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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이 연구는 중국어 일상대화 자료를 중심으로 의미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뜻으로 쓰

이는 ‘可是’，‘但是’，‘只是’，‘不过’의 사용 패턴과 기능과의 관련성을 정량적-정성적 

연구 방식을 도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량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중

국어 일상대화에서 출현하는 ‘可是’，‘但是’，‘只是’，‘不过’의 빈도, 분포, 공기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본다. 다음 정성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可是’，‘但是’，‘只

是’，‘不过’에서 나타나는 사용 양상과 기능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 ‘可是’，
‘但是’，‘只是’，‘不过’는 사용 양상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러한 차이는 

‘可是’，‘但是’，‘只是’，‘不过’에서 나타나는 명제적/텍스트적/상호작용적 기능과 접

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연구는 ‘可是’，‘但是’，‘只是’，‘不过’의 담화 기능과 상호작

용 간에 긴 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언어적 인접성과 언어 사용이 어

법화의 중요한 자원임을 입증한다.

  * 이 논문은 2018년 가천대학교의 연구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GCU-20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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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   기존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접속사로서 전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可是’, ‘但是’, ‘不過’, ‘只是’가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빈도, 분포, 공

기 관계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들의 사용패턴을 밝히고 기능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現代漢語詞典》(2007)에서는 ‘可是’, ‘但是’, ‘不過’, ‘只是’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可是-□접전환을 표시하며 선행절에 종종 ‘雖然’처럼 양보를 표시하는 접속사와 

호응을 함, □부굉장히, 정말

但是-□접  후행절에 사용되어 전환을 나타내며 종종 ‘雖然’, ‘盡管’ 등과 호응을 

함

不過-□부  형용사 성질의 사조 또는 이음절 형용사의 뒤에 쓰여 정도가 대단히 

높음을 나타냄, □부  범위를 지시하며 작고 가볍게 말하는 의미를 포함함; 

단지, □접  후행절의 서두에서 사용되며 전환을 나타냄, 선행절에 대한 제

한 또는 수정을 나타내며 ‘只是’와 동일함

只是-□부  단지; 다만, □부  특정 상황 또는 범위에 한정하여 강조를 표현함, □접 ‘但

是’와 동일하며 어기가 비교적 가벼움

위의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可是’, ‘但是’, ‘不過’, ‘只是’는 접속사로서 후행절에 

사용되어 선행절에 대한 전환을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기존 ‘可是’, ‘但是’, 

‘不過’, ‘只是’에 대한 연구는 통사-의미적인 측면에 집중되었는데 Chao(1965)에서

는 접속사로서 ‘但是’는 주어 뒤에 출현할 수 없으며 ‘可是’는 주어 앞뒤에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呂叔湘(2005)에서는 ‘但是’가 ‘可是’, ‘不過’와 비슷하게 사용

되나 ‘可是’는 문장 주어의 앞뒤에 출현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只是’는 ‘不過’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데 ‘不過’보다 약한 톤을 전달한다고 한다. Ross(1978)에서는 

‘可是’와 ‘但是’의 경우 이전에 표현된 발화와는 대립적인 대조를 이끌어내는 반면 

‘不過’의 경우는 대립적이지 않은 대조를 이끌어 낸다고 한다. Li and Cheng 

(2003)과 郭志良(1999)은 ‘可是’, ‘但是’, ‘不過’가 ‘雖然’ 또는 ‘盡管’과 함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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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면서 양보 전환을 형성한다고 본다. 

90년대 이후에는 문어에 한정되어 있던 문장 연결 성분에 대한 연구가 구어를 

포함한 여러 장르로 점차 확대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Wang and Tsai(2007)

에서는 사적인 독백, 일상대화, 공식적인 강의, 공식적인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可

是’, ‘但是’, ‘不過’, ‘只是’를 분석하여 장르에 따라 이들이 출현하는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기능 또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Wang(2005)에서는 일상대화와 라디

오/TV 토크쇼에서 나타나는 ‘可是’, ‘但是’, ‘不過’, ‘只是’를 분석하여 ‘可是’는 구어 

일상대화에서 가장 자주 출현하는 대조표지인데 반하여 ‘只是’는 가장 드물게 출현

하는 표지라고 한다. 또한 ‘不過’와 ‘可是’는 상대방에 대한 비선호적 반응에서 종종 

출현하는데 ‘不過’는 공식적인 발화 상황에서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可是’는 

비공식적인 발화 상황에서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方梅(2000)에서는 일상대화를 중

심으로 접속사인 ‘可是’, ‘但是’가 문법화의 결과로 문법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담화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까지 중국어 전환 접속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연구는 문장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어 전환 접속사들이 본래 가지고 있

는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통사-의미적인 분석하는데 치중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의 

범위를 문장 단위에서 담화 단위로 확대시켜 자연스러운 일상대화에서 나타나는 ‘可

是’, ‘但是’, ‘不過’, ‘只是’의 실제 사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사용패턴과 기능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 상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적인 자연 구어 담화에서 출현하는 ‘可是’, ‘但是’, ‘不過’, 

‘只是’에 관한 실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펜실베니아 대학의 Linguistics Data 

Consortium(LDC)에서 중국인 모국어 화자들 간의 전화대화를 중심으로 구축한 

표준 중국어 콜홈 말뭉치(Mandarin CallHome corpus)를 사용한다.

대화 자료 전사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을 모두 

이용한 혼합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통계적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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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담화 상에서 출현하는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사용 패턴을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可是’, ‘但是’, ‘不過’, ‘只是’가 출현하는 빈도와 공기 관계

(collocation)를 알아보기 위하여 AntConc3.4.4w의 문맥 색인(concordance) 기

능과 연어(collocates) 기능을 활용한다. 공기어(co-occurring word)의 경우는 연

구 대상인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앞뒤 1어절 범위 내에 위치한 단어로 한

정하며 이러한 단어들 중에서 t-점수(t-score) 1.64. 이상인 단어를 대상으로 추출

하여 분석한다.1) 또한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출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可是’, ‘但是’, ‘不過’, ‘只是’가 화자의 발화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치에서 출현하는

가에 따라 말차례 처음에 출현하는 경우, 말차례 중간에 출현하는 경우, 말차례 끝

에 출현하는 경우로 구분한다. 말차례 구분은 화자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으로 정하

며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출현 위치는 수동 주석의 방법으로 분석된다. 

정량적 연구 시행 중 남는 문제들은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可

是’, ‘但是’, ‘不過’, ‘只是’의 담화-화용적 기능은 대화상에서 여러 담화 요인에 의하

여 의미가 형성되어 문장 차원의 분석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으며 상호작용적인 담

화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담화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는 대화분석(conversation analysis)(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 방

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대화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可是’, ‘但

是’, ‘不過’, ‘只是’가 수행하는 사회 행위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可是’, ‘但是’, ‘不

過’, ‘只是’의 사용패턴과 의미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Ⅲ.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빈도, 분포, 공기 계

표준 중국어 콜홈 말뭉치에서 분석 대상인 ‘可是’, ‘但是’, ‘不過’, ‘只是’가 출현하

 1) t-점수는 두 단어가 실제 함께 출현한 빈도와 함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빈도의 차

이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 값이다. 공기 관계 추출에서 유의미한 척도로 

사용한 t-점수 1.64는 자유도 무한대, 유의수준 .05에서의 값으로 신뢰 구간 95%에서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뜻하며 그 수가 클수록 유의미한 관계의 정도

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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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도는 다음과 같다.2)

<표 1> 표준 중국어 콜홈 말뭉치에서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출현 빈도

구분 可是 但是 不過 只是 

개수 49 364 160 33

위의 표에 따르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但是’가 총 364회 나타나 압도적으로 높

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다음으로 ‘不過’가 총 160회 출현하며 두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可是’가 총 49회 나타나며 세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只

是’는 총 33회 출현하면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다. 이는 Tao(2015)에서 30만 

단어가 넘는 대규모 일상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구어에서 나타나는 고빈도 어휘를 

조사한 결과 ‘但是’가 ‘可是’, ‘不過’, ‘只是’ 등의 어휘들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주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3) 

본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 대상은 아니나 ‘但是’, ‘可是’, ‘不過’, ‘只是’의 빈도가 

문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UCLA 문어 중국어 말뭉치(The 

UCLA Written Chinese Corpus)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4) 

<표 2> UCLA 문어 중국어 말뭉치에서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출현 빈도

구분 可是 但是 不過 只是 

개수 13 93 43 9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문어에서 출현하는 ‘可是’, ‘但是’, ‘不過’, ‘只是’는 모두 

구어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빈도를 보여 준다. 또한 네 가지 유형 중에서 ‘但是’

 2)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然而’도 있으나 3회의 낮은 출현 빈도를 보임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3) Wang(2005)은 ‘但是’, ‘可是’, ‘不過’, ‘只是’ 중에서 ‘可是’가 일상 구어에서 가장 자주 

출현하며 ‘只是’가 가장 적게 출현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2시간 분량의 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신뢰성이 떨어진다.

 4) 표준 중국어 콜홈 말뭉치는 총 233,678개의 토큰으로 구성됨으로 The UCLA 

Written Chinese Corpus에서 230,000여 개의 토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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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 93회 나타나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다음으로 ‘不過’가 총 43회 출현

하며 두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可是’가 총 13회 출현하며 세 번째로 높

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只是’가 총 9회 출현하면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다. 이를 

통하여 ‘但是’, ‘可是’, ‘不過’, ‘只是’는 구어와 문어 모두에서 ‘但是’, ‘不過’, ‘可是’, 

‘只是’의 순서로 자주 사용되면서 장르에 따른 빈도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但是’, ‘不過’, ‘可是’, ‘只是’가 일상대화에서 출현하는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3>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출현 분포

구분 말차례시작지점 말차례중간지점 말차례끝지점 합계
可是 16 33 0 49

但是 78 275 11 364

不過 36 120 4 160

只是 5 26 2 33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可是’가 말차례끝지점에

서 출현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차례시작, 중간, 끝 지점에서 모두 출현

하며 말차례 내 다양한 위치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可是’는 말차례

중간지점에서 33회 나타나 가장 자주 출현하며 다음으로 말차례시작지점에서 16회 

나타나며 말차례끝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但是’는 말차례중간지점에서 275

회 나타나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다음으로 말차례시작지점에서 78회 나타

나며 말차례끝지점에서 11회 나타나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다. ‘不過’는 말차례중간

지점에서 120회로 가장 자주 출현하며 말차례시작지점에서 36회 나타나 두 번째로 

자주 출현하며 말차례끝지점에서 4회 나타나 가장 적게 출현한다. ‘只是’는 말차례

중간지점에서 26회 출현하여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며 두 번째로 말차례시작

지점에서 5회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말차례끝지점에서 2회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볼 때 ‘但是’, ‘不過’, ‘可是’, ‘只是’ 모두 말차례중간지점에서 가장 자주 출현하며 

다음으로 말차례시작지점에서 자주 출현하고 말차례끝지점에서 가장 낮은 출현 비

율을 보여 준다.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사용과 기능  151

다음으로 연구 대상인 ‘但是’, ‘不過’, ‘可是’, ‘只是’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공

기어를 조사한 결과 ‘可是’의 공기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1> ‘可是’의 공기어

위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可是’의 앞뒤 1어절 범위 내에 위치한 단어들 중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공기어에는 ‘b’, ‘那(그, 저)’, ‘a’ 가 있다.5) 

이중 a와 b는 화자를 표시하고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발화와 상관이 없

음으로 분석에서 제외한다. ‘那’는 ‘可是’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공기어로 총 4

회 출현하는데 ‘那’가 ‘可是’의 오른 편에 위치하는 경우는 총 2회이며 ‘那’가 ‘可是’

의 왼 편에 위치하는 경우는 총 2회이다.

다음은 ‘但是’의 공기어를 조사한 결과이다. 

 5) 붉은 상자 안에 표시된 공기어들은 t-점수가 1.64 이상인 단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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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但是’의 공기어

위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但是’의 앞뒤 1어절 범위 내에 위치한 단어들 중에

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공기어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我(나)’，‘a’，‘呢’，‘就

是說’，‘b’，‘他(그)’，‘但是’，‘呐’，‘問題(문제)’，‘就是’，‘了’，‘但’，‘你(너)’，‘ (맞

다)’，‘現在(지금)’，‘還可以(괜찮다)’，‘她(그녀)’，‘那個’，‘我們(우리)’가 있다.

‘但是’는 일인칭대명사 ‘我’, 삼인칭대명사 ‘他/她’, 이인칭대명사 ‘你’, 일인칭대명

사 복수형 ‘我們’과 같이 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구어의 상호작

용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로 대면 대화에서 화자들은 자신과 상대방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일인칭대명사 ‘我’가 ‘但是’와 공기하는 경우는 

총 65회이며 ‘他’는 총 22회, ‘你’는 총 19회, ‘她’는 총 6회, ‘我們’은 총 6회로 나

타나 인칭대명사 중에서 일인칭대명사 ‘我’가 ‘但是’와 공기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또한 ‘但是’와 인칭대명사가 공기하는 빈도는 우빈도가 좌빈도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我’의 경우는 총 65회 중에서 60회, ‘他’의 경우는 

총 22회 중에서 20회, ‘你’의 경우는 총 19회 중에서 18회, ‘她’의 경우는 총 6회 

중에서 5회, ‘我們’의 경우는 총 6회 중에서 6회가 ‘但是’의 오른편에 인칭대명사가 

위치하는 것을 보여 준다. 

‘但是’는 조사 ‘呢’, ‘呐’, ‘了’와 같이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닌 기타 성분과 공기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呢’가 ‘但是’와 공기하는 빈도는 총 22회이고 ‘呢’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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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능을 하는 ‘呐’이 ‘但是’와 공기하는 빈도는 총 10회이며 ‘了’가 ‘但是’와 

공기하는 빈도는 총 17회이다. ‘呢’와 ‘呐’이 ‘但是’의 오른편에 위치하는 경우는 각

각 총 20회, 총 9회로 우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는 반면 ‘了’는 ‘但是’의 왼편에서

만 나타나며(총 17회) 오른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但是’는 채움어의 역할을 하는 ‘就是說’, ‘就是’, ‘那個’와 함께 출현하는 경

우가 많다.6) 구체적으로 ‘就是說’이 ‘是’와 공기하는 빈도는 총 20회이고 ‘就是’가 

‘但是’와 공기하는 빈도는 총 10회이며 ‘那個’는 ‘但是’와 공기하는 빈도가 총 10회

이다. ‘就是說’이 ‘但是’의 오른편에 위치하는 경우는 19회이고 왼편에 위치하는 경

우는 1회이며 ‘就是’가 ‘但是’의 오른편에 위치하는 경우는 6회, 왼편에 위치하는 경

우는 4회이며 ‘那個’가 ‘但是’의 오른편에서 출현하는 빈도는 7회, 왼편에 출현하는 

빈도는 3회로 ‘就是說’, ‘就是’, ‘那個’ 모두 좌빈도보다 우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

히 채움어와 공기하는 ‘但是’는 발화의 통사-형태적 구조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나

타나며 특징적인 규칙이 나타나지 않아 앞, 뒤 절이나 문장과의 통사적 독립 가능

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但是’가 ‘但是’와 공기하는 경우는 총 10회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但是’가 반

복되어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출현은 총 5회이다. ‘但是’의 ‘但’이 ‘但是’와 

함께 출현하는 경우는 총 6회이며 ‘但’은 항상 ‘但是’의 왼편에 위치하며 이는 ‘但是’

와 관련된 수정(repair) 현상을 반영한다. 또한 ‘但是’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 ’, 

‘還可以’가 ‘但是’와 자주 출현하여 ‘ ’는 총 11회, ‘還可以’는 총 4회 출현한다. ‘但

是’와 ‘ ’, ‘還可以’가 공기하는 빈도는 좌빈도가 우빈도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

타나 ‘ ’의 경우는 총 11회 중에서 10회에서 ‘ ’가 ‘但是’의 왼편에 위치하며 ‘還可

以’는 총 4회 중에서 3회가 ‘但是’의 왼편에 위치한다. 

‘不過’의 공기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6) Schiffrin(1987)은 담화표지에 대해 선행과 후행 발화에 의존적이며 연속성을 가진 상

호의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Fraser(1990)는 담화표지를 전통적인 어

휘적, 문법적 범주와는 달리 담화 속에서 선행 담화와 후속 담화 간의 연속적인 담화 

관계를 보여 주는 화용적 기능의 토대 위에 분류되는 화용적 범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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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不過’의 공기어

위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不過’의 공기어들을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a’，‘b’，
‘我(나)’，‘不過’，‘他(그)’，‘現在(지금)’，‘呃’，‘也(또)’，‘還(또)’，‘哎’，‘你(너)’，
‘laugh’，‘反正(어차피)’，‘啦’，‘這(이)’，‘她(그녀)’，‘也是’이다.

‘不過’는 ‘但是’와 마찬가지로 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인칭대명사 

‘我’가 ‘不過’와 공기하는 경우는 총 24회이며 삼인칭대명사 ‘他’는 총 14회, 이인칭

대명사 ‘你’는 총 10회, 삼인칭대명사 ‘她’는 총 4회로 나타나 일인칭대명사 ‘我’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不過’와 인칭대명사가 공기하는 빈도는 우빈도가 좌빈도 

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我’, ‘你’, ‘她’의 경우는 ‘我’, ‘你’, ‘她’가 모두 ‘不過’

의 오른편에 위치하며 ‘他’는 한 개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不過’의 오른편에 나타

난다.

‘不過’는 부사인 ‘也’，‘還’, ‘反正’와 유의미한 공기 관계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也’는 총 7회 나타나고 ‘還’은 총 6회 출현하며, ‘反正’은 총 4회 나타나고 있으며 

‘也’는 좌빈도가 우빈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데 반해 ‘還’와 ‘反正’은 우빈도가 좌

빈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또한 ‘不過’는 반복되며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 ‘不過’가 ‘不過’와 공기하는 경우는 총 10회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不過’가 

반복되어 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출현은 총 5회이다. 

‘不過’는 문장의 주요 성분이 아닌 기타 성분과 공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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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감탄사 ‘呃’, ‘哎’와 자주 함께 출현한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呃’가 ‘不

過’와 공기하는 경우는 총 9회이고 ‘哎’가 ‘不過’와 공기하는 경우는 총 4회이며 이

들 감탄사는 모두 ‘不過’의 왼쪽에서 출현한다. ‘不過’는 어기조사인 ‘啦’과도 자주 

공기하는데 총 4회의 빈도를 보이며 ‘啦’은 항상 ‘不過’의 왼편에 위치한다. 언어적 

요소를 뒷받침하는 준언어적 요소인 웃음도 ‘不過’와 함께 자주 출현한다. 웃음이 

‘不過’와 공기하는 경우는 총 6회 출현하며 웃음이 ‘不過’의 왼편에 출현하는 경우는 

5회로 좌빈도가 우빈도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只是’와 함께 출현하는 공기어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只是’의 공기어

위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只是’와 유미의한 관계를 가지는 공기어들을 빈도순

으로 정리하면 ‘我(나)’, ‘說(말하다)’, ‘她(그녀)’이다.

‘只是’는 ‘但是’, ‘不過’와 마찬가지로 인칭대명사와 공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인칭

대명사 ‘我’가 ‘只是’와 공기하는 경우는 총 11회 나타나는데 ‘我’가 ‘只是’의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는 8회로 좌빈도가 우빈도 보다 훨씬 높다. 삼인칭대명사 ‘她’가 ‘只

是’와 공기하는 경우는 총 4회 나타나며 ‘她’가 ‘只是’의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는 3

회로 좌빈도가 우빈도 보다 높게 나타난다.

‘只是’가 발화 동사인 ‘說’과 공기하는 경우는 총 6회이며 ‘說’은 항상 ‘只是’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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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에 위치하며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는 없다. ‘說’은 오직 ‘只是’와 자주 공기하며 

‘但是’, ‘不過’, ‘可是’와는 자주 공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說’과 ‘只是’는 중

간에 언어 요소가 삽입되는 경우가 없이 상호 긴 한 결합 현상을 보여 준다. 

Ⅳ. ‘但是’, ‘可是’, ‘不過’, ‘只是’의 사용양상과 기능
의 상 계

이 장에서는 일상대화에서 출현하는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빈도, 분포, 

공기 관계가 ‘可是’, ‘但是’, ‘不過’, ‘只是’가 수행하는 담화-화용적 기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可是’, ‘但是’, ‘不過’, ‘只

是’가 순차적인 대화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들의 기능을 세 가지로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기능 분류

구분 명제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 상호작용적 의미 합계
可是 12 30 19 61

但是 76 249 105 430

不過 25 118 51 194

只是 21 8 8 37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모두 명제적 의미, 텍

스트적 의미, 상호작용적 의미를 보여 준다. 첫째, 명제적 의미는 현실 진술과 관련

하여 발화의 내재적 의미를 나타내며 둘째, 텍스트적 의미는 메시지와 관련하여 현

재 발화와 선행 담화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셋째, 상호작용적 의미는 

역할과 관계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며 문맥에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믿음 

또는 태도를 표시하는 상호작용적인 표지로서 기능을 수행한다.7) 

 7) 대화에서 나타나는 언어 요소들은 문법화를 통하여 의미 변화가 일어나며 일반적으로 

명제적인 단계에서 상호작용적인 단계로 진행된다(Traugott 1982). Sweetser(1990)

와 Kroon(1998)에 따르면 대화는 내재적 의미(ideational function), 텍스트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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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是’，‘但是’，‘不過’는 모두 텍스트적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 다음으로 상

호작용적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명제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적게 나타난

다. ‘只是’는 명제적 의미가 총 21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으

로 텍스트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가 각각 8회로 나타나며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只是’는 명제적 의미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반면 ‘可是’, ‘但是’, ‘不過’는 모

두 명제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 보다 텍스트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로 더욱 자주 

사용되는 사실을 통하여 볼 때 ‘可是’, ‘但是’, ‘不過’의 문법화 정도가 ‘只是’에 비하

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의 표에서 분석 대상인 ‘可是’, ‘但是’, ‘不過’, ‘只是’가 보여 주는 기능의 

합계는 각각 61개, 430개, 194개, 37개인데 ‘可是’, ‘但是’, ‘不過’, ‘只是’가 말뭉치

에서 출현하는 횟수는 각각 49회, 364회, 160회, 33회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但是’, ‘不過’, ‘可是’, ‘只是’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

에 다양한 기능을 보이며 교차되는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이며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텍스트적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상호작용적 의미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

다. 구체적으로 ‘可是’에서 텍스트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를 동시에 보여 주는 

경우는 12회이고 ‘但是’에서 텍스트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를 동시에 보여 주는 

경우는 66회이다. ‘不過’에서 텍스트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를 동시에 보여 주는 

경우는 34회이고 ‘只是’에서 텍스트적 의미와 상호작용적 의미를 동시에 보여 주는 

경우는 4회로 나타난다.8)

다음 표는 ‘但是’, ‘不過’, ‘可是’, ‘只是’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구체적인 기능을 보

여 준다.

(textual function), 상호교류적 의미(interpersonal function) 등 세 가지 의미 유형

으로 구분된다고 하며 Halliday(1994)에서는 언어의 기능을 내재적 단계(ideational 

level) 텍스트적 단계(textual function)와 상호작용적 단계(interactional level)로 

나누어 제시한다.

 8) 접속사로서 ‘但是’, ‘不過’, ‘可是’는 문법적으로 서로 호응하는 다른 접속사 ‘雖然’과 결

합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명제적 의미를 잃고 텍스트적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양보 표

지인 ‘雖然’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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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可是’, ‘但是’, ‘不過’, ‘只是’의 구체적인 기능 분류

구분

명제

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 상호작용적 의미

합계화제

전환

화제

전개

화제

수정

화제

도입

말차례

전환

말차례

유지

可是 12 18 1 2 9 10 9 61

但是 76 185 5 13 46 42 63 430

不過 25 61 9 10 38 30 21 194

只是 21 3 5 0 0 0 8 37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但是’, ‘不過’, ‘可是’, ‘只是’에서 나타나는 텍스트적 의

미로는 화제전환, 화제전개, 화제수정, 화제도입의 기능이 있으며 상호작용적 의미

로는 말차례전환, 말차례유지의 기능이 있다.9) 텍스트적 의미의 경우 ‘但是’, ‘不

過’, ‘可是’는 모두 화제전환의 기능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화제도입의 기능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화제수정의 기능이 높게 나타나며 화제전개의 

기능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반면 ‘只是’는 화제전개의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화제전환의 기능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只是’에서는 화제수정과 화제도입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상호작용적 의미의 경우 ‘不過’, ‘可是’는 말차례전환의 기

능이 말차례유지의 기능 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但是’, ‘只是’는 말차례유지의 기

능이 말차례전환의 기능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只是’에서는 말차례전환의 기능

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但是’, ‘不過’, ‘可是’, ‘只是’가 출현하는 위치와 기능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可是’의 구체적인 기능이 말차례의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

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9) 화제전환은 선행 발화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건 일단 화제를 돌려 담화의 방향을 전환하

려는 전략이고 화제전개는 화제에 대한 담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화제수정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화제에 대한 수정이 일어나는 것이며 화제도입은 어떠한 주제에 대

하여 내용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발화가 개시되는 것을 나타낸다. 말차례전환은 새로운 

화자가 발화 기회를 취하는 것이며 말차례유지는 현 화자가 말차례를 유지하며 발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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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可是’의 출현 위치와 기능과의 관계

可是
명제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 상호작용적 의미

합계화제

전환

화제

전개

화제

수정

화제

도입

말차례

전환

말차례

유지
시작 0 3 1 1 7 10 5 27

중간 12 15 0 1 2 0 4 34

끝 0 0 0 0 0 0 0 0

‘可是’의 출현 위치와 명제적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可是’는 말차례중

간지점에서만 출현하며 말차례시작지점과 말차례끝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텍

스트적 의미의 경우 ‘可是’는 말차례시작지점에서 화제도입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 화제전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可

是’가 말차례끝지점에서 출현하면서 텍스트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可是’의 출현 위치와 상호작용적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可

是’는 말차례시작지점에서 말차례전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말차례유지의 기능

을 보이는 경우 보다 많으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는 말차례유지의 기능만을 보인

다. ‘可是’가 말차례끝지점에서 출현하면서 상호작용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但是’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담화-화용적 기능이 말차례

의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但是’의 출현 위치와 기능과의 관계

但是
명제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 상호작용적 의미

합계화제

전환

화제

전개

화제

수정

화제

도입

말차례

전환

말차례

유지
시작 0 21 3 6 37 41 33 141

중간 76 164 2 7 9 0 20 278

끝 0 0 0 0 0 0 11 11

‘但是’의 출현 위치와 명제적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但是’는 말차례중

간지점에서만 출현하며 말차례시작지점과 말차례끝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텍

스트적 의미의 경우 ‘但是’는 ‘可是’와 마찬가지로 말차례시작지점에서 화제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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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는 화제전환의 기능을 보이

는 경우가 가장 많다. ‘但是’가 말차례끝지점에서 출현하면서 텍스트적 의미를 가지

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但是’의 출현 위치와 상호작용적 의미와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但是’는 말차례시작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말차례전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말차례유지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但是’가 말차례끝지점에서 출현하는 경우는 말차례유지

의 기능만을 보인다. 다음은 ‘不過’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담화-화용적 기능이 말

차례의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8> ‘不過’의 출현 위치와 기능과의 관계

不過
명제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 상호작용적 의미

합계화제

전환

화제

전개

화제

전개

화제

도입

말차례

전환

말차례

유지
시작 0 2 4 2 25 28 8 69

중간 25 59 5 8 13 2 9 121

끝 0 0 0 0 0 0 4 4

‘不過’의 출현 위치와 명제적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不過’는 말차례중

간지점에서만 출현하며 말차례시작지점과 말차례끝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텍

스트적 의미의 경우 ‘不過’는 ‘但是’, ‘可是’와 마찬가지로 말차례시작지점에서 출현

한 경우 화제도입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 출현

한 경우 화제전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不過’가 말차례끝지점에서 

출현하면서 텍스트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不過’의 출현 

위치와 상호작용적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不過’는 말차례시작지점에서 

말차례전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말차례유지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 보다 많으

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말차례유지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말차례전

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 보다 많다. ‘不過’가 말차례끝지점에서 출현하는 경우는 

말차례유지의 기능만을 보인다. 다음은 ‘只是’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담화-화용적 

기능이 말차례의 어느 위치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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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只是’의 출현 위치와 기능과의 관계

只是
명제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 상호작용적 의미

합계화제

전환

화제

전개

화제

수정

화제

도입

말차례

전환

말차례

유지
시작 0 0 4 0 0 0 5 9

중간 21 3 1 0 0 0 1 26

끝 0 0 0 0 0 0 2 2

‘只是’의 출현 위치와 명제적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只是’는 말차례중

간지점에서만 출현하며 말차례시작지점과 말차례끝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只

是’는 ‘可是’, ‘但是’, ‘不過’와는 다르게 말차례시작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화제전개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화제전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只是’는 말차례끝지점에서 출현하면서 텍스트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只是’의 상호작용적 의미는 출현 위

치와 관련하여 말차례시작지점, 말차례중간지점, 말차례끝지점 모두에서 말차례유

지 기능만을 보이며 말차례전환의 기능은 보이지 않는다. 

‘但是’, ‘不過’, ‘可是’, ‘只是’의 의미와 출현 위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但

是’, ‘不過’, ‘可是’, ‘只是’는 출현하는 위치에 따라 기능의 차이를 보이며 몇 가지 

사용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명제적 의미의 경우 ‘但是’, ‘不過’, ‘可是’, ‘只

是’는 모두 말차례중간지점에서만 나타나며 말차례시작지점과 말차례끝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텍스트적 의미의 경우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모두 

말차례중간지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말차례시작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

타나며 말차례끝지점에서는 텍스트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可是’, ‘但是’, 

‘不過’는 말차례시작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화제도입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화제전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반면 ‘只是’는 말차례시작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화제전개의 기능을 보이는 경

우가 가장 많으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화제전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

우가 가장 많다. 마지막으로 상호작용적 의미의 경우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말차례시작지점과 말차례끝지점에서 상호작용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는 적게 나타난다. ‘可是’, ‘但是’, ‘不過’는 말차례시작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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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한 경우 말차례전환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 

출현한 경우 말차례유지의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只是’는 말차례시작지

점과 말차례중간지점에서 말차례유지 기능만을 보인다. 

‘但是’, ‘不過’, ‘可是’, ‘只是’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공기어들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但是’, ‘不過’, ‘可是’, ‘只是’의 기능과 접한 관련을 보인다. 

특히‘但是’, ‘不過’, ‘可是’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공기어들은 ‘但是’, 

‘不過’, ‘可是’가 말차례중간지점에서 출현하면서 화제전환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서 

많이 출현하며 ‘只是’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공기어들은 ‘只是’가 말

차례시작지점에서 나타나면서 말차례유지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 자주 출현한다. 

다음은 화제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但是’가 ‘呢’와 공기하는 예이다. 

(1)

1→A: 哦, 一個, 一個((心))很想回來看看, 但是呢, 就是說, 現在 -- 

‘오, 맞아, 돌아가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어, 지금’

2 A: 我覺得還是, 嗯, 現在暫時, 就是說, 還沒有這個經濟能力, 你知道吧? 

‘내 생각에, 지금 잠시 어, 경제 능력이 없잖아, 알지?’

3 B: 嗯, 嗯, 嗯, 嗯, 嗯. 

‘응, 응, 응, 응, 응.’

4 A: 因爲回來一趟, 不管怎麼樣, 不, 不管親戚朋友怎麼想, 我總歸要帶東西回

來. 

‘한번 돌아가게 되면, 어찌되었든 간에, 친지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지간에 

어쨌든 물건(선물)을 사 가지고 와야 하니까.’

위의 대화에서 미국에서 유학 중인 화자 A는 제1 행에서 ‘哦, 一個, 一個

((心))很想回來看看, 但是呢, 就是說, 現在 --(오, 맞아, 돌아가서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근데, 어, 지금--)’라고 하고 이어서 ‘-- 我覺得還是, 嗯, 現在暫

時, 就是說, 還沒有這個經濟能力, 你知道吧?(내 생각에, 지금 잠시 어, 경제 능

력이 없잖아, 알지?)’라고 하는데 말차례중간에 ‘但是’를 사용한다. 여기서 ‘但是’는 

앞뒤 문장 성분과 어떠한 문법 관계도 맺지 않고 문장의 주요성분으로서 역할을 하

지 않으며 ‘但是’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명제 의미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담화표지로서 ‘但是’는 한 화자의 말차례 내에서 의미적인 측면에서 명백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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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발화 내용 사이에 사용되어 후행 발화에서 화자의 이전 발화와는 뚜렷하게 반

대되는 내용이 올 것임을 나타내는 화제전환의 기능을 한다. 조사 ‘呢’는 화제전환

의 기능을 하는 ‘但是’와 긴 한 결합 현상을 보여 주며 ‘但是’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적인 대조 상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10) 

다음 대화의 예는 ‘但是’와 ‘就是說’이 공기하는 예이다.

(2)

1 A: 啊, 我們是, 但是我們已經到, 到了三十幾兆啦. 

‘아, 우리는 근데 우리 거는 이미 삼십 몇 메가가 되었어.’

2 B: ((三十二)) 啊, 啊, 我現在也是這個呃, 我現在也是這個, 然後也是三十

二, 我感覺速度, 速度還不是那麼快.

‘((삼십이)) 아, 아, 나는 지금도 이거야, 나는 지금도 이거야 삼십이, 속도

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것 같아.’

3 A: {laugh} 

4 A: 啊. 

‘맞아.’

5→A: 啊. 但是, 就是說, 它那個有個好, 什麼好呢, 就是一旦你掛上了之後, 

覺得速度好. 就是比那個快.

‘맞아. 근데 어 저기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바로 일단네가 사용

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느낄 거야.’

6 B: 嗯, 哼. 

‘응 흥.’

위의 대화에서 화자 A와 B는 컴퓨터 속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화자 

A는 제5 행에서 ‘ 啊. 但是, 就是說, 它那個有個好, 什麼好呢, 就是一旦你掛上

了之後, 覺得速度好. 就是比那個快.(맞아. 근데 어 저기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

냐 하면, 바로 일단 네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느낄 거야.)’라

고 하며 ‘但是’를 사용한다. 여기서 ‘但是’는 ‘((三十二)) 啊, 啊, 我現在也是這個

10) 박정구(2004)는 ‘呢’의 핵심기능 특징을 [+구체(concreteness)]라고 하며 문장이 나

타내고자 하는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위의 

대화에서 ‘呢’는 발화에서 접근 가능한 정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청자의 

주의 속으로 끌어들이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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呃, 我現在也是這個, 然後也是三十二, 我感覺速度, 速度還不是那麼快.(((삼십

이)) 아, 아, 나는 지금도 이거야, 나는 지금도 이거야 삼십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

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며 컴퓨터 속도가 느리다고 하는 이전 화자인 B의 발화

와 의미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대조를 나타내는 A의 발화 사이에 사용되어 화자가 

이전 화자에 의하여 표현된 발화와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명백한 대조를 나타내는 

발화를 제시하는데 사용된다. 

화자들 간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대조 관계는 비동의와 관계가 있으며 화자가 청

자의 발화에 대한 비동의를 강하고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상대방의 긍정적 체

면에 손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11)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화자는 상대방

이 선호하지 않는 반응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휴지, 수정, 부분적인 반복, 담화표

지 등 다양한 담화 전략을 사용하여 비선호적 반응을 지체하는 경향이 있다

(Pomerantz 1984). 위의 대화에서 화자는 상대방 화자의 발화와 의미적으로 뚜렷

한 대조를 보이는 발화를 통하여 자신의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但

是’와 함께 채움어인 ‘就是說’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화를 주저한다. 여기서 담화

표지로서 ‘就是說’은 화자의 주관적인 불확실성이나 주저함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상

대 대화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세심한 배려와 고심 끝에 상대방

에게 전달한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청자의 체면을 보호할 수 있다.

‘但是’는 ‘就是說’ 이외에 ‘就是’와 ‘那個’ 등 채움어들과도 자주 공기한다. 다음 

대화는 ‘但是’와 ‘那個’가 공기한 예이다. 

(3)

1 B: 你要訂的話, 也可以去訂啊? 

‘네가 예약하려고 한다면 예약할 수 있어.’

2 A: 不行, 不行, 你沒有簽證你怎麼訂啊? 那個東西. 

‘안 돼, 안 돼, 너 비자 없이 어떻게 예약을 해? 그것을.’

3 A: 訂了再 , 那東西罰款罰的很厲害的. 

‘예약하고 다시 반환하게 되면 그 거 벌금을 엄청 물어야 해.’

11) 대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동의라는 비선호적 반응(dispreferred response)보다는 동의

나 수락이라는 선호적 반응(preferred response)이 선호된다(Schegloff and Sack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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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 是嗎?

‘그래?’

5 A: ((知道啊 ?)) 

‘알아?’

6 B: ((嗯, 哦)).

‘응, 어.’

7→A: 所以說你要那個, 但是, 你盡量早點辦. 

‘그래서 너는 반드시 저기, 근데 너는 최대한 빨리 (비자를) 신청해야 해.’

8 B: 哦, 我給他催一催. [[echoing]] 

‘오, 내가 걔를 재촉 좀 할게.’

위의 대화에서 화자 B가 비자 없이 비행기 표를 예약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하여 

제7 행에서 화자 A는 ‘所以說你要那個, 但是, 你盡量早點辦.(그래서 너는 반드시 

저기, 근데 너는 최대한 빨리 (비자를) 신청해야 해.)’라고 하는데 ‘但是’를 사용한

다. 화자 A는 ‘但是’를 사용하여 이전 화자의 발화와는 의미적인 측면에서 뚜렷하게 

반대되는 의미를 이끌어 냄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비동의를 나타내고자 하는데 ‘但

是’와 채움어 ‘那個’를 함께 사용한다. 여기서 채움어 ‘那個’(劉麗豔 2009)는 ‘但是’

와 함께 사용되어 화자가 자신의 발화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저를 상대방에게 보

여 줌으로써 상대방 발화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를 비교적 완곡하게 나타낼 

수 있다.

다음은 ‘可是’가 화제전환의 기능을 나타내는 대화의 예이다.

(4)

1 A: 下午呢,

‘오후에,’

2 A: 我帶著他, 因爲那個孩子沒有 椅子.

‘내가 걔를 데려가는데, 그 아이가 작은 의자가 없잖아.’

3 A: 呃, 汽車上沒有 椅子, 他不許你坐汽車.

‘어, 차에 작은 의자가 없어서 걔가 차에 못 타게 했어.’

4 B: 坐, [echoing] 嗯, 

‘타, 응,’

5 A: 誒, 上次一個什- 也是這個, 這個咱們&上海&人啊,12)

‘어, 저번에 한, 저기, 저기도 우리 상해 사람인데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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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那個孩子啊, 就是非要去跟著姐姐幹什麼去, 

‘그 애가 말이야, 기어코 언니를 따라가려고 해서 말이야,’

7→A: 結果他們就帶去了, 可是, 車上沒椅子, 椅子在家裏沒拿,

‘결국에는 데리고 갔어, 근데 차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집에서 가지고 가

지 않아서,’

8 B: 嗯,

‘응,’

9 A: 結果, 正好是警察查到了, 

‘결국, 마침 경찰이 발견을 해서,’

10 A:罰了三百多塊美金呢.

‘벌금 300달러를 물었지.’ 

위의 대화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화자 A는 화자 B에게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성

경 공부를 하러 가려고 했으나 카시트가 없어서 못 데려갔다고 한다. 이어서 화자 

A는 자신이 아는 언니가 겪은 카시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제7 행에서 A는 ‘結

果他們就帶去了, 可是, 車上沒椅子, 椅子在家裏沒拿,(결국에는 데리고 갔어, 근

데 차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집에서 가지고 가지 않아서,)’라고 하며 말차례중간

에 ‘可是’를 사용한다. 여기서 ‘可是’는 ‘結果他們就帶去了(결국에는 데리고 갔다)’

와 ‘車上沒椅子(차에 의자가 없다)’와 같이 의미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대조 관계

를 찾을 수 없는 두 발화 사이에서 사용된다. 담화표지로서 ‘可是’는 이전 발화로부

터 직접적인 대조 관계를 찾을 수는 없으나 대화참여자들 간의 공유된 정보와 대화

문맥을 통하여 대조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두 발화 사이에 사용되어 약한 대

조를 나타낸다.13) 약한 대조를 나타내는 ‘可是’는 특정 어휘와 유의미한 공기 관계

를 보이지 않는다. 다음 대화도 비슷한 예이다.

(5)

1 A: &美慧&那天氣得跟我講說, 以後再也不要介紹給 {laugh} &張&&德彰

&, 怎麼人家怎麼有到 後這樣子的 {/laugh}. 

‘&美慧&가 그날 화를 내면서 말했어, 다시는 &張& &德彰&에게 소개시

12) 전사본에서 인명과 지명 앞뒤에 ‘&’를 사용한다.

13) ‘可是’와 자주 함께 출현하는 어휘로는 ‘那’가 있으나 대부분 부사의 기능을 하는 ‘可是’

와 공기하여 분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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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주지 말아야 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이럴 수 있느냐고.’

2 B: 哦, 抱歉, 抱歉啊. 

‘오 미안 미안해.’

3 A: 沒有關系啊, 只是啊, 只是, 只是, 那個, 她也, 她也不是 孩子啊, 你知

道嘛. 根本沒有關系, 根本, 根本不是說介紹就一定要成, 你也知道這個, 

不 ? 

‘괜찮아, 근데 저기, 그녀도 어린 애가 아니잖아, 전혀 문제가 없어, 소개를 

하면 반드시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닌 거 너도 알지, 그치?’

4 B: 誒. 

‘어.’

5 B: 都是, 

‘다,’

6 B: 誒. 

‘어.’

7 B: 誒, 誒, 誒. 

‘어 어 어.’

8→B: 啊, 可是, 她有一天半夜就是打電話來, 要逼我說, 

‘맞아, 근데, 걔가 어느 날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와서 다그치며 말을 하라

고 해서’

9 A: 啊. 

‘응.’

10 A:呃. 

‘어.’

11 B:到底要把她當什麼朋友啊. 哦, 我沒辦法啊, 我就只想, 我只想慢慢來, 不

要, 

‘도대체 자기를 어떤 친구로 여기냐는 거야. 어, 난 방법이 없었어, 난 그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귀고 싶었는데, 서두르지 말고,’

위의 대화에서 화자 A는 화자 B에게 &美慧&가 매우 화를 내며 B에게 절대 여

자를 소개시켜 주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B가 사과를 한다. 이에 A가 ‘沒

有關系啊, 只是啊, 只是, 只是, 那個, 她也, 她也不是 孩子啊, 你知道嘛. 根本

沒有關系, 根本, 根本不是說介紹就一定要成, 你也知道這個, 不 ?(괜찮아, 근

데 저기, 그녀도 어린 애가 아니잖아, 전혀 문제가 없어, 소개를 하면 반드시 잘 되

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닌 거 너도 알지, 그치?)’라고 하자 B는 제8 행에서 ‘ 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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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是, 她有一天半夜就是打電話來, 要逼我說,(맞아, 근데, 걔가 어느 날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와서 다그치며 말을 하라고 해서)’라고 하면서 ‘可是’를 사용한다. 이 

때 ‘可是’는 의미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전 화자가 표현한 발화와 직접적으로 반대되

는 의미를 가지며 대립적인 대조 내용을 이끌어 내기 보다는 대화참여자들이 대화

문맥을 통하여 예상 가능한 암시적인 대조를 나타내는 발화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간접적인 또는 약한 비동의를 나타낸다. 따라서 ‘可是’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또는 강한 비동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但是’와는 

달리 채움어의 기능을 하는 담화표지들과의 공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14)

다음은 화제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不過’가 ‘也’와 공기하는 예이다. 

(6)

1 B: 他不是大 板嗎? 

‘그 사람이 사장 아니야?’

2 A: 你- 你- 你每和&俞&來, 什麼之類的, 

‘너 &俞&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 아니야,’

3 B: 誒, 喲, 哈, 我不是一直做嗎? 

‘어, 내가 줄곧 &俞& 사장님과 잘 해오지 않았겠어?’

4 A: 哦, 

‘오,’

5 B: 沒的機 . 

‘기회가 없었어.’

6→B: 不過, 也挺恐怖的, 

‘근데 꽤 무서워,’

7 B: 他上次現在開始清洗不是嗎? 

‘사장님이 이번에 정리해고를 시작하지 않았겠니?’

위의 대화에서 화자 B는 A에게 자신이 사장인 &俞&와 잘 지내왔다고 얘기한 

후 제6 행에서 ‘不過, 也挺恐怖的,(근데 꽤 무서워,)’라고 한다. B의 이전 발화인 

‘沒的機 .(기회가 없었어.)’와 ‘也挺恐怖的,(꽤 무서워,)’는 의미적으로 어떠한 대

조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대화맥락적인 측면에서도 대조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14) Ross(1978)에서는 ‘可是’가 ‘但是’와 마찬가지로 대립적인 대조를 나타낸다고 주장한 

반면 Wang(2005)은 ‘可是’가 대립적인 대조보다는 암시적인 대조를 나타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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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不過’는 의미상 명제적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략하

여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담화표지로서 ‘不過’는 이전 발화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비대립적인 대조를 형성함으로써 후행 

발화에서 이전에 표현된 발화에 대한 수정이나 제한을 나타내는 내용이 올 것임을 

나타낸다.15) ‘不過’는 빈도부사 ‘也’와 공기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也’는 이전 발

화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不過’의 의미를 강조

한다. 다음 대화의 예는 ‘不過’와 ‘呃’가 공기하는 예이다.

(7)

1 A: 這好象&清華&什麼, 

‘아마 &清華&인가,’

2 A: 各科學院也有, 也有聯- 

‘각 과학원에도 있어,’

3 A: 也有聯網吧? (())

‘네트워킹도 있지?’

4 B: , , , 有. 

‘맞아, 맞아, 맞아, 있어.’

5 A: ((嗯.))

‘응.’

6→B: ((其實)) 呃, 不過, 我們跟他們那個聯不上. 

‘어, 근데 우리는 그들 네트워킹과 연결할 수 없어.’

7 B: 呃, 其實北((學院))也有自己的聯網. 

‘어, 사실 북학원도 자체 네트워킹이 있어.’

8 B: ((只有你)) 家裏有計算機的都可以聯. 

‘집에 컴퓨터만 있기만 하면 연결할 수 있어.’

9 A: 哦, 是哇. 

‘어, 그래.’

위의 대화에서 화자 A는 화자 B에게 각 과학원에도 네트워킹이 있냐고 하며 자

신이 추측한 내용을 상대방 화자에게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자 화자 B는 있다고 

15)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不過’는 후행절의 서두에서 사용되며 선행절에 대한 수정 또는 첨

가를 통하여 전환을 나타내는 ‘不過’의 기본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담화-화용

적 기능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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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한 후 제6 행에서 ‘((其實)) 呃, 不過, 我們跟他們那個聯不上.(어, 근데 우리

는 그들 네트워킹과 연결할 수 없어.)’라고 하는데 ‘不過’를 사용한다. 여기서 ‘不過’

는 이전 화자의 발화에서 필요한 또는 예상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하지 

못한 상태를 표현하며 비대립적인 대조를 형성하고 자신의 발화를 통하여 이전 화

자의 발화를 수정 또는 제한할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예상하지 못하거나 갑작스

러운 발화를 주저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감탄사 ‘呃’는 ‘不過’와 강한 언어적 인접성

을 보이며 예상이 불가능한 비대립적인 대조를 나타내는 ‘不過’의 의미를 강조한다.

다음은 말차례유지의 기능을 나타내는 ‘只是’가 ‘說’과 공기하는 예이다. 

(8)

1 B1: 誒, & &&宋&&跟你通電話說什麼來啦? 

‘어, & & &宋&&이 전화를 걸어서 뭐래?’

2 A: 沒說什麼, 只是, 

‘별 말 없었어, 그냥,’

3 B1:呃, 

‘어,’

4→A: 只是說, 我沒, 沒講&段&&巾泰&的事, 

‘그냥 나는 &段& &巾泰&의 일을 말하지 않았어,’

5 B1:呃, 

‘어,’

위의 대화에서 화자 B1이 A에게 & & &宋&&이 전화로 뭐라고 했느냐고 묻

자 A는 제2 행에서 ‘沒說什麼, 只是,(별 말 없었어, 그냥,)’라고 하며 화자들 간의 

말차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말차례구성단위의 완결 가능 지점(point of possible 

completion)에서 ‘只是’를 사용한다. 이때의 ‘只是’는 특정 언어적 요소와 공기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으나 지속의 억양과 휴지와 함께 출현하면서 화자가 자신의 말차

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낸다. 이에 B1은 제3 행에서 상대방 화자가 말

차례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권유하는 표시(continuer)(Schegloff 

1982)인 ‘呃’를 발화함으로써 상대방 화자가 계속 말차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A는 제4 행에서 ‘只是說, 我沒, 沒講&段&&巾泰&的事,(그냥 나는 &段& &

巾泰&의 일을 말하지 않았어,)’라고 하며 말차례시작지점에서 ‘只是說’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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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只是’는 ‘說’은 상호 긴 한 결합 현상을 보여 주며 중간에 언어 요소가 삽

입되는 경우가 없이 고정 형식으로 사용된다. ‘只是說’은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내재

적 의미(ideational meaning)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화 내용의 명제의미에

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담화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담화표지로

서 ‘只是說’은 인식적인(epistemic) 특징을 보이며 화자가 이를 통해 다음 발화를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말차례를 계속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Wang and Tsai 2007). 

‘但是’, ‘不過’, ‘可是’, ‘只是’에서 나타나는 공기어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며 ‘但

是’, ‘不過’, ‘可是’, ‘只是’가 수행하는 기능에 접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문장의 주요 성분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으며 생략되어도 발

화의 명제 의미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담화표지들과 공기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이는 ‘但是’, ‘不過’, ‘可是’, ‘只是’가 텍스트적 측면과 상호작용적 측면에

서는 점점 더 중요해지지만 명제-의미론적 측면에서는 점차 덜 중요해지는 언어요

소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Sweetser 1990; Traugott 1982, 1989, 

1995).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코퍼스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일상대화에서 나타나는 ‘但是’, ‘不過’, 

‘可是’, ‘只是’의 빈도, 분포, 공기 관계 등 사용 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을 뿐

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但是’, ‘不過’, ‘可是’, ‘只是’가 발현되어 나가는 

과정을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但是’, ‘不過’, 

‘可是’, ‘只是’가 내재적인 의미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나 사용 양상에 있어서 차이

가 있음을 보여 주었으며 ‘但是’, ‘不過’, ‘可是’, ‘只是’의 사용양상은 담화-화용적인 

기능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정량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但是’, ‘不過’, ‘可是’, ‘只是’가 출현하는 빈도는 ‘但

是’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고 ‘不過’가 두 번째로 높은 출현 빈

도를 보이며 ‘可是’가 세 번째로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나며 ‘只是’가 가장 낮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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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인다. ‘但是’, ‘不過’, ‘可是’, ‘只是’가 출현하는 분포는 ‘但是’, ‘不過’, ‘可是’, 

‘只是’ 모두 말차례중간지점에서 가장 자주 출현하며 다음으로 말차례시작지점에서 

자주 출현하고 말차례끝지점에서 가장 낮은 출현 비율을 보여 준다. ‘但是’, ‘不過’, 

‘可是’, ‘只是’와 출현하는 공기어로는 ‘可是’의 경우 대명사 ‘那’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관계를 보이며 ‘但是’는 인칭대명사(‘我’, ‘他/她’, ‘你’, ‘我們’), 조사(‘呢’, ‘呐’, 

‘了), 채움어(‘就是說’, ‘就是’, ‘那個’), 형용사(‘ ’, ‘還可以’) 등과 함께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不過’는 인칭대명사(‘我’, ‘他/她’, ‘你’), 부사(‘也’，‘還’, ‘反正’), 감탄

사(‘呃’, ‘哎’) 등과 자주 공기하며 ‘只是’는 동사(‘說’)와 자주 함께 놓인다. 

정성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但是’, ‘不過’, ‘可是’, ‘只是’의 출현 빈도와 기능은 

상관관계를 보여 명제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 상호작용적 의미 전체에 걸쳐 ‘但是’, 

‘不過’, ‘可是’는 화제전환의 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只是’는 명제적 의미

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但是’, ‘不過’, ‘可是’, ‘只是’의 분포와 기능도 일정한 경향

성을 보여 명제적 의미의 경우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모두 말차례중간지점

에서만 나타나며 말차례시작지점과 말차례끝지점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텍스트적 

의미의 경우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모두 말차례중간지점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나며 말차례시작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며 말차례끝지점에서는 텍스

트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출현 위치와 상호작용적 의미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말차례시작지점과 말차례끝지점에서 상호작

용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말차례중간지점에서는 적게 나타난다. 마지

막으로 ‘但是’, ‘不過’, ‘可是’, ‘只是’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공기어

들은 ‘但是’, ‘不過’, ‘可是’, ‘只是’의 기능과 접한 관련을 보인다. ‘但是’, ‘不過’, 

‘可是’, ‘只是’는 다양한 공기어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 

요소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는 허화 과정을 통하여 어휘 본래 의미를 

잃고 화자의 다양한 주관적 태도를 표현하는 상호작용적인 담화 표지로서 역할을 

한다. 구조-의미적인 측면에서 자율적인 특징을 보이는 ‘但是’, ‘不過’, ‘可是’, ‘只是’

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다양한 담화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빈도, 

분포, 공기 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일정한 경향성을 띠며 이러한 특징들은 ‘但是’, 

‘不過’, ‘可是’, ‘只是’가 수행하는 기능과도 접한 관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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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uses of keshi, danshi, buguo, and zhishi, a 

set of apparently synonymous contrastive markers in Mandarin 

spoken discourse. This study uses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o investigate the frequencies, distributional properties, 

collocations, and functions of keshi, danshi, buguo, and zhishi. 

According to the data, these seemingly synonymous conjunctions 

differ in their use within conversational contexts. This study shows 

that the usage patterns of keshi, danshi, buguo, and zhishi are 

closely correlated with ideational/textual/interactional functions. 

These findings suggest a link between interactive resources and 

discourse functions for Chinese contrastive markers. This study may 

offer support to the hypothesis that language use and linguistic 

contiguity is one of the important sources of grammaticalization.

【主題語】

可是，但是，只是，不过，용법, 기능, 중국어

可是，但是，只是，不过，用法，功能，汉语

keshi, danshi, zhishi, buguo, usage, function, Mandarin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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