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2), 157-168 (2022)

관련성 이론에 의한 Will과 Be going to의 화용적 의미 분석: 

핵심 의미와 화자 의미의 차이를 중심으로

허광미

우송대학교

Analysis of the Pragmatic Meaning of Will and Be going to: 

Focusing on Core and Speaker Meanings in Relevance Theory

Heo, Kwang-Mi

Woosong University

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2, 157-168.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speaker meaning inference process during the communication process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is explained using Sperber & Wilson's relevance 

theory, one of the influential pragmatic theories. This process is revealed by 

examining the context that includes the representative future expressions will and 

be going to. To adequately explain this process, this paper examines previous 

studies on the subject of future expressions in Englis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anings of will and be going to, and the basic working principle of the 

theory of relevance. Finally, through the theory of relevance, by analyzing the 

context in which these two expressions are used, we will suggest the core and 

speaker meanings of will and be going to through the natural cognitive process of 

humans that enables appropriate communication. (Wooso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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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문장의 의미와 실제로 그 문장을 화자가 발화함으로써 전달되는 메시지 사이에

는 거대한 공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Sperber와 Wilson(2002)은 언어학적 미결

정성 논제(linguistic underdeterminancy thesis)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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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nguistic meaning recovered by decoding vastly underdetermines the speaker’s meaning. There may 

be ambiguities and referential ambivalences to resolve, ellipses to interpret, and other indeterminacies of 

explicit content to deal with. (Sperber and Wilson, 2002: 3)

Sperber와 Wilson을 비롯한 여러 학자는 부호화된 문장의 의미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명제를 매우 불분명하게 남겨둔

다고 지적한다. 즉 모호성과 중의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실제 표현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청자가 제대로 파악하

기 힘들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위해서,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매번 언어적 부호의 해석뿐만 아니

라 언어 외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어 외적인 분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장 의미(sentence-meaning)를 

넘어서, 발화 의미(utterance-meaning) 또는 화자 의미(speaker-meaning)의 파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발화 의미1) 또는 화자 의미는, 화자가 발화한 명시적 내용뿐만 아니라 암시된 내용 즉 화자가 그 발화를 통해서 전달하고

자 의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의 파악은 실제 세계의 지식이나 문맥, 추론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화용론적 요소들의 

개입이 필요하다(Huang, 2014: 8-9).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화자 의미 추론 과정을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 있는 화용론 이

론 중의 하나인 Sperber와 Wilson의 relevance theory(관련성 이론)와 대표적 미래 표현인 will과 be going to가 포함된 맥

락(context)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성 이론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 의미의 결정에 있어서, 발화시의 맥락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화자와 청자는 주어진 맥락 안에서 추론을 통해 가장 관련성 있는 의미를 선택하게 된다고 본다. 

Will과 be going to는 두 표현 모두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때론 

교차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정한 맥락에서는 이 두 개의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이때, Sperber 와 Wilson(1986)은 어

떤 특정한 맥락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 시스템에 의해 가장 관련성 있는 맥락이 자연스럽게 청자에 의해서 

선택되기 때문에, 청자의 선택에 따라 발화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의사소통 과정

에서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will과 be going to가 구분되어 사용되는 모든 맥락의 다양한 의미를 같은 배경 지식으로 가지

고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화자의 의도가 적절하게 청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은 오직 각 표현의 단일 의미

(unitary meaning)를 바탕으로 현재 대화에서 선택되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가정을 

가져오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 의미를 가져오는 각 표현의 단일 의미를 핵심 의미(core meaning)로, 맥락에 따라 파

생되는 의미를 화자 의미(speaker meaning)로 설명한다.2)

이러한 과정의 설명을 위해서, 본 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Will과 be going to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서 기존

의 다양한 의미를 확인하고, 관련성 이론의 기본적인 작용 원리를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will과 be going to의 핵심 의미

를 제시하고, 이 핵심 의미가 관련성(relevance)이라는 의사소통적 원리(communicative principle)를 통해서 다양한 발

화 맥락에서 어떻게 적절한 발화 의미로 파생되는지 살펴보겠다. 

1) 문장 의미(sentence-meaning)는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문장에 속하는 의미들의 양상으로, 보통 의미론

(semantics)의 연구 영역이다. 반면, 발화 의미(utterance-meaning) 또는 화자 의미(speaker-meaning)는 발화시 화자가 의도적으로 전달

하고자 하는 의미로, 보통 화용론(pragmatics)의 연구 영역이다(Huang, 2014: 14).

2) Schmidt(1986: 39; 정동규, 2016에서 재인용)는 단어의미를 핵심 의미와 부차적 의미로 구조적으로 구분하며, 핵심 의미를 “한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 언어사용자 대부분에 의해 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성취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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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Will과 be going to 의 선행 연구

영어에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한다. Quirk 외(1985: 213-217)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영어의 미

래 표현 방법으로 제시한다. 

(1) will/shall + infinitive

(2) be going to + infinitive

(3) present progressive

(4) simple present

(5) will/shall + progressive infinitive

이 외에도 학자들은 ‘be to + infinitive’와 ‘be about to + infinitive’ 용법을 추가하거나, Thomson과 Martinet(1986: 

180)의 경우에는 ‘future continuous’, ‘future perfect’와 ‘future perfect continuous’ 등을 포함하여 10가지로 세분화한 

미래 표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물론 위와 같은 다양한 영어 표현들이 일상의 언어생활에서 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표현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더라도 직관적으로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will과 be 

going to는 가장 높은 사용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Leech(1971), Leech와 Svartvick(1975) 또한 이 두 표현

을 가장 중요한 영어 동사구로 꼽았다. 사용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두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의미 이해도가 높은 

것이고, 또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두 표현의 각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자. 먼저, will은 순수하게 미래시제 기능을 하거나 발화된 명제

(proposition)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또는 심리적 태도를 보여주는 양상 동사(modal verbs)로 사용된다. Leech(2004: 85)

는 will의 의미를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와 양상 조동사로서 쓰임을 구분하고 양상 동사의 의미를 크게 ‘미래 예상 

의미(future prediction meaning)’와 ‘의지 미래(volition meaning)’로 분류한 후 전자는 예상(prediction) 또는 예측

(predictability)으로, 후자는 자발(willingness), 의도(intention), 그리고 고집(insistence)으로 설명한다. 미래 의미를 포

함하여 6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will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시한 것은 ‘화자의 판단을 수반하는 예상

(prediction involving the speaker’s judgment)’으로, 양상 동사의 기능이나 미래시제 조동사의 기능 모두 미래에 대한 예

측이라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의미상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능을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

았다.

(6) The birthday party will be at her house.

(7) That will be the delivery man.



160 ∙ Heo, Kwang-Mi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8, No. 2, 2022

(8) By next month, she will have finished the report.

(9) I will tell her about it if you want.

(10) We’ll upgrade the facility.

(11) Jim will leave no matter what you say.

위의 예문(6)의 경우에 주어 ‘birthday party’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나 의인화된 대상이 아닌 데다가, 화자의 주

관적 판단이 개입했다고 볼 수 없는 미래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미래시제 조동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7)의 경우 물건을 주문한 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면 당연히 문밖의 사람이 배달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예문(8)의 경우 화자가 제삼자의 행위를 ‘예측’하는 것으로, 평소 그녀의 일정이나 일의 진행 상황으로 판단

했을 때 그녀가 보고서를 완성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예문(9)부터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의지의 정도의 차

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문(9)의 주어는 1인칭 즉 화자 자신으로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if you want’라는 조건절

이 들어감으로써, 그 일을 꼭 해내겠다는 다짐보다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자신이 그 일을 행하겠다는 ‘자발’의 의

미를 나타낸다. 다음 예문(10)에서는 주어는 화자 자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화자의 의지를 내포하며, 혼자가 아

닌 여러 사람을 대변하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가 보장된다는 약속이나 결심을 보여준다. 마지막 예문(11)에서는 화자가 

주어가 아니라 Jim이라는 제삼자가 주어로 사용되어, 화자의 의지와는 반대로 주어의 의지가 강해서 ‘고집’을 부리는 상

황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will을 포함한 위의 예문들은 앞에서 제시한 양상 동사의 다양한 의미로 구분할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이라는 공통의 의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be going to의 의미를 살펴보자. 먼저 형태를 살펴보면, 시제는 be에 나타나는 것으로 be 동사의 am, are, is, 

was, were의 5가지 변형을 고려하면 미래시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미래 시간을 언급한다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will처럼 순수미래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의미상 미

래 시간을 표현하는 것은 분명하며, 이에 대해 Quirk 외(1985)는 be going to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other construction frequently used to express futurity, especially in informal speech, is be going to 

followed by the infinitive. Its general meaning is ‘future fulfilment of the present’. (Quirk, 1985: 214)

Be going to는 덜 격식적인 발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래 표현으로, 기본적인 의미는 ‘현재의 미래성취’이다. 이것은 

미래 시간의 현재와의 연결성에 바탕을 둔다. Be going to의 의미 정의에 현재라는 개념의 결부는 앞서 살펴본 will의 의

미와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be going to를 포함한 발화는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현재’라는 

증거를 바탕으로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will보다 확실성이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Leech 또한 

be going to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현재 사실에 근거한 미래성취를 기본 의미로 설정하고, 이를 ‘현재 의도의 미래 성취

(the future culmination of present intention)’와 ‘현재 원인의 미래 성취(the future culmination of present cause)’로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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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What are you going to do ?

(13) Next year we’re going to have a holiday abroad.

(14) She‘s going to have another baby. 

(15) There’s going to be a storm in a minute. 

(16) Watch out! That pile of boxes is going to fall!

(17) Look! He’s going to score a goal! (Leech, 1971: 54) 

Leech에 따르면, 예문(12)과 (13)의 경우는 현재 의도에 의한 미래성취를 나타내며, 예문(14)-(17)의 경우는 현재 원인

의 미래성취를 보여준다. 예문(12)과 (13)의 경우 의지나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생명체 즉 사람을 주어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의도를 가진 사람 주어가 의식적으로 동작 동사(active verbs)를 수행할 것임을 예측한다. 반면에, 예문(14)-(17)의 

경우 주어가 사람, 사물, 또는 비인칭이 가능하며 현재의 사실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발생 가능한 미래 사건을 예측하

는 것이다. 

Will과 be going to는 미래 시간을 표현하고 양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두 표현 다 미래 시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이나 ‘예측’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be going to가 현재와의 연관성

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면, will은 현재와 분리된, 순수 미래 혹은 중립적 미래 예측에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두 표현의 의미는 be going to는 ‘현재와 관련된 미래 사

건의 예측’이며, will은 ‘현재와 분리된 미래 사건의 예측’으로 정리될 수 있다.3)

하지만 이러한 용법의 차이가 두 표현 사이의 치환을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Palmer(1974: 163)는 두 표현 사이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여러 학자가 시도했지만, 결국 별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기술했으며, Leech(2004: 95) 또한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두 표현의 용법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8) a. We’re going to find ourselves in difficulty if we go on like this.

b. If you’re expecting Wales to win, you’re going to be disappointed.

 Leech는 조건을 나타내는 if 절을 포함한 (18)의 예문에서, be going to를 will로 바꾸어 사용해도 거의 의미에서 차이

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기존의 구분은 현재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두 표현의 의미 차이를 설명했지만, will이 

현재와 결부된 조건절과 한 문장 안에서 함께 사용되는 것이 빈번하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19) a. Climate change will bring more extreme weather disasters.

b. Scientists say that a warmer Arctic will dramatically alter the ecosystem.

예문(19)의 경우처럼,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현재의 원인을 바탕으로 인간이 정확한 예측이나 통제할 수 없는 미래 

3) Be going to와의 의미 비교를 위해서 will의 미래 예상 의미만 비교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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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발화시에도 be going to를 will 대신 사용하여도 의미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러한 치환 가능성으로 인해 두 표현

의 의미 차이를 구분하기보다는 격식과 비격식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한다. 다음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인 Donald 

Trump의 2017년 1월 20일 취임사의 한 부분이다.

(20) Together, we will determine the course of America and the world for many, many years to come. We will face 

challenges. We will confront hardships, but we will get the job done.··· Protection will lead to great prosperity 

and strength.··· America will start winning again.··· A new national pride will stir ourselves ···our soldiers will 

never forget 

(20)에서 취임사 일부를 소개하였으나, 전문을 살펴보아도 be going to의 쓰임은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 공식적인 자

리에서 격식을 갖추어 발화하는 상황의 경우 will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TV 날씨 예보 상황의 발화 상황이다.

(21) Tomorrow, Tuesday it will be sunny and warm, 77 degrees, tomorrow. Then on Wednesday it will snow. The 

temperature will go down to 31 degrees, a pretty cold day. On Thursday there will be a big storm. (ABC7 

AccuWeather Forecast)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뉴스 보도에서도 be going to의 사용은 보이지 않고 will만을 사용하여 발화하고 있다. 

실제로 비격식 상황의 수많은 맥락에서 be going to의 쓰임이 굉장히 빈번함을 고려할 때, 격식 상황에서 영어 화자들이 

be going to의 쓰임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의미 정의, 다시 말해 현재라는 시간과의 연관성에 따라 구분한 의미의 차이는 현재와의 연관성

과 상관없이 다양한 상황에서 교차 사용이 가능한 것과 격식과 비격식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는 등 두 표현의 실제 쓰임을 

다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두 표현의 기본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의 낱말이 하나의 핵심 의미와 그 핵심 의미에서 파생된 여러 주변 의미가 있는 다의어이며 관련성이라는 

개념이 이 의미 파생 과정에 관여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시한다.

2.2 관련성 이론의 작용 원리

Dan Sperber와 Deirdre Wilson이 제기한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은 인간의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을 ‘관련성

(relevance)’이라는 하나의 단일 원리로 설명한다. 의사소통 과정은 인지적 처리 과정이며, 이 과정에 관련성이 개입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란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자가 발화된 내용의 의미를 결정할 때 단지 문장 의미의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추론(inference)이 필요

하며 이 추론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맥락(context)이다. 발화 맥락4)에 따라서 화자 의미가 달라지므로 

청자가 가장 적절한 발화 맥락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 청자는 어떻게 가장 적절한 

4) 여기서 발화 맥락이란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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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맥락의 선택이 가능한가? Sperber와 Wilson(1995)은 이 선택 과정에 관련성이라는 원리가 작용한다고 본다. 그들

은 ‘인간의 인지는 관련성을 최대화하려는 쪽으로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5)라고 주장한다. 즉 모든 발화 의미 결정에 있

어 청자는 최적의 관련성을 가진 발화 맥락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성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의

미하는가? 관련성이란 인지적 혹은 맥락적 효과(cognitive/contextual effects)와 처리 노력(processing effort)6)이라는 두 

개의 인자의 함수로 볼 수 있다. 

(22) R(elevance) = E(ffects) / C(osts)

위 함수의 관계를 설명하면, 관련성은 맥락적(인지적) 효과가 클수록 또한 처리 노력이 적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7)결

국, 인간의 인지 시스템은 가능한 한 적은 처리 노력으로 가능한 많은 인지적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Sperber와 Wilson(1995)은 이러한 인지적 원리는 인지 시스템의 진화를 통해 자동으로 얻게 된 경향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효율성 증가를 위한 계속된 선택의 과정은 결국 주어지는 자극 중에 가장 관련성 높은 자

극을 인간의 인지 시스템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관련성 높은 자극인 최적의 관련성

(optimal relevance)을 토대로 한 관련성 이론의 이해 절차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Relevance-theoretic comprehension procedure

a. Follow a path of least effort in computing cognitive effects: Test interpretive hypotheses (disambiguations, 

reference resolutions, implicatures, etc.) in order of accessibility.

b. Stop when your expectations of relevance are satisfied.

최대한 많은 인지적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이 드는 방향으로 인지 시스템이 작용하는데, 이때 접근 가

능성에 따라 중의성 해소, 지시 해소, 함축 등 해석 가설들을 테스트하게 된다. 이후, 여러 가설을 비교하게 되면 처리 노

력이 더 많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성은 더 떨어지게 되므로, 청자의 관련성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면, 발화 의미이해 절차는 

5) 관련성에 관한 인지적 원리(cognitive principle of relevance)

6) 인지적 또는 문맥적 효과는 새로운 정보와 인지 시스템 내에 이미 설정된 기존의 정보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내용이 맥락에 추가된다든지 아

니면 기존의 정보가 강화되거나 기각되는 것을 모두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인자인 처리 노력은 처리된 어떤 새 정보에 대해 만족스러

운 해석을 산출하기 위하여 청자의 인지 시스템이 들여야 하는 노력이다(Huang, 2007; 허광미 ‧ 이상철, 2017에서 재인용). 

7) (i) 문맥적 효과 : 문맥적 효과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특별한 사실의 관련성이 더 크다. 문맥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a) 신정보 피하기

     (b) 구정보 강화하기

     (c) 구정보 약화하기

     (d) 구정보 취소하기

이미 알려진 어떤 것과 완전히 관련이 없는 새로운 사실은 아마처리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구정보와 함께 많은 새로운 추론을 허용하는 

새로운 사실은 아마 처리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ii) 처리 노력: 사실을 회복하는 데 노력이 덜 들면 들수록, 그 사실의 관련성이 더 크다. 특히, 다음의 일반적인 요점에 주목해야 한다.

     (a) 더 현저한 사실은 덜 현저한 사실보다 접근하는 데 노력이 덜 든다.

     (b) 직접적인 추론은 간접적인 추론보다 노력이 덜 든다.

     (Cruse, 2000; 허광미 ‧ 이상철, 201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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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하게 된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23) a. Peter: Did John pay back the money he owed you?

b. Mary: No. He forgot to go to the bank.

Peter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Mary의 발화에 대해 관련성 이론의 이해 절차에 따라 명시적 그리고 함축적 단계에서 언

어학적 미결정성을 해소하는 절차를 따른다. 발화된 문장이 갖는 언어학적으로 주어진 불완전한 논리 형태를 구체화하

게 되는 것이다. 위 Mary의 발화에서 He는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대명사(uninterpreted pronoun)이며, bank는 2개

의 의미 은행(financial institution)과 강둑(river bank)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시 해소와 중의성 해소라는 추론 과정을 거

치게 되는데, 이때 Peter는 Mary의 발화가 청자인 Peter에게 최적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No”라는 대

답 이후에, Peter가 궁금한 것은 John이 왜 돈을 갚지 않았냐는 것이기에 이어진 Mary의 발화는 이 대화에서 관련성을 얻

게 된다. 이후, Mary의 발화에서 He는 John이고, Bank는 은행으로 의미 보충이 이뤄지고, John이 은행에 가는 것을 잊었

다는 것은 빚진 돈을 갚는 것을 못 하게 만든다는 문맥상 가정으로 이어진다. 결국, John은 은행에 가는 것을 잊었기 때문

에 Mary에게 돈을 갚을 수 없었고, 이후 John이 다음에 은행에 가게 되면 Mary에게 빚진 돈을 갚을 수도 있다는 함축된 

결론으로 이어지면, 청자의 관련성은 만족되기 때문에, 다른 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때는 처리 노력이 상승하

면서 관련성이 하락하므로, 이때 의미이해 절차는 종료된다.

3. 관련성 이론에 의한 화용적 의미 분석

앞에서 우리는 will과 be going to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표현은 학자들의 기존 연

구를 통해서 구별되는 의미적 특성들이 제시되었으나,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조합과 문법 규칙을 통해서 즉 언어

라는 부호화된 기호의 해독만을 바탕으로 기존의 쓰임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와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정립된 기본 의미는 이 두 표현의 의미상의 엄격한 구별을 어렵다고 간주하고 시간이라는 개념과 무관해 보이는 쓰임들

을 제시한 학자들에 의해 부정된다. 

그렇다면 의미구별이 어렵다는 사실로 인해 언어의 기본 특성상 영어 사용자들이 이 두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감소

해야 하지만, 다른 미래 시간 표현들과 비교해도 실제 문어 텍스트에서는 will이 구어 텍스트에서는 be going to가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어 화자들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 두 표현을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구별하

여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절한 의사소통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관련성

(relevance)이라는 원리의 개입을 통해서 가능하다. 매일 우리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고 이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지 시스템이 관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지 시스템에 작용하는 하나의 의사소통 원리

가 바로 관련성(relevance)이다. 문장 의미뿐만 아니라 함축된 발화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발화된 맥락 안에서의 추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추론 과정에 관련성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인지는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가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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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안에서 최적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해석 가능한 여러 

의미 중에서도 가장 관련성 있는 의미로 결정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4) I’m really glad that Smith is going to win.

(25) If you don’t help me, I’m going to call the manager.

(26) Harris will probably win the election.

(27) If you don’t help me, I’ll call the manager.

화자가 위의 예문을 발화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Will과 be going to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핵심 의미8)는 분명한 차

이가 있다. 앞서 우리는 기존의 연구에서 be going to의 기본 의미를 ‘현재와 관련된 미래 사건의 예측’으로 정립한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재라는 시간 개념을 부인하는 쓰임들이 존재하므로, be going to의 기본 의미를 현재라는 특정한 

시간 개념에 한정시키기보다는 다양한 발화 맥락에서 사용 가능한 포괄적인 핵심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be going to의 다양한 의미 용법의 시작은 현재라는 시간 개념이므로, 이를 하나의 시간 맥락 안에 국한된다는 개념으로 

바꾸고, 그 하나의 시간 맥락은 발화시로 특정한다. 여기서 시간 맥락이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 사건은 당연히 발화

시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시간의 한정성(definiteness)이라는 핵심 의미가 도출되며, 가까운 미래 사건은 

상대적으로 더 사실적이며 현실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발생의 확실성(certainty)이라는 핵심 의미로 연결된다. 

반면, will은 기존의 의미에서 현재와의 연결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시간 맥락이 발화시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비한정성(indefiniteness)과 be going to와 비교할 때 더 먼 미래 사건을 예측하므로 사실성이나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면

서 발생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핵심 의미로 한다. 다시 말해, be going to와 대조되는 핵심 의미가 있는 것이다.9) 그

렇다면 이 핵심 의미를 바탕으로 위 예문들의 정확한 발화 의미를 추론해 보자.

화자는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 Smith가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이기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때 화자가 (24)의 예문을 발

화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화자가 청자에게 가장 큰 맥락효과를 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청자 또한 화자가 가장 관련

성 있는 발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화시’라는 맥락을 바탕으로 ‘현재의 선거 분위기를 근거로 

고려할 때 Smith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Be going to는 발화시를 근거로 하므로 최적의 

8) 화자는 자신의 언어능력에 따라 어떤 개별의미가 중심에 가깝고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능력이 있어서, 필수적인 주요 의미자질을 개별단

어에 할당해 줄 수 있다(정동규, 2014: 231).

9) Will과 be going to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다의어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다양한 의미들을 어휘 항목에 모두 기록하여, 필요할 때마

다 찾아 쓴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공간이나 기억력에 한계가 분명하므로, 이것은 우리의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각 단어는 추상적인 핵심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관련성(relevance)이라는 인지 원리를 바탕으로 발화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주변 의

미로 파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의미 중에 왜 이들이 핵심 의미인가? 그것은 이 의미들이 가장 원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원

형(prototype)이란 ‘표준적(standard)’ 또는 ‘전형적(typical)’ 예를 말한다. 즉 가장 바탕이 되는 모형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다른 여러 

가지 변형이 생겨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경험과 개념을 기반으로 현실 세계를 여러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그 범주들에 대

해 직관적으로 원형적인 요소들과 덜 원형적인 요소들, 즉 주변적 요소들로 구분한다. 다의어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범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원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원형적 의미는 핵심 의미(core meaning)로 다양한 의미 범주를 파

생시킬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개념이며, 맥락에 따라 파생되는 함축 의미는 화자 의미(speaker meaning)로 볼 수 있다(허광미 ‧ 이상

철, 2017: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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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relevance)은 ‘먼 미래’가 아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라는 의미를, 또한 불확신을 내포하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

닌 확실성을 보여주는 ‘반드시’의 의미를 청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25)에서도 화자는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임을 확실히 암시하기 때문에 청자는 이를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면에, 화자가 (26)

의 예문을 발화한다면, 청자는 최적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을 바탕으로 단순히 ‘미

래에 대한 기대’라는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27)의 예문 또한 미래의 막연한 약속처럼 들려 청자에게 강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 화자는 최적의 관련성을 추구하는 인지 시스템상 청자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맥락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의 발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발화 중에서 최적의 표현

을 선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앞에서 기존의 의미로 설명이 힘들다고 보았던 교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격식과 비격식의 경우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먼저, 아래의 예문은 교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이다.

(28) a. We’re going to find ourselves in difficulty if we go on like this.

b. Scientists say that a warmer Arctic will dramatically alter the ecosystem.

(28a)에서 be going to와 will은 교차 사용이 가능하다. 앞에서 정의한 두 표현의 핵심 의미가 정확히 대조적이기 때문

에, 얼핏 보면 당연히 설명이 불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will이 be going to 대신에 사용이 가능한 

여러 경우가 if 절을 포함한 조건절이라는데 해답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will은 정해지지 않은 먼 미래를 맥락으로 

하므로 어떠한 시간 부사나 적절한 조건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간 맥락이 끝도 없이 펼쳐지게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이 

if 절을 사용하여 미래 시간을 특정한 조건으로 한정 짓게 되면, 한정성과 확실성의 개념이 발생하게 되므로, 얼마든지 be 

going to와 교차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28b)의 예문 또한, will 대신 be going to의 사용이 가능한데, 인간의 정확한 시기

나 변화의 폭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한정성과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will의 사용이 당연시되지만, 과학자들의 

예측은 현재의 data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포함하며 또한 

기후 변화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발화시에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화시의 맥락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be going to의 사용이 가능하다.

격식과 비격식도 살펴보자.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나 TV 일기 예보처럼 대중을 향한 공식적인 발화

의 경우 will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be going to를 사용할 경우 확실성과 한정성으로 인해 자신의 발화가 

‘정해진 시간 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기 예보나 취임사 등의 경우에 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발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

는데, 이를 어기면 대중으로부터의 비난이나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태도를 피

하고 책임의 무게에서 가벼울 수 있는 비 확실성을 내포한 will을 사용하게 된다. 반면, 비격식의 상황에서는 화자 주변의 

가까운 관계의 청자를 대상으로 통제 가능한 주변의 상황에 대한 발화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will보다 확실성이 높은 be 

going to를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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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 시간 표현인 will과 be going to의 핵심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 핵심 의미를 바탕으로 관련성이라

는 인지와 의사소통적 원리를 사용하여 다양한 발화 맥락에서 적절한 의미로 추론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미래

시제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를 will과 be going to를 중심으로 먼저 소개하고, 관련성 이론의 기본적인 작용 원리 설명에 

이어 마지막으로 관련성 이론에 의한 will과 be going to의 화용적 의미 분석을 제시한다. 

기존의 will과 be going to의 기본 의미는 ‘현재’라는 시간 개념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하여 be going to는 ‘현재와 연

관된 미래 사건의 예측’으로, will은 ‘현재와 분리된 미래 사건의 예측’으로 정의되지만, 교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나 격식

과 비격식의 사용에서 보듯이 기존의 설명만으로는 will과 be going to의 다양한 쓰임을 포괄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

제점이 있다. 결국, will과 be going to의 기본 의미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한 낱말은 핵심 의미와 파생 의미로 구성된 다의어로 전제하고, will과 be going to의 핵심 의미를 재설정하

고 이 핵심 의미가 다양한 발화 맥락에서 적절한 파생 의미로 추론되는 과정을 화용적 의미 분석의 대표적 이론인 

Sperber와 Wilson의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Be going to의 핵심 의미는 ‘한정성

(definiteness)’과 ‘확실성(certainty)’으로, will의 핵심 의미는 이와 반대되는 ‘비한정성(indefiniteness)’과 ‘비확실성

(uncertainty)’로 재정립하고, 이 핵심 의미를 바탕으로 이전의 기존 의미로 설명되지 않았던 will과 be going to의 다양한 

쓰임 또한 포괄하여 설명한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will과 be going to의 기본 의미들은 문법이나 문장 의미 즉 통사론이나 의미론 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과하여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법을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면, 화용적 의미 분석 과정 다시 

말해 관련성(relevance)이라는 하나의 의사소통 원리와 이 원리를 적용한 발화 맥락의 의미 추론 과정은 다양한 용법을 

쉽고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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