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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구어 자료에서 비언어적 요소는 언어적 요소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화분석에서 비언어적 요소 전사에 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

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화분석 분야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어떠

한 방식으로 전사되고 있는지 전사 유형을 살펴보고 화분석에 적합한 비언어적 

요소 특징을 전사하는 방안을 고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화분석 분야에서 비언

어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100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비언어적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사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비언어적 요소들은 삽화 형식, 도표 

형식, 악보 형식, 극본 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사되며 이 중 극본 형식이 압도

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비언어적 요소들의 특징인 다양성, 공간성, 시간성, 상호작

용은 전사본에 혼합 방식, 문자 형식, 이미지, 또는 전사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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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비언어적 요소들의 다양성과 공간성은 전사본에 비교적 충실하게 반 되

고 있는 반면 시간성과 상호작용은 전사본에 제 로 반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이다. 따라서 화분석에 적합한 전사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요소의 다

양성, 공간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의 시간적인 특징과 상호작용적인 

특징과 관련된 미시적 세부사항들을 가능한 한 세 하고 정확하게 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Ⅰ. 문제제기

구어에 한 연구는 1960년 에 이르러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하는 기능주의적 언어관이 나타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 다. 기존의 구어 연

구가 언어를 녹음하여 음성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 졌다면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

로 구어를 녹화하여 동 상 자료로 구축할 수 있게 되면서 구어 연구의 상이 언

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시선, 고개, 손동작과 몸동작, 주변 화 환경 등 다양한 비

언어적인 요소로까지 확 되고 있다(van Leeuwen 2015). 또한 현재 구어에 한 

연구는 인접 학문 분야와 연관을 가지며 학제적 연구 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이론 및 방법론의 틀 안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1)

구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구어를 녹음 

또는 녹화한 후 전사(轉寫, transcription)하여 전사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구어 화 자료를 어떻게 전사하여 자료화할 것인지에 한 많은 논의가 이루

어져 왔는데 표적으로 Du Bois(1991, 2010), Du Bois, Schuetze-Coburn, 

Cumming and Paolino(1992, 1993), Edwards(1992, 1993) 등이 있다. 그들

은 일반적인 전사 이론에 하여 거시적으로 논하며 다양한 이론과 방법론을 기반

 1) 구어 연구는 순수언어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s), 화분석

(conversation analysis), 상호작용사회언어학(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 코퍼

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화용론(pragmatics), 

언어인류학(linguistic ethnography), 심리학(psychology) 등 여러 분야로 확 되고 

있다(Heath, Hindmarsh, and Luff 2010; Mavers 2011; Erickson 2004; Norris 

2004; Bezem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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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내용 범위와 이론적 차이를 넘어서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반면 언어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 로 전사본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사본마

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연구자가 어떻게 

처해야 할지에 하여 논하는 연구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Mavers(2012)는 모든 

전사본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연구자의 연구 목적과 분석 초점

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한다. Ochs(1979)에서는 전사본이 전사자가 지향하고 있는 

이론을 반 한다고 주장하며, Bucholtz(2000)는 전사본이 전사자가 전사하고자 하

는 화참여자들, 상으로 삼는 독자들,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Cook(1990), Bucholtz(2007), Bezemer and Mavers(2011)는 언어의 모든 현

상을 있는 그 로 전사본에 담는 것은 시간적, 자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불가능함

으로 전사본은 이론적으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으며 선별적이고, 제한적이

며, 편향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어에 한 이론적 및 방법론적 시각을 공유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

당 분석적 시각을 반 하는 전사본을 구축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다. 표적으

로 화분석에서는 Sacks, Schegloff, and Jefferson (1974), Atkinson and 

Heritage(1984), Jefferson(1985)이 언어적 요소와 운율, 억양, 웃음과 같이 언

어적 요소를 뒷받침하는 준언어적 요소를 정 하고 체계적으로 전사하는 방법을 활

발하게 논의하 다. 그러나 화분석에서는 비언어적 요소 전사와 관련하여 구체적

으로 논의한 바가 거의 없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

준에서 가장 기본적인 비언어적 정보만을 전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화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언어적 요소들이 일관된 체계 없

이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과 방식에 따라 임의로 전사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여 화분석 분야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사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화분석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특징을 반 하는 비언어적 요소의 전사 방안

을 고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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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화분석에서 나타나는 사 유형

이 장에서는 비언어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100편의 화분석 논문을 

중심으로 어떠한 전사 유형이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표를 보자.

<표 1> 비언어적 요소의 전사 유형

구분
삽화 

형식

도표

형식

악보 

형식

극본 

형식
극본 형식 + 이미지 합계

% 4% 2% 2% 54% 38% 100%

위의 표에 따르면 비언어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화분석 논문에서는 

삽화 형식, 도표 형식, 악보 형식, 극본 형식, 그리고 극본 형식의 전사본에 이미지

를 결합한 전사 유형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극본 형식의 전사본이 총 54편 출현

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극본 형식의 전사본에 이미지를 결합한 전사 유형이 

총 38편 출현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극본 형식의 전사 유형과 극본 

형식의 전사본에 이미지를 결합한 전사 유형을 합하면 총 92편이 되어 화분석에

서 극본 형식이 비언어적 요소를 전사하는 데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

다. 다음 삽화 형식의 전사 유형이 총 4편 출현하면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

고 도표 형식과 악보 형식의 전사본은 각각 2편씩 출현하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비언어적 요소를 전사하는 데 사용하는 첫 번째 유형은 삽화 형식이다. 

<그림 1> 삽화 형식의 전사본 예(Norri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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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삽화 형식의 전사본은 비언어적 행위를 문자 형식으로 

제시하는 신 비디오 이미지로 선택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삽화 형식의 

전사본에서 각각의 비디오 이미지는 전사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특정 비언어적 행

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언어적 행위가 발생한 시간적인 순차에 따라 왼쪽 방향

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적으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행위와 관련하여 

언어적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특정 비언어적 행위를 보여 주는 비디오 이미

지 위에 언어적 행위를 나타내는 문자를 덮어씌우는 방식을 채택한다.2) 

삽화 형식의 전사본은 언어로 쉽게 표현하기 어려운 비언어적 행위들을 비디오 

이미지를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시에 발생하는 다

양한 형식의 비언어적 요소들을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나타낼 수 있다. 반면 삽화 

형식의 전사본은 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요소들 중 비언어적인 요소들만을 두드러

지게 강조하여 표현하여 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언어적 요소를 전사하는 데 사용하는 두 번째 유형은 도표 형식이다. 

<그림 2> 도표 형식의 전사본 예(Flewitt et al. 2009)

 2) 삽화 형식의 전사본에서는 발화에서 나타나는 억양, 피치, 말겹침 등의 특징을 시각적

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억양의 경우 상승 억양을 보이는 발화는 문자를 점차 위쪽 

방향으로 제시하고 하강 억양을 보이는 발화는 문자를 점차 아래 방향으로 제시하여 억

양이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높은 피치를 보이는 언어적 행위는 문자를 굵게 나타

내거나 문자 크기를 크게 표현하며 낮은 피치를 보이는 언어적 행위는 문자를 얇게 나

타내거나 문자 크기를 작게 나타낸다. 화자들 간의 발화에서 말겹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화자들의 발화를 겹쳐서 나타냄으로써 발화가 동시에 나타났음을 시각적으로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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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도표 형식의 전사본은 구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

와 비언어적 요소들 중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선정하여 도표의 행 부분에 각각 나열

한다. 그리고 도표의 열 부분에는 화자들 간에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언어적 행위와 

비언어적 행위의 시간적인 흐름을 수직적으로 나타낸다. 도표 형식의 전사본은 일

반적으로 언어적 요소와 관련된 내용은 왼쪽에 제시하고 비언어적 요소들과 관련된 

내용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언어적 요소의 오른쪽에 차례로 배치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은 전사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왼쪽에 위치한 언어적 요소에 먼저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왼쪽에 위치한 언어적 요소가 오른쪽에 위치한 비언어적 요소보

다 중요하며 두드러진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Thibault 2000). 

세 번째 유형은 악보 형식이다. 

<그림 3> 악보 형식의 전사본 예(Erickson 2004) 

위의 예는 악보식 전사 형식을 보여 주는데 화자들 간에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언

어적 행위와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의 흐름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적으로 

나타낸다.3) 악보식 전사 형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 위의 전사본에서 화자의 발화와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는 화자의 발화와 동일한 줄에 문

자 형식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언어적 요소와 구분하기 위하여 ‘()’ 안에 제시하고 기울

임체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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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 B

→   →   →   →   →

<그림 4> 악보 형식의 전사본 흐름 

위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화자 A의 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는 첫

째 줄에 전사하고 두 번째 화자인 B의 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가 나

타나면 A의 비언어적 행위를 전사한 줄 밑에 B의 비언어적 행위를 전사하며 B의 

비언어적 행위가 끝나고 A에게서 다시 비언어적 행위가 나타나면 B의 비언어적 행

위를 전사한 줄 바로 위에 A의 비언어적 행위가 전사된다. 화자들 간에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비언어적 행위의 흐름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적으로 나타내는 

악보 전사 형식은 오른쪽 여백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는데 세로 편폭에 비하여 가

로 편폭이 짧은 논문 형식에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따라서 아래의 악보식 전사 

형식이 보여 주듯이 전사본을 편폭이 긴 세로 방향에 맞추어 제시하기도 한다.

 <그림 5> 악보 형식의 전사본 예(Schlickau 1989) 

네 번째 전사 유형은 극본식 전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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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극본 형식의 전사본 예(Hutchins and Nomura 2011) 

위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극본식 전사에서는 화자들 간에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발화에서 나타나는 말차례의 흐름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수직적으로 나타낸다.4) 

극본식 전사 형식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 ↓
B ↓
A ↓
B ↓

<그림 7> 극본 형식의 전사본 흐름 

위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화자 A의 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가 

전사되고 화자 B의 발화와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가 나타나면 A의 비언어적 행위를 

전사한 줄 바로 밑에 전사된다. 그리고 B의 비언어적 행위가 끝나고 A에게서 다시 

비언어적 행위가 나타나면 B의 비언어적 행위를 전사한 줄 바로 아래 A의 비언어

적 행위를 전사한다.

최근에는 기존 극본식 전사본에 비디오 이미지(Heath, Hindmarsh, and Luff 

 4) 위의 전사본에서 화자가 수행한 비언어적 행위는 ‘[ ]’ 안에 문자 형식으로 제시하며 기

울림체로 나타내어 언어적 행위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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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또는 선화(McDermott, Gospodinoff, and Aron, 1978; Goodwin 1981; 

Heath 1986, 2013)를 첨가하여 비언어적 요소를 나타내는 새로운 유형의 전사 

형식이 있다. 다음 예는 극본식 전사 형식에 비디오 이미지를 첨가한 경우이다.

<그림 8> 극본 형식의 전사본에 비디오 이미지가 사용된 예(Goodwin 1995) 

위의 극본식 전사본에서 보여 주듯이 언어적 행위는 문자 형식으로 전사하며 비

언어적 행위 중 연구 목적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비디오 이미지로 

나타낸다. 비디오 이미지를 사용하는 극본식 전사본은 비언어적 행위를 언어적 표

현으로 바꾸어 표현하기 보다는 해당 비언어적 행위가 일어나는 위치에 비디오 이

미지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비언어적 행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극본식 전사본에서 화자의 얼굴이 그 로 드러나는 비디오 이미지를 화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자료 사용에 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화자의 이미

지를 전사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참여자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5)

다음 예는 극본식 전사 형식에 선화(line drawings)를 사용한 경우이다. 

 5) 화자의 비디오 이미지를 전사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녹화 전에 미리 화자들에게서 그

들의 이미지를 자료로 수집하고 전사하여 연구에 사용할 것임을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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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극본 형식의 전사본에 선화가 사용된 예(Tulbert and Goodwin 2011)

위의 극본 형식의 전사본은 언어적 행위와 선택된 소수의 비언어적 행위만을 문

자 형식으로 간략하게 전사하고 선화로 표현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비언어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이다. 선화로 표현된 이미지는 화자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비언어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Goodwin 1981; Heath 1986, 

2013). 또한 선화를 사용할 경우 전사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전사할 부분을 체계

적으로 선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Ⅲ. 화분석 사본에서 나타나는 비언어  요소의 특징

이 장에서는 비언어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100편의 화분석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비언어적 요소들의 특징들이 전사본에 충실히 반 되고 있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비언어적 요소의 특징을 다양성, 공간성, 시간성, 상호

작용 등으로 구분하여 전사본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조사하고 비언어적 요

소들의 특징이 반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화분석에 적합한 비언어적 요소 전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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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언어  요소의 다양성

비언어적 요소는 음성이라는 하나의 경로를 통하여 표현되는 언어적 요소와는 달

리 머리, 얼굴, 상체/자세, 시선, 손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의하여 수행된다.6) 다

음은 비언어적 요소에 한 연구를 수행한 화분석 분야의 전사본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다양성(diversity)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는 표이다.

다양성이 반 된 전사본
다양성이 반 되지 

않은 전사본

기타 합계문자 

형식

전사 

기호
이미지

문자+기호/

문자+이미지/

문자+기호+

이미지

문자 

형식

전사 

기호

24% 0% 16% 38% 2% 10% 10% 100%

78% 12% 10% 100%

 

<표 2> 비언어적 요소의 다양성 반  유형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화분석 분야에서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이 전사본에 

반 된 경우는 78%를 차지하고 특정 비언어적 요소만을 선택하여 정 하게 전사하

여 비언어적 요소의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12%에 불과하다.7) 이를 통하

여 화분석 분야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다양성은 비교적 충실하게 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언어적 요소들의 다양성은 문자 형식과 전사 기호, 문자 형식과 이미지, 또는 

문자 형식, 전사 기호, 이미지를 모두 함께 사용하여 나타내는 혼합 방식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문자 형식만을 사용하여 비언어적 요소들의 다양성을 표

 6) 비언어적 요소에 포함할 수 있는 신체 범위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왔는데 

Austin은 손, 팔, 얼굴, 시선, 고개, 몸통을 언급하 고 Efron은 고개, 손, 팔을 

McNeill은 손, 팔을 Quintilianus는 고개, 시선, 얼굴, 목, 손, 자세와 동작, 옷이 범

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7) 기타는 비언어적 요소가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사본에 비언어적 요소들을 반 하

지 않은 경우로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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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경우가 24%로 다음을 차지한다. 이미지를 사용하여 비언어적 요소의 다양

성을 표현하는 경우는 16%를 차지하며 전사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특정 

비언어적 요소만을 선택하여 전사하는 경우는 전사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10%, 

문자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2%로 전사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은 비언어적 요소의 다양성을 전사본에 나타낸 예이다.8)

<그림 10>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가 문자 형식, 전사 기호, 이미지로 전사된 예(Iwasaki 2011) 

위의 전사본에서는 화자인 ISA의 발화인 “doraggu kee”와 관련하여 시선 변화, 

고개 움직임, 얼굴 표정 변화 등 다양한 비언어적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비

언어적 요소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 한 줄에 전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

로 화자의 발화를 전사한 줄 바로 윗줄에 시선과 관련된 행위를 ‘....｜…’와 같이 

전사 기호를 사용하여 전사하며 시선을 전사한 윗줄에는 고개 움직임과 관련된 행

위를 전사 기호 ‘n↘’을 사용하여 전사한다. 또한 고개 움직임을 전사한 윗줄에는 

얼굴 표정과 관련된 행위를 ‘((smiling face))’와 같이 문자 형식으로 전사한다. 화

자들의 발화를 전사한 아래쪽에는 화자의 시선 변화와 관련된 이미지를 배치한다. 

이와 같이 화분석에서는 필요에 따라 문자 형식뿐만 아니라 전사 기호 또는 이미

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여러 비음성적 경로를 통하여 실현되는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8) 비언어적 요소들의 다양성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문자 형식과 전사 기호,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여 나타내는 혼합 방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 이와 관련

된 예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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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 동작에서 나타나는 공간성

비언어적 요소의 공간성(spatiality)은 다양한 신체 기관을 통하여 나타나는 비

언어적 행위의 특징과 범위를 기술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비언어적 요소에 

한 연구를 수행한 화분석 분야의 전사본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공간성이 어떻게 

반 되는지를 보여 주는 표이다. 

공간성이 반 된 전사본
공간성이 

반 되지 

않은 전사본
기타 합계문자 

형식

전사 

기호 

이미지
문자+기호/

문자+이미지/

문자+기호+이미지

26% 10% 14% 38% 2% 10% 100%

88% 2% 10% 100%

 

<표 3> 비언어적 요소의 공간성 반  유형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연구 상인 논문들 중에서 비언어적 요소들의 공간성

이 전사본에 반 된 경우는 88%이고 비언어적 요소들의 공간성이 반 되지 않은 

경우는 2%에 불과하다.9) 이를 통하여 비언어적 요소에 한 연구를 수행한 부

분의 화분석 분야의 전사본은 비언어적 요소들의 공간성을 비교적 충실히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언어적 요소들의 공간성은 문자 형식, 전사 기호, 이미지 등을 동시에 함께 사

용하는 혼합 방식이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문자 형식만을 사용하는 방

식이 2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방식은 14%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전사 기호만을 사용하는 방식은 10%로 가장 낮

은 비율을 보여 준다. 

다음 전사본은 혼합 방식을 사용하여 비언어적 요소의 공간적 특징을 보여주는 

예이다.10) 

 9) 기타는 비언어적 요소가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사본에 비언어적 요소들을 반 하

지 않은 경우로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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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비언어적 행위의 공간적인 특징이 문자 형식과 선화로 제시된 예 

(Hutchins and Nomura 2011)

위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언어적 행위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의 특

징과 범위는 ‘[ ]’ 기호 안에 문자 형식으로 기술하여 화자의 언어적 행위를 전사한 

줄 바로 아래 줄에 제시하며 또한 선택된 소수의 비언어적 행위는 선화로 표현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해당 비언어적 행위가 일어나는 위치에 적절히 배치한다. 구체

적으로 화자가 “flaps five speed”라고 하는 동안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는 “PF 

positions his hands as if to hold a yoke and pushes forward”와 같이 문자 

형식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화자가 핸들을 미는 동작을 손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전사본에 오른편에 배치하여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문자 형식과 

비디오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여 공간성을 표현하는 전사 방식은 동작의 크기, 동작

의 형태, 동작의 방향 등 비언어적 자질들을 원래 그 로 충실하게 전사본에 반

시킴으로써 독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동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 실제 시간을 반 하는 시간성

화분석에서는 실제 사용하는 화를 중심으로 화참여자들 간에 주고받는 비

언어적 요소의 흐름을 반 하여 전사한 자료를 분석 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시간

성(temporality)이 중요하다. 다음은 비언어적 요소에 한 연구를 수행한 화분

10) 비언어적 요소들의 공간성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문자 형식과 전사 기호,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여 나타내는 혼합 방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 이와 관련

된 예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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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분야의 논문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시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주는 표

이다.

시간성이 반 된 전사본 시간성이 반 되지 

않은 전사본
기타 합계

문자 형식 전사 기호

10% 36% 44% 10% 100%

46% 44% 10% 100%

<표 4> 비언어적 요소의 시간성 반  유형

위의 표에 따르면 화분석 분야의 논문에서 비언어적 요소들의 시간성이 반 된 

경우는 46%를 차지하고 비언어적 요소들의 시간성이 반 되지 않은 경우는 44%

이다. 이를 통하여 시간성이 반 된 전사본과 시간성이 반 되지 않은 전사본이 거

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비언어적 요소들의 시간성이 전혀 반 되지 않은 전사본

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언어적 요소들의 시간성이 반 된 전사본은 문자 형식으로 표현된 경우가 

10%이고 전사 기호로 표현된 경우가 36%이다. 전사 기호를 통하여 비언어적 요

소들의 시간성을 나타낸 경우는 비언어적 요소들의 지속 범위와 변화 시점을 모두 

표시한다. 다음은 전사 기호를 사용하여 비언어적 요소의 변화 시점과 지속 기간을 

모두 전사본에 반 한 예이다. 

<그림 12> 비언어적 행위의 시간적인 특징이 제시된 전사본 예 

(Keating and Sunakaw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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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전사본은 비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시간성을 발화를 전사한 바로 아래 줄에 

‘↑＿＿↑’ 기호를 사용하여 제시한다. 제8 행에서 보여 주듯이, 화자 David의 발

화인 “Accuracy”가 시작되는 지점 바로 아래에 ‘↑’를 사용하여 화자의 비언어적 행

위가 시작되는 위치를 나타내며 David의 발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는 부분에

서 ‘↑’를 다시 사용하여 비언어적 행위가 끝나는 위치를 나타낸다. 첫 번째 ‘↑’와 

두 번째 ‘↑’사이에 위치한 밑줄은 비언어적 행위가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며 시간

성과 관련된 해당 비언어적 행위 내용인 “checks his power items on screen”은 

‘↑＿＿↑’의 밑줄에 ‘(())’ 안에 제시한다. 

화분석에서 비언어적 요소들의 시간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 기호

는 전사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아래 전사본의 예를 보자.

<그림 13> 비언어적 행위의 시간적인 특징이 제시된 전사본 예 

(Streeck and Kallmeyer 2001)

위의 전사본은 발화를 전사한 바로 아래 줄에 발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비언어

적 행위의 시간성을 ‘[ ]’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은 비언어적 행위가 시작되는 위

치를 나타내고 ‘]’은 비언어적 행위가 끝나는 위치를 나타냄으로써 비언어적 행위의 

변화 시점과 지속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전사본의 제4 행에서 

화자 A의 발화인 “versuchen”의 “en” 밑에 ‘[’을 표시하여 “en”이 시작되면서 비언

어적 행위가 시작되고 “Ihnen”과 “das”의 사이에 ‘]’을 표시하여 비언어적 행위가 

“Ihnen”과 “das”의 사이에서 끝남을 표시한다. 그리고 ‘₁[ ]’에서 ‘[’의 왼쪽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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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번호는 비언어적 행위가 발생하는 순서를 나타내며 번호에 해당하는 비언어

적 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전사본 아래에서 “₁: points to”와 같이 설명한다.

반면 문자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비언어적 요소들의 변화 시점만을 표시하여 

부분적인 시간성만을 반 한다. 다음 전사본의 예를 보자.

<그림 14> 비언어적 행위의 변화 시점이 제시된 전사본 예 (Mehus 2006) 

위의 전사본에서는 발화를 전사한 바로 아래 줄에 발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비

언어적 행위를 문자 형식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제5 행에서 화자인 Patrice의 

발화인 “So this is what you want to play with”에서 “you”와 “want” 사이에서 

비언어적 행위인 “Natalie looks at Patrice”의 전사를 시작하여 Natalie의 비언어

적 행위가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화자인 Patrice의 발화인 “with”에서 

“th”의 밑에 비언어적 행위인 “Looks back down at child she’s feeding”을 전사

하여 Patrice의 비언어적 행위가 “th”를 발화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것을 나타낸

다. 이처럼 문자 형식을 통하여 비언어적 행위의 시간성을 전사하는 방식은 비언어

적 행위와 관련된 발화 전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해당 비언어적 행위가 시작되

는 시점이다. 그러나 문자 형식을 사용하는 전사는 일반적인 맞춤법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비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발화 전사가 끝나는 지점이 반드시 비언어적 행위

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다. 따라서 문자 형식을 통하여 비언어적 행위의 시간성을 

전사하는 방식은 비언어적 행위가 정확하게 언어적 행위의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비언어적 행위의 지속 기간에 한 관계 또한 표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화분석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변화 시점과 지속 기간을 모두 전사본에 



328  《中國文學硏究》⋅제75집

반 하기 위해서는 전사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사자는 비언어적 요

소의 시간적인 특성을 어떠한 전사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할지 결정할 수 있으나 가

능한 쉽게 기억되고 널리 사용 가능한 기호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언어적 요소

의 시간성을 표현할 기호를 선택하면 전사본에서 사용하는 전사 기호에 하여 명

확하게 밝히고 그에 한 해석을 반드시 제공하여 기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

란을 방지해야 한다.

4. 화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비언어적 요소의 상호작용은 화참여자들이 매 순간 발화를 주고받으며 수행하

는 모든 비언어적 자질들에서 나타난다. 비언어적 행위는 화자의 언어적 행위와 함

께 일어나기도 하나 때로는 발화를 하지 않는 청자에게서 나타나며 언어적 행위와 

무관하게 비언어적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11) 다음 표는 비언어적 요소에 한 

연구를 수행한 화분석 분야의 논문에서 비언어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

상호작용이 반 된 전사본 상호작용이 

반 되지 

않은 전사본 기타 합계문자 

형식

전사 

기호 

이미지
문자+기호/

문자+이미지/

문자+기호+이미지

12% 6% 10% 12% 50% 10% 100%

40% 50% 10% 100%

<표 5> 비언어적 요소의 상호작용 반  유형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전체 논문 중에서 비언어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적 특성

이 전사본에 반 된 비율은 40%이고 비언어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이 전사

11) 예를 들어 화자가 발화를 수행하는 동안 발화를 하지 않은 청자는 주로 미소나, 고개 

끄덕임, 손짓 등 다양한 비언어적 행위를 수행하며 이는 상호작용적인 기능인 말차례 

및 순차 조직의 체계성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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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 반 되지 않은 비율은 50%로 비언어적 요소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 특성이 

전사본에 반 되지 않은 경우가 비언어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적 특성이 전사본에 반

된 경우 보다 많다. 비언어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이 전사본에 반 되지 

않은 경우는 부분 화자의 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만을 전사하며 화

자의 언어적 행위와는 무관한 청자에게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에 한 전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언어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은 문자 형식뿐만 아니라 전사 기호 또는 이미지를 

필요에 따라 함께 사용하여 전사하는 경우가 12%를 차지하며 문자 형식을 사용하

여 나타내는 경우가 역시 12%이다. 다음 이미지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10%이며 전사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6%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비언어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특징은 문자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

다.12) 다음 전사본의 예를 보자.

<그림 15> 비언어적 행위의 상호작용적인 특징이 전사된 예

(Ochs, Gonzales, and Jacoby 1996)

위의 예에서는 화자의 언어적 행위와 관련이 있는 비언어적 행위뿐만 아니라 청

12) 비언어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은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나 문자 형식과 

혼합 방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 이와 관련된 예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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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에 한 전사를 문자 형식을 통하여 비언어적 요

소들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전사본에 반 한다. 예를 들어, 제24 행에서 화자 

Ron의 발화인 “go here and there’s still a decay (present).”와 관련된 비언어

적 행위인 “looks at Miguel”이 제25 행에서 제시되며 화자 Ron의 발화와 관련되

어 나타나는 상 방 화자의 비언어적 행위는 제26 행에서 “Miguel looks down; 

turns body away from board”와 같이 제시된다. 화자가 발화를 하는 동안 발화

를 하지 않는 청자에게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는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화자의 발화를 전사한 아래 줄에 전사하는데 이 때 화자가 수행

한 비언어적 행위와 구분하기 위하여 동작의 주체인 Miguel를 명시한다. 

또한 화참여자들에 의하여 생산된 비언어적 행위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은 문자 

형식, 전사 기호, 시각적인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여 전사본에 반 할 수 있다. 아래 

전사본의 예를 보자.

<그림 16> 비언어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특징이 비디오 이미지로 제시된 예

(Mondada 2014)

위의 전사본의 제1 행에서는 화자인 Jan의 언어적 행위인 “i*ci# vous allez 

avoir la température ∙exté#rieure”가 전사되고 그 아래 줄에 어 번역이 제시

된다. 화자인 Jan의 비언어적 행위는 어 번역이 제시된 아래 줄에서 나타나며 

손과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는 “*.....*points at the dashboard--->>”와 같이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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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와 문자 형식을 함께 사용하여 나타낸다. 시선과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는 손과 

관련된 비언어적 행위를 전사한 아래 줄에 “∙looks at dashboard-----------∙
looks at D->”와 같이 제시된다.13) 상 방 화자인 dia가 Jan이 언어적 행위를 수

행하는 동안 보여 주는 비언어적 행위는 시선을 전사한 줄 아래에 “+looks at 

dashboard------>”와 같이 문자 형식과 전사 기호를 함께 사용하여 보여 준다. 또

한 화자들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적인 특징을 지닌 비언어적 요소들을 이미지 상

태로 전사본 안에 적절히 배치하여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미지는 Jan

과 dia이 함께 자동차 계기판을 쳐다보는 것을 나타내며 두 번째 이미지는 dia는 

고개를 끄덕이고 Jan이 dia를 바라보는 행위를 하나의 이미지 내에서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전사본에 비디오 이미지를 포함하는 경우 어떤 비디오 이미지는 매우 복잡하여 

원래의 상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가 보았을 때 연구자가 독자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지닌 비언어적 현상을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경

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이미지 상에 화살표, 동그라미 등의 표시를 하거나 이미지

의 위치를 조절하고 이미지의 크기를 크게 조정함으로써 상호작용적인 비언어적 행

위를 부각시킬 수 있다. 다음 전사본의 예를 보자.

13) <표 6> 제스처와 관련된 주요 전사 기호(Mondana 2014) 

전사 기호 설명
*  * 제스처와 행위 묘사가 중간으로 범위가 정해짐
+  + 두 개의 동일한 기호( 화참여자와 행위 유형 당 하나의 기호)

etc. 상응하는 발화와 동시에 발생됨
>> 묘사되는 제스처 또는 행위가 전사본의 시작 전에 시작됨
-->> 묘사되는 제스처 또는 행위가 전사본의 끝 이후에 계속됨
--> 묘사되는 제스처 또는 행위가 다음 줄에 계속됨
-->* 동일한 기호가 도달되어질 때가지
.... 행위 준비
-- 행위 지속
,,,,, 행위 철회
luc 제스처를 수행하는 화참여자가 화자가 아닌 경우 명시함
fig 동 상 이미지가 선택된 정확한 위치를 명시함
# 말차례 내에서 위치를 보여 주는 특정 기호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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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화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와 화 환경과 관련된 

상호작용적인 특징이 선택적으로 제시된 예 (Goodwin and Cekaite 2012)

위의 전사본에서는 두 장의 이미지를 차례로 제시하는데 화분석과 직접적인 관

련이 없는 화 배경 부분은 삭제하고 분석과 관련이 있는 화참여자들과 시계를 

선택하여 비디오 이미지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제2 행에서 Mom의 언어적 행위

인 “Twenty minutes”가 수행되는 동안 나타나는 비언어적 행위를 이미지를 통하

여 나타내며 이미지 내에 Mom, Stephen과 시계를 포함한다. 또한 화자들 간에 

일어나는 미세한 시선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살표 등을 이용하여 화자들 

간의 시선 이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특정 

비언어적 행위를 선별적으로 전사본에 세 하게 반 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화참여자, 사물, 장소, 관계, 행위 등에서 상호작용적으로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

의 특징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화분석 연구에 있어서 화참여자들 간 화 발생 시 일어나는 모든 요소들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어떠한 체계성을 구성하는 부분일 수 있으며 연구에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Chafe 1994; Chafe and Tannen 1987; Tannen 1982; 

Kendon 2004; McNeill 1992). 그러므로 화분석에 적합한 비언어적 요소 전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화분석을 수행하는 전사자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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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언어적 현상들의 다양성, 공간성뿐만 아니라 시간성, 상

호작용을 모두 가능한 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사하여 실제 현상에 충실한 전사본

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화의 미시적 자질에 속하는 비언어적 

요소들까지 가능한 원래 그 로 반 된 전사본은 화자들이 화를 통하여 사회적 

행위를 상호작용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과정의 체계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화분석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Ⅳ. 나가며 

이 연구에서는 화분석 분야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사되고 있

는지 분석함으로써 화분석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특징을 반 하는 비언어적 요소

의 전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어떠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살펴보았다. 

화분석 분야에서 비언어적 요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100편의 논문을 중심

으로 비언어적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사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비언어적 

요소들은 삽화 형식, 도표 형식, 악보 형식, 극본 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사되

며 이 중 극본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비언어적 요소들의 특성을 반

하는 다양성, 공간성, 시간성, 상호작용을 조사한 결과 비언어적 요소들의 다양성과 

공간성은 전사본에 비교적 충실하게 반 되고 있는 반면 시간성과 상호작용은 전사

본에 제 로 반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다. 화분석적 관점에서 분석에 적합

한 전사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요소의 다양성, 공간적인 특징뿐만 아니

라 비언어적 요소의 시간적인 특징과 상호작용적인 특징과 관련된 미시적 세부사항

들을 가능한 한 세 하고 정확하게 반 하여 실제 현상에 충실한 전사본을 마련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언어적 요소들은 음성이라는 하나의 경로를 통하여 표현되는 언어적 요소들과

는 달리 여러 비음성적 경로를 통하여 동시에 실현되어 문자 형식만을 사용하여 그 

모습 그 로 완벽하게 모두 전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화분석자들은 문

자 형식으로 모두 기술할 수 없는 비언어적 요소의 다양성, 공간성, 시간성, 상호작

용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전사 기호,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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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낼 수 있다. 화분석 연구자들은 임의로 화에서 나타나는 비언어적 사

항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전사본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화참여

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언어적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상호작

용하는 화 모습을 가능한 한 세 하고 정확하게 전사본에 반 되도록 하는데 세

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분석적 시각의 주요 특성을 골고루 반 한 비언어적 요소 전사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구어 자

료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으며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

적 요소 못지않게 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분석에서 

비언어적 요소 전사 체계에 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향후 화분석에서 

사용하는 비언어적 요소 전사 체계는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전사 부호를 기존의 전사 

체계에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면서 발전해야 함으로 이러한 부분을 전사하기 

위한 전사 부호에 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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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cribing nonverbal elements of conversation has long proven to 

be a problem for researchers. There have been many transcription 

systems developed in various analytical frameworks to aid in the 

analysis of embodied action. Despite these attempts to develop an 

orthography, no system provides a generally accepted procedure for 

transcribing the visible features of participants’actions and activities. 

Indeed, different methodological commitments place very different 

demands on both the content and the structure of the transcription. 

This study uses an overview of transcription systems to show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inherent in attempting to 

transcribe nonverbal behavior. This study also provides some 

methodological procedures for transcribing visual conduct from a 

conversation analytic perspective. This can provide insight into the 

occasioned, emergent, concerted, and interactional character of 

non-verbal action and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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