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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고는 교재의 대화 녹음 상의 성우가 실현하는 말하기 관습을 관찰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텍스트1) 기반의 말하기 학습이 가진 한계를 음성에 기댄 원어민 관습
기반의 말하기 학습으로 보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논의는 아래의 예에서부터
시작된다.

(1)

여러분제가만약이렇게여러분에게이야기한다면여러분은제가한국어를잘하는사람
으로여길수있을까요만약아니라면어떻게말해야여러분이저를한국어잘하는사람이라
고여길수있을까요……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흔히 ‘텍스트’라 할 때 문자와 음성을 모두 포함할 때도 있고 문자만 포함할 때도 있는데
본고에서는 문자만 포함하는 협의의 텍스트로 국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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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말하기 수업을 담당할 때 ‘말 잘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사
용하는 일례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시도에 웃는다. 왜 웃을까. 발음이 이상해서?
의미전달이 안 되어서? 한국어의 말하기 관습에 기댄 말하기가 아니어서 일 것이
다. 언제 끊어야 하고 어디에 강세를 두어야 하는지 어떤 억양을 가져야 하는지 등
듣는 이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발성 시 갖는 숨의 한
계(상기 예에서는 글자 크기의 차등으로 그 한계를 표시)도 그 웃음에 한 몫 한다.
그렇다면, 위의 예에 문장 부호를 적절하게 찍어 준다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하는
화자로 하여금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다.

(2)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한국어
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말해야 여
러분이 저를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한국어 화자라면 위의 예를 보고 구어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상기 문장
부호에 준해 끊어 말하는 사람이 과연 실제 얼마나 될까. 필자의 몸에 베인 한국어
말하기 관습에 준한다면 아마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까(속도의 문제는 뒤로
하자).

(3)

여러분, 제가 만약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한
국어를 잘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말해
야, 여러분이 저를= 한국어 잘하는 사람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는
음 늘임; ‘,’는 쉼(짧고 긴 쉼 모두 포함))

본고에서 제기하려는 문제점은 바로 이 같은 차이에서 출발한다. 중국어라고 다
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시중의 말하기 교재 중 어느 권이든 펼쳐보라. 예(2)는
현행 교재들의 대화문 제시 양식에, 그리고 예(3)은 교재에 딸린 녹음CD 상의 성
우가 실현한 음성에 상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
지―교육의 과정에서 인지 못했던 한 가지, 혹은 인지했으나 극복하기 힘들었던 한
가지―재고해야 할 점을 짚어낼 수 있다. 그것은 문장 부호에 준한 대화문을 마치
일상의 말하기 관습인 양 등가로 치부했다는 점, 그래서 ‘갖춘’ 문장에 기반한 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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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육하고 또 ‘갖춘’ 문장을 말하도록 또는 그 같은 선입견으로부터 쉽게 벗어나
지 못하도록 교육해 왔다는 점이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무엇에 대한 관찰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 필자는 그 해답 중 하나를, 본론에서 논의될, 성우의 발화에
대한 관찰로부터 얻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중국어 원어민 화자가 어떻게 끊
어 읽는지를 분석하고 교육으로의 대입 방법을 모색하거나(박덕준

2000,

박용진

2006) 실험분석 방법으로써 끊어 읽기 면에서 중국어 원어민 화자의 끊어 읽기
에 대해(심소희 1998, 박용진 2005) 또는 원어민과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간 끊
어 읽기에 대해(심소희 1999, 김현철 외 2012) 고찰하고 있다. 상기 연구들은 본
연구에, 지식으로서의 어법과 음성의 실현 간 연관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충의 여지를 갖는다. 첫째, ‘갖춘’ 개별 문장
외

에 대한 화자별 실현도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실현되는 맥락을 고려하는
데는 소홀했다. 둘째, 관찰 포인트를 주로 문장 성분이나 품사 등에 둠으로써 기능
적 측면에 대한 고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따라서 흔히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연결어나 모문 동사의 변화 등이 쉼과 갖는 관계에 대해서는 고려의 대
상으로 놓일 수 없었다. 셋째, 그 결과, 강세, 쉼, 어법 등이 개별 문장을 벗어나
담화적 요인과 맺는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 예(2)와
간의 차이를, 띄어 읽기로부터 비롯된 차이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이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Tao(2005)를

들 수

(3)
있다.
있다.

Tao(2005)는 어법과 담화를 주제로 교재가 실제 대화와 갖는 괴리를 지적하고 실
제 대화를 교재의 바탕자료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 자료
의 입수 및 전사 등에 걸쳐 아직까지 미국은 물론 한국의 연구 및 교육환경에서 수
용하기에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인위성과 자연성의 양 극단의 중간에서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절충적 해
답은 없을까. 필자는 그 해답 중 하나로서, 어법과 담화 간 연구 방법론을 성우의
발화 관찰에 도입하고자 했다. 성우는 교재 텍스트를 읽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인
위적이다. 교재의 내용 면에서는 성우가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
우는 결코 문장 부호에 준해 읽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상대적인 자연성이 확보된

扮)하여 발화하기 때

다. 자신의 말하기 관습에 준해 성우 각자가 맡은 역할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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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어법과 담화 간 연구 방법론은 위와 같은 현상의 관찰에, 상호작용 속 어
법이란 개념과 억양단위(intonation

unit)를 기초로 한 전사 기술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고는 상기 개념과 기술에 기대어 성우의 발화를 전사하고 그 결과를 교재
상의 텍스트와 비교한 뒤, 출현하는 현상들에 대해 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北京大學 한어구어》 제5권 중 제1과부터 제10과까지의 총 22개

분석 대상은 《

대화 단락, 약 38분 분량의 발화물이다. 전사는 Du Bois 외(1993)의 표기법을 따
랐으며,2) 작업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F4 plus라는 전사 프로그램과 전사용 풋
페달(Infinity

inusb-2 transcription foot pedal)을 이용하였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을 따른다. 본론의 ‘문제’ 부분에서는, 어법에 대한 기존의 개
념이 교재 대화문 작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대안으로서 성우의 발화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관찰을 위해 억양단위를 기초로
한 전사가 왜 필요한지를 논한다. 그런 다음 ‘분석’ 부분에서는, 전사된 성우의 발화
결과가 교재 텍스트와 어떤 면에서 차이를 갖는지 강세와 쉼을 중심으로 범주화하
고 그것을 어법, 담화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 해석한다. ‘결론’ 부분에서는,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본고의 분석과 논의가 갖는 함축을 제시한다.

Ⅱ. 본론
1. 문제: 실현 전의 어법 對 실현된 후의 어법
교육 현장에서는 흔히, 잡음이 섞여 있는가 아닌가, 성우의 발음이 깨끗한가 아
닌가 등

CD의 음질에 초점을 맞춰왔다.

2) Du Bois 외(1993)는 ‘..’, ‘...’

초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

등으로 쉼의 길이를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0.3)’과
같이 괄호를 이용하여 실제 길이를 표기하고자 하였다. Du Bois 외(1993)의 표기법에
서 ‘,’은 단순히 쉼이 아닌 ‘내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화자의 ‘지속’을 의미
하는 억양 단위 표시 부호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전사의 정밀도를 낮추는 대
신 예문의 가독성을 높이고자 ‘..’, ‘...’ 등과 같은 쉼의 길이 구분은 가급적 두지 않았으
며, 음의 늘임 표시 ‘=’와 억양 단위 표시 ‘,’, ‘。’, ‘?’ 등만을 주요 전사 기호로 채택하
였다. 그 외 강세 표시 ‘˄’는 ‘__’로 변용하여 해당 음절 또는 단어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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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으나 학습량을 더해가면서 발음의 깨끗함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임을 깨닫기도 하고, 오히려 ‘진공 상태’의 언어라는 이유로

CD 자체를 도외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어 발화 관습의 간접적인 반영체로서

CD

녹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

가. 현행 교재의 대화문 제시는, 아래의 예문처럼, 기본적으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필요 논항들을 하나의 문장 부호 안에 넣는 경향을 갖는다.

(4) [3.1]3)
玛丽: 我最怕课间的时候在校园裏走路，有的人骑车带着人，在人群裏钻来钻

去，有时候衝着你就过来了。遇上这種人，你说该怎麽办？

그러나 성우의 발화는 그것이 하나의 관념일 뿐, 서술어와 필요 논항들 간의 조
합은 대화 속에서 청⋅화자 간 협업으로 이루어 내야 하는 공동 작업임을 암시한
다. 아래는 예(4)의 전사 기록이다.

(4)’

玛丽: 我最怕=，课间的时候，在，校园裏走路，有的人，骑车，带着人，在
人群裏=，钻来钻去，有时候=，衝着你就过来了。遇上这種人，你说
=，该怎麽办？
전사 기록에 의하면 성우는, 첫째, 절(또는 준 절)4)을 빈어로 취하는 동사
를 채택할 때

‘怕’를 중심으로 두 개의 억양 단위를 취하는 경향을 띠었다.

‘怕’

이는 모

문을 형성하는 동사가 그것의 빈어와 항상 동일한 억양 내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님

‘有的人骑车带着人，[在人群裏
钻来钻去] ，…[衝着你(就)过来] ’로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예(4)’의 해석은 상
기 해석에 더불어, ‘有的人骑车[带着人在人群裏钻来钻去]1，…[衝着你(就)过来]2’
을 짐작케 한다. 둘째, 예(4)는 문장 부호에 준해
1

3)
4)

2

예문 첫 번째 줄의 각괄호 안에 명기된 숫자는 각각 순서대로 ‘과’와 ‘대화 단락’의 일련
번호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3.1]은 제3과 첫 번째 대화 단락에서 발췌한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Iwasaki 외(1993)에서 빌려 온 것이다. 하나의 억양 단위 안에 동사 서술어
와 핵심 논항들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절(full clauses), 동사 서술어는 있으나 핵심 논
항들이 일부 또는 전부 없을 때는 준 절(semi-clauses)이라고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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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의 선택은 청⋅화자 간의 대화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

‘衝(着你)’, 그리고 뒤를 잇는 ‘该怎麽办？’은
의미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 중 강세가 실린 ‘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는데, ‘怕’의 직접적인 이유는 ‘有的人骑车带着人，在人群裏钻来钻去’가 아니라 ‘…
衝着你就过来了’이며 뒤를 잇는 ‘该怎麽办?’의 근거 역시 ‘衝着你过来’이기 때문이
다. 강세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衝’의 역할은 문장 부호 ‘。’를 넘지 못한다. ‘…衝
着你就过来’는 ‘[我最怕课间的时候在校园裏走路]설명，[有的人骑车带着人，在人群
裏钻来钻去，有时候衝着你就过来了]부연’의 관계 속에서 동사로서만 기능할 뿐 그
경계를 넘기 힘들다는 것이다, 넷째, ‘你说’는 ‘说’ 자체가 모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첫째 논의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더불어, ‘你说该怎麽办’ 뒤에 붙는 문장
부호 ‘？’가 ‘你说…？’에 호응하는 것이 아닌 ‘…(我)该怎麽办？’에 호응하는 것임을
볼 때, ‘你说该怎麽办？’은 ‘환기 어구 + 질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 역시 뒤
의 ‘질문’과 호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你说该怎麽办？’은 ‘你说该怎麽办？’
자체로서가 아닌 ‘你说=’와 ‘该怎麽办？’로 나눠 발화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것
임을 알 수 있다.
상기 분석 결과는 예(4)와 (4)’가 단지 띄어 읽기만의 차이가 아님을 알 수 있
다. 본질적으로 둘 간의 차이는, 교재 속에 구현된 텍스트가 지식으로서의 어법에
다. 셋째,

‘我最怕…’와

강세가 실린

바탕한 것이라면 성우에 의한 발화는 원어민의 지식이 실제 구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현된 후’의 어법이 갖는 무질서를 ‘무질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무질
서하게 보여도 ‘실현 전’의 어법보다 훨씬 더 다양한 원어민의 관습을 볼 수 있으
며, 모문 동사의 양상으로부터 볼 수 있듯, ‘현재’의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창을 성우가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문장 또는 절의 경계에 바탕한 실현 전의
어법은 기존의 어법적 경계를 넘어, 성우의 발화 실현에 의해, 상호작용이라는 틀
속에서 최적의 의도 전달을 염두에 둔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인 어법으로 구현된다.
원어민 화자의 관습에 주목해야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대화든 읽기
든 상관없이 화자라면 발화를 생산할 수 있는 발성 상의 한계를 가지며, 무엇보다
도, 진행 중인 발화 내용에 주목할 수 있는 의식적 한계를 가진다.(Chafe
병원 외

2006])

1987[김

이 두 측면의 한계는 발화의 과정 속에서 억양 단위라는 일개 단

위로 통합 구현되는데, 어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장이나 절, 명사구나 전치사구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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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리고 비어법적인 측면에서는 말 늘임, 머뭇거림, 수정을 위한 중단 등으로 실
현된다. 여기서 ‘한계’에 주목하자. 이 한계가 바로 화자가 발화 시 끊임없이 흐르는
자신의 의식에 맞출 수 있는 초점의 범위라 할 수 있다.(Chafe

2006])

1987[김병원

외

그것의 실현 양상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무엇을 전달하고 또 의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역으로, 청자는 한계에 따라 표현된 각 단위별 실현 결과를 바탕으로 해
석하고 이해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말하기 학습이
문장 어법의 텍스트 학습으로부터 벗어나 성우의 발화 관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
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결국 이에 대한 관찰로부터 우리는, 중국인 화자 간 상호
원활한 정보 교류를 도모하는 최적의 발화 관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며, 중국어 학
습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원어민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해결
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우의 발화 관습을 관찰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는 무엇이 요구될까?
사회 관습에 대한 관찰은 발화라는 일시적인 물리적 현상을 문자로 옮기는 작업이
요구된다. 바로 전사이다. 자연 담화 연구의 가장 보편적이면서 필수적인 단계로서
의 전사는, “담화 연구로의 접근을 위해 발화 사건을 문자 기록화 하는 과정(Du

Bois

1993:45)”으로 정의된다. 전사는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무엇을 단위로
할 것인가 등에 따라 Jefferson 체계, Ochs 체계, Du Bois 체계, HIAT 체계 등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Kreuz 외 2011) 본고는 그 중 억양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Du Bois 외(1993)의 체계를 따른다. 그 이유는, 억양 단위를 분석의 단위로 설정
할 경우 운율과 어법, 어법과 담화, 자연언어의 관찰과 인위적인 실험의 통합을 이
끌어낼 수 있다는 Chafe(1987[김병원 외 2006:88])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이
다. 이는 억양 단위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한 많은 중국어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된
다.(Tao 1991, 1996, 陶紅印 2003, Iwasaki 외 1993, 方梅 2000, Wang
1999, Biq 1995, 2001, 2002 등)
억양 단위란 “연관된 단일 억양 기복을 가진 일련의 발화 묶음(Du Bois 외
1993:47)”으로 정의되는 운율적 개념으로서, 물론 상당 부분이 대응 되긴 하나, 반
드시 형태, 통사, 의미 등의 개념을 우위로 파악되는 개념은 아니다. Chafe(1987
[김병원 외 2006:71～89])는 억양 단위라면 전 후 간의 휴지, 빠르다 느려지는
어속, 높았다 낮아지는 억양의 변화 등을 일부 또는 전부 갖는다고 하면서 그것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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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형식은 평균 4개 전후의 단어로 구성된 절의 형태를 띤다고 하였다. 이를

Tao(1996:53~54)도, 중국어 역시, 상기 기준들에 의해 억
양 단위를 분리할 수 있으며 평균 3개 전후의 단어로 하나의 억양 단위가 구성된다
고 하였다. 다만 중국어는, 영어와 일본어에 비교하여, 절의 형태를 갖는 비율이 상
대적으로 낮고 절의 형태를 띤다고 해도 갖춰진 절(full clause)보다는 준절
(semi-clause)의 형태를 띠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Iwasaki 외 1993) 요컨
대, 예(4)’를 통해 미루어 알 수 있듯, 본고에서 보이는 성우의 발화 전사 기록은
중국어 연구에 대입한

기존 어법 상의 경계 개념과 상이할 수 있으며 또 선행 연구 상의 띄어 읽기 경계
와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실현 전의 어법

對 실현된 후의 어법은, 관념 속의 어법과 실제 속의 어법,

문장 기반의 어법과 담화 기반의 어법, 언어적 성분의 갖춤을 중심으로 한 어법과
의식의 흐름에 따른 결과로서의 어법 등으로 대별시킬 수 있으며 그것의 실현 양상
은 다음 절에서 논의된다.

2. 분석: 강세, 쉼, 어법, 담화 간의 관련 양상
1) 강세와 어법 그리고 담화
① 강세와 是
是에 대한 논의는 어법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기초 중국어 교재 중에서도 是

는 ‘～는…이다’라는 논항 간 등가를 의미하는 연계 동사로서 가장 처음 등장하며

是로서 각 단계별 중국어 교재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텍스트에서 출현하는 여러 是의 예이다.
그 뒤로는 ‘강조’의

(5.1) [7.2] 安娜: 房东是個和善的老太太。
(5.2) [1.2] 玛丽: 我们是刚认识的。
(5.3) [1.1] 田中: ……我是前年九月来这所大学的，
(5.4) [3.1] 玛丽: 是瘦了點。
(5.5) [1.2] 王峰: (对玛丽)我这個人是挺爱交朋友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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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가 연계 동사로서 기능하는 예이다. ‘～는…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다. (5.2), (5.3)은 강조 기능을 갖는 ‘是…的’ 구조 속에서의 是이다.
(5.4)는 사실을 확인 또는 인정하는 기능의 是이다. 그렇다면 (5.5)는 무엇의 是일
까. ‘是…的’ 구조 속의 是일까, 사실 확인의 是일까. 텍스트가 가진 한계다. 예(5)
예(5.1)은

의 다섯 개 대화문이 각각 성우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아래 예를 보자.

(5.1)’ [7.2]
玛丽: 房东，对你怎麽样？
安娜: 房东，是個和善的老太太。

安娜의 집에 玛丽가 방문하는 맥락의 대화이다. (5.1)’에
서 安娜는 玛丽의 질문에 是로써 집주인을 묘사하고 있는데, 두 논항 간의 등가를
예(5.1)’는 갓 이사한

보여준다는 특성 상 연계 동사는 여느 동사들과 달리 강세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

(5.1)’에서도

성우는

를 주고 있다.

玛丽의 질문(“怎麽样”)에 제공되는 정보(“和善”)에 맞춰 강세

(5.2)’ [1.2]
大卫: 你怎麽知道？
玛丽: 我们是刚认识的。

大卫가 玛丽와 田中를 상호 소개시켜주는 맥락의 대화이다. 중국에
갓 도착한 玛丽에게 자신의 일본인 친구인 田中을 소개시켜주려 하였지만 玛丽가
먼저 그에 대한 신상 정보를 언급하자 大卫는 놀라며 어떻게 알았는지를 묻는다.
이에 玛丽는 ‘是…的’를 이용하여 방금 전에 알게 된 사이(玛丽와 田中 간 소개가
예(5.2)’는

[1.1]의 내용이다)임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현된 성우의 강세에 주목하자.
“‘是…的’는 강조 기능을 가진 특수구문으로서 주요 강조 대상은 이미 발생한 사건
중 ‘是…的’ 내, 특히 是 바로 뒤의 부사적 성분이다.” 어법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이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교재 내 ‘보충 설명’도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 하지만, 말하기 수업에서 조차도, 어법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접할 기회
가 많지 않다. “我们是刚认识的”와 같은 텍스트를 보는데 그칠 뿐 “我们是刚认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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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처럼 어법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성
우는 대화문이라는 맥락 속에서 ‘是…的’가 가진 기능과 용법을 강세로써 간단하고
명료하게 ‘들려주고’ 있다. 나아가 성우는 ‘是…的’ 내 내용이 길 경우 是의 기능과
그 대상 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지도 보여준다. 아래 예를 보자.

(5.3)’ [1.1] 田中: ……我是前年九月，来这所大学的。

(5.3)은 ‘是…的’에 대한 설명 속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못한
다. 그러나 예(5.2)’와 (5.3)’은 ‘是…的’의 설명에 좋은 예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넘어, ‘강조’가 실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강조 표지와 강조 대상 간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까지도 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준다. 다음으로 사실 확
인/인정의 是를 보자.
예(5.2)와

(5.4)’ [3.1]
大卫: 玛丽，幾天没见，你好像瘦了。
玛丽: 是瘦了點兒。

玛丽의 변화된
모습을 大卫가 먼저 언급하자 실제로도 그러한 변화가 있었음을 玛丽는 是로써 인
정하고 있다. (5.4)’의 예를 통해, 사실 확인/인정의 기능을 갖는 是의 사용에 요구
예(5.4)’는 며칠 만에 만난 두 친구가 인사를 나누는 맥락이다.

되는 몇 가지 조건을 추릴 수 있는데, 첫째, 선행 화자로부터 비롯되는 ‘확인’ 또는

是는 장르상 주로 대화라는 맥락 속에서 사용
둘째, 선행 화자의 발화 내용을 ‘확인’, ‘인정’하는 것이므로 是 뒤의 내용은
선행 화자와 동어 반복(瘦—瘦)을 구성한다. 셋째, 연계 동사나 특수 구문 상의 是
와 다르게, 是가 갖는 ‘확실히 그러함’이란 의미가 강세로 구현된다. 이 같은 차이
를 통해 확인/인정의 是는 형태적으로 유사한 아래 예의 是와 구분된다.
‘인정’
된다.

대상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이

(6) [1.1]
田中: 哪位？
玛丽: 请问，大卫同学，是在这兒住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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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中: 是啊。

是도 ‘是+서술어’의 구조를 갖고 있으나 상기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는 면에서 ‘강조’의 是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확인/인정의 是는 선행 화자를
예(6)의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선행 화자의 발화 내용 중 무엇을 확인/인정할 것인
가는 예(5.4)’처럼 선행 화자의 마지막 발화일 수도 있지만 아래 예처럼 발화 속
어느 내용일 수도 있다.

(5.5)’ [1.2]
大卫: 你还是和以前一样，跟谁都爱交朋友。和这位中国朋友差不多。是吧，王琒？
王琒: 我这個人，是挺爱交朋友的。以後有甚麽要幇忙的，找我好了。
예(5.5)’는 친구들 간에 상호 소개하는 맥락으로서 예(5.2)’를 잇는 대화이다.

大

卫 말에서의 “你”는 玛丽를 가리키지만 뒤에 이어지는 “和这位…”부터 직접적인 청자
의 방향이 玛丽에서 王琒으로 전환된다. 이에 王琒이 말을 잇는데, 성우는 상기
조건에 맞게 “我这個人是挺爱交朋友的”를 “我这個人，是挺爱交朋友的”로 실현하
며 王琒의 자기인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앞서 예(5.5)를 제시하며 지
적하였던 텍스트의 한계를 상기해 보자. 구조적으로 ‘是…的’의 모습을 띠며 ‘강조’의
是인지 ‘확인/인정’의 是인지가 모호하다면 是가 사용되는 대화의 구조적 맥락과 성
우가 구현하는 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 강세와 정보

Chafe(1987[김병원 외 2006])는 정보에 대한 논의에서 기존의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라는 이분법에 ‘활성값’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가능한 정보’를 추
가하였다. 그러면서, 흔히 강세는 새로운 정보 또는 사용가능한 정보에 주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주어진 정보에도 경우에 따라 주어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주
어진 정보는 청자와 화자 모두에게 활성화되어 있어 강세가 주어지는 일이 흔치 않
으나, 그와 같은 구분과는 무관하게, 정보 간의 ‘대조’를 의미할 때는 맥락에 따라
강세가 주어진다고 하였다. 아래 예는 그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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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1]
大卫: 我建议你先找個研究生，互相辅导吧。我的中国朋友很多，我幇你找。
玛丽: 那你快去吧！现在就去！

玛丽의 중국어 학습에 관한 대화이다. 중국에 유학온 지 얼마 되지 않
은 玛丽가 자신의 중국어 학습에 대해 걱정하며 大卫에게 개인 교사를 구해줄 수
없는지 물어본다. 大卫는 어떤 교사를 찾는지 묻지만, ‘어떤’ 교사를 찾기보단 교사
를 ‘찾는’ 데 주의한 탓에 玛丽가 뚜렷한 의견을 내지 못하자 대학원생으로 해보라
권유하며 도와주겠다 한다. 그러자 조급한 마음의 玛丽는 “那你快去吧！现在就
去！”라며 大卫의 행동을 종용한다. 그렇다면 맥락 상 “现在就去”에서 강세는 어디
예(7)은

에 두어야 할까.

(7)’

大卫: 我建议你=，先找個研究生，互相辅导吧。我的中国朋友很多，我幇你找。
玛丽: 那你=快去吧。现在就去。
흔히 중국어는 ‘주어진 정보

+ 새로운 정보’의 정보 구조를 가지며 강세는 새로
운 정보에 둔다고 한다. (7)’의 “现在”는 주어진 정보인가 새로운 정보인가. 大卫와
玛丽가 대화를 나누는 ‘지금’은 언급하지 않아도 공유하고 있는 주어진 정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는 “现在”에 강세를 주었다. 왜일까. 앞서 언급한 ‘대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선행 화자로서 大卫는 “我幇你找”라는 언약의 행위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언약의 결과는 보통 가깝게는 헤어진 이후, 멀게는 일정량의 시간을 들
여 두루 “找” 해본 다음에야 얻을 수 있다. 즉 玛丽의 마음과는 달리 ‘지금’이 아니다.
‘지금’과 ‘이후’의 대조적 관계, 그것을 성우는 강세로 보여주고 있다.
(8) [1.2]
大卫: 玛丽！是你啊！好久不见了！甚麽时候来的? 怎没也不告诉我一声兒?
玛丽: 我想让你大吃一驚。怎麽样? 没想到我们会在这兒见面吧?

大卫와 玛丽가 오랜만에 해후하는 맥락이다. 大卫가 매우 반가워하는
동시에 어떻게 한마디 소식도 없이 왔느냐며 묻자 玛丽가 놀래주려 했다며 응수하
예(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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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성우는
부여할까.

“没想到我们会在这兒见面吧”의

어디에 강세를

(8)’

大卫: 玛丽。是你呀。好久不见了。甚麽时候来的？怎麽也不告诉我一声兒？
玛丽: 我想让你=大吃一驚。怎麽样？没想到，我们会在这兒见面吧。
“没想到我们会在这兒见面吧”
는 그 자체가 새로운 정보에 속한다. 발화 자체가 你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폭은 더 넓어진다. “没, 想, 到, 我们, 会, 在, 这兒, 见面, 吧”
중 어디에 제일 강한 강세를 놓아야 할까. 이에 대한 해답도 역시, 성우는 맥락에
대한 고려와 ‘대조’로부터 찾을 것을 권한다. 예(8)’ 앞에 제시되는 [1.1]에서 玛丽
는 공교롭게도 大卫가 잠깐 외출한 시간에 기숙사를 방문한다. 기다리는 동안 大卫
의 룸메이트와 통성명을 하며 상호 기본적인 소개를 하는데, [1.2]는 소개를 마칠
즈음 大卫가 들어오며 시작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어진 玛丽의 “没想到我们会
在这兒见面吧”에서 성우는 “这兒”에 강세를 주었다.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
大卫와 玛丽는 이미 ‘이 곳’(“这兒”)에서 ‘대면하고’ 있다(“见面”). 두 화자가 모두
처해있는 공간이고 또 그들에 의해 일어난 일이다. 즉 “这兒”과 “见面”는 모두 주어
진 정보이다. 하지만 이 둘 간에는 차이가 있다. “见面”은 “離開”와 대립된다. “见
面”은 대화 진행의 배경이 되는 행위로서, 만일 “離開”라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
는 이상 대립의 선택 가능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见面”할 수 있는 장소는 대화
를 나누는 “这兒” 외에도 얼마든지 다양하다. “这兒”은 大卫에게 우연의 장소이지만
‘주어진

정보

+

새로운 정보’의 정보 구조 속에서

玛丽에게는 계획된 장소이므로 大卫가 놀랄 수 있는 장소는 玛丽에 의해 결정된

다. 결국, 성우는 전후 발화 맥락을 바탕으로,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이 곳(에서 만
날 줄은 몰랐지?)’라는 대조의 의미를 강세로써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강세와 보어
동작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는 중국어 동사의 특성 상 동작의 결과를 보여주는 보
어의 출현은 대화 속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발화 시 ‘동사+보어’의 구조에서 어
느 쪽에 강세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말하기 연습에서 항상 따라다닌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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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를 살펴보자.

(9) [4.2]
王峰: 玛丽，聽大卫说，你想找個研究生互相辅导？
玛丽: 是啊，找到了吗？我都等不及了。
大卫: 找到是找到了，就是不知道你满意不满意？
玛丽: 你还没告诉我他是谁呢。
大卫: 是個男的，历史系的。
王峰: 他也喜欢打篮球，跟我一样。
玛丽: 眞的？我甚麽时候可以见到他？

玛丽가 개인 교사를 구하는 맥락이다. 大
卫로부터 玛丽가 개인 교사를 급구한다는 것을 접한 王峰이 玛丽를 만나자 그에
대한 사실을 재확인한다. ‘吗’, ‘A不A’ 등의 의문 표지를 쓰지 않고 진술(“你想找個
研究生互相辅导”)의 어기를 올리는 것으로 질문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작 부
탁을 청했던 大卫가 아닌 중국인 친구 王峰이 사실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找到了
吗？我都等不及了｡”로부터 볼 수 있듯, 玛丽의 기대감은 배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玛丽의 “找到(了吗)”에서 강세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예(9)는 예(7)의 뒤를 잇는 대화로서

그에 이어, 찾기는 찾았다고 했으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답을

大卫가 계속 흘리고 있다. 이에 玛丽도 결국 그가 누구인
지(“他是谁”)에 대한 대답의 요청을 포기한 채 이번엔 “我甚麽时候可以见到他”로써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 다시 한 번, “见到(他)”에서 강세는 어디에
회피한 채 관련 정보만을

두어야 할까.

예(9)는 상기 두 문제에 대해, 동일한 ‘동사+보어’ 구조만을 되풀이해서 보여주
고 있을 뿐 맥락에 기대어 실제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대답
을 보류하고 있다.

(9)’

王琒: 玛丽，聽大卫说，你想找個研究生，互相辅导？
玛丽: 是啊。找到了吗？我都等不及了。
大卫: 找到是找到了，就是不知道，你满意不满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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玛丽: 你还没告诉我，他是谁呢。
大卫: 是個男的，历史系的。
王琒: 他也喜欢打篮球，跟我一样。
玛丽: 眞的？我甚麽时候=，可以见到他？
‘동사+보어’

속 강세에 대한 고민은 첫째, 보어 역시 동사에서 출발하였고 지금

도 동사의 의미를 배태하고 있으며 둘째, 그럼에도 ‘보조/보충한다’는 의미에서 동
사보다는 그 지위가 부차적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구조가 동일한

“见到”의 경우는 더욱 헷갈릴 수 있다.

“找到”와

그렇다면 그 해답의 단서는, 성우의 실현 결

과를 바탕으로 대화의 맥락에 기댄 담화 속에서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玛丽의 “找到(了吗)”와 “见到(他)” 중 각각 “到”와 “见”에 강세
를 주고 있다. 앞서 논의했던 대화의 맥락을 다시 살펴보자. 王琒의 사실 확인 질
문에 조급해진 玛丽에게 “找”는 타인이 ‘해주길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해 주어야
하는’ 당연한 행위이다. 기대감에 부푼 玛丽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找”라는 행위에
예(9)’에서 성우는

‘결과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우의 이해 결과가 자연스럽게 ‘결
과가 있는가’, 즉 “到”에 강세를 배당한 결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질문(“他是谁”)에 대한 대답 요청을 포기한 玛丽가, 大卫가 주는 정보
에 의해 커진 기대감으로 선택한 차선책은 직접적인 행위(介绍)의 요구이다. “我甚
麽时候可以见到他”는 전후 맥락 상 “快让我见到他”, 즉 소개에 대한 요구로 해석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촉구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동참할(见) 것을 표현한 것이
다. 그 결과는 자연스레 ‘결과’ 보다 ‘행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으
며, “见”에 준 성우의 강세가 그것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④ 강세와 행위 언어
행위 언어란 행위를 지시하거나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를 가
리킨다.(Carter

and McCarthy 1997[Tao 2005:12 재인용]) ‘action language’
또는 ‘language-in-action’이라고 칭하는데, 주로 직시적(deictic) 성격을 갖는 ‘it’,
‘that’, ‘there’, ‘here’ 등의 형태로서 대화를 하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 특정 실체나
장소 등을 이해하는데/이해시키는데 사용된다.(McCarthy 외 1994:67) 행위 언어
는 지시 대상이 가진 명칭을 지시어가 대신하기 때문에 지시 대상에 대한 청⋅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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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동의 묵계가 있어야 하며 더욱 정확한 지시를 위해 동작이나 기타 언어적 표
지를 필요로 한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0) [8.1]
安 娜: 我也看花眼了。哎，你看这件怎麽样？
玛 丽: 哇！太暴露了吧？
安 娜: 这是新潮！你还那麽保守啊！那，你在看看这件。
玛 丽: 这件还说得过去，不知道大小和不合適。
售货员: 你可以试试，试衣间在那边。

安娜와 玛丽가 상점에 들러 옷을 구매하는 맥락이다. 玛丽가 여러 옷
들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자 동행한 安娜가 “这件”을 추천하지만 玛丽는 노출이 심
하다며 거절한다. 이에 安娜가 보수적이라 나무라면서 다시 “这件”을 추천하고, 玛
丽는 “这件”을 수용하지만 다시 크기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추천한 ‘这件’을 거절
하자 다시 ‘这件’을 추천하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 않는가. 교재 텍스트만으로는
풀 수 없는 한계다. 분명, 선행한 “这件”과 후행한 “这件”을 구분시켜주는 장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첫째, “这件”이란 발화에 상응하는 관련 지시체가
예(10)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옷이든 대신할 수 있는 기타 물건이든 상관없다. 둘째, 발화에

“这件”과 뒤의 “这件”이 다른 것임을 ‘가리키는’
행위가 발화에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상기 두 가지와 병행하여, 그것이 ‘확실히
그것임’을 의미하는 강세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중 관련 지시체의 준비와 행위의
수반은 발화 시 갖춰야 할 외부 대상이므로 잠시 논외로 하자. 아래는 성우가 실현
한 강세의 표현이다.
수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앞의

(10)’

安 娜: 我也看花眼了。ei，你看，这一件怎麽样？
玛 丽: 哇=，太暴露了吧。
安 娜: 这是新潮。你还那麽保守啊。那=，你再看看这一件。
玛 丽: 这一件=..还说得过去。不知道=，大小=是不是合適。
售货员: 你可以试试。试衣间在那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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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0)’에서도, 전사의 기록만으로는 행위 언어가 갖는 특징을 보여주는 데 한계

“这一件”의 “这”에
강세가 부가된 것을 볼 수 있다. 눈여겨 볼 것은, “这”의 실현이 ‘제안—수용/거절’이
라는 행위 구조 속에서 실현되었다는 점이다. “这一件怎麽样제안―太暴露了吧거절”,
“你再看看这一件제안―这一件=..还说得过去수용”이 그것을 보여주며, 반면에, ‘평가’
의 행위(“这是新潮”)에서는 강세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을 반증한다. 제안하는
지시체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강세의 부여는 자연스럽다. 둘째, 지시체가 명확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자연스럽지만, “这一件”는 청⋅화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지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다. 첫째,

시체이며 게다가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실한 주어진 정보에
속한다. 주어진 정보는 청⋅화자 간 인지 활성값이 낮다는 이유로 강세를 띠지 않
는 경향을 띠는데,(Chafe

1987[김병원 외 2006:95]) 그럼에도 강세가 부가된 이
유는 무엇일까. 2.1.2절에서 논의했던 ‘대조’를 상기한다면 해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여러 종류의 옷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것임’을 의미해야 한다
는 성우의 해석 결과로 볼 수 있다. 상기 해석은, 뒤 잇는 “试衣间在那边”에도 ‘명
확한 방향의 지시’,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저 곳’이라는 대화 의도를 성우가 적절하
게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적용가능하다.

2) 쉼과 어법 그리고 담화
쉼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다. 언어학적 면에서 갖는 쉼의 의미는 때론 ‘나열’을 의
미하는 표지로서 또 때론 절을 구분하는 표지로서, 그리고 주제를 끌어내는 표지로
서도 기능한다. 어법화나 재분석이 필요한 어구로부터 볼 수 있듯, 하나의 형태적
단위가 공시적 변화를 겪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서도 역시 기능한다. 인
지적인 면에서 쉼은, 억양으로 구분되는 화자 의식의 초점 단위를 표시하고 자기
수정이나 머뭇거림 등으로 의식이 순탄치 않음을 표시한다. 또 상호작용적인 면에
서 쉼은, 청⋅화자 간 어떻게 정보와 태도를 조율해야 할지 생각할 여유를 주고 자
신의 발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굳이 세분화시켜 생각하였지
만, 이들 모두가 실제 발화 속에서는 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관찰을 통해 쉽
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성우는 어떻게 교재 텍스트에 ‘숨’을 불어 넣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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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쉼과 모문 동사(matrix verb)

Huang(2003)은 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모문 동사 10개(觉得, 知道, 看, 想, 晓
得, 希望, 问, 以为, 发现, 记得)를 빈도순으로 들어 기능 및 내포문과의 관계 변
화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모문 동사가 절을 직접 빈어로 내포하지 않는 경향을 띠
면서, 그만큼, 담화 속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아래는 이 중 자연 담화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던 ‘觉得’와 ‘知道’가 교재 속에
서 어떠한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1.1) [3.1] (我)眞觉得不方便。
(11.2) [7.1] 我还是觉得住在校内方便。

“觉得”는 같은 의미에 같은 기능을 할까. 이에 대한 질문에 교
육 현장에서는, “‘觉得’는 ‘느끼다’라는 의미로서 동사성 빈어와 절 빈어를 모두 취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을까.
‘아니다’라고 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을까. 출현 맥락과 성우의 쉼에 대한
관찰에서 해답을 찾아보자.
위의 예(11)에서

(11.1)’ [3.1]
玛丽: 还有，很多中国人，有午休的习惯。有时候=，我想找朋友=，或者去
=，办公室，都找不着人，眞觉得不方便。

玛丽가 大卫와 중국 유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이다.
(11.1)’에 앞서 玛丽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활동과 친구가 적어 힘든 적응기를 보
내고 있다고 하였다. 大卫도 자신의 과거 경험을 꺼내며 동정하자 玛丽가 다시 자
신의 두 번째 부적응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11.1)’에서 玛丽는 중국인의 낮잠
습관에 대해 친구를 찾을 때나 사무실에 일보러 갈 때도 사람을 찾을 수 없어 “不
方便”하다는 자신의 느낌을 “觉得”로써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觉得”는, 느낌의 표
현에 가장 잘 호응하는 형용사를 빈어로 취함으로써, ‘觉得’ 자체가 가진 사전적 의
미와 기능에 충실하다. 또 그만큼 두 성분(“觉得”와 “不方便”) 간의 관계도 쉼이 들
예(11.1)’는

어가면 어색할 정도로 긴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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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1]
安娜: ……玩游戏，发电子邮件，看电影光盘，都用不着去網吧了。
玛丽: 我眞羡慕你。
安娜: 周围=，有超市，饭馆兒，交通也方便。怎麽样，你也搬出来住吧。
玛丽: 我还是觉得=，住在校内方便。上课，吃饭，去图书馆都近。

安娜와 玛丽가 이사를 중심 주제로 나누는 대화이다. 기숙사로부터
막 이사를 나가 좋은 점을 언급하는 安娜를 玛丽는 부러워함에도 “너도 이사 나오
라(你也搬出来住)”는 安娜의 권유에는 “觉得”로써 거절하고 있다. (11.2)’에서의
“觉得”가 (11.1)’의 “觉得”와 다른 점은 첫째, 절을 빈어로 취하고 있다. 즉 모문으
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철저한 종속의 개념을 가진 (11.1)’의 “觉得”만큼 빈어와의
예(11.2)’는

관계가 긴밀하지는 못하다. 둘째, 성분 간의 느슨함을 표현한 성우의 실현 결과로

“觉得”의 기능을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는 없다. 하지만 쉼은 “觉得”가 가진 기능상의 변화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사실,
安娜의 권유(“怎麽样，你也搬出来住吧”)에 대한 거절은 곧바로 “住在校内方便”라
고 해도 인접쌍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觉得”는 왜 쓰였을까. 여기서도 여전히 ‘～
라고 느끼다’라는 원의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다. 수의적인 성격으로의
지위 변화가 생긴 만큼, “觉得”에도 문장의 층차가 아닌 담화 상의 기능이 생겼다고
의심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2)’의 “觉得”가 “권유―거절”이라는 행위 구
조 속에서 기능한다는 점을 판단할 때, ‘내 생각에는’ 또는 ‘내 판단에는’이라는, 일
종의 ‘거절’의사 표시의 완충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쉼은, 어법
의 공시적 기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知道”의 예를 보자. 자연 담화 속 “知道”에 대한 연구로는 陶紅印
(2003)을 들 수 있는데 교재 텍스트에 대한 성우의 실현과 비교하여 어떠한 유사
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지 우선 통계 비교 결과를 살펴보자.
서, 뒤에 쉼을 갖는다. 물론 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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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빈어
유무

쉼
유무

분류
유

55/117

陶紅印(2003)
%

47

무

58/117

50

유

92/117

79

무

25/117

21

칭

73/117

62

2인

24/117

21

1인
주어
호응

횟수

칭
3인
칭

세부
명사
동사
절

18
53
29

일치
여부

분류

횟수

유무
불일치

유

세부
일치

13/1
8

무

/

유
무

1인
칭

일치

13

부정

68/117

58

기타

49/117

42

명시1

부정

23/68
(58%)

64

기타

잠재1

부정

32/68

89

기타

표1.

10/55
29/55
16/55

%

일치

13/117

부정사
호응

횟수

2인

72
17

2/18

11

36

일치

부정

11

일치

부정

10/1
8
8/18
5/10
(56
%)
5/10

56
44
62.5

기타

100

기타

3/8
(44%
)
0/10

“知道”에 대한 陶紅印(2003)의 연구결과와 교재 속 성우의 실현도

표1.를 보면, 우선 빈어의 유무에 있어

8
69
23

33

3/18

부정

%

67

칭

기타

13/49
(42%
)
4/49

28

3인
칭

일치

5/18
12/1
8
6/18
13/1
8

성우의 실현 결과
% 세부 횟수
1/13
명사
72 동사 9/13
3/13
절

37.5
0

陶紅印(2003)에서는 빈어를 갖지 않는

경우가 갖는 경우보다 좀 더 많았지만 텍스트에 제시된 대화문에서는 빈어를 갖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는 교재가 갖는 ‘갖춤’의 규범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빈어를 갖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면, ‘동사성 성분>절>명사성 성분’ 순
으로 그 추세는 일치한다. 그 다음 쉼의 유무를 보면,

陶紅印(2003)은 쉼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약 4배 정도 많았지만 성우의 실현 결과에서는 약 2배 정도
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쉼 있음>쉼 없음’의 추세는 일치한다. 셋째, 대
명사와의 호응도를 보면 둘 다 상당히 유사한 백분율로 ‘1인칭>2인칭>3인칭’의 추세

“知道”가 부정의 형식으로 쓰였는지 아닌지 그 여부에서도 두 결
과가 거의 유사하게 ‘부정>기타’의 추세를 보여주었다.(단, “我怎麽知道…”처럼 반문
의 부정도 1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인칭대명사와 부정의 결합도 면에서,5) “我+
不知道”(명시)와 “ø(=我)+不知道”(잠재)가 陶紅印(2003)에서는 전체 1인칭 대명
사 73개 중 55개를, 교재 대화문에서는 13개 중 10개를 차지하고 있어 각각 전체
를 보였다. 넷째,

5)

不知道”가 1인칭 대명사 “我”와만 호응하였기 때문에 비교 역시 1인칭만을

교재에서는 “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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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道” 117개, 18개 중 약 47%, 56%가 “我(또는 ø)+不知道” 형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종합하면, 교재 텍스트는 ‘빈어의 유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자연 담화 연구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쉼의 유무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텍스트 관찰로도 파악이 가능한 것이므로, 쉼의 유무에
반영된 성우의 실현이 텍스트의 실제성 구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

“知道”가

교재에서도 띨까. 자연 담화에 대한
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첫째,

갖는 기능은 어떠할까.

“觉得”와

같은 양상을

陶紅印(2003)의 논의로부터 크게 두 가지 면

“知道”가 가진 일반적 기능이다.

(12.1) [10.1] 王父: 别客氣。不过=，关於京剧的知识，我还真知道一些。
(12.2) [5.2] 玛丽: 借车，不难。可就算是有了车，我还是不知道怎麽走啊。
예(12)의 두 예처럼

“知道”의

보편적 기능은 ‘어떤 사실이나 지식, 정보를 알다

陶紅印 2003:294) 사전적 의미 그대로 ‘알다’,

또는 모르다’를 표현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다’는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의 예는 어떤가.
(10)’ [8.1]
安 娜: 这是新潮。你还那麽保守啊。那=，你再看看这一件。
玛 丽: 这一件=..还说得过去。不知道=，大小=是不是合適。
售货员: 你可以试试。试衣间在那边。
예(10)’은, 앞서

2.1.4절에서 언급했듯,

옷을 구매하는 맥락이다. 예(10)’에서

玛

丽는 마음에 드는 스타일의 옷을 골랐지만 그것의 사이즈에 대해 의문을 품으며
“不知道”를 사용하고 있다. 전후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우는, 망설임을 표
시하는 ‘=(음 늘임)’을 연이어 곁들이며 玛丽가 가진 고민의 흔적을 표현하고 있는
데, 그렇다면 이 같은 배경 하에서 발화된 “不知道”는 ‘앎’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능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이즈가 몸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大小=是不是合
適”)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의미하는데 쓰였을까. 아니다. 예(10)’의 “不知道”는
옷 사이즈에 대한 자기 의문(自生疑惑), 즉 화자 내부의 주관적 의심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陶紅印 2003:294) 발화 현재, 玛丽는 옷을 주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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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늠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知道”로써 표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로서, 이 같은 “不知道”의 후행 발화로는 흔히 ‘알지 못
함’에 대한 해소가 아닌 ‘의문’에 대한 해소 또는 해결책이 제시된다.(陶紅印
2003:295～296) 예(10)’의 售货员는 해소의 일환으로서 행위를 촉구(“你可以试
试”)하고 있다.
몸에 꼭 맞을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일종의 자기 의문을

(13) [2.1]
玛 丽: 这本=，中国历史讲座，有點兒难。中国概況，我能看懂，可是=，
不知道=，能不能聽懂。
王老师: 那=，你先去试聽一次，然後，再来选课。
예(13)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이다. 예(13)은 교재를 구매하는 맥락이다. 중국

玛丽가 수업 준비를 하며 교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책의 난이도를
평한 뒤 자신의 수학 능력에 대한 ‘의문’을 언급하며 “不知道”를 사용하고 있다. 할
에 갓 도착한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주

“不知道”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예(10)’
과 마찬가지로, 후행 화자는 “你先去试聽一次，然後，再来选课”를 제안하고 있다.
다시 교재 텍스트로 돌아가 보자.
관적 견해를

(12.1)’王父: 别客氣。不过，关於京剧的知识，我还真知道一些。
(12.2)’玛丽: 借车不难，可就算是有了车，我还是不知道怎麽走啊。
(13)’ 玛丽: 这本《中国历史讲座》有點兒难，《中国概況》我能看懂，可是不知
(10)

道能不能聽懂。
玛丽: 这件还说得过去，不知道大小和不合適。

성우의 충실한 실현이 없다면, 자연 담화와 비교하여,
는

“知道”의

상당수가

“我(또

ø)+不知道，” 형태로 쓰이며, 또 그것이 겪는 기능상의 변화를 좀 더 가시적으

로 확인할 수 있었을까. 결국 상기 예는, “주관적 성분의 증가는 화용화 정도의 증
가를 보여주는 주요 표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그것의 증가는 통사 및 기존의
규범을 벗어나는 현상을 유도한다(Thompson

and Mulac 1991 외[陶紅印 200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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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용])”는 것을, 쉼과 제반 현상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② 쉼과 연결어

교재 속에서 제시하는 연결어는 흔히 ‘전형적인’ 논리 관계에 의해 배열, 제시된
다. 예컨대, 인과 관계는

‘因为～，所以…’처럼,

말 그대로 ‘선 원인 후 결과’의 순서

‘因为～，所以…’는 현재,
‘전형’과는 다르게, 계획되지 않은 대화 속에서든 인쇄매체에서든 ‘전형이란 무엇인
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정도로 그 순서가 뒤바뀌어 사용되고 있다.(Biq 1995,
Wang 1999)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는 ‘因为’와 ‘所以’의 출현이 적어 교재로의 반영 정도를 비
교하기 힘들지만 ‘可是’, ‘不过’, ‘因为’, ‘所以’, ‘然後’, ‘以後’, ‘其实’ 등 역접, 인과,
시간, 부연 등을 주로 표현하는 연결어들을 성우가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그 쉼
의 양상을 살펴보고 몇몇 기능들을 일례로 논하고자 한다. 다만, 미리 언급할 것은,
이들의 출현 위치를 억양 단위 내의 서두에 출현하는 것에 국한하였는데, 이는 그
것이 갖는 일종의 ‘독립성’을 고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또 ‘～ 以後’처럼 (준)절을
이끄는 예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먼저 연결어에 대한 성우의 쉼 실현 양상을 보자.
를 전형으로 삼는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주요기능
연결어
쉼 실현수/ 총출현수
쉼 실현 백분율

可是

역접

9(0)/9
6)

100

不过

11(4)/
11
100

因为

인과

시간

所以

然後

1(0)/1

1(0)/1

2(0)/2

100

100

100

以後

9(0)/1
2
75

부연

其实
5(2)/5
100

표2. 연결어에 대한 성우의 쉼 실현 양상

‘可是’, ‘不过’, ‘因为’, ‘所以’, ‘然後’, ‘其实’는 텍스트 출현 대비 쉼 실현
백분율이 100%로서 성우가 상기 모든 연결어 뒤에 쉼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以後’는 12번의 텍스트 출현 대비 9번의 쉼을 실현함으로서 약 75%의 쉼 실현율
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역시도 3/4이란 비중을 감안한다면 전체 분석 대상 내에 출
현하는 상기 연결어 거의 모두가 쉼과 호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
표2에서

6)

괄호 안의 숫자는 교재 텍스트에서도 ‘,’로 표시된 횟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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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가 쉼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굳이 논리 관계를 부각시키려
하지 않는 이상 중국어에서는, 특히 대화에서, 논리 연결어를 흔하게 사용하지 않
는다. 발화 맥락이 언어적으로 빈 부분을 메워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갖춤’의 규
범성을 고려하더라도, 텍스트에 출현하는 연결어에는 그만의 담화 기능이 있지 않
을까. 이에 대해 선행 연구들(Biq

1994, 1995,

方梅 2000)에서는, 연결어가 담

화 속에서 쉼을 갖는다는 것은 기존의 위치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
하며 그만큼 문장의 경계를 넘어 담화 상의 또 다른 기능을 가질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교재에서 보여주는 몇몇 예들을 살펴보자.

玛丽: 这本=，中国历史讲座，有點兒难。中国概況，我能看
懂，可是=，不知道=，能不能聽懂。
(14.2) [4.1] 大卫: 找老师，或是，找大学生，各有利弊。老师，对你在课堂
上学的内容，比较了解，辅导的时候，更有针对性，不过
=，辅导费高一些。
(14.3) [2.1] 王老师: 那=，你先去试聽一次，然後，再来选课。
(14.1) [2.1]

흔히 연결어를 떠올리면 ‘한 명의 화자’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14.1)에서 ‘可是’는 ‘看懂’과 ‘聽懂’ 간
의 의미상 역접을 표시하고 (14.2)의 ‘不过’는 ‘针对性’과 ‘辅导费高’ 간의 대립을
표시한다. 그리고 (14.3)의 ‘然後’는 ‘先～, 再…’의 중간에서 ‘试聽’과 ‘选课’ 두 사
건 간의 전후 진행관계를 보여준다. 모두 화자 1인에 의한 발화로서 서술 상의 논
리 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화 속에서 사
용되는 연결어들을 보면 단순히 논리 관계만을 나타내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예(14)가 가장 보편적인 용례를 보여준다.

(15) [8.1]
安 娜: 能不能，便宜一點兒。
售货员: 这是=，新上市的。不能打折。
安 娜: 可是=，我们刚才进门的时候=，看见你们商店的门口写着=，服装..

大减價，優惠甚麽的。

예(15)는 옷을 구매하는 맥락에서

‘可是’의

상호작용적 쓰임을 잘 보여준다. 손

교재 녹음 속 성우가 전하는 몇 가지 메시지에 관하여 255

安娜가 가격을 깎아 달라 요구하지만 售货员이 그럴 수 없다며 거절한다. 이
때 安娜는 다시 “可是=”로써 거절에 대한 반박을 시도하는데, 예(14.1)과는 다르
게, 개인 발화의 논리 형성이 아닌 상대에 대한 ‘반박’의 도구로서 “可是”가 쓰이고
님인

있음을 볼 수 있다. 논리상의 ‘역접’이 대인 간 의견 ‘대립’으로 확대된 결과라 하겠
다.

“可是”의 또 다른 기능을 보자.

(16) [7.1]
玛丽: 房子大吗？
安娜: 不太大。可是=，比校内的宿舍，大多了。

安娜에게 집에 대한 상황을 玛丽가 묻는 맥락이다. 玛丽가
집이 크냐고 묻자 安娜가 그리 크지 않다고 대답한 뒤 “可是=”로써 ‘(房子)不太大’
와 ‘比宿舍大’ 간의 의미 간 역접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사
실 安娜의 발화만 놓고 본다면 예(15)처럼 개인 발화의 논리 구성으로 생각할 수
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을 발화하게 된 동기, 즉 玛丽 발화와의 관계 속에서 安娜
의 발화를 다시 살펴보면 “可是=” 뒤로는 ‘부연’임을 알 수 있다. “房子大吗？―不
太大”만으로 이미 주고받을 정보의 양은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安娜의 몫
이다. 더불어, “不太大” 뒤의 “。”가 그것을 뒷받침해준다. “。”는 마침의 억양으로서
“房子大吗？”라는 玛丽의 질문에 ‘할 말 다 했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런 뒤 이어지
는 발화는 ‘좀 더 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서두에 “可是”가 위치하고 있다.
예(16)은 갓 이사한

재미있는 점은, 텍스트에 대한 성우의 해석에 있다. 아래는 예(16)의 교재 텍스트
부분이다.

(16)’ [7.1]
玛丽: 房子大吗？
安娜: 不太大，可是比校内的宿舍大多了，(有两個卧室，还有客厅、厨房和卫生间｡)
예(16)’에서

安娜의 대화문은 “不太大”부터 “和卫生间”까지 한 문장으로 구성된

다. 의미별 단위가 각각 하나의 부호 안에 배당되었다고 생각하자. ‘이해’의 단위일
까 ‘발화’의 단위일까. 발화라면, “。”로 미루어 보아 하나의 문장 억양만을 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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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는데, 선행 화자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부연의 나열 대상까지 모두 하
나의 문장 억양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지속된 문장(run-on

sentences)”의
이

같은

개념이 대화문에도 전이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콤마의

지속적인

출현

이유를

중국어가

Biq(1994:30)는
가진 “주제 부각

(topic-prominent)”의 언어적 특징에서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安娜의 대화문
을 보면, “不太大，可是比校内的宿舍大多了，有两個卧室，还有客厅、厨房和卫生
间。”의 서술어 “不太大”, “比宿舍大”, “有A”，“还有B、C和D”가 모두 잠재적 주제
인 ‘房子’와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교재의 대화문이 ‘갖춤’과 ‘지속’
을 염두에 둔 문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시된 문장부호를 쉼과 동일하
게 취급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성우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 관습에 따
른 말하기에 충실한 결과이다. “以後”의 예 하나를 더 보자.
(17) [6.3]
玛丽: 那我=，甚麽时候=，给你打电话方便？
王琒: 一般=，中午，和下午四點以後，我的手機肯定是开着的。

玛丽가 王琒을 집전화로 수차례 찾았다가 결국에서야 만나는 맥락이
다. 예(17)에 앞서, 玛丽가 전화를 수차례 시도해도 찾을 수 없었다 하자 王琒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이후 일이 있을 때 전화하라 이른다. 이에 玛丽가 언제 전
화하면 통화하기 편한가를 묻자 王琒이 보통 12시 전후와 오후 4시 ‘이후’라며 “以
後”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以後”는 그 앞에 보통, 상기 예처럼, 후행 절에서 제
시될 행동의 기준시 또는 충족되어야 할 선행 행위를 두는데, “以後”가 그것의 ‘전⋅
예(17)은

후’ 성격을 규정한다는 면에서 의미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중간에 쉼이나

‘A以後, B’의 형식에서 “以後”는 A
에겐 종점시를 B에겐 기점시를 표시하여 ‘언제 이후’ 또는 ‘무엇이 충족된 이후’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렇다면 다음의 “以後”는 어떨까.
기타 성분을 두지 않는 경향을 띤다. 그러므로

(18) [8.2]
大 卫: 能不能再便宜一點兒？
摊主甲: 谁让咱们是朋友呢。六十，卖给你了。

교재 녹음 속 성우가 전하는 몇 가지 메시지에 관하여 257

大 卫: 怎麽样？一百二，坎到六十，还可以吧。
玛 丽: 那就买一套吧。
大 卫: 以後=，你到这兒来买东西，就叫上我。

玛丽의 물건 구매에 大卫가 동행하여 대신 흥정을 하는 맥락이다. “谁
让咱们是朋友呢”로부터 볼 수 있듯, 大卫와 摊主는 서로 잘 아는 사이다. 이 같은
관계 속에서 값을 절반으로 깎자 玛丽는 한 세트를 사겠다 한다. 이에 大卫는 의기
양양하게 다시 올 때도 자신을 부르라 주문하는데, 이 같은 ‘지시(“就叫上我”)’ 행위
에 앞서 “以後”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以後”는 예(17)의 “以後”와
같은 기능을 할까. 우선 구조적으로 둘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예(17)의 “以後”는
‘A+以後, B’의 구조 속에서 기능하지만 예(18)의 “以後”는 A가 없이 ‘以後, B’의
구조 속에서 기능한다. 이는, 예(17)의 “以後”가 A, B에게 각각 종점시와 기점시
기능을 했다면 예(18)의 “以後”는, 종점시의 대상을 갖지 않는 이상, 자연스레 기점
시만을 표현하는 쪽으로 그 기능이 발달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예(18)의 “以
後”가 ‘지금/이제부터’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이다.
예(18)은

종합하면, 연결어와 쉼의 호응은 연결어가 기존의 보편적인 논리관계의 표시는

“可是比校内的宿舍大多”와 같은 교재 텍스트의 예와는 다르게 어법적으로 절
의 한 성분으로 종속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에 따른 독립성의 확보는 대화라
는 상호작용 속에서 ‘반박’이나 ‘부연’, 혹은 또 다른 기능의 생성을 돕는데, 그러한
역동성의 일면을 성우가 자신의 발화로써 말해주고 있다.
물론,

Ⅲ. 결론
지금까지 교재 텍스트와 전사를 통한 성우의 발화 실현 양상을 함께 비교해 보았
다. 양자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크게 실현 전의 어법과 실현 후의 어법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관찰을 위해, 발화에 초점을 둔다는 본고의 의도 상 강세와
쉼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고 어법과 담화와 간의 관계 속에서 분석과 해석을 진행하
였다. 요컨대, 첫째,

是, 정보, 보어, 행위 언어와 연계된 성우의 강세는 주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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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어법이 맥락에 대한 발화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표현된 결과임을 보여주었
다. 둘째, 모문동사, 연결어의 사용 속에서 실현된 성우의 쉼은 형태적 독립과 의미
의 격리를 보여주는 표지의 하나로 기능함으로써 어법이 겪는 공시적 변화의 일면
을 보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우에 대한 이 같은 관찰과 그 결과는
중국어 교육에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
첫째, “말하기”라면 해당 원어민의 말하기 관습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재
텍스트는 활자화된 대화문이다. 발화 시 주어지는 공간적, 시간적, 대인적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오롯이 기록된 활자에만 기대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좀 더 확
실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갖춰진 문장(sentence)’토대의 대화문 작성이 요구를 받는
이유이다. 그러나 대화문이 아무리 문장을 토대로 한 인위성을 띤다고 해도 그것을
발화하는 성우는 있는 그대로를 읽지 않는다. 활자화된 내용에는 가치 판단에 제약
을 받아도 실현된 발화 속에는 성우가 해석한 결과가 녹아 있다. 설령 성우 몇 명
이서 여러 역할을 흔히 ‘돌려막기’ 하더라도 해당 역할을 분하며 ‘이런 맥락에서는
이 어휘를, 이 문장을 이런 억양에 이런 강세로 해야 적절하다’라는 원어민 간의 사
회적 관습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말하기 관습이라고 해서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모든 관습이 반영될 수는 없다. 정확한 발화 관습이 투영되지 않을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우의 발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활자
텍스트와 자연 담화라는 양 극단의 절충점으로 기능함으로써 인위적인 텍스트에 자
연성을 어떻게 불어 넣어야 할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며(그럼으로써 교재 텍스트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텍스트에 제시된 규범 내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에 요구되는 원어민 간의 최적의 말하기 관습을 엿보여 주기 때문이다.
둘째, 어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활자화된 텍스
트는 맥락 정보의 제공에 제한이 있는 만큼 흔히 전형으로 여겨지는 어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전형도 변한다는 사실이 ‘규범’이라는 미명하게 교육에서
무시되곤 한다는 점이다. 몇 십 년 전의, 그것도 백화문에서 발췌한 예문이 현재의
어법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또 그로 인해 학습자들은 ‘왜 교실에서 배운 어법이 원
어민과 다를까’ 하는 의문을 줄곧 품는다. 본론에서 보았듯이, 자연 담화 속에서는
이미 독립하여 각자의 기능을 발휘할 법한 동사나 연결어들이 교재 텍스트 속에서
는 여전히 ‘앞 절’ 아니면 ‘뒷 절’이라는 고정된 틀 속에 귀속되도록 강요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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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어법도 변한다는 사실,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교육에서도 전제할 필
요가 있다. “언어는 발생한다(emergent)”는 시각에서 ‘결과’로서의 어법이 아닌 ‘과
정’으로서의 어법 개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Thornbury

2005:50)

어휘들은 생겨

났다 유지되기도 하고 이내 사라지기도 한다. 그 중 무작위로 선택된 일부 어휘들
은 긴밀과 소원을 반복하며 결합과 분리를 반복한다. 구조의 형성과 해체가 그것의
결과이다. 의미도 강해졌다 퇴색되고 근원적 의미를 바탕으로 여러 의미 파생을 반
복한다. 언어 속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관찰자에게는 분석의 대
상, 그러나 해당 언어 화자에게는 상호작용의 필요에 의해 겪는(그리고 느끼지 못
하는) 일상의 일부이다. ‘과정’으로서의 어법 개념이 요구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원어 화자의 일상 그리고 그 속의 사회적 관습, 그것이야말로 외국어 학습자가 학
습의 과정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로서의 어법관으로 보면 변화
는 ‘기준’을 흐트러뜨리는 또는 기준에서 벗어난 예외적 현상이다. 학습자에게는 계
속 배워야 하는 부담스런 존재다. 하지만 ‘과정’으로서의 어법관은, 변화란 당연한
것이고 규범도 변할 수 있다는 탄력적 시야를 제공한다. 학습자에게는 교실과 현실
간의 차이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변화 중인 대상도 원어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능동적으로 배워야할 존재가 된다. 다소 제한적이지만 그리고 다소 단편적일지라도
성우가 들려주는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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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的目的在於分析教材配音演员的言语来看教材篇章而设法彌补一些以
篇章为主的既往教学具有的缺點。为此，本文首先以Du Bois等(1993)的转写
體系转写配音演员的言语，把他所实现的重音联係到‘是’、信息、结果补语、行
为语言，而把他的停顿联係到母型動詞‘觉得’、‘知道’和‘可是’、‘不过’、‘以後’等
连接语，结果为: 我们可以把重音作为配音演员以自己的语法知识理解篇章的
一種表现，还可以把停顿作为一種表现他所属的语言圈在进行变化當中的标
记。从此，我们可以说在汉语教学中固然需要使用以篇章为主的教材但還需要
倾聽教材配音演员说话时體现出的说话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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