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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화용의 접합면에서 본 영어 헤지표현의 유형과 기능

Types and Functions of English Hedges at a syntax-pragmatics 
Interface
홍성심

Hong, Sungshim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주로 사회언어학과 화용론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영어 ‘헤지(Hedges)’ 혹은 헤지표현을 형

태통사적 관점과 화용적 관점을 연관지어 논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헤지표현이 없는 자연언어는 없다’는 추론이

가능한데, 그것은 어떤 자연언어에나 공손성, 혹은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자세로 말하고자 하는 문법기제가 있음이

널리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헤지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연구는 주로 화용적 관점에서 헤지의 유형 분류와 화용적

기능, 그리고 출현빈도 비교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헤지표현을 형태통사적 개념인 자질로 나타내려는 시도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언어현상으로서의 헤지는 유무에 따라, 화용부와 통사부의 접합면에서 [+hedged]와 [-hedged]

로 이분지화 가능하며, 이 화용자질은 형태통사부와 상호작용 하므로 협의의 통사부에서 분리될 수 없다. 본 논문에

서, 헤지는 공손성이 표현되는 화용자질로서, 그 자질이 표시되는 접합면 영역이 구조적으로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CP+층위가 화용자질인 헤지자질이 인코딩되는 영역임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범언어적 관점에서 혹은 영어교육의

학술적 EFL/ESL 글쓰기, 또는 담화분석 등에 헤지 표현의 식별 여부나 용례를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그

동안 간과되어온 동등접속문, 병렬종속문, 부분사 구문 등을 헤지에 포함시키고, 보다 구조적이고 이분지적(±)인 방식

을 제안함으로서, 제2언어습득의 이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혹은 인공지능 자연언어 알고리즘에 화용 자질을 도입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어 : 헤지표현, 화용적 보편소, ±공손성 자질, 통사-화용부 접합면, 젠더렉트, 이분지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English Hedges or Hedging Expressions on the basis of their 
morphosyntactic-pragramatic properties within the perspective of sociolinguistics. The term, 'Hedges' for the past 
decades since Lakoff(1973),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from the English grammar circles such as morphosyntax 
and the generative grammar theories. This paper present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identification, 
distributions, functions, and the morphosyntactic properties of English Hedges. The earlier research on English 
Hedges in the 70's show that hedges are metalinguistic or mitadiscourse expressions which constitute a means 
for executing Politeness strategy in pragmatics. Nonetheless, research from the interface of syntactic-pragmatics 
has been scarce. This article suggests a more complex body of English hedges that have not been extensively 
discussed in the literature. Additionally, their configurational domain is to be proposed as part of the PolP with 
[±hedged] above CP+ (or CP beyond). The ramif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re suggested in terms of 
comparative linguistics, EFL/ESL studies of English for global communication, and pragmatics-sensitive machine 
translation studies in the forseeable future.

Key words :  hedges, pragmatic universal, ±politeness, syntax-pragmatics interface, genderlect, binarity

http://dx.doi.org/10.17703/JCCT.2020.6.1.381

JCCT 2020-2-46



Types and Functions of English Hedges at a syntax-pragmatics Interface

- 382 -

Ⅰ. 서론

헤지란 무엇인가? '헤지'(Hedges)혹은 '헤지표현'은

“.... 사물이나 그 기술(description)을 다소 애매하게, 두

리뭉실하게, 덜 확정적으로 만드는 데 사용하는 어휘/

표현들”이라고 Lakoff는[1] 정의하였다. 헤지에 대한 해

당 한국어 용어는 제안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헤

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한국학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

인 것 같다. 그나마 헤지를 연구한 학자들은 최근 영어

교육적 관점에서 EFL 글쓰기에 나타난 영어헤지

(Kim[2], Min, Pack, Kang[3], 혹은 사회언어학 관점에

서 한국어 헤지를 논의한 Yoon[4]이 있다.

헤지는 Lakoff 이래, Hyland[5], Mizokami[6],

Crompton[7], Frazer[8], Uysal[9], Demir[10] 등 많은

학자들이 주로 화용론, 사회언어학의 일부로 논의해 왔

다. 공통적으로, 헤지는 화자의 의견, 주장, 논증 등을

부드럽게, 겸손하게, 어조를 낮추어 표현하고자 사용하

는 자연 언어의 문법적 기제이다. 이는 Leech[11],

Shibatani[12], Kayshap[13], Hong[14]이 주장한 바대로,

모든 자연언어는 공손성을 소통의 책략으로 가지고 있

고, 다만 이를 문법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는 언어별

차이가 존재한다.

공손성에는 긍정공손성과 부정공손성이 있는데, 화

자가 의견을 표현할 때, 긍정공손성 책략으로 칭찬과

함께 비평을 제시하기 (juxtaposing), 공동의 배경확립

하기(common ground), 유머 사용하기, 경어법

(honorifics), 부가 의문문 사용하기(tag questions),

‘please’같은 담화표지어(discourse marker) 사용하기,

동일집단만이 알 수 있는 전문용어 (jargon)나 은어

(slang) 사용하기 등이 있다.

한편, 부정공손성 책략으로 대표적인 것이 ‘헤지하

기’(Hedging) 혹은‘헤지 표현’사용하기, 반대의견 내기

등이 있다.

'헤지’에 대해 언급한 대표적인 연구로 Lakoff는, 헤

지가 ‘남성’보다 ‘여성’의 언어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인 언어적 기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 여성의 언

어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 중, 부가 의문문의 빈번함,

헤지의 과도한 사용, 공손함의 표현이나 과다한 형용사

의 사용, 강조어(intensifier)의 반복적 사용 등이 해당된

다.

한편, '헤지'의 정의는 이미 언급한 Lakoff 이외에도

시대에 따라, 학자들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헤지

란,“..사물/상황/주장 등을 애매(fuzzy)하게 또는 불확실

하게 보이려고 사용되는 단어나 언어표현들“이다. 사실

Lakoff 이전 Zadeh[15]가 “fuzziness”의 개념을 최초로

수학적 개념인 집합이론과 언어의 “fuzziness”를 접목

하여 퍼지 언어학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Hyland는“헤지란, 언어사용에 있어 작은 가능

성이라도 여지를 남겨두거나, 확실성을 피하고자 하는

언어적 표현 방식”이며, 극명한 확실성을 없애려는 의

도로 사용되는 메타언어 방식이라고 하였다.

또, Crompton은“헤지란 저자의 주장/진술/명제 등의

절대적 진위에 대한 책무(committing)를 피하려는 화용

적 책략이라고 하였다:

”(Hedging is...) a linguistic strategy allowing the

author to avoid committing to the absolute truth of a

proposition/statement or claim that the author is

making.“

따라서, 헤지는 화자/저자가 특정한 의견, 주장, 견해

등을 표명함에 있어, 상대방의 공격, 반박, 반론을 피하

고자 애매하게 사용하는 어투의 언어방식이다. 예를 들

어보면, 아래와 같다:

(1) a. The issues highlighted in this study are

applicable to all participating institutions.

b. The issues highlighted in this study may be

applicable to many participating institutions.

(2) a. The government support will assure the

spread of new knowledge and the skills necessary to

use the internet to thousands of people in rural areas.

b. The government support may help the spread

of new knowledge and the skills necessary to use the

internet to thousands of people in rural areas.

위에서 (1a)는 수식이 따로 없이 정보의 진위

(truth-false) 그대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예문

(categorical expression)이고, (1b)는 헤지표현을 사용

한 예문이다. 헤지표현이 된 문장은 ‘are’ 대신 ‘may’라

는 서법조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all (모든)’이란 양화사

대신 ‘many' 라는 수량형용사를 사용한다. 또한 (2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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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헤지구분 예시

Namsaraev

indetermination

비단정적 말하기

길게/짧게 말하
기

depersonalisation

유체이탈화법

-we, -the
authors, -the
researchers

subjectivisation

의견 주관화하기

-I think

-In my opinion

limitation 제한하기 애매모호성
제거하기

‘...will assure...’라는 강한 어조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2b)는 헤지를 사용하여,‘...may help...’를 사용하였다.

(1a)-(2a)에 비해 (1b)-(2b)는 훨씬 약해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공격이나 항변, 반박으로부터 비교

적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헤지는 어떤 언어 내적인 문법현상이라기보

다는, 언어사용자가 논리적 공격이나 반박으로부터 자

신을 보호하려는 보호기제에 속한다.

문제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어휘 (혹은 단어)

보다 더 작은 과거 시제소 같은 구속형태소 수준의 헤

지가 있는가 하면 문장 밖 혹은 담화적 헤지까지 그 유

형을 일반화 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3) 본동사 헤지 [±hedged]

a. The study proves the link between smoking and

lung disease.

b.The study indicates/suggests a (possible) link

between smoking and lung disease

(3a)의 (3b)차이는, 동사 ‘prove’와‘indicate’, ‘suggest’

의 차이 이다. ‘prove’에 비해서, ‘indicate’나 ‘suggest’는

주장의 정도가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사류를

사용함으로서 헤지를 표현한 경우의 예는 아래와 같다

(4) 부사류 헤지 [±hedged]:

a.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will continue

to rise as the poor economic situation persists.

b.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will probably

continue to rise as the poor economic situation

persists

(4b)에는‘probably’가 있어서 이 발화를 한 화자는 공

격 받을 확률이 훨씬 적어진다. 즉 독자나 청자의 공격

이나 반박으로부터 자신의 주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

진다. 사회언어학에서 여성의 언어에서 헤지가 많이 발

견된다는 지적을 했던 많은 사회언어학자들은 헤지가

역시 여성의 언어적 (젠더렉트)특성이며 여성은 특유의

몸 낮추기, 말 낮추기, 거리유지하기(Distancing), 혹은

자신의 주장 희석(Atttenuation)하기 전략을 많이 쓴다

는 것이다. 물론 Mizokami[16]에 따르면, 최근의 연구

들은 이런 트렌드를 옹호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영

어 헤지표현의 식별과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시하

고, 제3장에서는 헤지의 유형 중 어휘범주 이상을 넘어

서는 병렬접속구문 구조, 부가의문문구조, 내포문 구조,

부분사 구문 등 구범주, 절/문장 범주 이상의 헤지를 논

의한다. 또한, 3장에서는 화용자질인 헤지자질이 출현한

문장 구조를 통사-화용부의 접합면에서 개략적으로 제

안하고, 제 4장은 결론과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선행연구: 헤지 식별과 유형

'헤지'는 문법단위나 문법기능, 특정 구문을 지칭하

는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형태의 통사범주, 문법요소

들을 포함하며, 화용론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이다.

따라서, 소위 품사나 통사범주라고 말하는 문법 단위로

기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구조도 연구되지 않는다.

주어-술어-목적어-수식어 등의 문법기능으로부터도 자

유롭다.

헤지의 이론적 분류와 식별은 EFL/ESL 연구 혹은

젠더언어학의 대상인 젠더렉트 연구에 지침이 될 수 있

다. 우선 헤지를 분류한 대표적인 선행연구중 본 연구

의 목적에 부합되게 간단한 수정/편집을 거쳐 다음에

제시한다.

표 1. Namsaraev[17]의 분류

Table 1: Namsaraev’s classification

위 <표 1>에 의하면, 헤지는 4가지로 나뉘는데, 단

정적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 화자는 길게 늘여 말하거

나, 한마디로 줄여 말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소위

‘유체이탈’화법으로 마치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여러 사

람이 하는 것처럼 (포함적 1인칭, 즉 I 대신 we),‘...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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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ck
& Zuck

auxiliaries 서법조동사 will, can
may

semi-auxiliaries 준조동사 seem, appear

full verb 본동사 suggest

passive voice 수동태

adverb & adverbial 부사류 a l m o s t ,
probably

Adjective 형용사

indefinite (pro)noun

부정대명사
anyone,
something

헤지 유형 예시 기능

서법조동사 may, can, etc 조건, 가능성

명제적 헤지

I think, I suppose,
I don’t suppose,
I was wondering if,
I am not sure but,

강요하는 것처
럼 보이지 않
게 하는 기능

인식동사, 가능성
을 나타내는 부
사, 유사한 의미
에서 파생된 명
사와 형용사

suggest, appear,
perhaps, probably,
possibly, likely
s u g g e s t i o n ,
probability

극명한 책무를
피하도록 하는
기능

입장 동사, 제한
적 부사

maybe, actually, kind
of sort of really,
basically, personally
necessarily

강요하는 것
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기
능

부가의문문
~isn’t it?, ~aren’t
they?

불확실성 암시
하는 기능

헤지 유형 예시
서법조동사,

준서법조동사
may, might, can, could, etc

동사
seem, believe, appear, estimate, argue,

etc

인식형용사 possible, approximate, uncertain.

인식부사 slightly, presumably, merely, partly

양화사, 한정사 a few, some, many

명사
assumption, estimate, suggestion,

claim

들은’혹은‘...’학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표1>의 분

류는 헤지를 담화기능적 관점에서 분류한 것이다. 화자

-청자 사이의 입장이나 의견제시 방식, 태도 등을 중심

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Zuck & Zuck[18]에 의하면 헤지는 형태-어휘

문법적으로 분류된다.

표 2. Zuck & Zuck의 분류

Table 2. Zuck & Zuck’s classification

위 <표 2>의 분류는 형태-통사범주 기반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 Zuck & Zuck의 분류는 절 단위의 헤지

가 포함되지 않고, 어휘(X0)수준의 헤지만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Nozawa 의 분류는 이런 단점이 보완된 유

형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3. Nozawa[19]의 분류

Table 3. Nozawa’s classification

Nozawa의 헤지유형 분류는 어휘수준의 분류, 절 수

준의 분류, 그리고 절 경계를 넘어선 부가 의문문같은

헤지를 포함한다. 부가의문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공손성을 나타내는 헤지이다.

표 4. Hyland의 헤지 분류

Table 4. Hyland’s classification

이상과 같이 헤지를 분류하거나 식별하는 기준은 대

부분 어휘적 수준의 분류였다. 어휘 수준의 헤지, 구범

주 수준의 헤지, 단일 시제절/문장 수준의 헤지, 더 나

아가 복문, 복합문, 병렬접속구문(‘It is not X, but Y’,

혹은‘It is not only X but also Y’) 수준의 헤지도 가능

하다. 이처럼 헤지의 형태는 특정통사범주를 넘어선다.

따라서 문법적 관점에서 헤지는 연구의 주제가 되기 힘

들었다.

한편 Uysal은 상세한 유형의 헤지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수사학적 도구로서 헤지가 있고, 여

기에는 수사의문문, 부가 의문문, 모호한 detensifier와

강조어 intensifier 등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어

휘적이고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법조동사를 사용한다든지, 거리를 두기 위한 복문의

형태로‘I believe that..., I am concerned that. ...I like

to think’ 등과 같은 구문의 헤지이다. 또, 담화표지요소

인, anyway, anyhow 등도 이 그룹에 속하며, 지시사

this, these, 불한정 대명사, 양화사, 각종 부사 등이 이

에 속한다. 셋째 방식의 헤지는 통사적 표지와 구조를

가진 헤지로 수동구문과 if-조건문을 들었다.

Uysal의 분류방식은 <표1>,<표2>,<표3> 보다는 비

교적 형태통사적 분류에 충실하였으나, 포함되지 않은

몇 가지 헤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통사구조적 헤지는 아래와 같다.

통사구조적 헤지란, 모문/단문 단위를 벗어나는 구문을

말하는데, (i)부가의문문(Tag Q), (ii) 병렬접속구문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1, pp.381-388, February 29,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85 -

(Correlative Conjunction),(iii) 거리두기(Distancing) 용

내포복문(Embedding) , ( iv)부분사구(Part i t ive

Construction),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도 논의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다지 중요한 헤지로 언급되지 않는 (v) 삽입

구 헤지 등이다. Uysal이 포함시킨 수사의문문은 통사

적으로는 단일문의 의문문형태를 가지고 있어, 본 논문

에서는 이를 제외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런 헤지를 포

함하는 경험적 자료를 제시한다.

Ⅲ. 영어 헤지표현의 경험적 자료

이 절에서는 2장에서 선행연구 중 논의가 부족하거

나 논의되지 않은 구문을 중심으로 영어 헤지표현의 식

별에 포함되어야 할 헤지들을 추가로 제시한다.

3.1. 동등접속구 헤지

(a) The Congressman, John Smith, is disagreeing

with the presidential bill

(b) John Smith and Nancy White, both US

Senators, are disagreeing with the presidential bill

위의 (a)는 [-hedged], 즉 categorical 의미를 가진 예

문이고, (b)-(c)는 문장의 간접성/확실성으로부터의 회

피, 그리고 화자의 의견의 수위나 어조를 낮추는, 혹은

주저함(Hesitancy)를 보이는 [+hedged] 예문이다. 단수

주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복수의 주어를 사용하는 것이

언어적 거리감을 넓혀주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따

라서, ‘I’ 대신 ‘We’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XY

대신 XY and WZ를 사용하면 청자로부터 심리적 거리

감이 생긴다.

3.2. 병렬접속구 (Correlatives) 헤지

(a) John will not see your side of the argument

(b) John will not only see your side of the

argument but also support it.

(c) The victims will want to be left alone.

(d) The victims as well as other refugees will

want to be left alone.

병렬접속사는 쌍으로 이루어진 접속사로 not ... but,

not only.... but also, (n)either ...(n)or... 등이 있다.

3.3. 부가의문 (Tag questions) 헤지

(a) He is coming soon.

(b) He is coming soon, isn’t he?

3.4. 무행위자 수동(Agentless passives) 헤지

(a) The global warming was on the rapid increase.

(b) It was reported that the global warming was

on the rapid increase.

3.5. 내포 (Embedding) 헤지

(a) Mary won't pass the job interview

(b) There isn't much hope that Mary'll pass the

job interview.

(c) It is highly unlikely that Mary'll pass the job

interview.

3.6. 부분사 (Partitives) 헤지

(a) One of the DAs was disagreeing with the

defendant.

(b) The two of the DAs were somewhat

disagreeing with the judges.

(c) He was annoyed at one of the essays.

(d) He was sort of annoyed at her.

3.7. 삽입구 (Parentheticals) 헤지

(a) If necessary, the budget will be confiscated in

total.

(b) According to the UNESCO, there are

approximately 5,000 endangered languages in the

world.

삽입구는 여러 가지의 통사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문

법기능상으로는 부가어의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다. 물

론 (a)의 예를 보면, 절의 구조를 가진 요소가 생략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통사구조 자체는 절의 구조

(TP/CP)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위의 예들은 절 혹은 구범주 이상의 헤지를 논

의하였으나, 영어에서 논의되지 않은 아주 작은 단위의

헤지를 다음에 소개한다.

3.8. 상(Aspect)으로 표현되는 헤지

a. It is discussed in the paper that ....

b. It is being discussed in the paper .....

c. We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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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e have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

(a)-(b)는 진행상이 포함되어 화자-청자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c)-(d) 는 단순과거와 현재 완

료상의 변화를 보면, 헤지로서의 역할을 알 수 있다

3.9. 시제 (Tense)로 표현되는 헤지

a. If the committee can reconsider the proposal, ....

b. If the committee could reconsider the proposal....

위의 두 예문은 서법조동사인 ‘can’이 ‘could’와 결합

하여 ‘가상 (irrealis)’의 헤지효과를 보이는데, 두 문장의

차이는 과거시제가 실현된 것의 차이뿐이다. 따라서, 우

리는 영어의 경우 시제로 표현되는 헤지가 있다는 주장

을 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사실상 기존의 연구들이 논의하지 않았

던 새로운 헤지들을 포함하여, 구속형태소의 접사적 성

격이건, 어휘범주 수준이건, 구범주/절범주 그리고 그

이상의 범주도 화자가 청자로부터 거리감(distancing)

갖기, 자신의 생각 희석(attenuation)하기, 자신의 어조

낮추기(tone down),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

(self-protectiveness)하기, 주저함(hesitancy)과 애매함

(evasiveness) 추구하기, 그리고 친근함/호감의 추구

(seeking amicability) 등을 위해 헤지를 사용하는 것이

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포함하지 않거나 거의 논

의하지 않았던 영어 표현을 헤지표현의 자질유무로 포

함해야 함을 논의했다.

결국, 화용적 목적의 헤지는 자연언어처리를 위해 기

계번역 혹은 AI번역 알고리즘을 실현하기 가장 난해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화자의 전략적,

무의식적으로 화자-청자간의 관계를 위해 포함되는 메

타언어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네이버의 Papago와 구글의 Google Translate

등의 (pre-)AI 번역기는 아직 화용자질을 식별할 수 있

는 알고리즘이 도입되지 않았고, 문자 자체(categorical)

해석에 집중하고 있다.

Ⅳ. 접합면에서의 헤지표현 구조도

Hong은 Chomsky[20]의 분석과 주장을 수용하여,

CP 층위가 담화정보를 인코딩하는 층위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TP-CP 사이에는, FocusP, TopP, FinP 등의

다양한 구조가 가능하지만[21], 일단 본 연구의 초점은

화용적 영역에 속하는 TP...CP... PolP의 관계에 집중하

여, 개략적인 구조를 그래픽으로 제시한다.

언어마다 다르겠으나, 문법기제인 공경어법은 HonP

에서 자질이 점검-실현되고, 화용자질인 헤지자질은

CP의 (혹은 ForceP의) 상층부에 자리하여 PolP에서 화

용적 정보가 점검-인허된다. 이 화용적 정보가 출현하

는 영역을 우리는 CP+ (CP 플러스 도메인)이라고 명명

하였다. Hong에 의하면 경어법이 풍부한 한국어 달리,

영어에서는 경어법이 절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C에만

경어구 HonP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통사적 경어법이

화용부에 이르면, CP+에서 공손성 책략이 점검/인허되

는 PolP가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위의 수형도는 일단

헤지의 유무를 표시하는 통사-화용적 영역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TP 안에 존재하는 공경구 HonP는 생

략 되었으며, TP 내부의 상세 구조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생략되었다.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우리는 자연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는 담화기제 중의 하나인 헤지를 논의하였다. 특히

영어헤지에 관한 이해와 정확한 분석은 영어 모국어화

자(NSE)이건 아니건(NNSE)커뮤니케이션의 목적달성

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헤지를 화용자질로 제안하고, 이

미 제안된 CP 위쪽의 PolP까지 헤지자질은 살아서 완

전해석성 원리를 만족시킨다는 Chomsky의 원리를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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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과 제안은 사회언어학의 다양한 하위분

야에서 영어교육적 시사점과 기여, 제2언어습득분야, 젠

더렉트의 분야, 글쓰기와 담화분석의 분야등에서 여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22].

또한, 범언어적 관점에서, 영어의 헤지와 한국어의

헤지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들도 있고, 상이한 것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마치 두 언어 사이에는 보편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예를 들면, 한국

어의 헤지는 Yoon이 다루었던 바와 같이 주로 문장 종

결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지만, 한국어의 연쇄동사

구문은 헤지표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영어에는

연쇄동사구문이(serial verb construction) 존재하지 않

는다. Hong[23]이 논의한 V1+V2+V3 (...해+보아+주다)

나 조금 더 간단한 경우는 V1+V2 (...해+보다)의 경우

가 그에 해당되는데, 범언어적 관점의 헤지 비교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 밖으로, 향후 연구 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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