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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이 연구는 학제 간의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등장한 담화와 문법(discourse and
grammar)의 이론적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중국어와 관련하여 수행된 담화와
문법 연구 성과를 분석 방법과 특성에 따라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향후 연구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형식주의적 언어 연구는 문법을 원형적인 문장(prototype sentences)을
구축하는 선험적으로 완결된 고정된 체계로 보았다. 따라서 형식주의적 언어학자들
은 인위적인 맥락에서 구성된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완전한 문장 단위로 문
법을 분석하였다. 1970년대에 나타난 기능주의적 언어 연구는 형식주의적 언어 연
구자들이 인위적인 문장 단위로 문법 분석을 한 데 반기를 들고 문장 단위 이상의
담화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실제 언어 사용과 기능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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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fe 1976; Givón 1979; Du Bois 1980; Hopper 1979).
담화와 문법은 1990년대 기능주의 언어관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어를 화자들 간
에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실제 자연 담화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분
석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탄생한 담화와 문법은 상
호작용언어학(interactional linguistics) 또는 상호작용과 문법(interaction and
grammar)이라고도 하며 상호작용적인 관점에서 담화와 문법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담화와 문법은 문법 구조의 체계성을 분석자의 개인적인 시각이
아닌 객관적이고 경험주의적(empirical) 분석 방법을 취하여 실제 담화 맥락에서
순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중국 어학 연구는 문장 단위의 문법 연구가 대부분이
며 실제 자연 담화 자료를 중심으로 한 담화와 문법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우에는 21세기에 들어서야 담화와 문법 이론과 연구 방
법론이 소개되었으며 기능언어학과 대화분석의 학제적 시각에서 문법을 분석하는
연구는 冉永平(2004)과 李成團(2008)을 제외하고는 찾기 힘들다. 반면 담화와 문
법 연구 이론과 방법론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최근 중국어와 관련된 담화와 문법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어학 분야에서 담화와
문법 연구에 관한 이해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미국 등지를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어 담화와 문법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1)
이 연구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양한 학문 영역의 영향
을 받아 탄생한 담화와 문법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담화와
문법 연구의 특성과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중국어와 관련된 최근 연구 성과를 소개
하고 논의한다. 4장에서는 향후 중국어와 관련된 담화와 문법 연구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1) 이 연구에서는 중국어 담화와 문법과 관련된 최근 연구 동향을 보여 주기 위하여 21세
기 이후 수행된 최근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기존 중국어 담화와 문법
연구 동향에 관한 분석은 Biq, Tai, and Thompson(1996)과 Biq(2000)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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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담화와 문법 연구의 이론적 배경
담화와 문법은 언어인류학(linguistic anthropology),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 담화기능주의언어학(discourse-functional linguistics)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하여 탄생하였으며 이들 연구 영역의 특성과 분석 방법을 적
극적으로 연구에 반영한다.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시작된 언어인류학은 인류학의 하위 분야에 속하며 인류
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연구로 정의된다(Gumperz and Hymes 1964;
Goffman 1967, 1981; Garfinkel 1967; Vygotsky 1978). 언어인류학의 초기
연구는 북미주 토착민들인 인디언을 비롯한 여러 인종들의 문화 또는 사회 현상들
이 언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규명하고자 시작 되었으며 언어인류학자들은 언어
를 통해 나타나는 인류 삶의 모습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언어인류학자들의 언어 현
상에 관한 인류학적 관심은 인간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가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언어인류학에서 발달된 연구 접근법 중에 담화와 문법 연구의 형성에 가장 밀접
한 영향을 끼친 것은 Hymes 등에 의하여 70년대 초반 및 중반의 시기에 발달된
말하기

또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the

ethnography

of

speaking

or

communication)이다. 말하기 또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언어인류학 연구에서
시작된 언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언어 행위를 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언어
분석의 단위를 발화 행위(speech act), 발화 사건(speech event), 발화 상황
(speech situation), 언어 공동체(speech community)로까지 확장시킬 것을 주장
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취하는 말하기 또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연구자들은 언
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발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요인,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언어 사용이 갖는 인간의 사회 행위(social action)
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한다.
말하기 또는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분야에서는 인간이 선험적으로 정해진 문법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발화와 관련하여 사회 체계의 통합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발견되는 의
사소통 행위를 녹음하여 인간의 언어에 반영된 사회적 행위와 사회적 기능 등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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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일반화를 통하여 수립하려고 한다. 언어에 반영된 사회 행위를 언어 분석을
통해 규명하려는 언어인류학적 노력은 담화와 문법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시작된 대화분석은 사회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하여 수행하
는 사회 행위 기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화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체계성
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acks 1972, 1992; Atkinson and Heritage
1984; Sacks, Schegloff and Jefferson 1974). 대화분석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의 체계성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 언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화자들 간의 상호
작용적인 행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대화 자료를 분석 대상
으로 삼는다. 기존의 사회학은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사회 행위를 정량적 분석
(quantatative analysis)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데 반하여 대화분석은 화자들 간
의 사회 행위 수행인 대화를 빈도에 근거한 통계적 분석으로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고 하며 정성적 분석(qualitative analysis)을 주장한다.
대화분석자들은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화자가 왜 그 발화를 지금 그 순간에 하
는가(why that now)라는 것을 순차적 맥락을 통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화분석에서는 말차례체계(turn-taking system)에 대한 연구를 비롯
하여 중복 또는 방해 현상(turn overlapping and interruption), 순차 구조
(sequence organization), 인접쌍(adjacency pair), 수정(repair), 선호 구조
(preference organization), 이야기 구조(story-telling structure) 등의 주제를
다룬다.
현재 대화분석 연구는 인간의 사회 행위가 가장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일상 대화
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제도담화(institutional talk)를 포함하
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대화분석자들은 교실담화, 의료담화, 뉴스 인터뷰, 법정
담화 등 여러 장르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제도담화
의 상호작용 체계가 일상 대화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연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화분석은 사회언어학, 화용론, 담화분석 등의 연
구 분야와 연관을 가지며 학제적 연구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언어학의 한 분야인 기능주의언어학은 언어 자체에서 출현하는 어법에 중점을 두
고 언어가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밝히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기능주의언어학자들은 언어 구조가 화자와 청자 간에 대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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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어 사용되면서 형성되는 담화의 패턴이나 의사소통의 습관이 제도화 또는 문
법화의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능주의언어학 연구자들은 담화
상에서 문법은 선험적으로 내재된 완결된 구조가 아니라 담화 외적 요인들에 의하
여 유발되며 담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한다고 주장한다(Givón
1984; Bybee 1985; Li 1976; Du Bois 1985, 1987; Hopper 1987).
초기 기능주의언어학 연구에서는 주로 문어 담화 또는 독백(monologue)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Tomlin 1987; Haiman and Thompson 1988). 그들은 담
화 자체는 문법 분석의 주요 대상이 아니고 단지 문법 연구의 배경적인 맥락을 제
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초기 기능주의언어학자들은 문법 분석의 주요 대상
이 인위적인 맥락에서 추출한 담화 자료나 실험적인 상황에서 추출된 상호작용적
특성이 없는 독백 자료라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초기 기능주의언어학에서 발전한 담화기능주의언어학은 담화와 문법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존 형식주의 언어 연구가 문법을 언어 사용자와 언어 사
용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체계로 간주하였다면 담화기능주의언어학은 문법이
실제 담화 상에서 화자들 간에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고 본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자들은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이 문법에 어떻게 반영
되는가 하는 문제를 언어가 사용되는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을 대표하는 문법 개념으로는 Hopper(1987, 1988)의 발생
문법(emergent grammar), Du Bois(1985)의 문법의 생태학(ecology of
grammar), 문법화(grammaticalization) 등이 있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자들은
상호작용적인 언어에 대한 기본 가정과 방법론을 근거로 하여 실제 담화 상에서 작
용하는 문법 내용 등에 대한 연구 분석을 시도하였다(Haiman 1985; Hopper
and Thompson 1980, 1985). 구체적으로 기능주의적 담화분석자들은 의사소통적
인 측면에서 관찰되는 화자의 의식 내에서의 정보의 위상(Chafe 1987, 1994), 구
정보/ 신정보 관계(given/ new contract)(Clark and Haviland 1977), 선호논
항구조(preferred argument structure)(Du Bois 1985), 화제 지속성(topic
continuity)(Givón 1983)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에서는 실제 담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화기능주의언어학에서 통계적 분석 방법이 쓰이는 이유는

140 《中國文學硏究》⋅제63집

특정 문법 표현과 빈도와의 상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담화 상에서 출
현하는 문법 사용 패턴을 보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법 표현과 관련 매개 변수
(parameter)들과의 상관관계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통계적 결과
를 바탕으로 한 담화기능주의적인 분석은 문법 형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문법
범주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언어인류학, 담화기능주의언어학과 대화분석은 각기 학문적 출발점이 다르다. 그
러나 인류학에서 파생된 언어인류학, 기능주의언어학에서 발전한 담화기능주의언어
학, 사회학에서 시작된 대화분석의 이론과 연구 방법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담화와 문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담화와 문법 연구는 위의
세 학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법과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간의 경계면을 분석하고자 하는 학제적 연구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
다.

Ⅲ. 중국어 담화와 문법 최신 연구 동향
최근 들어 담화와 문법 연구는 대화를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담화로 보는 대화분
석의 시각을 기능주의언어학적 담화 연구에 수용하여 구체적인 대화 문맥에서 화자
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문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이 장에서는 21세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어와 관련된 담화와 문법 연
구를 분석 방법과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주제와 내용을 살펴보고
자 한다.2)

2) 담화와 문법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 주제와 내용을
분석 방법과 특성에 따라 다섯 종류로 분류하여 소개하나 이들 연구들이 반드시 한 종
류의 분석 방법과 특성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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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 분석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문어와 구어 자료 등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중심으로 수
행되는 비교 분석을 통하여 담화에서 출현하는 상호작용적인 문법의 특징을 밝히고
자 한다. 예를 들어 Li(2000)에서는 구어와 문어 자료에서 출현하는 수량사의 빈
도와 분포를 비교 분석하여 구어에서 출현하는 수량사의 다양한 기능을 밝힌다. Li
에 의하면 구어에서 출현하는 수량사는 형태-통사적으로 관형 수식어와 함께 나타
나는 경우가 많으며 수량화된 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대화참여자를 담화로
새로이 도입하는 문장이나 구에서 출현한다고 한다. 수량화된 명사구는 상호작용적
인 측면에서 사물이나 대화참여자를 전경화하고 이를 통하여 담화를 부각시키는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비교 분석하는 또 다른 연구 예로는 Lim and
Hong(2012)을 들 수 있다. Lim and Hong에서는 15 종류의 언어 장르로 구성된
구어와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각 장르에서 나타나는 강의어(intensifier)의 빈도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그들은 장르에 따라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강의어가
다름을 밝히며 장르와 강의어와의 관계는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장르에
따른 담화 맥락 또는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표현되는 화자의 태도와의 합치로부터
정해진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 문어와 구어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접근 방식은 특정 담화 유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응하여 출현하는 상호
작용적인 문법의 특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화와 문법 연구는 문법 구조를 통계적인 시각에서 정량분석을 할 뿐만 아니라
정성분석을 함께 활용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담화에서 출현하는 상호작용적인 문
법의 체계성을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어 Wang and Tsai(2007)에서는 다양한 담
화 장르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대조 표지인 ‘只是’，‘但是’，‘不過’，‘可是’의 기능을
정량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들은 정량분석을
통하여 ‘可是’가 사적인 발화 상황에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대조 표지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但是’는 공적 독백 상황에서 자주 나타
나며 ‘不過’는 공적 독백에서는 적게 나타나는 반면 공적 대화 상황에서 자주 나타
난다는 것을 보여 준다. ‘只是’는 대조표지 중에서 가장 적게 사용되며 사적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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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으로 정성분석을 통하여 ‘只是’는
사후 생각을 표현하거나 이전 발화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반면 ‘不過’는
주제를 바꾸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다. ‘但是’는 지적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
로 종종 사용되는 반면 ‘可是’는 내부 주제 간에 대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Wang and Tsai(2007)가 공시적 언어 상태에 존재하는 동일한 언어 기능을 수
행하는 언어 형식들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비교 연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Wang,
Tsai, and Yang(2010)에서는 ‘其實’과 ‘事實上’의 텍스트적 사용과 상호작용적인
사용을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통하여 비교 분석한다. 그들은 정량분석을 통하여
‘其實’과 ‘事實上’이 공손함이 요구되는 TV/라디오 인터뷰 등 공적 대화에서 더욱
자주 출현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정성분석을 통하여 ‘其實’과 ‘事實上’이 담
화표지로서 수정(correcting), 알림(informing), 화제 전환(shifting topic) 등 다
양한 유형의 수사적인 책략을 나타내며 ‘其實’은 ‘事實上’과는 다르게 화자가 이전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할
수 있는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의 체면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담화-화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량분석과 정성분석 방법을 결합하여 비교 분석하는 담화와 문법 연
구는 특정 문법 현상의 빈도와 분포를 양적 분석을 한 후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그 특정 문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성 분석을 한다.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경
험주의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문법 현상을 정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량적
인 분석을 통하여 얻은 통계적 결과를 설명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어
Biq(2003)에서는 동사 ‘好’를 중심으로 출현하는 연어 유형(collocation pattern)
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好’가 ‘了’와 ‘還’ 등과 연어 관계를 형성함을 밝힌다. 정량
분석 결과를 근거로 ‘好’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대화 맥락을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好了’가 주절에서 발화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지지를 전달
하는 권고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還好’는 (1)중성적인 의미에서 약
한 부정의 의미로, (2)중성적인 의미에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3)특별할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부정의 의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Biq는 ‘好’를 중
심으로 한 언어 형식의 빈도와 분포를 분석하고 어법 구조가 담화 수행에서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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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好’가 담화 속에서 빈번한 언어 사용의 결과 상태
동사에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어법 범주 전이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공시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언어 형식 또는 동일한 언어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언어 형식들을 비교 분석하는 담화와 문법 연구는 언어의 통
시적 연구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통시적 관점에서 담화와 문법을 분석
한 예로는 Wu(2015)에서 문어 담화 코퍼스를 중심으로 전체 수량사로 사용되는
‘整’과 이후 ‘整’과 결합하게 되는 양사 ‘個’의 역사적 궤도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Wu는 복합사로서 ‘整個’가 ‘전체의, 모든’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잃게 되면서 관형
수량사에서 정도 강의어로 진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정도 강의어로
사용되는 ‘整個’는 수사 ‘一’과 양사와의 결합을 통하여 고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화자의 부정적인 평가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2. 순차 맥락을 통한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기존의 문법 연구는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문장 단위의 분석에 치중하였으나 언어
의 변화가 인위적으로 형성된 글보다는 화자와 청자가 담화 상에서 자연스럽게 주
고받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담화 단위
의 분석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실제 자연 대화 자료
를 중심으로 언어가 상호작용적인 말차례나 순차 구조에 맞추어 매 순간마다 시시
각각 발현되어 나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순차 맥락의 개념을 담화와 문법 연구에 적용한 예로는 Chen and He(2001)에
서 실제 대화 맥락에서 나타나는 ‘對不對’의 기능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그들은 말
차례구성단위(turn-constructional unit(TCU))의 끝 지점에서 나타나는 ‘對不對’
는 ‘對不對’가 붙은 문장의 언표 내적 힘을 강화시키는 표지로서 사용되며 독립적인
말차례구성단위로 사용되는 ‘對不對’는 상호작용적인 맥락의 전환을 나타내며 주어
진 행위에 대하여 청자의 주의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순차 맥락적인 측면에서 문법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對不對’의 의미와 기능이 대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교류 필요에 의하여 형성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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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담화와 문법 연구는 순차적 맥락에서 출현하는 문법 패턴을 분석하고 그 체계성
을 파악하는데 대부분 일상 대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화자
들 간의 실제 언어 사용을 반영하는 시간성(temporality)이 가장 잘 반영되기 때
문이다. 예를 들어 Lim(2011)은 일상 대화에서 나타나는 ‘我覺得’의 담화-화용적
기능을 실제 대화 맥락에서 순차적으로 파악한다. 일반적으로 ‘我覺得’은 화자 중심
의 주관적인 인지적 표지(epistemic marker)로 여겨졌으나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
서 출현하는 ‘我覺得’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자원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 연
구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我覺得’은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다음 말차례에서 청자의
반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청자의 체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발화가 가져오
는 힘을 완화시키고 화자들 간의 협동적인 평가 맥락을 시작하는 기능을 함을 밝힌
다.
이와 같이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실제 대화에서 절차적으로 형성되는 문법 구
조와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 기능 간에는 자연적이고도 필연적인 관계
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예로 기존 언어학에서는 기본 문법 구조에서 벗어난
문장을 이동 또는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정상적인 어순”이 아님으로 뒤섞인 문
장으로 여긴 반면 Luke(2012)에서는 실제 대화에서의 문장 구조는 실시간 순차적
으로 형성된다고 보고 계획과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점진적 문장(incremental
sentences) 구조를 분석한다. Luke는 실제 담화 맥락에서 출현하는 점진적 문장이
상호작용적으로 강화(intensification), 강조(emphasis), 배경화(backgrounding),
조건(qualification), 설명(clarification), 명확화(disambiguation) 등 다양한 기능
을 한다고 한다.
화자와 청자 간에 순차적으로 형성되는 대화맥락에서 상호작용의 자원으로 사용
되는 문법을 분석한 예로 Wu(2005)는 일상 대화에서 선행 담화 맥락에서 후행 담
화 맥락으로 이어지는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 과정을 절차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
제 담화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관찰되는 ‘ou’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고자 한다. Wu
에 의하면 종결어미 ‘ou’가 첫 번째 짝부분(first pair part(FPP))에서 출현하는
경우 알림(informing), 인용(reporting) 또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진행되
고 있음을 나타내고, ‘ou’가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응답하는 두 번째 짝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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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pair part(SPP))에서 발생하는 경우 화자들 간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상호작용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중심 사건을 부각시키며 나타낸다고 한다.
Wu(2014)에서는 상호작용적으로 구축되는 말차례조직에서 관찰되는 어법 요소
인 ‘ei’의 구체적인 출현 위치와 말차례 전환과의 상관관계를 순차 맥락적인 측면에
서 분석한다. Wu는 ‘ei’가 말차례 전환에 있어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하면
서 추이적정지점(transition-relevance place)에서 독립적인 억양 단위로 출현하
는 ‘ei’는 화자가 발화권을 주장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ei’는 항상 독립적인
억양 단위로 출현하지 않으며 화자가 추이적정지점이 아닌 곳에서 발화권을 주장하
고자 할 때는 ‘ei’를 이전 언어 요소에 바로 붙어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다. 이와
같이 기능주의적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순차 맥락적인 측면에서 대화참여자들의
언어 사용이 실제 담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언어 사용이 사
회 행위 수행과 관련되어 어떻게 문법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보여 준다.

3. 담화 요소와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기능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문법이란 본질적으로 다양한
담화 요소들이 상호작용적으로 조직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사용의 관례화
된 양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발생한 문법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유기적(organic)인 특징을 지니며 담화 상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변화하는 동
적인 체계이다. 최근 담화와 문법 연구는 발화 단위 내에서 특정 문법 구조가 문법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담화 요소들과 상호작용적으로 조직되어 반복적으로 사용
되는 패턴과 기능을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문법이 독립적이며 고정적인 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함께 출현하는 다양한
담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생겨난다는 주장은 Tao(2003)의 연구에서 잘 나타난
다. Tao에서는 말차례구성단위인 통사적 요소뿐만 아니라 억양적 요소, 화용적 요
소 등 다양한 문법구성체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조직적인 문법 체계를 구성
하는 것을 연구한다. Tao는 ‘知道’가 통사적으로 목적어를 배척하는 반면 일인칭대
명사, 이인칭대명사 등 주어와 부정부사 등 기타 언어 요소들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억양적으로는 어음 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화용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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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我不知道’는 화자의 의심을 나타내고, ‘不知道’는 화자가 자신이 표현한 사물
에 대한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내며, ‘你知道’는 대화참여자들 간의 상호 교류를 조
율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知道’와 상호작용하며 자주 출현
하는 담화 요소들을 어법, 어음, 화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고정화된 구조
유형으로 발전하는 ‘知道’의 동태적 성질을 밝힌다.
위와 같은 접근 방법을 취하는 또 다른 연구로 Pan and Lee(2004)에서는 동작
의 완결을 나타내는 ‘-過’와 ‘-了’의 기능을 통사적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
하며 의미적이며 화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Pan and
Lee는 기존의 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過’가 중단성(discontinuity),
가역성/반복성(reversibility/repeatability), 편파성(partiality)의 특성을 가진 반
면 ‘-了’는 결과 상태의 지속과 문제 상황의 총체적인 실현을 나타낸다고 한 것에 의
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過’와 ‘-了’의 기능을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過’
의 특징을 중단성과 가역성/반복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으로 중단성과
가역성/반복성을 새로운 특성인 상태의 변화(change out of state)로 바꾸고 총체
성(totality)과 편파성 특징은 유지하고자 한다.
문법의 동태적인 사용 양상과 기능을 다양한 각도에서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Thompson and Tao(2010)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Thompson and Tao는 중
국어 형용사가 다양한 담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고정화를 보
여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통사적, 의미적 분석을 통하여 서술 형용사
가 한정 형용사에 비하여 자주 출현하며 서술 형용사와 한정 형용사는 서로 다른
유형의 형용사를 선호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공기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다른 어
휘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담화-화용론적인 분석을 통하여 서술 형용사
는 화자 주위의 세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한정 형용사는 새로운 대화참여자들
을 담화로 소개시킬 때 사용된다고 한다.
이처럼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문법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고정적이며 불변하
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Wang,
Katz, and Chen(2003)에서는 ‘說’의 기능이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의미 변화의 일
반적인

경향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說’이

보문사

(complementizer)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발화가 시작되는 위치에서 출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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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표지로서 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 준 후 ‘說’이 발화가 끝나는 위치에서 출현하
여 강의어 또는 예상과는 반대(counterexpectation)되는 표지로 사용되는 것을 보
여 준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적인 요인이 문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
여 주어 ‘說’이 정보를 전달하는 명제적 의미 단계에서 화자의 정서적 태도를 표현
하는 담화 표지로서 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공시적 언어 상태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불규칙과
변이 현상은 현재 진행 중인 문법화의 초기 단계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한다. 문법화
와 관련하여 Biq(2004)에서는 동사 뒤에 출현하는 ‘個’를 포함한 ‘V 一 個 N’ 구
조와 변이형을 중심으로 양사 ‘個’가 인접한 담화 내적 언어 요소들과 형성하는 상
호작용을 분석한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V 一 個 N’ 구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
면서 재분석(reanalysis)과 탈범주화(decategorization)의 과정을 통하여 변이 구
조들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 Biq는 ‘V 一 個 N’의 변이 구조들 중에서 화자의 태
도를 나타내어 평가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구조의 화용적 추리(inferencing) 과정
을 살펴보고 이러한 의미들이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본다.
Wang and Tsai(2005)에서는 공시적 언어 상태에서 출현하는 ‘好’가 담화의 단
계에 따라 여러 담화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은 일상 대화 자료와 라디오 전화 인터뷰를 중심으로 표상적인(ideational) 단
계에서 ‘好’가 형용사 또는 정도 부사로서 기능을 하며 텍스트 단계에서 종료 또는
전환의 표지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상호작용적인 단계에서 동의 또는 인정의 표지
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4. 태도 표시와 상호작용적인 문법 연구
최근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화자들 상호 간에 언어 수행 행위가 발화의 명제적
의미를 전달하는 문법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적 태도
(epistemic stance) 또는 정의적 태도(affective stance) 표시와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한다(Goodwin and Goodwin 2000; Heritage and Raymond
2005). 상호작용적인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태도표시(stance-marking)는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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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도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며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겨나고, 조율되어 확립되어지는 과정을 겪는다. 그러므로 담화와 문법 연
구에서는 담화 상에서 다양한 담화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형성
되는 화자들의 태도 표현과 상호작용적인 문법과의 관계를 보여 주고자 한다. 예를
들어 Chang(2009)에서는 일상대화에서 출현하는 S-了(perfect-LE)와 C-了
(comment-LE)가 화자의 인지적인 또는 평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고
주장한다. 了를 통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 표현은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
하여

확립되며

대화참여자들이

관여되어

있는

평가(assessment),

동의

(agreement), 양보(concession) 등의 상호작용적인 사회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처럼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발
화 행위가 상호작용적인 동기에 의하여 유발된다고 주장하며 화자와 청자 간의 상
호작용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Wang, Tsai, and Ling(2007)에서는
상호작용적인 맥락에서 출현하는 ‘沒有’의 의미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沒有’의 의미
가 점차 화자 중심적에서 청자 중심적이 되어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나
타냄을 보여 준다. 텍스트 단계에서 ‘沒有’는 자기 질문(self-inquiry) 또는 자기
수정(self-correction)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어 화자 중심적인 의미를 갖으나 상
호작용적인 단계에서 ‘沒有’는 주로 화자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청자의 대답 또
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수정/설명 또는 회피의 표지, 칭찬이나 감사에 대한
대답으로 기능을 하며 ‘沒有’가 화자의 감정과 정서를 나타내는 담화표지로서 발전
됨을 보여 준다.
담화와 문법에서는 화자와 청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표
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하여 청자가 어떠한 반응이나 태
도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청자의 주관적인 태도 표현과 문법과의 관계를 연구한
다. 예를 들어 Xu(2014)에서는 청자들이 이전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보여 주는
수용 태도와 이에 따른 반응발화 선택과의 연관성을 관찰한다. Xu는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대화에서 발생하는 반응발화는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다양한 단
계의 수용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언어 자원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청자들의
수용 단계는 침묵하는→소극적인→중립적인→적극적인→친화적인 단계로 나타낼 수
있으며 청자들은 화자가 발화를 계속할 수 있게 허락하거나 권유하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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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r)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나타내는 반응발화를 단계적으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자의 주관적인 태도 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반응발화가 상호작용적
인 언어요소로서 화자들 상호 간에 태도를 표현하고 협상하는 도구로 활용됨을 밝
힌다.
또한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화자의 정의적 태도나 인식적 태도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원천이 청자와의 상호 협상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공유되고 청자의 후속 행
위를 어떻게 원활하면서도 협조적으로 이끌어 내는지 구체적인 맥락에서 분석한다.
예를 들어 Yang and Yap(2015)에서는 화자의 인식적 태도 표시를 나타내기 위
하여 사용되는 ‘恐怕’와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주관성 성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분석한다. 담화-화용론적인 측면에서 화자는 자신의 인지적 주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으나 상대방에게 말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에서 발화를 시작하면
서 ‘恐怕’를 사용한다고 한다. 두려움의 표현인 ‘恐怕’의 사용은 ‘恐怕’ 뒤에 나오는
명제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약화시키며 화자가 생각하
는 것을 세심한 배려와 고심 끝에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인상을 준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화자의 인식적 태도 표시가 대화참여자들 간의 상호주관성을 협력적
으로 성취하는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ang, Tsai, and Schams, and Yang(2013)에서는 ‘只是’를
구체적인 담화 맥락에서 분석하여 ‘只是’의 다양한 기능이 화자의 정의적 태도와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다. 상호작용적인 대화에서 ‘只是’는 화자의 견해가 다
른 견해와 상반될 때 화자의 제한적이고, 배타적이며, 반대되는 태도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화자가 ‘只是’를 사용하여 자신의 정서적인 태도를 상대방에게 전
달하는 것은 이전 화자의 행위에 의해 주어진 상황에 대한 깊은 관여도를 나타내며
상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청자에게서 화자의 행위에 대응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화
자가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언어 행위 수행 기능은 화자의 태도를 청자가 공유
하도록 이끌며 궁극적으로 화자와 청자 간의 합의된 토대 위에서 주관간의 합치를
성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호작용적인 동기에 의하여 유발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 표시는 대화참여자들
과의 연합을 형성하거나 관계를 분리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Kuo(2002)에 따르면 이인칭단수대명사 ‘你’의 사용은 상호작용적인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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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강화하거나 적대감과 대립을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Kuo(2001)에서는 중국어 정치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가 다른 사람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화자들 간의 몰입 또는 분리를 이끌어 낸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정
치인인 화자가 다른 사람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자신의 발화를 객관화할 수
있어 자신을 홍보하거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데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주
며 화자들 간의 상호교류적인 몰입을 이끌어 낸다고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발화
를 인용하는 것은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대한 책임을 부
인하고 지식의 근원에게서 거리감을 갖도록 하여 화자들 간의 분리를 형성한다고
한다.
담화와 문법 분석에서는 상호작용적인 말차례 및 순차 조직 과정에서 화자의 태
도 표시가 나타나는 위치와 관련하여 태도 표지의 사용과 기능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Wu(2004)에서는 말차례 끝지점에서 출현하는 ‘ou’는 화자가 이전에는 몰
랐거나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나 정보를 알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다양한 단
계의 인지적 상태를 알리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다. 말차례 끝지점에서 출현하는
‘a’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발화 내용이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상의 괘도에서 벗어났음을 나타내고 청자와 비교하여 화자의 강한 인식적 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차례가 끝나는 지점에서 출현하는
‘a’와 ‘ou’는 모두 구체적인 명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것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순차 맥락 특징에 따라 화자와 청자 간의 지식 상태와 인식적 태도 차이
를 나타내기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된다.
화자의 태도 표시와 순차 맥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Wu(2006)에
서는 중국어 일상 대화에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반복 형태의 타자 개시에 의한 수
정(other-initiated repair) 행위를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반복 형태의 타자 개
시에 의한 수정 행위는 언어적으로 수정 행위를 할뿐만 아니라 화자가 상대방에 대
한 불신 또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
다. 반복 형태의 타자 개시에 의한 수정 행위를 통하여 화자는 추가적으로 부정적
인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자의 인지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중국어 담화와 문법 최근 연구 동향 고찰 151

5. 비언어적 요소와 상호작용적인 문법
자연 구어 담화는 화자들 간에 의사소통 행위로 다양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구성된다. 실제 자연 구어 담화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으나 기존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언어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치중하였
으며 비음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최
근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비언어적 요소가 실제 대화 과정에서 언어적 요소를 보
완하는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화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체계성을 구성하
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몸동작, 시선, 손동작 등 신체 동작을 수반하는 언어
(embodiment)와 문법 체계와의 관계와 기능적 특성을 고찰한다. 예를 들어
Chui(2005)에서는 중국어 대화에서 출현하는 제스처 유형과 발화의 정보 위상과
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녀는 도상적 제스처(iconic gesture)의 사용과 발화
화제 간에는 관련이 있으며, 도상적 제스처는 초점 구문에서 신정보를 전달하는 경
우에 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Chui에 의하면 화자가 신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
하고자 하는 경우 제스처를 통하여 상대방 화자에게 발화된 신정보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상호작용적인 기능을 한다고
한다. 반면 구정보를 전달하는 대상에서는 제스처가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 대화에서 제스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며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관
한 문제는 화자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청자 측면에서도 연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Li(2014)에서는 청자가 화자의 말차례 도중에 진행 중인 발화와 관련된 질문을 하
는 경우 청자는 몸을 화자 편으로 기울이며 청자의 질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제
공될 때까지 몸을 기우린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발견한다. Li는 청자가 몸을 기울
이는 것은 화자의 진술 발화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전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대화참여자들 간에 형성된 대화참여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청자의 질문
에 대하여 화자의 대답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대화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들
이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사회 행위를 조절하는데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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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자 한다. Yang(2011)은 중국어 대화에서 화자들이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여 말차례를 상대방에게 넘기거나 상대방에게서 가져오고 자신의 말차례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화자는 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통하여
말차례를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시선 맞춤과 접촉을 사용하여 말차례를 상대방에게
서 가져 오며, 시선을 상대방에게서 피하고, 생각하는 얼굴(thinking face)과, 손
가락을 세는 행위(finger count)를 통하여 자신의 말차례를 유지함을 밝힌다.
또한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분야는 제스처와 대화참여자들 간에 형
성되는 대화참여틀(participation

framework)과 관련된 문제이다(Goodwin

1980; Goodwin and Goodwin 1986). 예를 들어 Tao(2000)에서는 중국인 화자
들이 상대방 화자와 연합하여 상호작용적인 대화참여틀을 형성하는 데는 시선과 같
은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보다 선호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자들 간에 시선
마주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화참여자들의 소속감을 강화시켜 상호작용적인
대화참여틀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 화자들 간에 시선을 피하는
것은 상호작용적인 단결을 분리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화자의 시선 방향 이동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형성된 대화참여틀에 포함된 구성원
범주(membership category)를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는 간접적이고 문맥 의존적인 특성이 있어 화자들 간의 면대면 대화에서
비언어적 요소들의 효율적인 사용은 화자들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조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하여 Yang(2007)은 중국인 화자들이 비언
어적 행위-시선, 고개 끄덕임, 미소, 손 접촉-를 사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상대방
화자에게 소속감과 지지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Yang은 시선, 고개 끄덕임, 미소
가 중국어 대화에서 가장 주요하게 활용되는 친화 수단으로 중국인 화자들은 이러
한 비언어적 요소들을 사용하여 화자들 간에 형성된 소속감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화자들 간의 강한 참여와 몰입을 이끌어 낸다고 주장한다. 상대방의 손이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는 중국어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으며 이성 간에는 손 접촉 행위
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듯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대화에서 출현하는 비
언어적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와의 간의 관계를 이해
하고 이를 통하여 일상 대면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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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면서
이 연구에서는 담화와 문법 연구가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
으며 중국어와 관련된 최신 담화와 문법 연구가 해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국어 담화와 문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
개하는 목적은 하나의 연구 이론과 방법론으로서 담화와 문법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화와 문법 연구 이론과 방법론이 현대 중국어 담화를 연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을 보여 주는 데 있다.
21세기에 이루어진 담화와 문법 연구의 특징 중의 하나는 자연 구어 담화를 중
심으로 상호맥락적인 측면에서 담화와 문법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 문
법 연구가 추상적이고 독립적인 문장이나 인위적인 맥락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
로 언어적 요소를 분석하는 것과는 달리 담화와 문법 연구는 다양한 언어적, 비⋅
준언어적 담화 요소들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담화와 문법 연구는 언어적 요소에 관한 연구에 치우
쳐 있으며 운율, 억양, 웃음과 같은 음성적 요소와 몸동작, 표정, 시선, 손동작 등
비음성적 요소를 포괄하는 비⋅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
정이다.
비⋅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폭넓은 관심 부족은 비⋅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객관적
인 전사 체계 부재로 이어졌으며 담화와 문법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목적에 따
라 대화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추상화하는 전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향
후 담화와 문법 연구에서는 대화에서의 미시적 세부 사항들을 가능한 정확하고 체
계적으로 전사본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비⋅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정밀 전사 체계를
확립하고 담화와 문법 전사 방법론 자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필
요하다.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전사한 대화 자료를 근거로 수행한 담화와 문법 연구
는 일상 대화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의미가 없어 보여 등한시 하던 대화
의 비⋅준언어적 현상들이 특정한 대화 규칙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학제 간의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등장한 담화와 문법 연구는 향후 다양한
방법론의 틀 안에서 활발히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코퍼스 언어학(co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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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istics)을 방법론으로서 활용한 담화와 문법 연구는 특정 언어 표현이 출현하
는 형태 통사적 분포와 빈도 등을 절 단위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언
어 표현이 출현하는 선⋅후행의 대화 맥락 등을 고려하는 담화 차원의 분석이 가능
할 것이다.3) 구어 코퍼스에 반영된 언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상호보완적인 시각에
서 이루어지는 담화 문법 연구는 실제 담화에서 문법이 여러 담화적 변인과의 상호
작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어 대화 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담화와 문법 연구가 대다수를
3) 중국어 구어 코퍼스의 구축은 문어 코퍼스에 비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낙후
된 실정이다. 중국어와 관련된 대표적인 코퍼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어 코퍼스
코퍼스
구성
코퍼스 명칭
코퍼스 제작 기관
비고
언어
현대 중국어, 고대 중국어
문어 자료 위주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 구어,
문학작품, 신문 자료, 교과
北京大學語料庫
문어
中心
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자료
신문, 문학작품, 과학 논
문, 백과사전, 무협소설,
北京語言大學語料庫
北京語言文化大學
문어
대만홍콩문학, 대륙 현당
대문학, 고전소설
國家語委現代漢語語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문어
料庫
現代漢語平衡語料庫
中央研究院
문어
중문, 객가어, 민남어
대화를 들을 수 있음. 말
차례 표시, 대화참여자 정
國立政治大學漢語口
구어
國立政治大學
보, 대화 상황, Du Bois
語語料庫
전사 체계를 따라 비교적
상세하게 대화를 전사
전화
LDC(Linguistic
미국 Pennsylvania 대학 구어
Data Consortium)
대화
Lancaster Corpus
영국 Lancaster
문어
of Mandarin
자료
University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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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현실에서 중국과 한국 등 여러 국가의 중국어 문법 연구자들이 중국어 담
화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과 문법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중국어 문법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어 담화와 다양한 언어들에서 나타나는
담화와 문법 현상에 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중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차이점을 발
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어와 관련된 담화와 문법 연구 결과가 축적됨
으로써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본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언어의 보편적 일반 원리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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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is study shows how discourse-and-grammar has developed as
a

branch

of

functional

linguistics

within

the

tradition

of

linguistics,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discourse-based functional approaches to grammar in the United
States. Using discourse-and-grammar analysis, this paper surveys
recent studies of Chinese that incorporate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in describing and understanding various grammatical
phenomena.

This

study

concludes

with

several

promising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hat may deepen our understanding
of how language is shaped by its function as a tool of huma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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