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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은 대화분석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그것의 방법론과 연구결과

가 중국어 말하기 교재의 수정과 구성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래 들어 학제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적인 연구가 기존의 연구 풍토였다면 요즘은 다분야 간 교차 또는 공동 연구가 

눈에 띠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고 등을 돌렸거나 필요성

을 느꼈으면서도 다시 무언가를 습득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 했던데 반해 지금은, 전산언어학, 사회언어학, 외국어로서의 제 2

언어교육과 같은 분야처럼, 기존의 현상에 대해 다른 해석을 부여하거나 등한

시 했던 현상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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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나아가 현재는 하나의 학제간 연구가 또 다른 학제간 연구와 결합하여 

연구결과의 상승효과를 노리기도 한다. 전산언어학의 코퍼스구축은 사회언어학 

분야의 자연담화 연구에 기술적인 영향을 주었고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교육

의 비원어민화자 코퍼스구축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또 사회언어학에서의 ‘의사

소통 능력’ 개념이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교육의 기본적인 목표 설정에 영향을 

준 것도 그 예이다.

이와 같은 학제간 연구 분야 중에서 본고는 대화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중

국어 교육을 성찰하고자 한다. 그 연원을 사회학에 두고 있음에도 대화분석 방

법론은 현재 교재분석,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학습자 담화분석, 교수자―학습자 

간 상호작용 등과 같은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교육 분야는 물론, 동태어법(Em

ergent grammar), 구어어법, 언어변화와 상호작용 등과 같은 언어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분석의 틀로서 그리고 해석의 결정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화분석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으로서 언

어상호작용(talk-in-interaction)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데 있다.1) 일

반대화는 물론, 인터뷰, 상담 등 발화에 의한 두(또는 그 이상의) 화자 간의 

발화 생산물을 대상으로, 대화분석은 자연 발생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참여자들

이 발화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관찰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위의 원형 또는 행위의 관습을 발견한다. 본고는 대화분석의 이

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것을 중국어 교재분석 방면에 대입할 것인데, 교재분석

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교재가 교육의 일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담당

하는 기능이 매우 크다는데 연유한다.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교육의 최종 목표는 교수자의 도움 없이도 학습자들

이 원어민과 상호 소통하는데 있다. 그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단지 원어민이 사

용하는 표현만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배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 원어민의 발화행위와 그것의 운용관습을 익히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배양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육 목표를 모두 공유하고 있음에도, 각각의 중

1) Hutchby & Wooffitt ≪Conversation Analysis: Principles, Practices and

Applications≫(PolityPress, 1998), 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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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교재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충실하게 기능하고 있을까? 학습자들로 하여

금 소통능력을 배양하게끔 그에 맞는 상호작용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을까? 이

에 대한 나름의 답을 내기 위해 본고는 대화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중국어 교

재의 불충분한 점을 짚어보고 그것의 수정과 구성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론의 제 1절에서는 대화분석 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한다. 제 2절에서는 한국의 중국어 교재연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화분석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 3절에서는 제 1절에서 소개한 

대화분석의 틀을 도입하여 현행 중국어 교재들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정방안을 제시한다. 제 4절에서는 문제점의 발생 원인을 검토한다. 결론에서

는 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구성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한다.

Ⅱ. 본론

1. 소개: 대화분석의 정의와 발견

이 부분에서는 대화분석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고 대화분석에서 

자연발화를 대상으로 발견한 말차례 갖기 규칙(turn-taking)과 두 연속체 구

조-인접쌍(adjacency pairs)과 선호구조(preference)-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우선 대화분석의 정의와 연구대상부터 살펴보자.

1) 대화분석의 정의와 연구대상

대화분석은 언어 상호작용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분야이다.3) ‘Conv

2) 대화분석의 발견으로서 ‘수정(repairs)’도 있지만 교재에서는 발화 도중 스스로 수정한 
뒤 다시 발화한다든지 타인의 말을 수정해 준다든지 하는 예가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소개를 생략하고자 한다. 교육에 대한 ‘수정’의 대입은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 학습자담
화 분석에서 가능할 것이다(박용예 <대화분석과 영어교육>; 양혜순, 이성범, 이창봉 엮
음 ≪영어학의 최근 논점≫ 서울, 한국문화사, 2005, 345쪽-3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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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ation Analysis’이란 술어에 이미 대화(conversation)란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대화분석은 대화라는, 화자 간에 이루어진 발화물 자체 그 이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대화분석 방법론의 태동과 연관이 있는데, 당시

에는 주어진 문화적 사회적 상황이 개인의 행위수행을 지배한다고 생각한 구조 

사회학(structural sociology)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시기였다. 개인의 행위

는 수행 전부터 이미 힘과 통제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4)

하지만 Sack를 비롯한 학자들은 이와 의견을 달리했다. 그들은 상호작용의 참

여자들이, 구조화된 행위가 아닌, 지금, 누구와, 어떤 목적을 성취하느냐에 따

라 적절한 행위로써 맥락을 조율하고 또 조직해간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대화분석학자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언어 상호작용(naturall

y occuring talk-in- interaction)’을 녹음하고 전사하였다.5) 발화‘할’ 것을 

직관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배제하고, 전사자료, 즉 발화‘한’ 것을 바탕

으로, 참여자가 행위 연속체의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

고 반응하는가를 관찰하였다. 이에 대화분석은 비록 ‘언어’에 대한 관찰에서부

터 출발하지만 궁극적인 분석대상은 언어를 통해 수행하는 ‘행위’에 있다. 대화

자체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조직된 행위 구조를 관찰하면서, 대

화분석자들은 대화 시 발생하는 쉼, 머뭇거림, 끼어들기 등도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대화분석자들의 연구대상을 대화에 국한시

키지 않고 ‘언어 상호작용(talk-in-interaction)’으로 확대시킨 것은 이러한 

배경에 연유한다.

2) 대화분석에서의 발견

① 말차례 갖기(turn-taking)

3) Hutchby & Wooffitt ≪Conversation Analysis: Principles, Practices and

Applications≫(PolityPress, 1998), 13쪽 참조.

4) 이원표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서울, 한국문화사,
2001), 8-9쪽 참조.

5) Hutchby & Wooffitt ≪Conversation Analysis: Principles, Practices and

Applications≫(PolityPress, 1998), 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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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분석에서는 무질서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대화가 상당히 체

계적이고 조직적이라고 여긴다. 대화에는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 묵

인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일상을 되돌아 봤을 때도,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화 시 말이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 먼

저 얘기하면 이 지점에서 내가 할 테니까 그다음 이 지점에서 네가 해’라고 대

화 시작 전에 논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아주 순조롭게 서로의 말을 주고받는

다. 이는 분명 Sack, Schegloff & Jefferson(1974)의 주장대로 발화권을 

교체하는 모종이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을 말차례 갖

기 규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말차례(turn)란 한 화자가 발화를 끝내고 청

자로 역할이 바뀌기 전까지 말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6) 이 시스템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말차례 구성 요소(turn-constructional compo

nent)로서 문장, 절, 구, 어휘 등의 말차례를 구성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을 가

리킨다. 말차례는 주로 위와 같은 언어형식의 말미부분에서 교체가 이루어지며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점을 추이적정지점(TRP: transition-relevance plac

e)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차례 배분 요소(turn-allocation comp

onent)로서 일종의 발화권 배분 기술을 의미하는데, 그에 따른 세부 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7)

(1) 어떤 말차례에서든지 말차례 구성단위의 첫 번째 추이적정지점에서:

(a) 현재의 말차례가 ‘현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한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될 경우 지명된 참여자는 발화권을 갖고 다음 말차례를 취

할 의무를 진다; 다른 화자들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며 전

환이 일어난다.

(b) 현재의 말차례가 ‘현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한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

을 경우 누구 하나가 주동적으로 발화권을 취할 수 있다. 필수는 아니며,

발화개시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말차례를 취하며 전환이 일어난다.

(c) 현재의 말차례가 ‘현 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한다’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리고 주동적으로 발화권을 취하는 사람이 없을 때 현 화자

6) 박성현 ≪한국어 대화 화제와 말차례 체계≫(서울, 집문당, 2008), 8쪽 참조.

7) Sack, Schegloff & Jefferson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1974, 7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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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차례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다.

(2) 첫 번째 말차례 구성단위의 첫 번째 추이적정지점에서, 1a도 일어나지 않

고 1b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 1c와 같이 현 화자가 말차례를 지속한다. a

에서 c까지의 규칙은 다음 추이적정지점에서 재적용되며 그 다음 지점에

서도 전환이 유효할 때까지 환원적이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대화를 진행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위와 같은 

질서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말차례를 갖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말차례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거나 쟁취한다. 이러한 것은 어

느 사회에나 적용시킬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대화의 질서이며, 토론이나 언

쟁,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인터뷰나 환자와 의사간의 상담 등에서는 그것의 변

이적인 모습이 보일 수 있다. 말차례 갖기 규칙을 발견한 이후, 언어학자들은 

말차례가 단순히 문장, 절, 구 등 통사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만 구성되지 않는

다는 것에 주의하고 말차례가 어떻게 구성되며 또 그것의 전이가 무엇을 근거

로 일어나는지 관찰하는데, Ford & Thompson(1996)은 그 결과로서 ‘TC

U(turn constructional unit)’라는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말차례 구성 요

소는 통사적인 입장에서만 설명되었을 뿐, 실제 대화를 분석할 때 보면 말차례

의 전환은 통사적, 의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억양, 시선, 제스쳐 등의 화용적 

요인들까지 화자들이 인식하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② 연속체 구조(sequence-organization)

문장(sentence)이나 발화(utterance)는 대화분석에서 특정 맥락에 의해 

결정된 일종의 행위로 간주된다.8) 문장, 절, 구, 단어 등이 통사적, 의미적으

로 해석되기 보다는 상호작용 속에서 화자가 청자를 향해 행하는 행위로 해석

되는 것이다. 어떤 언어적 형식을 이용하든지 선행화자의 발화행위는 후행화자

의 발화행위를 이끌어 내며 또 후행화자는 선행화자의 발화에 적절한 반응을 

하며 상호작용을 조직해 나간다. 우리의 일상에 비추어 봐도, 선행화자가 ‘질

8) Goodwin & Heritage <Convers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Anth

ropology≫ 19, 1990, 28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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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했다면 후행화자는 ‘대답’을, ‘인사’를 했다면 그에 맞는 ‘인사’를, 또 ‘요구’

를 했다면 ‘수락 또는 거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은 이렇

게 선행 말차례 속의 행위가 후행 말차례 속의 행위와 국소적으로 대응하며 구

성되는데, 이러한 대응에 의해 구성된 말차례 쌍을 연속체라고 부른다. 이러한 

연속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참여자 간의 행위 조직인 인접쌍(adjacenc

y pairs)9)과 후행화자의 행위는 가급적 선행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해

진다는 선호구조(preference)가 그것이다. 우선 인접쌍의 특징부터 살펴보

자.10)

(1) 인접쌍 구성의 기본 특징:

1-1) 두 개의 발화로 구성된다.

1-2) 두 발화는 인접해 있다.

1-3) 두 발화는 각기 다른 화자에 의해 생산된다.

1-4) 두 발화가 하나의 유형화된 쌍(pair type)을 구성한다.

1-5) 유형화된 쌍은 두 화자에 의해 순차적으로 구성된다.

(2) 인접쌍 조직의 기본 규칙: 선행화자가 (유형화된)행위쌍의 일부를 생산하고 

추이적정지점에서 발화를 멈추면 후행화자는 그 행위쌍의 나머지 일부를 

생산해야 한다.

인접쌍 개념이 출현한 이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수정이 뒤따랐는데,

그 중에서도 1-2)에서의 ‘인접’은 선행화자의 행위에 ‘후행화자의 행위가 바로 

뒤따라야 한다’에서 ‘가까운 시간 내에 후행화자의 행위가 응해져야 한다’는 개

념으로 다소 유연해졌다. 이는 아래와 같이 확장된 연속체(expansion seque

nce)로 구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 Merritt(1976:333)11)

A: May I have a bottle of Mich? [질문1]

9) ‘인접대귀’라고도 번역하는데(김해연 2000:442) 여기서는 편의상 ‘인접쌍’으로 통일하기
로 한다.

10) Schegloff, Sacks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VIII.4, 1973,
295-296쪽 참조.

11) Levinson 저, 이익환 등 역 ≪Pragmatics(화용론)≫(서울, 한신문화사, 1992),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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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re you twenty one? [질문2]

A: No. [대답2]

B: No. [대답1]

(A: Mich 한 병 주실래요?

B: 21살 인가요?

A: 아니요.

B: 그럼 안 됩니다.)

초기의 인접쌍 개념에 기대면, [대답1]이 [질문1]에 뒤따라야 하는데 또 다

른 연속체([질문2] - [대답2])가 삽입되면서 두 행위의 인접성은 결여되어 있

다. 그러나 실제 대화 속에는 위와 같은 예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또 

삽입 연속체에도 불구하고 ‘[질문1]―[대답1]’쌍에 인접성이 결여되어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인접쌍은 선행 행위, 그리고 그것과의 관련성에 따라 

조건지어진 후행행위로 구성된 연속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12)

다음으로 선호구조에 대해 살펴보자. 대화는 선행화자의 발화에 대해 후행

화자가 대응하며 진행된다. 이 때 후행화자는 선행화자에 대해 일종의 선택권

을 갖는데, 예를 들면, ‘인사’에는 ‘인사’로 대응하지만 ‘요청’에는 ‘수락’과 ‘거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대응할 수 있고 ‘칭찬’에도 ‘접수’와 ‘거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화자는 ‘제안’을 하면서 그 제안

이 받아들여질 것- ‘수용’ -을 기대하고 행하지 ‘거절’을 기대하고 행하지는 않

을 것이다. ‘요청’에도 ‘수용’을 기대하고 ‘질문’에도 ‘(예견된)대답’을 기대하지 

그에 반하는 후행화자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다. 후행화자는 이렇듯, 비록 행

위에 대한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화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발화행위

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후행화자의 행위에도 일종의 선호되는 경향이 존재하

게 된다. ‘선호구조’는 이와 같이 유형화된 행위쌍 중에서도 선호되는 행위와 

구성된 인접쌍을 가리킨다. 선호되는 행위를 무표적 행위로 비선호되는 행위를 

유표적 행위로 상정하는데13), 이는 선호되는 행위와 인접쌍을 구성할 때에는 

12) Levinson 저, 이익환 등 역 ≪Pragmatics(화용론)≫(서울, 한신문화사, 1992),

372쪽 참조.

13) Levinson 저, 이익환 등 역 ≪Pragmatics(화용론)≫(서울, 한신문화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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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데 반해 비선호되는 행위와 인접쌍을 구성할 때에

는 자신의 말차례 내에 ‘설명’, ‘해명’ 등의 또 다른 부가적 행위가 동반되기 때

문이다. 선호조직과 관련된 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1 후행화자의 선호적 행위와 비선호적 행위 유형14)

선행행위
후행행위

선호적 비선호적

요청 수용 거절

제의/초대 수용 거절

평가 동의 반대

질문 예견된 대답 예견 못한 대답/부답

비난 부인 인정

2. 분석: 대화분석 대입의 효용성

1) 중국어교재 연구 및 현행 교재의 문제점

앞서 우리는 대화분석의 정의와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화

분석은 교재분석에 적절한 근거와 지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본 소절에서는 교재분석에 대한 대화분석의 효용성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그

간의 교재연구 및 현행 교재의 문제점을 대략적으로 짚어보고 뒤이어 그에 대

한 예시와 대안을 들어 보이고자 한다.

중국어 교재에 대한 성찰은 한국어나 영어교재에 대한 연구에 비해 그리고 

중국어연구의 발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어교

육 저널지 <중국어교육과 연구(2005～2009)>와 중국언어학 저널지 <중국언어

연구(2000～2010)>에 수록된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그에 대한 현상을 대략적

으로 관찰할 수 있는데, 본고의 통계에 의하면 ‘교재/교과서’라는 핵심키워드를 

410쪽 참조.

14) Levinson 저, 이익환 등 역 ≪Pragmatics(화용론)≫(서울, 한신문화사, 1992),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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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내세운 결과로서 <중국어교육과 연구>에 2편(박찬욱 2006; 노경옥 

2008), <중국언어연구>에 3편(張科 2003; 李喜甲 2006a, 2006b) 하여 총 

5편이 수록되어 있다.15) 그 중 한 편은 번역물이고 나머지 네 편은 중고등학

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편중되어 있으며 편중된 연구물도 한․미 교과서 비교,

한국 교과서간 비교, 한어병음 표기 방안 등으로 분화되어 있다. 다시, 주요 

논문검색 사이트-DBPIA, KISS-를 통해 ‘중국어 교재’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총 11편을 검색할 수 있었는데(유기수 1996; 연동숙 2000; 김윤경 20

02; 肖奚强 2003; 배재석, 윤창준 2004; 이영월 2006; 류다리 2006; 악

휘, 이무미 2006; 박찬욱 2009; 정현주, 이상미 2009; 이승연 2009),16)

이 중에서 현재의 중국어교육과 관련성이 먼 2편(악휘, 이무미 2006; 이승연 

2009)을 제외하면 9편에 불과했다. 이들 성과 역시도 중국의 외국인용 중국어

교재에 대한 소개 및 고찰, 행위구조 중심의 교재분석, 작문교재 설계, 발음교

육, 어법문형,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 간 비교, 교재집필, 문화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학의 다양한 

15) ① 박찬욱 <중국어 교재 분석을 통한 요구 책략 고찰>;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4호,

2006; ② 노경옥 <한미 고등학교 중국어 교재 비교연구>;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8
호, 2008; ③ 张科 <兩套韓國高中漢語課本的比較分析及其在敎學中的效用>; ≪中国
言语研究≫, 第16辑, 2003; ④ 李喜甲 <중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지명의 한
어병음 표기 고찰>; ≪中国言语研究≫, 第22辑, 2006; ⑤ 李喜甲 <동빈이합사(動賓
離合詞)의 한어병음(漢語倂音) 표기에 대한 재론-중등학교 중국어 교과서를 중심으
로>; ≪中国言语研究≫, 第23辑, 2006.

16) ① 유기수 <중국에서 출판된 외국인용 중국어 교재의 기본 문법 사항 연구>; ≪中國硏

究≫ 제18권, 1996; ② 연동숙 <중국어 교재와 문화교육>; ≪中國硏究≫ 제25권, 20
00; ③ 김윤경 <중국에서의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교육과 교재>; ≪이중언어학≫ 제20
호, 2002; ④ 肖奚强 <高级汉语教材编写问题>; ≪中國語文學誌≫ 第13辑, 2003;

⑤ 배재석, 윤창준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의 어의,형태론적 비교연구-초급중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자어의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25호, 2004; ⑥
이영월 <대학중국어교재의 발음교육 분석>; ≪중국학연구≫ 제38집, 2006; ⑦ 류다리 
<교재 《신공략중국어(초급편)》비교문형 제시에 관한 고찰>; ≪中國語文學≫ 第47
辑, 2006; ⑧ 악휘, 이무미 <중국어 교과서의 서,발문에 나타난 조선시대 언어교육의
식>; ≪한국어문학연구≫ 제46집, 2006; ⑨ 박찬욱 <“인접쌍” 개념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교재 분석: “칭찬―반응” 구조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
09; ⑩ 정현주, 이상미 <인지부하이론을 적용한 초급 중국어 작문교재 설계 방략 연
구>; ≪중국학연구≫ 제49집, 2009; ⑪ 이승연 <조선말 한학서 <화음계몽>의 장면,대
화 분석 연구>; ≪민족문화연구≫ 제50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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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면에 대해 고찰을 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지만 肖奚强(2003)과 박찬

욱(2009)을 제외하고는 발음, 어법, 어휘, 문화 등 언어지식적인 면에 치중해 

있다는 면에서 향후, 언어 기능적인 면에서의 중국어 교재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기능적인 면에서의 중국어 교재 분석은 무엇을 바탕으로 행해져야 

할까? 이에 대한 논의는 Tao(2005)와 박찬욱(2009)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들 연구물은 모두 대화분석 방법론에 기대어 ‘상호작용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주제로 교재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Tao(2005)는 자연담화와

의 비교를 통해서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주제의 흐름, 지속(contiuation),

반응어(interactive token), 지연과 수정(delays and repairs), 맥락(co

ntext) 등 교재에서 그동안 간과했던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중시해야 할 부분

을 제시하고 있다. 또 박찬욱(2009)은 교재에서 보이는 ‘칭찬’행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자연담화 연구결과와 주제면에서 비교한 뒤 교재의 ‘칭찬-반응’쌍이 실

제의 대화관습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예들도 Tao

(2005)와 박찬욱(2009)을 참고하고 지지할 것인데, 원어민의 상호작용 규칙

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대화분석 방법론은 교재의 기능적인 면, 특히 ‘말하기’

방면의 성찰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 결과는 다시 교재의 구성과 수정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분석 시각에서 본 중국어 교재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상호작용 구조조직상의 문제이다. 본론의 제 1장에 기대어 봤

을 때 실제 발화자들이 공유하는 말차례 갖기 규칙이나 인접쌍, 선호조직이 교

재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상호작용의 시작과 종료상의 

문제이다. 대화의 개시와 종료가 실제와 비교해 자연성이 떨어져 매끄럽지 못

한 경우가 그에 포함된다. 셋째, 상호작용에 따른 언어현상과 관련된 문제이

다. ‘好’, ‘我不知道’, ‘我觉得’, ‘就是说’ 등 그간 부가어나 말버릇으로 치부되어 

왔던 표현들이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는 언어의 의미전달 그 이상의 기능을 한

다든지(Miracle 1992; 陶红印 2000; Biq 2001; Huang 2003; 方梅2005;

朴赞旭 2005), ‘因为…所以～’와 같은 연결어의 원형구조가 상호작용 과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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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빈번하게 ‘(所以～)因为…’로 도치되어 쓰인다든지(Biq 1995; Wang 1

998, 1999, 2002) 하는 것들은 그동안 교재에서 소홀했다는 점이다. 아래에

서는 이와 관련된 분석과 예시이다.

2) 교재분석과 예시

① 말차례 갖기와 교재구성

말차례 갖기와 관련하여 교재 속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문제점은 주로 말차

례의 설계, 그 중에서도 발화길이에 있다. 긴 문장을 표현하지 못 하는 초급단

계의 교재에서는 출현하지 않지만 중급이상으로 올라갈수록 하나의 말차례에 

할애된 발화길이는 실제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발화길이보다 길며 또 상대 화자

의 어떠한 호응도 중간에 보이지 않는다. 아래 자연담화에서 보이는 예와 교재

에서 보이는 예를 비교하며 살펴보자.17)

(2) ……

1 G: 其实从一個演员的角度出发，

→2 H: 嗯。

3 G: 我當然希望说，给观众，看到你更多的层面，

→4 H: 嗯。

5 G: 和你更多的，表现的，啊:，不同的，层面给大家看，

→6 H: 是是是。

7 G: 希望观众对你有更多方面，..的认识，=

→8 H: =那就是说，[演]技好。

…… [전사 No.1]18)

(3) (……课间的时候，A和夜校的学生聊起天兒来……)

1 A: 除了到这兒来上课，你们平时晚上都干些甚麽呢?

17) 이 부분에서는 그 중점이 내용에 있지 않으므로 논문의 편폭을 고려해 예문(2), (3)의 
번역은 생략하고자 한다.

18) 본고에서 인용된 전사 자료는 Du Bois 등(1993)의 전사체계를 따랐으며 그 출처는 
각각 다음과 같다.
① [No.1]: TV 토크쇼, 총 9분 35초, 총 2,997자
② [No.2]: 라디오 전화참여 프로그램, 총 4분 21초, 총 1,327자
③ [No.3]: 라디오 전화참여 프로그램, 총 19분 40초, 총 6,430자



대화분석과 중국어 교재분석 293

→2 B: 怎麽说呢? 反正一個人一個样，每個人有每個人的活法。我们这

些人，工作不一样，岁数不一样，兴趣爱好自然也不一样。就拿

我来说吧，我这個人好静不好动，甚麽歌厅、舞厅、臺球厅从来

不去。我没孩子，爱人出国进修去了，现在就我一個人在家，没

事的时候，就喜欢看书，中文的、外文的，甚麽书都看，一看就

是幾個小时。我不太爱交际，书就是我生活中的朋友。

→3 C: 我跟她可完全不一样，就像俗话裏说的:“萝卜青菜，各有所爱。”

我在一家中外合资的公司上班，平时工作很累，精神上也很紧

张。要知道，在这样的公司工作，不能出一點差错，否则会被

“炒鱿鱼”的。我到这兒来学英语，也是为了提高我的英语水平，

把工作做得更好。所以，每天下班以後，要是没甚麽事，我就想

找個地方轻鬆轻鬆，或者发泄一下兒。我最喜欢到“迪厅”去“蹦

迪”，在那兒可以忘掉所有的烦恼，甚至忘了自己，好像换了個

人似的，回家以後睡觉特别香，第二天上班精神也好。不过，我

妻子不愿意我到那样的地方去，非说那兒不是正经人去的地方，

跟我吵了好幾次了。

…… [中级汉语口语, 22쪽]

예(2)는 토크쇼의 일부이다. 토크쇼는 방송이라는 특성상 사회자(H)가 주

도적으로 게스트(G)에게 말차례를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게스트는 부여된 말

차례에 준해 발화만 할 뿐, 반대로, 사회자에게 말차례를 넘겨 자신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크쇼는 일상대화보다 추이적정지

점에서의 말차례 쟁취과정이 적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말차례에서 게스트는 

상대적으로 긴 발화시간을 소유할 수 있다. 예(2)에서도 게스트는 부여받은 말

차례에서 긴 발화시간을 확보하고 자신의 연기변화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 기호에서 볼 수 있듯 서술은 계속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사회자는 중

간 중간 상대에 대한 대응어- ‘嗯’, ‘是是是’ 또는 정리- ‘那就是说，演技好’를 

해 줌으로써 대화를 함께 조직해 가고 있다. 그러나 예(3)은 괄호 안의 ‘聊天

兒’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예(2)보다는 덜 통제된 상태에서 5명(老师, 学生甲,

已, 丙, 丁)이 진행하는 대화구성임에도 상대화자들의 아무런 반응이 출현하

지 않는다. 이러한 대화의 구성은 한 명의 긴 발화시간으로 인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담소하기’보다는 ‘발표하기’의 인상을 줄 수 있으며, 더 중요한 점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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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에 의한 말차례 구성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대화는 화자들 간에 조직해 가

는 것’이란 것을 체득하지 못하게끔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에 대해 수정을 가한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3)’ ……

1 C: 我跟她可完全不一样，就像俗话裏说的:“萝卜青菜，各有所爱。”

→2 A: 嗯。

3 C: 我在一家中外合资的公司上班，平时工作很累，精神上也很紧张。

→4 A: 嗯。

5 C: 要知道，在这样的公司工作，不能出一點差错，否则会被“炒鱿鱼”的。

→6 A: 那你肯定会紧张的。

7 C: 我到这兒来学英语，也是为了提高我的英语水平，把工作做得更好。

……

② 연속체구조와 교재구성

인접쌍은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인접쌍

의 구성 조건은 두 명의 화자가 순차적으로 호응되는 한 쌍의 유형화된 행위구

조에 있었다. 이에 기대어, 유형화된 행위 구조 중 ‘칭찬-접수/거절’ 행위구조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4)

1 A: 这字写得真好看，谁写的?

2 B: 是我自己写的。

→3 A: 没想到你还会书法。真让人佩服。

→4 (B: ? )

5 C: 小刘不但会书法，还会画画兒呢。

→6 A: 是吗? 太不简单了。

→7 (B: ? )

(1 A: 참 잘썼다, 누가 쓴 거야?

2 B: 내가 쓴 거야.

3 A: 서예까지 할 줄은 몰랐네. 부럽다.

4 B: ?

5 C: 쟤는 서예뿐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려.

6 A: 그래? 대단한 걸.

7 B: ?) [중국어路(下),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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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4)는 ‘칭찬’을 주제로 한 과의 한 단락이다. ‘칭찬’이라는 행위는 표.1에서 

보이는 행위들과 다르게 수혜자, 즉 청자에게 ‘접수’나 ‘거절’을 강요하지 않지

만 둘 중 하나의 ‘반응’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만약 후행화자의 반응이 뒤이

어 표현되지 않을 경우 호의에 대한 답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례하게 받

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4)를 보면, 수혜자인 B는 A의 ‘真让人佩服’

란 칭찬에서도 그리고 ‘太不简单了’란 칭찬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

다. 예(4)에서 가상으로 삽입된 4행과 7행을 제외하면 교재에서 제시된 대화

문은 실질적으로 총 5행인데, 이 5행 속에는 해당 과의 주제와 관련된 ‘칭찬’

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와 함께 호응되어야 할 ‘반응’은 제시되어 있지 않

다.19) 이렇듯, 인접쌍을 염두에 두지 못한 대화문 구성은 자칫 학습자들로 하

여금 누군가를 칭찬하는 ‘표현’만 학습케 할 뿐 적절하게 반응하는 ‘행위’ 학습

을 소홀케 할 우려가 있다. 아래 하나의 예문을 더 살펴보자.

(5) ……

1 A: (坐在沙发上削水果)她呀，学习起来是拼命地学，玩兒起来又是

拼命地玩兒。

→2 B: (给林木续茶)你的汉语挺地道，没有洋腔洋调，来这兒幾年，习

惯这兒的生活了吧?

→3 C: (?) 刚开始可真不適应。早上实在爬不起来，这兒上课的时间太

早，可留学生们又都是夜猫子。现在我也和中国人一样，中午总

要睡会兒觉，要不然下午就昏昏沉沉的，干甚麽都没有精神。

……

(1 A: (쇼파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이 사람은 공부도 그렇고 놀기도 

그렇고 했다하면 끝을 봐요.

2 B: (林木에게 차를 첨잔하며)중국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네, 외국

인 억양도 없고. 여기 온 지 몇 년 되었으니 여기 생활에 적응

되었겠구나?

3 A: (?) 막 와서는 정말 적응 안 되더라구요. 아침엔 정말 일어나질 

못 했어요. 수업 시간은 일렀지만 유학생들은 또 모두 잠 안 자

19) 박찬욱 <“인접쌍” 개념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교재 분석: “칭찬-반응” 구조를 중심으
로>; ≪비교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09, 3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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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엉이였던지라. 하지만 지금은 여기 사람들과 똑같이 낮엔 

잠을 자두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몽롱한 것이 오후에 뭘 해도 

정신이 없어요) [高级汉语口语, 2쪽]

예(5)에는 두 가지 문제가 병존하는데, 첫째는 말차례의 구성문제이다. 2행

에서 B는 C에 대해 ‘你的汉语挺地道，没有洋腔洋调’로 ‘칭찬’을 한 뒤 곧바로 

‘질문’을 잇고 있는데, 하나의 말차례에 두 개의 행위를 연이어 놓음으로서 후

행화자로 하여금 ‘칭찬’에 대한 ‘반응’보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게끔 구성

되어 있다.20) 그 결과는 두 번째 문제, 인접쌍의 한 부분인 ‘(칭찬에 대한)반

응’이 왜 3행에 부재한 지를 설명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문제들은 

말차례의 재구성으로 해결 가능한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5)’ ……

1 B: (给林木续茶)你的汉语挺地道，没有洋腔洋调，

→2 C: 哪兒啊，还差得远呢(또는 “谢谢您过奖”나 “我妈妈是中国人” 등)。

3 B: 来这兒幾年，习惯这兒的生活了吧?

4 C: 刚开始可真不適应。

…… [박찬욱 2009, 362쪽]

예(5)’와 같이 말차례를 재구성할 경우 대화의 역동성을 도모함은 물론 인접

쌍을 기반으로 행위구조도 구성할 수 있어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학습에 도

움을 줄 수 있다.

유형화된 행위구조를 보이지 못하는 예는 전화대화문에서도 볼 수 있다.

(6) ……

1 A: 後天我朋友去上海，你能见她吗?

2 B: 當然。到上海以後叫她给我打电话!

→3 A: 好，谢谢!

(1 A: 모레 내 친구가 상하이를 가는데 좀 만나줄 수 있어?

2 B: 물론이지. 여기 오면 내게 전화하라 해!

20) 박찬욱 <“인접쌍” 개념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교재 분석: “칭찬―반응” 구조를 중심으
로>; ≪비교문화연구≫ 제13권 제2호, 2009, 359쪽-3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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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알았어. 고마워!) [중국어 마스터 step1, 136쪽]

(7) ……

1 A: 行，让她过来吧。

→2 B: 好的。一会兒见!

(1 A: 그래, 오라 해.

2 B: 알았어. 좀 있다 봐!) [중국어교실 중, 177쪽]

예(6), (7)은 모두 전화대화로 설정되어 있는 대화문이다. 실제 대화 속에

서 대화자가 “고마워”, “좀 있다 봐”하며 곧바로 ‘뚜- ’하며 전화 끊는 모습을 상

상해 보자. 이런 경우 우리는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나 다시 걸어 그 연유를 물

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6)에서는 ‘감사(谢谢)’에 대한 ‘거절’과 ‘인사’가 그

리고 예(7)에서는 ‘인사(一会兒见)’에 대한 ‘인사’가 후속행위로 요구되는 이유

이다. 그러므로 연속체구조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 이들 모두는 다음과 같이 미

비한 행위를 보충해 주어야 하는 예에 속한다.

(6)’ ……

1 B: 當然。到上海以後叫她给我打电话!

2 A: 好，谢谢!

→3 B: 不客氣，再见。

→4 A: 再见。

(7)’ ……

1 A: 行，让她过来吧。

2 B: 好的。一会兒见!

→3 A: 一会兒见!

③ 대화개시와 교재구성

대화분석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접근한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상

호작용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는가 하는 문제였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무턱대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건네고 또 대화를 자신이 끝내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종결하지 못 한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화의 개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인사의 과정 또는 안부의 과정 등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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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호작용 과정이 있고 대화의 종료에서도 종료에 대한 

서로의 묵계가 있어야 가능하다. 대화분석자들은 이에 대한 과정을 가장 잘 보

여주는 상호작용 중에 하나로서 전화대화에 주목했는데(Schegloff & Sacks

1973; Schegloff 1986),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화를 전

개해 나가는지 그리고 더 이상이 할 말이 없을 때 대화참여자들은 어떠한 신호

로서 종료에 대해 동의하는지 등을 전화대화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보여주

기 때문이다.

교재 중에서도 말하기 교재는 대화의 개시와 종료에 특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라는 언어학습의 네 가지 기능 중 듣기나 

읽기는 방관자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고 쓰기는 상대적인 시간적 여유를 확보

할 수 있지만 말하기는 “항상” 행위의 ‘주체’로서 또 다른 화자와의 상호작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또 개시부터 잘못된 대화는 본격적인 대화로의 진입을 막

고 본래 의도한 의미마저 전달하지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예를 

자연담화와 비교하여 보도록 하자.

(8) …… [호출]

1 H: 喂你好。 [응답]

2 G: ...(0.7)诶，你好你好。 [신분확인]

3 H: 你好::，下午好:啊。 [신분확인][인사]

4 G: 诶，你[好]。 [인사]

5 H: [是]给自己，还是幇朋友？[대화진입]

……

(1 H: 여보세요.

2 G: ...(0.7)네, 여보세요.

3 H: 안녕하세요. 좋은 오훕니다.

4 G: 네, 안녕[하세요].

5 H: [자신을] 위해 거셨어요 아님 친구를 대신해서?)[전사 No.2]

예(8)은 라디오의 맞선소개 프로그램의 서두부분이다. Schegloff(1986)는 

전화대화가 ‘호출(전화음)/응답’ 연속체, ‘신분확인과 인지’ 연속체, ‘인사’ 연속

체, ‘대화진입’ 연속체’ 순으로 개시된다고 하였다. 예(8)에서도 이와 같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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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준수하고 있는데, 다만 익명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신분확인’

에 대한 절차는 인사말의 반복된 교환으로 대체되어 있다. Schegloff가 제시

하고 있는 대화개시 부분의 연속체가 교재에서 모두 다 실현될 수 없다고 해도 

교재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연속체가 있는데, 바로 ‘호출/응답’ 연속체이다.

일상적인 전화대화에서 개시는 항상 신호음, 즉 호출에 대한 수화자의 응답에

서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교재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찬욱(2

010, 표.3)은 한국에 출판된 13종 36권의 교재에 출현한 42개 전화대화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수화자 개시의 전화대화는 겨우 5개(11.9%)에 불과했

다. 아래는 ‘호출/응답’ 연속체가 생략된 예이다.

(9)

→1 A: 喂，您好! 您是住院部吗?

2 B: 是啊，您找谁?

……

(1 A: 여보세요! 입원부인가요?

2 B: 그런데요. 누굴 찾으시죠?) [聽和说, 82쪽]

예(9)을 전화대화의 개시 연속체에 비추어 보면, 송화자가 먼저 발화하도록 

대화문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위 예는 수화자인 B가 전화 받았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데, 수화자의 수신도 확인하지 않은 채 송화자가 먼저 

발화한다는 것은 실제 대화에서 흔치 않을 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

안할 때 수화자의 ‘喂’ 한 마디는 다음과 같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9)’

→1 B: 喂?

2 A: 喂，您好! 您是住院部吗?

3 B: 是啊，您找谁?

…… [聽和说, 82쪽]

교재에서는 이보다 더한 대화 구성도 보인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0) (王平给电视维修部打电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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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师傅，我的电视機有毛病了。

2 B: 哪兒出问题了?

……

(1 A: 아저씨, 우리 TV가 고장났거든요.

2 B: 어디가 문제에요?) [북경대 汉语口语 중, 24쪽]

예(10)은 TV수리공과의 전화대화이다. 두 대화 모두 개시와 관련한 연속체

의 제시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보조지문- ‘王平给电视维修部打电话’ -이 

없었다면 여타 대면대화와 구분하지 못 할 정도로 대화 개시 연속체가 생략되

어 있다.21) 이와 같은 대화는 다음과 같은 부분적 수정이 요구된다.

(10)’

→1 B: 喂?

→2 A: 喂，是○师傅吗? 是修电视機的。

→3 B: 诶，对。

4 A: 师傅，我的电视機有毛病了。

5 B: 哪兒出问题了?

…… [박찬욱 2010, 84쪽]

④ 대화종료와 교재구성

대화 종료와 관련해서도 실제 상호작용과 어긋나는 예를 볼 수 있다. 이 역

시 자연담화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자.

(11) ……

1 A: ..请你，在星期一的时候，保持手機的畅通。

2 B: 好。

3 A: 好吗？=

4 B: =[1好的，好的1],

→5 A: [1先这样1]。 [종료전 행위]

→6 B: [2好的2]。 [종료전 행위]

7 A: [2好吧2]？=

8 B: =啊，谢谢你[啊]。

21) 박찬욱 <중국어 회화교재의 대화문 작성을 위한 제언-전화대화문을 중심으로>; ≪중국
어 교육과 연구≫ 제12호, 2010, 84쪽 참조.



대화분석과 중국어 교재분석 301

9 A: [好]，不客氣。=

10 B: =好，[1再见1]。

11 A: [1嗯:1]。

→12 B: [2呃，再见2]。 [종료행위]

→13 A: [2好，再见2]。 [종료행위]

(1 A: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기 꼭 켜두세요.

2 B: 네.

3 A: 아셨어요?=

4 B: =[1그럼요, 알겠습니다1].

5 A: [1우선 여기까지 하죠1].

6 B: [2네2].

7 A: [괜찮죠]?=

8 B: =네, 감사합니[다].

9 A: [그럼], 별 말씀을요.=

10 B: =그럼, [1안녕히 계세요1].

11 A: [1음:1].

12 B: [2어, 안녕히 계세요2].

13 A: [2네, 안녕히 게세요2].) [전사 No.3]

예(11)은 라디오의 고충해결 프로그램의 종료 부분이다. Schegloff & Sa

cks(1973)는 대화의 종료에도 질서가 있음을 보였는데, 대화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전 행위(pre-closing)’를 통해 참여자간 대화종료

가 동의된 뒤에야 ‘인사’로써 종료된다는 것이다. 예(11)도 ‘先这样 -好的’로 

구성된 종료전 행위과정을 거친 뒤 ‘再见 -再见’으로 종료하면서 Schegloff

& Sacks가 제시한 대화종료 행위규칙을 준수하고 있다. 대화종료 역시도, 대

화개시의 예처럼, 자연담화의 연속체 구조가 모두 출현하리라 생각하긴 힘들

다. 그러나 대화의 끝맺음에 있어 ‘인사’연속체는 필수적이라 볼 수 있는데, 과

연 교재 대화의 끝맺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을까? 다음 예를 살펴보자.

(12) ……

1 A: 真拿你们没办法。这样吧，你们多住一天要加倍付一天房租。

→2 B: 没问题，谢谢您，王先生!

(1 A: 정말 별 수 없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하죠. 하루 거주할 때마다 

방값은 두 배로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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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王 선생님!)

[신공략중국어 프리토킹, 114쪽]

예(12)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대화문이다.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집주

인과 세입자가 옥신각신하는 상황인데, 결국 세입자 사정을 집주인이 수용하고 

세입자가 ‘감사’하며 대화는 끝난다. 우리는 여기서 세입자가 인사도 없이 ‘谢

谢您，王先生!’으로 전화를 ‘뚜- ’ 끊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실제 대화

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예(12)는 다음과 같은 수정을 통해 원만

한 대화종료를 유도할 수 있다.

(12)’ ……

1 B: 没问题，谢谢您，王先生!

→2 A: 不客氣，再见。

→3 B: 再见。

나아가 좀 더 극단적인 예도 보인다.

(13) ……

1 A: 我是李英男，麻烦您转告他一件事兒，行吗?

2 B: 没问题，你说吧。

3 A: 去大同的火车票买到了，星期五晚上九點半的。

→4 B: 对不起，我没聽清楚，请再说一遍，好吗?

(1 A: 李英男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말씀 좀 전해 주실 수 있나요?

2 B: 그럼요. 말씀하세요.

3 A: 大同으로 가는 기차표를 구했어요, 금요일 저녁 9시 반으로.

4 B: 죄송한데 잘 안 들리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신공략중국어 초급, 95쪽～96쪽]

예(13)은 부재중 전화를 대신해서 받는 상황이다. 대화문의 마지막은 ‘요청’

으로 끝나는데, 메모를 부탁하는 사람이 요청에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후과를 생각해 볼 때 위의 예가 얼마나 실제와 벗어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끝맺음은 전화대화의 ‘종료’를 가리키는 행

위도 그리고 선행화자의 요청에 대한 ‘수용’행위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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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종료’행위에 대한 학습자의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

(13)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22)

(13)’ ……

1 B: 对不起，我没聽清楚，请再说一遍，好吗?

→2 A: 去大同的火车票买到了，星期五晚上九點半的。

→3 B: 唉，好，等他回来，我一定转告他。

→4 A: 好，谢谢。

→5 B: 不客氣，拜拜。

→6 A: 拜拜。

⑤ 기타 응용연구와 교재구성

자연담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전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때 무엇

을 기준으로 전사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말차례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차례에 넣을 발화는 일반적으로 말차례에서 화자

가 행한 억양단위를 기초로 배열한다.(Du Bois 등 1993) 무엇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따라 전사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자연담화 연구의 대부분은 

대화분석 방법론의 영향 아래 발전한 ‘전사’에 기초한다. 전사과정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의 발화를 한다는 점

이다. 그리고 말 ‘하는’ 데에는 정연한 문장의 나열을 통해 느낄 수 없는 감정

의 기복뿐만 아니라 말 가로채기(interrupt), 말의 중복(overlap), 자기/타

자 수정(repairs) 등 말차례 분배 및 쟁취, 대화의 역동적인 상호조직 과정이 

구현됨을 발견할 수 있다.

대화분석 방법론에 기댄 기타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자연담화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어휘의미의 변화나 통사구조의 변화, 구의 어휘화 등을 연

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언어는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한다’는 

기능주의적 견해를 견지하고 있는데, 언어변화의 관찰을 위해 대화분석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에 양적 연구방법까지 더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래는 어

22) 박찬욱 <중국어 회화교재의 대화문 작성을 위한 제언―전화대화문을 중심으로>; ≪중국
어 교육과 연구≫ 제12호, 2010, 89-9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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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의미와 통사구조의 변화, 어휘화에 관련한 예를 살펴보고 교재구성이나 해석

에 응용될 만한 부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어휘의미와 관련해서는 ‘好’에 대한 Miracle(1991)의 연구를 살펴볼 수 있

다. Miracle은 대화분석 틀을 이용하여 ‘好’의 의미를 사회적 행위구조 속에서 

고찰한 결과, ‘언약/요청행위’의 접수나 동의, ‘진술의 인지’나 ‘신체 행동의 완

료’, 그리고 말차례 내에 쓰여 발화 도중 보이는 ‘의식 흐름의 변화’를 표시한다

고 하였다. Miracle의 발견을 교재내용 해석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다.

(14)

1 A: 昌镐，小英邀请我们明天中午去她家做客。

→2 B: 好啊。我们甚麽时候去?

3 A: 下了课就去吧。

→4 B: 好吧。

(1 A: 昌镐야. 小英이가 내일 낮에 자기 집으로 놀러오래.

2 B: 그래. 그런데 언제 쯤 갈까?

3 A: 수업 끝나자 마자 가자.

4 B: 그래.) [신步步高 초급, 104쪽]

예(14)에서는 두 개의 ‘好’가 출현하는데, 2행의 ‘好’는 1행-A화자의 진술

에 대해 ‘인지’했다는 의미로 쓰였으며 4행의 ‘好’는 3행-A화자의 제안(요청)

에 대한 ‘접수’의 의미로 쓰였다. ‘好’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 대화분석은, 실

질적인 의미, 즉 ‘우수하다, 이점이 많다’(应用汉语词典 2000:488)는 의미가 

허화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好’의 기능들을 ‘현재’ 속에서 실증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하나의 형식이 

갖는 다양한 의미는, 그것이 놓여 있는 문장 자체보다는, 선후행발화의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해 주고 있다.

통사구조와 관련해서는 ‘因为’에 대한 Biq(1995)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Biq는 ‘因为원인＋결과’구조가 중국어의 전형적인 구조라는 것에 회의적인 견

해를 갖고 신문과 대화 속에서 ‘因为’가 출현하는 구조를 고찰하였다. 이에 대

해 Biq(1995:54)는, 신문에서는 ‘因为원인＋결과’와 ‘결과＋因为원인’가 각각 

45%와 55%로 그리고 대화에서는 각각 18%와 82%를 보이며, 전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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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했던 그간의 관념과 다르게, ‘결과＋因为원인’구조가 사람들의 언어생활 속

에 더 많이 쓰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因为’구조는 교재 속

에서도 흔하게 출현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5) ……

1 A: 这個星期或者下個星期, 可以吗?

→2 B: 这個星期可能不行, 他的日程已经安排满了。因为我们大使不在北

京。他现在是临时代办, 很忙。

(1 A: 이 주나 다음 주 어때요?

2 B: 이 주는 아마 안 될 거에요. 참사관님 스케쥴이 꽉 찼거든요.

왜냐하면 대사관님이 北京에 안 계서서 참사관님이 임시로 일

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바빠요.)

[신베이징중국어40 중급1, 27쪽]

예(15)에서도 ‘결과＋因为원인’의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Biq의 해석에 기

대면 이러한 현상은 화자의 말차례의 운영과 관련이 있다. 선행화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후행화자는 ‘因为’에 딸린 원인보다는 결과를 먼저 말하고 

‘因为’로써 선행화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덧붙인다는 것이다. 예

(15)에서도 A가 요일을 제시하며 만남을 ‘제의’했지만 B는 이를 ‘거절’하면서 

A의 체면이 상하지 않도록 ‘因为’로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 같은 구

조의 출현은 이유에 대한 고민을 먼저 말하기 보다는 상대 화자에 대한 반응을 

먼저 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한정된 시간과도 관련되어 있다. 자연담화에 대

한 관찰은 이처럼,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통사구조의 변화와 정보구

조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교재 속에서 ‘～때문에’라는 의미로만 단어를 제시했

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도 제시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끝으로 어휘화의 예는 ‘知道’에 대한 陶红印(2003)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

다. 陶红印은 자연담화를 대상으로 ‘知道’에 대해 세 가지 면-목적어의 유무,

인칭대명사의 편향성, 긍정과 부정형식의 대칭성-에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知道’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50%) 유

독 1인칭 대명사와 자주 호응하며(62%) 긍정보다는 부정형식으로 더 자주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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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我不知道’: 64%, (我)不知道: 89%)는 것을 발견하였다. 더불어 ‘我不

知道/(我)不知道’는 명제의미를 나타낼 때와는 다르게 약화되고 간화된 음성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점점 하나의 단위로 변화해가며 화자의 주관성이나 태

도를 표현하는데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 중인 단

위들은 실제 발화 속에서 자주 보이는데, ‘我觉得’, ‘我看’, ‘我想’ 등도 위와 같

이 목적어의 유무나 인칭대명사와의 호응도 면에서 일종의 편향성을 띠며 화자

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단위로 변화해 가는 것이 그 예이다.(Huang 2

003; 方梅 2005) 이와 같은 예는 그동안 원어민 화자의 말버릇으로만 치부되

었던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왔던 기존의 생각에,

유창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항목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부여해 준다.

비록 원어민처럼 지속적인 삽입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학습자들로 하여금 말하

기 연습을 하는데 있어 교재내용을 어떻게 띄어 읽어야 할지 그 근거를 제시한

다는 점에서 참고할 가치가 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6) ……

1 A: 反正是打工，别太拼命了，把自己的身體累壞了就麻烦了。

→2 B: 我觉得找一個理想职业的关键是有没有兴趣。

……

3 A: 如果能找到一個既有兴趣工资又高的工作就好了。

→4 B: 我看小英的工作就挺好的。

(1 A: 어쨌든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그렇게 기 쓰며 하진 않아요. 몸이 

망가지면 골치 아프니.

2 B: 내가 볼 땐 말야, 이상적인 구직의 관건은 흥미가 있느냐 없느냐

야.

……

3 A: 흥미에다 높은 수입까지 보장된 직업이라면 좋을텐데.

4 B: 내 생각엔, 小英의 일이 바로 딱이지.)

[신步步高 초중급, 173쪽]

예(16)에서 제 2행에는 ‘我觉得’가, 제 4행에는 ‘我看’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둘은 의미적인 면에서 봤을 때 삭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태

도를 나타내는 삽입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띄어 읽기에 있어서도,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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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는 어디에서 띄어 읽어야 할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습자들로 하

여금 ‘我觉得’나 ‘我看’ 뒤에 휴지를 두도록 함으로써 ‘화자의 태도’와 전달하고

자 하는 ‘말의 내용’을 분리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

가 긴 문장을 통째로 제시하기 보다는 대화문 구성 시 ‘我觉得’나 ‘我看’ 뒤에 

‘，’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설명과 이해에 도움을 주어도 좋을 것이다.

3. 토론: 대화분석과 말하기교재

앞서 우리는 대화분석 방법론에 기대어 말차례, 연속체구조, 대화의 개시와 

종료, 응용연구와의 연계성 방면에서 중국어 말하기 교재를 고찰해 보았다. 말

차례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말차례 속에 너무 긴 발화량이 할당되어 있다는 점,

긴 발화 중간 중간 인지나 정리 기능을 하는 청자의 신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속체구조와 관련해서는 선행화자의 발화와 호응을 이루어야 

하는 후행화자의 발화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또 대화의 개시/종

료와 관련해서는 교재의 대화들이, 자연담화의 개시/종료 관습과 다르게, 갑작

스럽게 시작하고 아무런 인사나 예고 없이 끝내는 예가 흔하다는 점에 주의하

였고, 응용연구와 관련해서는 의미나 통사상의 변화과정에 있는 예를 통해 교

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외국어로서의 제 2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사소통능력’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재의 제한

된 지면을 고려한 탓일까? 그러나 한정된 지면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앞서 보았던 예처럼, 기존 대화문의 수정은 불과 두세 줄이면 가능하기 때문이

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보다 근본적으로, ‘대화’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교재는 그저 집필자가 구성한 연속된 표현의 모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

재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최우선 기준은 ‘많은’ 양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 또

는 어느 카피 문구처럼 ‘생생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

생한 표현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은 분명 필요하나 그보다 우선하여 논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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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대화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대화’에 대한 인식에 있다. 그동안 대

화를 표현의 모둠으로 생각하였다면 이제는 대화를, 말의 연속 그 이상으로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 사회행위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대화는 정

해진 결말도 없거니와 선행화자와 후행화자가 상호 발화내용을 합의한 뒤 진행

하지 않기 때문에 발화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많다. 선행화자가 어

떻게 행하는지 그리고 후행화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맥락은 새롭게 창

조되며 참여자들은 그 맥락 속에서 다시 새로운 행위 연속체, 곧 대화를 조직

해 간다.

학습자들을 능동적인 대화상대로서 원어민과 소통케 하려면 위와 같은 대화

의 개념이 교재대화에 녹아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재대화는, 학습자들이 역동

적인 실제 대화과정 속에서 상대에게 즉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행위 

구조에 기초한 대화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화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표

현에 기초한 기존의 대화문 구성을 극복하고 ‘인사-인사’, ‘요청-수락/거절’,

‘불평-동의/부정’, ‘칭찬-접수/거절’ 등 행위쌍에 기초한 대화문 구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긴 숨으로 이어지는 문장보다는 되도록 짧은 문장으

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것을 배치하는 원칙은 인접쌍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또 긴 숨의 대화문을 구성할 때에는 학습자로 하여금 추임새 역할을 하는 표현

을 대화 중간 중간에 삽입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하는 표현을 배치시켜야 할 

것이다. 교재대화의 개시와 종료도 실제의 상호작용에서 있을 수 없는 급작스

런 진입과 종결을 지양하고 자연스런 진입과 종결을 지향해야 하며, 대화분석

을 응용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문법에서 제시하는 것 이상의 ‘진행형인 

변화’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는 급진적인 부분이 없지 않지만 어쩌면 ‘사용 

중인 언어’를 반영할 수 있는 ‘말하기’ 교재이기에 가능한 일일 수 있겠다.

Ⅲ. 결론

본고는 ‘의사소통능력의 제고’라는 외국어 교수목표의 성취를 위해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말하기 교재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존 교재의 미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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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과 향후 교재 구성을 위해 제기되는 요구에 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대

화분석 방법론의 도입을 제시했다. 대화분석 방법론은 대화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언어상호작용(talk-in-interaction)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행위쌍을 교재의 대화문 수정과 구성에 도입할 수 있도록 바탕을 제

공해 줄 수 있다.

끝으로, 중국어교재 분석과 보완에 대화분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대입하기 

위해 향후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제안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기능주의적 시각의 지속적인 견지이다. 교재의 보완과 구성 시에는 의

사소통 목적을 위해 학습자가 어떠한 기능의 발화를 해야 효과적인 결과를 얻

을 수 있을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재는 ‘아는 대화가 아닌 하는 

대화’, ‘학습을 위한 대화가 아닌 상호작용을 위한 대화’ 개념을 반영하고 있어

야 한다. 언어지식에 대한 교육을 넘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언어기능을 ‘수행하

게’끔 교육해야 하며 교재는 그러한 교육철학을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한 축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재는 동시대 원어민들의 언어관습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학습자들이 소통하는 대상은 지금 현재의 원어민들이므로 교재 내용 

역시 그들의 언어관습에 준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논했던 대화 

구조와 진행 방식, 개시와 종료, 의미와 어법의 변화 등도 모두 그것에 부응하

기 위한 일환이 될 것이다.

둘째, 자연담화 연구와 교재편찬의 지속적인 연계 시도이다. 원어민들의 언

어활동을 교재에 지속적으로 대입시키려면 교재대화의 비교대상, 즉 자연담화

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교재의 대화구성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물론 원어민들의 대화자체를 교재에 그대로 싣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러므로 이 역시도 가공이 필요하겠지만, ‘칭찬’에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요구’에 대한 상황별 반응은 어땠는지 등 실제 언어생활에 

대한 관찰결과를 기초로 교재의 대화문을 작성한다면, 그것은 원어민들과 학습

자 간의 간극을 좁히는 길이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

담일 수 있지만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분명 가치 있는 시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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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的目的在於介绍会话分析方法论和探讨它为汉语口语教材的纠正

和编写能起哪些作用。从会话分析的角度看，汉语口语教材所具的问题大

體分成三类: 第一，在於会话结構。从话轮转移看教材会话给一個话轮分

配较多的语句，并在一個话轮里没出现应对形式，从语对看教材会话常常

缺少语对中後一個语句就無法構成完整的语对; 第二，在於会话开头和末

端。教材会话與实际相反经常直接进入本论而不以再见终了; 第三，在於

吸收互动研究结果。编篡教材不足於吸收互动研究的观察结果就会造成不

够體会使用中的语言现象。为了解决这些问题，本文主张以会话分析框架

为本去考虑为编成良好的教材应该怎样设计会话的开头和末端、话轮、语

对、教材注解等，并以它为本去彌补以往的教材缺陷而提高今後的教材质

量，使教材会话不从实际離得远，使学习者能够體会到汉语母语者的语言

使用规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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