 연결어미와 보조용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형식은 본용언보다 뒤에 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단형부정형식인 

부사‘안’의 경우 일본어 부정소‘ない’와 달리 문장 내에 있어서 실현되는 

조건이나 위치가 다르고 본용언과의 위치 관계도 반대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부정 형식이 들어간 확인의문문을 대조하기 

위하여 ‘-지 않-’과‘ない’를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먼저 한국어 확인의문문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고영근·구본관(2008: 433, 

434)에서는 “확인의문문은 강한 긍정진술을 지녔다는 점에서 수사의문문의 

테두리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며‘표면상으로 부정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평서문으로 표시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서론 (2)나에서 보았듯이 구본관 외(2015: 363)에서 ‘부정문의 의미가 

사라지고 확인문의 의미로만 해석되면 시제 선어말어미가 선행용언에 붙고 

‘-지 않-’도 ‘-잖-’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여 선어말어미 

‘-었-’이 선행용언에 붙은 예를 제시하였다. 이익섭·채완(1999: 243), 

고영근·구본관(2008: 433, 434), 남기심·고영근(1985, 2007: 364, 365), 이익섭 

외(1997: 225), 임동훈(2011: 246)에서도 선어말어미 ‘-었-’이 선행용언에 

붙은 예문들을 확인의문문 예로 들었다. 다음 (6)은 이러한 예이다. 

 

(6) 가. 남아 있던 떡 네가 먹었지 않니? (↘)   (이익섭·채완, 1999: 243) 

나. 철수는 부산에 갔지 않니?             (고영근·구본관, 2008: 433) 

 

그리고 (2)가에서 보았듯이 구본관 외(2015: 363)에서는 ‘-었-’이 

선행용언에 붙지 않은 경우도 문맥에 따라 확인의문문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문장 끝의 억양이 내려가면서 부정문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하였다. 즉, 

‘-었-’이 선행용언에 붙는 경우 확인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2)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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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선행용언이 아니라 후행용언에 붙는 경우는 부정의문문일 수도 있고 

확인의문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정의문문과 확인의문문의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부정문은 통사적 측면에서는 표면 구조상에 부정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의미적 측면에서는 부정의 뜻을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12
  

 

(7)가. 철수는 학교에 갔습니까?  

나. 제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영근·구본관, 2008: 334) 

다. 철수는 학교에 갔지 않니? (↘) 

라.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까? (↗) 

 

(7)가와 (7)나는 통사적으로 보면 부정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7)다와 

(7)라는 부정소가 포함되어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7)가는 ‘학교에 갔다’는 

긍정의 명제를 물어보는 것이며, (7)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부정의 

뜻을 가진다. (7)다는 ‘학교에 갔다’는 긍정의 명제를 확인하는 문장이다. 

(7)라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부정의 명제를 물어보고 있다. 즉 (7)가, 

(7)다는 명제가 부정의 뜻을 가지지 않지만 (7)나와 (7)라는 부정의 뜻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7)다와 같이 부정소를 가지지만 명제의 긍정의 뜻을 

확인하는 문장을 확인의문문이라고 부르고, (7)라와 같이 부정소를 가지면서 

명제의 부정의 뜻을 물어보는 문장은 부정의문문이라고 정리하겠다.  

이익섭 외(1997: 225, 226)에서는 ‘확인문은 외견상 장형 부정문과 같은데, 

각각 휴지(休止)와 힘줌의 위치가 다른 점으로 구별된다. (예문에서 ∨는 휴지, 

밑줄은 힘줌)’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였다.  

 

(8) 가. 영희가 가지∨않을까 걱정스럽다.      (부정문)-가지 않는 것을 걱정함. 

나. 영희가∨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회의문13)-가는 것을 걱정함. 

                                                      
12

 고영근·구본관(2008: 334, 335)에서 통사적, 의미적으로 나누어 부정문을 논의한 바 있다. 
13

 이익섭 외(1997: 226)에서는 ‘의심하는 의미’로 회의문이라고 제시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익섭 외(1997: 226)에서 제시된 ‘가는 것을 걱정함’이라는 설명에 대해 (8)나의 ‘영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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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휴지를 이용하여 확인의문문을 판단하려면 

부정형식 내에 휴지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다음은 일본어 확인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白川博之(2002: 

311)에서는 무의지(無意志)동사나 형용사,‘명사+だ[da](계사)’와 ‘ない’가 

결합하여 문장 끝의 억양이 올라가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부정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의지(意志) 동사인 경우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하였다. 

 

(9) 가. この映画、面白くない?        (형용사 + 부정소 ‘ない’, 부정표현)  

   가'. 이 영화, 재미있지 않아? 

나. 吉田さんもパーティーに行かない?  

(의지(意志) 동사 + 부정소 ‘ない’, 청유표현)  

나'. 요시다 씨도 파티에 가지 않아? 

 

白川博之(2002: 266, 311)에 따르면 ‘ではないか[dewanaika](じゃない)’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억양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으면 확인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ではないか’는‘조사+부정소+의문접사’인데 의문접사가 

붙지 않은 ‘じゃない’즉‘조사+ 부정소’ 형식도 있다.  

  

(10) 가. この本、面白くない? (↗)    (형용사 + 부정소 ‘ない[nai]’, 부정표현)  

가'. 이 책 재미 있지 않아? (↗) 

나. この本、面白いじゃない。(→)         (형용사 + 조사 + 부정소, 확인) 

나'. 이 책 재미 있{지 않아/잖아}? (↘)  

 

(10)가는 억양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으면 ‘동의요구’로도 볼 수 있으나 부

정표현 즉 부정의문문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湧田美穂(2003: 131)에

서 ‘い[i] 형용사 + ない’14의 음률적 특징에서 “ 제3의 패턴은‘ない’의 악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부정이 아닌 긍정의 표현으로 보았다. 부정의문문의 형식을 

가지면서 부정표현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의문문과 통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8)나의 ‘영희가 가지 않을까’ 부분을 확인의문문과 같다고 본다. 
14 일본어의 품사 가운데 형용사와 형용동사가 있는데 일본어 교육에서는 형용사를 い형용사 

로, 형용동사를 な형용사로 나누어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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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 핵이 유지되면서 상승 인토네이션(intonation)을 입힌 패턴이다. 이 패턴은 

「ナ」[na]부터  「イ」[i]에 걸쳐 악센트의 고저 (高低) 차이로 인해 피치(pitch)

의 하향을 보이며 그 후 문장 끝에서 상승한다. 아마 이 인토네이션 패턴이 

‘부정질문(否定質問)’,‘반문(反問)’등의 표현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

길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하였다. ‘반문(反問)’인 경우, 문장 끝의 억양이 

더 급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10)가를 부정질문 즉 부정의문문으로 보고 

부정의 뜻이 살아있는 부정표현으로 볼 수 있다. (10)가'는 (10)가를 본고 필자

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제시하였다. (10)나는 白川博之(2002:  266, 311)에서 

말하는 확인을 나타내는 경우이며 (10)나'는 필자가 한국어로 (10)나를 번역한 

것을 제시하였다. 부정표현 즉 부정의문문인 (10)가, (10)가'와 달리 확인의문

문인 (10)나와 (10)나'를 보면 일본어와 한국어에서 억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三枝 令子(2004: 23)에서는 ‘じゃない’가 확인용법인 경우 문장 끝의 억양

이 올라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명제의 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명사, な형용

사에는‘なんじゃない’가 이어지고, 동사, い형용사에 대해서는 ‘んじゃな

い’가 이어진 예문을 제시하였다. 즉 (10)나'와 같이 한국어의 확인의문문에서

는 문장 끝의 억양이 내려가지만, 이와 달리 일본어는 ‘なんじゃない’,‘ん

じゃない’형식을 사용하며 문장 끝에서 억양이 올라간다. 

한국어 확인의문문의 경우 휴지를 이용하여 판별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으

나, 일본어 확인의문문의 경우 휴지를 이용하여 판별하는 논의를 찾을 수 없었

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부정형식을 가진 확인의문

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확인의문

문이라고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두 언어 간에 쉽게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표면구조상에서 표현된 통사적 특징과 표면구조와 달리 

의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뜻에 차이가 있는 확인의문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

써 비슷한 형식을 가진 부정의문문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어 

확인의문문과의 대조를 통하여 확인의문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혀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본어 화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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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의문문의 특징 

본 장에서는 확인의문문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3.1 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확인의문문이 실현되는 종결어미의 특징을 살펴본다. 그 

다음 3.2 에서는 확인의문문 내에서 과거형태의 ‘–었-, (かっ)た[(kat)ta]’의 

위치를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3.3 에서는 확인의문문의 문장 말의 억양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확인의문문에 나타나는 종결어미 

  본 장에서는 확인의문문에 실현된 종결어미가 한국어, 일본어에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확인의문문의 정의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종결어미와의 관계도 살펴볼 것이다. 3.1.1 에서는 확인의문문에서 자주 

쓰이는 종결어미인 ‘-니’와 일본어 종조사 ‘の[no]’와 ‘か(い)[ka(i)]’를 

살펴보고 3.1.2 에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무표적인 종결어미‘-어/아’와 일본어 

공형태에 대해 살펴본다.  

 

3.1.1.  종결어미 ‘-니’와 일본어 종조사 ‘の[no]’와 ‘か(い)[ka(i)]’ 

먼저 확인의문문에서 자주 쓰이는 종결어미‘-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5 이익섭·채완(1999: 351)에서는 “의문문 어미의 ‘-니’는 대화체가 

아니라면 글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대신 구어에서 안 쓰이는 ‘-ㄴ가, -는가’ 

같은 어미가 쓰인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립국어원(2005: 273)에서는 

종결어미‘-니’를“아랫사람에게나 친구와 같이 친한 사이에서 물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2015.3.5. 개정)에서는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냐’에 비하여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종결어미 

‘-니’의 예문이다. 

                                                      
15
확인의문문의 예문에 종결어미 ‘-니’를 포함한 경우는 고영근·구본관(2008: 433), 구본관 

외(2015: 363), 남기심·고영근(1985, 2007: 365)의 예문 (15)나, 이익섭· 이상억·채완(1997: 225), 

임동훈(2011: 246)이 있다. 확인의문문의 예문으로 종결어미 ‘-지’가 포함된 경우는 

이익섭·채완(1999: 241)이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 2007: 365)의 예문(14)나는 종결어미 

‘-어/아’로 끝난 확인 의문문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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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아버님은 어디 갔다 오시니? 

나. 너는 밥을 먹었니? 

 

종결어미 ‘-니’와 대응되는 일본어로 종조사‘の’와 ‘か(い)’를 들을 

수 있다. 16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223, 224)에서는 ‘の’를 여성적인 

표현으로 진위(眞僞)의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 종결어미 

‘-니’가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주는 물음’의 기능을 가지는 

것17에 비해 일본어 종조사 ‘の’는 사전 『大辞林 第三版(온라인)』에 따르면 

물음의 기능 외에 단정(斷定), 다짐하거나 거듭 확인, 명령에서도 사용된다. 

다음은『大辞林 第三版(온라인)』에 나온 ‘の’ 예문이다.  

 

(12) 가. お金、使っちゃったの。  (돈 써버렸어.)     단정(斷定) 

나. ねえ，くれないの。   (안 주겠니?)            질문 

 

(12)가, (12)나는 각각 단정과 질문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으나, 맥락에 따라 

다짐하거나 거듭 확인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다.‘の’가 다짐하거나 

거듭 확인하여 질문으로 쓰일 경우 한국어 ‘-니’를 ‘の’와 동일하게 

생각하여 한국어를 들었을 때 다짐해서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52)에서는 ‘か(い)’를 의문(疑問)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사전 『デジタル大辞泉(온라인)』에 따르면 ‘か(い)’는 

의문, 반문(反問), 확인, 반어, 강하게 재촉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다음은‘の’와 ‘か(い)’가‘-지 않니?’의 형식과 같이 명제에서 부정의 

뜻이 사라지지 않은 의문문일 경우와 확인의문문일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지 않니?’의 형식은 (1)나, (1)다에서 보았듯이 명제에서 

                                                      
16

 한국어 종결어미 ‘-니’를 일본어로 표현하면 ‘の’와 ‘か(い)’가 되는데 ‘の’는 문장 내에서 

단독으로 쓰일 경우 주로 여자가,‘か(い)’는 주로 남자가 사용한다. ‘-니’와 자세히 대조하면 

‘の’와 ‘か(い)’도 차이점이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가까운 기능을 가진 형식으로 보고 이를 

선택하였다. 
17

 국립국어원(2005: 273, 274)에서 ‘-니’가 ‘-느냐’에 비해 덜 권위적이고 정다운 느낌을 준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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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뜻이 사라지지 않은 의문문일 경우도 있고 확인의문문일 경우도 있다.  

(13)가', (13)나', (13)다', (13)라'는 (13)가, (13)나, (13)다, (13)라를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제시하였다. 

 

(13) 가. チョルスが、ごはん食べるんじゃないの? (↗)   

가'. 철수가 밥 먹지 않니? (↘) 

   나. チョルスが、ごはん食べるんじゃないかい? (↗)   

나'. 철수가 밥 먹지 않니? (↘) 

    다. チョルスが、ごはん食べないの? (↗) 

다'. 철수가 밥 먹지 않니? (↗) 

라. チョルスが、ごはん食べないかい? (↗) 

라'. 철수가 밥 먹지 않니? (↗) 

 

(13)가와 (13)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긍정 명제를 확인하는 의문문으로 

확인의문문이다. (13)다와 (13)라는 부정의 뜻이 사라지지 않은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즉 ‘の’와 ‘か(い)’는 부정의 뜻이 사라지지 않은 의문문과 

확인의문문 모두에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 나)와 (1 다)에서 

제시된 ‘-지 않니?’의 ‘-니’와 달리 (13)의 ‘の’와 ‘か(い)’의 경우, ‘ん

じゃないの/か(い)’ (↗) 형식인 경우는 확인의문문으로, ‘ないの/か(い)’ 

(↗) 형식인 경우는 부정의 뜻이 사라지지 않은 의문문으로 해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の’와 ‘か(い)’모두 확인의문문과 명제를 

부정하는 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확인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을 제시할 때 두 의문문이 쓰이는 

환경의 차이를 종결어미(일본어 문법에서는 종조사) 차이로 밝힐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종결어미‘-니’와 ‘の’,‘か(い)’의 세부적인 기능에서 차이가 

있었다. 종결어미 ‘-니’는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준다’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の’는 물음의 기능 외에 단정(斷定), 다짐 등이 있고 ‘か(い)’는 

‘강하게 재촉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므로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전이(轉移)를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어 표현을 오해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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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에 대해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다. 

 

3.1.2  종결어미 ‘-어/아’와 일본어 공형태 종조사 

다음 종결어미 ‘-어/아’가 쓰인 문장을 보자. 

  

(14) 가. 밥을 먹잖아. 

나. 밥을 먹지 않아. 

 

 (14)가의 경우‘밥을 먹-’이라는 명제가 긍정으로 해석되는 것에 반해 

(14)나의 경우는‘밥을 먹-’이라는 명제가 부정으로 해석된다. ‘-잖-’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확인’ 용법으로 보는 한국어 교육 사전류18와 ‘-지 

않-’도 ‘확인’의 의미가 있지만 사용 분포 차이를 통해 ‘-지 않-’과 

‘-잖-’의 차이를 보여주는 연구19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

  

본고에서는 부정 형식 ‘-지 않-’이 준말인‘-잖-’이 들어가 있는 

(14)가가 (14)나와 달리 부정의 뜻이 없어지는 원인이 확인의문문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14)가의 ‘먹잖아’의 종결어미 ‘-아’를 의문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4)나의‘먹지 않아’의 종결어미 ‘-아’는 평서형이라고 볼 

수 있다. 종결어미 ‘-아’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 여러 유형의 문장에 

사용할 수 있다. 확인의문문은 억양이 내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문에 

종결어미‘-아’가 결합된 경우 평서문인지 확인의문문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18

 한국어 교육 사전인 국립국어원(2005)와 이희자·이종희(2006)에서는 ‘-잖-’을 확인 용법으로 

보거나 핀잔하는 뜻으로 제시하였다. 국립국어원(2005: 874)에서 ‘-잖아’는 ‘어떤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확인하거나 정정해 주듯이 말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희자·이종희(2006: 456)에서도 “‘-잖아’를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신의 말이 맞지 

않느냐고 상기시키면서 핀잔하듯이 말함을 나타낸다”라고 하여 관용구처럼 쓰이는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19

 강현화(2009).  
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잖-’을 ‘-지 않-’이 준 것으로 보고 표제어로 등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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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법서나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확인의문문의 경우, 기본적인 의미21
 

를 보이는 종결어미 ‘-어/아’와 확인의문문의 관계에 대해서 남기심· 

고영근(1985, 2007: 365)에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15) 가. 철수는 부산에 갔지 않아?        (남기심·고영근, 1985, 2007:  365) 

 

그러나 고영근·구본관(2008: 433), 구본관 외(2015: 363), 이익섭 외(1997: 

225), 임동훈(2011: 246)에서는 확인의문문에서 종결어미 ‘-어/아’를 사용한 

예문이 없고 모두 종결어미 ‘-니’를 쓰고 있다. 이는 (15)나에서 보듯이 

종결어미 ‘-어/아’가 억양에 따라 평서문, 부정의문문, 확인의문문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어 종결어미 ‘-어/아’에 대응하는 일본어 공형태 종조사가 

포함된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공형태라고 말하는 것은 ‘ない’뒤에 종조사가 

형식상으로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지 않아’의 ‘-아’와 같이 그 뜻이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는 형식이며 확인의 뜻을 나타낸 예의 하나로 

‘じゃない’를 볼 수가 있다. 22
 (16)가는 (10)나와 같은 예문으로 편의상 

(16가)로 제시하며, 공형태는 ‘∅’로  그 형태를 표시하였다. 

 

(16) 가. この本、面白いじゃない∅。(→)  (형용사 + 조사 + 부정소, 확인) 

가'. 이 책 재미있지 않아? 

 

                                                      
21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아’를 ‘어떤 사실을 서술하거나 물음ㆍ명령ㆍ청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종결어미 ‘-니’는 “물음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냐’에 비하여 좀 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준다.”로, 

‘종결어미 -지’는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설명하였다. 즉, 각 종결어미가 의문문에 쓰일 

경우,‘-어/아’는 “사실을 물음’을 나타내며 ‘-니’는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지’는 긍정적으로 묻는 것이다. 즉,‘-어/아·‘-니’·‘-지’의‘물음’에 

대해서 볼 때‘-어/아’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에 반해‘-니’·‘-지’는 기본적인 

의미에 더해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어/아’를 기본적인 어미로 제시한다. 
22

 여기서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소 ‘ない’ 뒤에 종조사가 붙지 않고 물어보는 것에 

다른 뜻이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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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 의문형의 종결어미를 

통해 확인의문문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3.2.  ‘–었-, (かっ)た[(kat)ta]’의 위치 

 이익섭·채완(1999: 243)에서는“‘-지 않니(-잖니)’에 의한 확인 질문은 

외견상 장형부정문과 흡사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며 “과거 선어말어미가 

개재될 때 확인 질문에서는 본동사 어간에 붙는 데 반해, 장형부정문에서는 

‘아니하(않)-’뒤에 붙는다.”라고 하였다. 다음 (17)가는 이익섭·채완 

(1999:  243)에서 제시한 장형부정문의 예로 들었다.  

 

(17) 가. 남아 있던 떡 네가 먹지 않았니? (↗)      (이익섭·채완, 1999: 243) 

가'.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なかったの? (↗) 

   가''.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なかったかい? (↗) 

 

(17)가에 대응되는 일본어로 (17)가'와 (17)가''를 제시하였다.‘먹지 

않았-’과 같이 ‘食べなかった’는 동사 ‘食べ[tabe](먹-)’+부정소 ‘ない’ 

+‘かった(과거)’의 구성이다. 

그런데 (17)가'와 (17)가''는 문맥이 없으면 (17)가처럼 먹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인지, ‘먹었다’는 긍정 명제를 확인한 것인지를 문맥 판단하기가 

어렵다. 23 

서론에서 보았듯이 구본관 외(2015: 363)에서 (2)가를 제시하며 “문장 말의 

억양을 올리면 실제로 부정의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발화 맥락에 따라서는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후행용언에 ‘-었-’이 붙을 때 억양을 

올리면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에 비해 ‘(かっ)た’와 

결합된 일본어 표현에서는 그러한 판단이 어렵다.  

                                                      
23

 (13)다, (13)라는 본용언에 바로 ‘ない ’가 접속하여 억양이 올라가는 경우 부정의 뜻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3 인칭이 주어인 것이 영향이 있을 것이다. (17)가', 

(17)가''의 경우 ‘おまえ(너)’라는 2 인칭으로 문맥에 따라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명제를 

긍정으로 확인하는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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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에서 보았듯이 현재형이며 어말어미가 무표적인 경우, 일본어에서도 

억양을 올리면 일반적으로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에 

‘かった’와 결합된 ‘食べなかった’의 구성에서는 그 현상과 같이 볼 수가 

없다.  

다음은 이익섭·채완(1999: 243)에서 제시된 ‘-었-’이 선행용언에 붙은 

확인의문문의 예이다. (18)가와 (18)가'는 (4)가와 (4)가'에서도 사용된 

예문으로 여기서는 편의상 (18)가, (18)가'로 정하였다. 

 

(18) 가. 남아 있던 떡 네가 먹었지 않니? (↘)     (이익섭·채완, 1999: 243) 

가'.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たんじゃないの？(↗)  

   가''.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たんじゃないか？(↗)  

 

(18)가에 대응되는 일본어로 (18)가', (18)가''를 제시하였다. 이익섭· 

채완(1999: 243)에서는 ‘확인의문문은 실제로는 부정의 뜻이 없고 화자가 

알거나 믿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하는 확인 질문이 된다.’고 하였는데 

(18)가', (18)가''도 긍정의 명제 즉 ‘먹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확인한 

의문문이다.  

‘食べたんじゃない’는‘食べ(먹-, 동사)+た(과거)+ん(형식명사) +じゃ(조사)+ 

ない(부정소)’구성이다.‘먹었지 않-’과 같이‘먹-’에 과거‘-었-’이 바로 

결합한 것이다. 그 뒤에 형식명사와 조사가 결합되고 마지막에 부정소가 

붙는다. 한국어 (18)가와 일본어 (18)가', (18)가''의 확인의문문은 억양만 다를 

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었-’과 ‘(かっ)た’가 부정소에 앞서 본용언인 

‘먹-’과 ‘食べ’에 결합한 것으로 위치와 기능이 같아 보인다.  

그러나 이익섭·채완(1999: 243)에 제시된 평서문을 대조하여 보면 두 언어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9) 가. 남아 있던 떡 네가 먹지 않았다.        (이익섭·채완, 1999:  243) 

가'.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なかった。 

나. *남아 있던 떡 네가 먹었지 않다.        (이익섭·채완, 1999:  243) 

나'.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たんじゃ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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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섭·채완(1999:  243)에서는 (17)가와 같은 부정의문문은 (19)가와 같이 

평서문으로도 쓸 수 있지만 확인의문문은 의문문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19)나와 같이 평서문으로 쓸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일본어의 경우는 

(19)가', (19)나' 모두 부정을 나타내는 평서문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19)나'는 억양이 올라가면 확인의문문이 될 수도 있다. 즉 확인의문문일 경우, 

‘-었지 않-’과 ‘たんじゃない’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평서문인 경우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평서문이 성립되지 않은‘-었지 않-’과 달리 ‘たんじゃ 

ない’는 평서문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확인의문문의 부정소 ‘-지 않-’ 앞에 

‘-었-’이 붙는 경우는 확인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이와 

같은 내용을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なかった’ 형식이 

아니라 ‘たんじゃない’형식으로 제시하면 일본어에 의한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 확인의문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문장 끝의 억양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3에서 다루기로 한다. 

 

3.3.  억양 

문장 끝의 억양을 보기 위하여 3.2 에서 제시된 (18)과 (19)의 예문을 다시 

정리하여 밑의 (20) 예문에 제시하였다. 

 

(20) 가. 남아 있던 떡 네가 먹었지 않니? (↘)         (이익섭·채완, 1999: 243) 

가'.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たんじゃないの? (↗)  

    가''.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たんじゃないのか? (↗)  

나. 남아 있던 떡 네가 먹지 않았다. (↘)  (이익섭·채완, 1999: 243) 

나'.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なかった。(↘)  

나''. 残ってたオモチおまえが食べたんじゃない。(↘)  

 

 (20)가는 한국어 확인의문문이며 문장 끝의 억양이 내려간다. 24 (20)가'와 

                                                      
24 이익섭·채완(1999: 243)에서 확인의문문의 억양이 하강조라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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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는 (20)가에 대응되는 일본어 번역으로 문장 끝의 억양이 올라간다.25
 

또한 (20)가와 같이 확인의문을 나타내는 (20)가'와 (20)가''는 문장 끝에서 

한국어 확인의문문과 반대 억양을 가지므로 부정형식을 가진 확인의문문의 

뜻을 파악하려면 그 억양에 익숙해져야 함을 시사한다. (20)나에 대응되는 

일본어 부정의 뜻을 가진 평서문 (20)나'와 (20)나'' 문장 끝의 억양이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끝의 억양이 내려가는 한국어 확인의문문의 뜻을 문장 

말의 억양으로 판별할 경우 일본어 부정의 뜻을 가진 평서문 (20)나', (20)나''와 

억양이 동일하여 의미를 이해할 때 혼동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9)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재”는 여러 

문장 유형의 발음을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다른 교재와 달리 

문장 유형에 따라 각각의 부정문을 함께 제시하여 발음과 억양을 연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자세하게 제시된 교재에서도 확인의문문의 억양 

연습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다.  

한국어 확인의문문의 억양과 일본어 확인의문문 억양이 다르므로 한국어 

학습자인 일본어 화자들은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는 노출이나 연습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4.  결론 

본고의 목적은 부정형식을 포함하는 한국어 확인의문문의 특징을 일본어와 

대조하여 살펴봄으로써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확인의문문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있다. 

확인의문문은 통사적으로 부정형식을 가지지만 의미상으로 부정의 뜻이 없어진 

것으로 부정형식을 가지면서 의미적으로도 부정의 뜻을 갖는 부정의문문과는 

차이가 있다. 

확인의문문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3.1 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확인의문문에 실현된 종결어미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보았다. 먼저 

확인의문문에서 자주 쓰이는 종결어미에‘-니’와 일본어 종조사 

‘の’,‘か(い)’를 살펴보았다. ‘-니’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친밀하고 

                                                      
25

 三枝 令子(2004: 23)에서 ‘じゃない’가 확인용법인 경우 문장 끝의 억양이 올라간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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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게 이르는 느낌을 주는” 어미로 제시되어 있다. 그것과 대응되는 

일본어의 어미‘の’,‘か(い)’를 보면,‘の’의 경우 물음 이외에 다짐하듯 

거듭 확인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확인의문문처럼 의미를 해석하면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か(い)’도 의문(疑問)이나 확인 이외에 반문(反問), 반어, 

강한 재촉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므로 그대로 한국어에 전이시키면 의미상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설명한다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다음으로 가장 중립적이며 무표적으로 보이는 종결어미 ‘-어/아’와 일본어 

공형태 종조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뜻이 중립적으로 

보이는 종결어미와 형식을 가지며 확인의문문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잖아’가 부정의문문이라면 부정의 뜻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뜻이 없어진다는 것이 부정의문문이 아니라 확인 의문문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그 다음 3.2에서는 확인의문문 내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었-, (かっ)た’의 

형태의 위치를 살펴보았는데 확인의문문의 ‘-지 않-’ 앞에 ‘-었-’이 붙는 

경우 확인의문문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그 의미를 가르칠 때 부정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なかった’가 아니라 확인의문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たんじゃない’로 

제시하면 일본어에 의한 긍정적 전이가 일어나 확인의문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3 에서는 확인의문문의 문장 끝의 억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 확인의문문의 문장 끝의 억양은 내려가는 반면에 일본어 

확인의문문은 문장 끝의 억양이 올라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한국어 

확인의문문과 일본어 부정 평서문 억양이 비슷함을 알았다. 이러한 점이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일본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러한 

억양 차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빈번한 노출과 다양한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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