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상의 
특징과 략  동기*

이지원**
1)

◁ 목 차 ▷

Ⅰ. 연구 목  

Ⅱ. 연구 상과 분석 방법

Ⅲ. 국인 화자와 한국인 국어 화자에서 나타나는 반복 상 비교

Ⅳ. 한국인 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상의 략  동기

1.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 극  참여

2.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Ⅴ. 결론

【國文提要】

이 연구는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일상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의 특징과 전략적 동기를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정량적인 분석 결과 중국인 화자에 비하여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반복 현상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특히 반복을 통한 동의와 수정요구의 경우 

중국인 화자에 비하여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

타난다. 정성적인 분석 결과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은 화자들 간

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모국

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에 비하여 언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최대한 상대방 화자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협동적으로 대화를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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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반복을 선택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반복을 통하여 

자신이 단순히 중국인 화자의 발화를 수용하며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

화를 이끌어가고 상대방을 격려하며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줌으

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끈다. 또한,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모

국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가 제공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모방을 하는 동시에 화자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주로 언어 학습에서 학습 항목의 

기억과 인지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 반복을 통하여 상대방 화자와의 상

호작용 과정에서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Ⅰ. 연구 목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일상대화를 중심으로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repetition)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의 특징과 전략적 동기

를 밝히는 데 있다.

반복은 좁은 의미에서 한 발화 내에서 단어, 구절, 문장 등 동일한 요소를 되풀

이하는 것(Tyler 1994)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 반복은 수정된 반복뿐 아니라 

동일한 의미적 요소의 반복으로까지 확대되어 논의되기도 한다(Tannen 1989). 동

일한 의미의 반복은 문장 단위 이상을 넘나들며 선행요소가 단어, 구절, 문장 단위

가 아니라 담화 전체적인 것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복은 연구자마다 반복에 대한 

정의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반복된 요소에 대한 출처인 선행 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존의 중국 언어학계에서는 반복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문어 자료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반복 현상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구어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모국어 중국인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사용 

빈도가 높은 반복어에 대한 연구가 조금 있을 뿐이다. 모국어 중국인 화자들 간의 

일상대화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夏果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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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楊石喬(2013), 牟文婷(2016) 등이 있다. 夏果平(2010)은 중국어에서의 

반복과 중첩을 구분하고 모국어 중국인 화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의 유형과 기능

을 정리한다. 楊石喬(2013)는 모국어 중국인 화자 자신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이 수정(repair)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주목하고 반복 수정의 유형과 출현 빈

도를 분석한다. 牟文婷(2016)은 모국어 중국인 화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의 기

능과 반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살핀다.

또한 중국어 제도담화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에 관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盧星辰⋅盧海威(2016)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이루어지는 담화에서 나타나는 반

복의 유형과 반복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하여 분석한다. 張睿(2006)는 법정담화를 

중심으로 질문-대답으로 이루어진 인접쌍에서 나타나는 반복 유형과 반복의 기능을 

고찰한다. 許春花(2016)에서는 교실담화에서 발생하는 반복 현상에 중점으로 두고 

영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화자들 간에 나타나는 타인 반복 현상을 다룬다.

서양 언어학계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반복 현상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 서양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반복 현상과 관련된 연구로는 모국어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을 다룬 연구(Tannen 1987, 1989; Johnstone 

1994; Norrick 1987)뿐만 아니라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

타나는 반복 현상에 대한 연구도 있다. 물론 모국어 화자들 간의 담화에서 나타나

는 반복 현상에 대한 연구들에 비해, 서로 다른 언어 능력을 지닌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반복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

다. 대표적으로 Knox(1994)는 모국어 화자와 제2 언어 학습자인 비모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비모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자기 반복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를 분석한다. Knox는 비모국어 화자가 모국어 화자와의 의미 협상 과정에서 어

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복을 사용하며 반복은 강조의 기능, 해석적 노력을 격려

하는 기능, 주제와 참여자의 역할을 바꾸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또한 의사소

통 전략의 관점에서 반복 현상을 분석한 연구(Tarone 1980, 1981)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중국어학계에서 모국어 화자들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

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중국어 모국어 화자와 비모

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는 점에 착안하여 모국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중국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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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반복 현상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처럼 대화참여자들 간에 현저한 언어 지식 차이를 보여 주는 특

수한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반복은 모국어 화자들 간의 일반적인 대화 상

황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반복과는 다른 기능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중국인 화자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류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반복이 어떠한 기

능을 수행하는지 정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반복 현상

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반복의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 상과 분석 방법

모국어 화자인 중국인과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간의 중국어 대화 과정에서 나

타나는 반복 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화자와 고급 수준의 중

국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 화자를 각각 4명씩 연구 대상을 모집한다.1) 대화참여자

들을 모집한 후 연구자는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자연스러운 환경에

서 대화 주제에 제한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도록 한 후 이를 비디오로 녹화하

여 4시간의 자연 구어 코퍼스를 구축한다. 녹화에 참여한 대화참여자들에 관한 기

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인 국어 화자와 국인 화자의 화 자료

 1)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화참여자의 중국어 수준을 중국 거주 기간과 학습 기간을 기준

으로 판단하였으며 대화참여자와의 개별적인 중국어 인터뷰 과정을 통하여 중국어 수준

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대화 자료 촬영 시간
대화참여자

관계
한국인 중국인

1 60분

23세 여자

대학생

중국에 10년 거주

24세 남자

대학생

중국 吉林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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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자의 성별, 나이, 직업, 인종 등 외적 변인과 반복 현상과의 상관관

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대화분석적 관점에서 반복 현

상을 다룰 것임으로 사회적 변인이 반복 현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

는 연구에서 제외하며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대화 자체에 중점

을 두고 반복 행위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대화참여자들의 시각에서 밝

히고자 한다. 

반복 현상은 그것이 가지는 구조적, 의미적 특성으로 인하여 그 유형을 일반화하

기가 쉽지 않다. 반복의 유형은 첫째, 선행 요소의 출처가 자기 발화인지 아니면 

타인 발화인지에 따라서 자기반복(self-repetition)과 타인반복(other-repetition)

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자기 반복은 화자 자신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선행 요

소를 그 화자가 반복하여 말차례의 중간에서 일어나며 대화의 흐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반면 타인 반복은 반복되는 요소의 선행 요소가 자신의 발화에서가 아니라 

다른 화자의 발화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된다. 이러한 타인 반복은 항상 화자 간의 

말차례 교대에 의해 나타난다는 점이 본인 반복과 다르다. 둘째, 반복된 요소와 선

행 요소와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즉각 반복(immediate-repetition)과 지연 반복

(delayed-repetition)으로 나눌 수 있다. 보통 반복은 인접 발화 간 또는 발화 내

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들 간의 말차례가 한참 진행된 

대화 자료 촬영 시간
대화참여자

관계
한국인 중국인

2 60분

50대 남자

대학생

중국어 10년 학습

20대 여자

직장인
친구

3 60분

21세 여자

대학생

중국에 13년 거주 

24세 여자

대학생

杭州

친구

4 60분

24세 여자

대학생

중국에 2년 거주

중국어 4년 학습

23세 남자

대학생

四川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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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나타나기도 한다. 지연 반복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지연이 된 후까지 반복으로 

보느냐에 따라 반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 지연되는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반복된 형태에 따라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가 아니면 약간

의 수정이나 바꿔 말하기를 통해 반복되는가에 따라 동형 반복과 이형 반복으로 구

분될 수 있다. 동형 반복이란 선행 요소와 반복된 요소가 동일한 경우로 어휘, 구 

또는 문장의 형태로 나타나며 반복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전체 반복과 부

분 반복으로 나눌 수 있다. 부분 반복의 경우는 대부분 선행 발화에서 중요한 부분

을 부분적으로 반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형 반복은 단지 대명사와 같이 지시적

인 것을 바꾸는 반복에서 의미적으로 동일한 다른 단어로 바꾸는 반복을 모두 포함

하며 형태적으로 선행요소와 같지 않는 것은 모두 이형 반복에 속하게 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반복 현상 중에서 반복이 일어나는 

동기나 기능의 측면에서 상대방 화자와의 상호작용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타인반복, 즉각반복, 동형반복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 대화의 

예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은 타인반복, 즉각반복, 동형반복의 특징을 모두 보여 

주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다.2)

(1)

1 裘盧穎: 哎呀, 在中國不是這樣子的, 是由服務生全部收拾的, 可是, 現在在

中國我這次回去他們也提倡就是要(0.2)自己收拾。就我去吃了麥當勞。
‘야,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종업원들이 다 치워, 근데 지금 내가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그들도 스스로 치우는 것을 장려하더라. 나는 맥도날드에 먹으러 

갔거든.’

2→김지은: 麥當勞。
‘맥도날드.’

 2) 이 연구의 대화 자료는 대화분석에서 사용하는 Gail Jefferson의 전사 체계(Atkinson 

and Heritage 1984)를 일부 수정하여 두 줄 전사 체계를 이용한다. 즉, 첫 번째 줄에

는 중국어 대화를 철자법에 맞게 한자로 전사하고 두 번째 줄에서는 한국어 번역을 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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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裘盧穎: 嗯。
‘응.’

위의 대화의 제1 행에서 중국인 화자가 ‘就我去吃了麥當勞(나는 맥도날드에 먹

으러 갔거든)’라고 하며 발화를 끝내자마자 제2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麥當

勞(맥도날드)’라고 하며 중국인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선행 요소를 반복하는 

타인반복이 나타난다. 또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말차례 끝에서 출

현하는 선행 요소에 대하여 말차례가 교대되자마자 곧바로 반복된 요소를 제시하며 

즉각반복을 수행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발화인 ‘就我去吃了麥

當勞(나는 맥도날드에 먹으러 갔거든)’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으며 모

국어 화자의 발화 일부분인 ‘麥當勞(맥도날드)’를 형태적으로 동일하게 반복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난 선행 요소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서 어휘적 요소를 재사

용함으로써 동형반복의 특징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은 정량적-정성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도입한 혼합 연구방법이다.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담화기능주의언어학(discourse- 

functional linguistics)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말

뭉치에서 출현하는 반복 현상을 전수 조사한 후 그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반

복 현상의 사용 패턴을 정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정성적인 측면에서는 대화분석

(conversation analysis)(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의 입장에서 화자

들이 구체적인 대화 맥락에서 반복을 사용하여 사회적 행위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

을 분석자 자신의 시각이 아니라 화자 당사자 시각에서 미시적, 경험적으로 조명하

고자 한다. 

Ⅲ. 국인 화자와 한국인 국어 화자에서 
나타나는 반복 상 비교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타인반복, 즉각반복, 동형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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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을 모두 보여 주는 반복 현상은 총 259회 나타난다. 다음 표는 중국인 화

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각각에

게서 나타나는 타인반복, 즉각반복, 동형반복의 특징을 모두 보여 주는 반복 개수

를 보여 준다.

<표 2> 한국인 국어 화자와 국인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개수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중국

인 화자가 반복을 수행하는 경우는 86회이고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반복을 수행하

는 경우는 173회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중국인 화자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반복

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반복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확인, 동의, 질문에 대한 대답, 수정요구, 태도표시, 기타의 기능이 나

타난다. 우선 확인은 화자가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듣고 받아들였음을 나타내며 상

대방 화자가 발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Svennevig 2004; Schegloff 

1982)을 나타낸다. 동의는 화자가 이전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대방 화자가 제시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기능으로 대답에서 질문에서 사용한 발화를 반복하는 것이다.3) 이와 같

이 반복을 사용하는 대답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선행 발화의 일부분만을 반복하는 

 3) 반복 대답이 나타나는 질문으로는 yes-no 의문문 형식과 상승 억양을 보여 주는 평서

문 형식의 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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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으며 반복되는 언어 요소들은 정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운율적인 측면에

서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많다. 수정요구는 화자가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바로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화자의 발화와 관련되어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면서 상

대방에게 모르는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Schegloff 1997; Koshik 2005). 수정요구의 기능을 보이는 반복 표현은 일반적

으로 상승 억양을 띠며 질문의 형식을 취한다. 태도표시는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다(Bolden 2009; 

Wilkinson and Kitzinger 2006). 인지적(epistemic) 또는 정서적(affective) 태

도를 나타내는 반복은 화자의 발화를 듣고 있거나 화자의 발화에 동의하였음을 나

타내는 것보다 청자의 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이다. 또한 태도 표

시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반복은 현저한 상승 억양 또는 음량 증가를 동반한

다. 마지막으로 기타는 화자가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반복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도 나타내지 않으며 사회적 관행으로써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인사 또는 감사 

표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 표에서는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인 화자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반복이 수행하는 기능을 보여 준다.

<표 3> 화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기능 분포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확인, 동의, 질문에 대한 대답, 수정요구, 태도표시, 기

타 중 반복이 확인을 나타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총 107회 

나타난다. 동의는 총 52회 출현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질문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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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총 51회 출현하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수정요구는 총 35회 출현

하면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태도표시는 총 10회 출현하며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기타는 총 4회 나타나면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여기

서 주목할 점은 모국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는 화자들이 보여 주는 언어적 지식의 차이로 인하여 화자들 간에 수

정 행위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 결과는 이외로 수정 행위

에 속하는 행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 주듯이 

반복이 수정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는 총 259회 중에 35회뿐이다. 반면 상대방 화

자가 발화를 진행하는 동안 청자의 역할을 하는 화자에 의하여 생산되는 짧은 발화

인 반응발화에 속하는 확인, 동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는 각각 107회, 52회 출

현하며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각각에게서 어떠한 반복의 기능이 나

타나는지를 보여 주는 표이다.

<표 4> 한국인 국어 화자와 국인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기능 분포

위의 표에서 보여 주듯이 모든 반복의 기능은 전체적으로 중국인 화자 보다 한국

인 중국어 화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중국인 화자의 반복 

표현이 확인을 나타내는 경우는 42회,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반복 표현이 확인을 

나타내는 경우는 65회이다. 중국인 화자가 반복 표현을 통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는 

14회,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반복 표현을 통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는 38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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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표현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중국인 화자의 경우 18개이고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경우는 33개이다. 반복 표현이 수정요구를 위하여 사용된 경

우는 중국인 화자의 경우는 6개,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경우는 29개이다. 태도표시

를 반복 표현을 통하여 나타낸 경우는 중국인 화자의 경우 4개이고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경우는 6개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동의와 수정요구의 경우 중국인 화자

에 비하여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자주 출현하는 반복의 기능 또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은 확인이 65

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며 동의가 38개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준

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33개 나타나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며 수정요구

는 29개 나타나면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는 것은 태도표시로 6개 나타나며 마지막으로 기타는 2개 나타나면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준다. 반면 중국인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은 확인이 42개 나

타나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주나 질문에 대한 

대답이 18개 나타나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동의가 14개 

나타나면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수정요구가 6개 나타나면서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준다. 태도표시는 4개 나타나면서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여 

주며 기타가 2개 나타나면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인 중

국어 화자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반복의 기능 순위는 전체 대화에서 보여준 반복의 

기능 순위와 동일함을 보여 주나 중국인 화자의 경우는 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중국인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을 정량적인 측면에

서 비교하여 본 결과 반복은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주나 중국인 화자에게서도 반복 현상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반복이 

수행하는 기능을 비교한 결과 확인, 동의, 질문에 대한 대답, 태도표시, 수정요구, 

기타 등 모든 기능이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중국인 화자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이

처럼 반복 현상은 한국인 중국어 화자나 중국인 화자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며 한

국인 중국어 화자와 중국인 화자 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반복의 기능은 단순히 



196  《中國文學硏究》⋅제77집

그 기능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정량적인 비교로 그 차이점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중국인 화자에게서 나타나

는 반복 현상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중국인 화

자 간의 대화 과정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와 중국인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이 

기능상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Ⅳ. 한국인 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상의 략  동기

이 장에서는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

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을 중심으로 정성적인 측면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반복을 선택하는 전략적 동기 그리고 그러한 전략적 사용의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반복 사용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동기를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반복과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 관련된 반복 등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 극  참여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대방 

화자인 중국인 화자의 발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였음

을 나타내며 화자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태도를 표현하고 해명요구를 하는 등의 반

응을 대화 상황에 따라 나타냄으로써 대화에 참여한다. 다음의 대화는 한국인 중국

어 화자가 제시한 반복이 확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2) 

1 裘盧穎: 可是讓我自己再寫出來的時候我寫不出來。
‘근데 나보러 스스로 다시 써내라고 할 때 난 써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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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지은: 寫不出來。
‘써낼 수 없어.’

3 裘盧穎: 我只能理解老師講的讓我寫的寫不出來。
‘나는 단지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나보러 써내라고 하면 쓸 

수 없어.’

위의 대화에서 한국 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화자는 한국어로 리포트를 작

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얘기하고 있다. 제1 행에서 중국인 화자가 ‘可是

讓我自己再寫出來的時候我寫不出來(근데 나보러 스스로 다시 써내라고 할 때 난 

써낼 수 없어)’라고 하자 제2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인 화자의 발화 일부인 ‘寫不出來(써낼 수 없어)’를 반복하

여 사용한다. 여기서 ‘寫不出來(써낼 수 없어)’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상대방 화

자의 발화를 듣고 받아들였음을 나타내며 상대방 화자가 발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확인 기능(Schegloff 1982)을 한다. 이처럼 화자의 반복 표현이 확인 표

시의 기능을 하는 경우는 화자들 간의 말차례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며 상대방 화자

는 발화를 지속할 수 있다. 제3 행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화자가 

반복 표현을 제시한 데 대하여 자신의 말차례에 끼어들어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않

으며 발화를 계속 진행하라는 표시로 이해하며 자신의 발화를 계속 진행한다. 다음 

대화도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반복을 사용하여 중국인 화자의 발화에 대한 확인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3)

1 男: 但是應該比較好吧, 因爲那邊是新興城市嘛。最近十幾年發展起來的, 

所以那邊都比較新一點吧。我覺得可能是。因爲我之前去了香港。
‘근데 아마도 비교적 좋을 거야, 거기는 신흥도시이니까. 최근 십 몇 년 간 

발전하기 시작해서 거기는 모두 좀 새로워. 내 생각에 그런 거 같아. 왜냐하면 이

전에 내가 홍콩에 갔었어.’

2→女: 香港。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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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男: 我覺得香港挺好的。但是香港就, 不會說那個粵語不太好, 因爲他們好

多都不說普通話。因爲我們說的這個中文他們不說。
‘홍콩은 꽤 좋은 거 같아. 근데 홍콩은 광둥어를 할 수 없으면 그다지 안 좋

아, 왜냐하면 그들 중 대단히 많은 사람이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

리가 말하는 중국어를 그들은 말하지 않아.’ 

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는 홍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1 행에서 중

국인 화자가 ‘但是應該比較好吧, 因爲那邊是新興城市嘛。最近十幾年發展起來的, 

所以那邊都比較新一點吧。我覺得可能是。因爲我之前去了香港(근데 아마도 비교

적 좋을 거야, 거기는 신흥도시이니까. 최근 십 몇 년 간 발전하기 시작해서 거기

는 모두 좀 새로워. 내 생각에 그런 거 같아.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홍콩에 갔었

어.)’라고 하며 발화를 하는 도중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발화 일부인 

‘香港(홍콩)’을 제2 행에서 반복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발화 도

중 대화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중국인 화자의 발화를 반복함으로써 상대방 

발화를 열심히 듣고 있고 받아들였음을 나타낸다. 제3 행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듣고 있음을 반응발화를 사용하여 적

극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청자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발화를 계속 이어간다.

상대방 발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 중

국어에서는 ‘嗯’, ‘啊’, ‘哎’, ‘唉’, ‘哎呀’ 등 간투사 형식의 간단한 표현에서부터 반복 

표현까지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여 확인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간투사 

형식의 확인 표현은 상대방 화자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을 보이며 화자의 중립적인 

관심과 낮은 참여도(Bublitz 1988)를 나타내는 반면 반복 표현을 활용한 확인 표

현은 화자의 긍정적인 관심과 높은 참여도를 나타낼 수 있다(Stubbe 1998; 

Stenstrom 2014). 따라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간단한 간투사 형식의 확인 표현

을 통하여 최소한의 반응을 보이는 대신 반복 표현을 통하여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

여 우호적이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반복 표현을 사용하여 중국인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동의나 찬성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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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裘盧穎: 就身體就很舒服[放松]。
‘몸이 편해.’

2→김지은: [嗯, 舒服放松]。
‘응, 편해.’

3 裘盧穎: 對吧。
‘그치.’

위의 대화에서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

자는 그들이 일하는 곳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중국인 화자가 제1행에서 ‘就

身體就很舒服放松(몸이 편해)’라고 하며 지금 일하는 곳이 편하다고 하자 제2행에

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가 발화를 끝마치기 전에 ‘嗯, 舒服放松(응, 

편해)’라고 하며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반복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우선 ‘嗯

(응)’을 사용하여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듣고 확인하였음을 나타낸 후 반복을 사용

하여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동의를 표현한다. 이처럼 화자가 반복을 사용하여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동의를 표현하는 경우는 화자가 우선 상대방 화자의 발

화를 듣고 확인하였음을 나타낸 후 동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화자는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동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중

국어에서는 상대방 발화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간투사가 동의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투사 보다는 ‘這樣好(이렇게 하는 것이 좋

다)’, ‘就是啊(맞아)’, ‘是啊(그래요)’, ‘對(맞다)’, ‘對對(맞다 맞다)’, ‘對對對(맞다 

맞다 맞다)’ 등의 실사 형식이 동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주 사용된다(Clancy et 

al. 1996). 그러나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동의를 나타

내는 데 있어서 위의 표현들을 사용하는 대신 반복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서적으

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대화에 대한 강한 관여도를 나타낼 수 있다. 다음 대

화도 비슷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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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裘盧穎: 你現在要辦這個。
‘넌 지금 이것을 해야만 해.’

2 김지은: 啊。
‘어.’

3 裘盧穎: 但是之前你在中國的時候就是居民證不需要。
‘근데 이전에 네가 중국에 있을 때는 주민증이 필요 없었지.’

4→김지은: 嗯, 不需要。
‘응, 필요 없었지.’

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중국에 가려고 한다고 하자 

중국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중국인 화자는 제3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

에게 ‘但是之前你在中國的時候就是居民證不需要(근데 이전에 네가 중국에 있을 

때는 주민증이 필요 없었지)’라고 하며 예전에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중국에 거주했

을 때는 주민증이 있어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제4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嗯, 不需要(응, 필요 없었지)’라고 하며 우선 ‘嗯(응)’을 사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듣고 확인하였음을 나타낸 후 상대방 화자의 발화 일

부를 반복함으로써 상대방 화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현한다. 

화자가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동의를 나타내는 것은 화자의 발화를 듣고 

있거나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였음을 나타내는 것보다 청자의 태도를 더욱 적극적으

로 보여 줄 수 있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비모국어 화자로서 수동적이며 소극적

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모국어 화자와의 대면 대화(face-to-face 

conversation)에서 반복을 사용한 동의 표현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상대방을 격려하며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반복 행위를 통한 동의를 나타냄으로써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화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반복 표현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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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이다.

(6)

1 裘盧穎: 我們換那個別的學校去考了, 然後一次考過, 我這個考了兩次都沒

有過, 因爲看不到呵呵。 
‘우리는 다른 학교로 바꿔서 시험을 봤어, 그런 다음에 한 번 만에 붙었어, 

건국대는 내가 두 번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 왜냐하면 볼 수가 없었어, 하

하.’

2→김지은: 看不到呵呵。
‘볼 수가 없었어, 하하.’

위의 대화에서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화자는 제1 행에서 ‘我們換那個別的學

校去考了, 然後一次考過, 我這個考了兩次都沒有過, 因爲看不到呵呵(우리는 다른 

학교로 바꿔서 시험을 봤어, 그런 다음에 한 번 만에 붙었어, 건국대는 내가 두 번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어, 왜냐하면 볼 수가 없었어, 하하)’라고 하면서 건국대에 

입학하기 위하여 두 번 시험을 보았지만 모두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는 옆 사람 시

험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웃는다. 이에 제2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看不到呵呵(볼 수가 없었어, 하하)’라고 하며 이전 화자의 발화를 일부 반

복함과 동시에 이전 화자와 동일한 웃음을 제시하며 상대방 화자의 발화 내용에 대

한 자신의 정서적 태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방 화자의 발화가 우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

는 상대방 화자가 발화를 통해 나타내는 발화 태도에 동조하고 화자의 정서적 태도

에 공감을 표현하고자 함이다(Brody 1994; Niemlä 2005).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7)

1 A: (0.2)恩: 那你還最願意吃中國的哪些食品, 食物。
‘응, 그럼 너는 중국의 어떤 식품을 가장 먹고 싶니, 음식.’

2 B: 太多了。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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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哇, 太多了。
‘와, 너무 많아.’

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제1 행에서 중국인 화자에게 어떤 중

국 음식이 먹고 싶은지 질문하자 제2 행에서 중국인 화자는 ‘太多了(너무 많아)’라

고 한다. 이에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哇, 太多了(와, 너무 많아)’라고 이전 화자의 

발화 전체를 반복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정서적 태도를 나타낸다. 여기서도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 화자의 정서적 태도에 

공감을 표현하며 상대방 화자가 발화를 통해 나타내는 발화 태도에 동조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이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반복 표현은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듣고, 동

의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시하면서 화자들 간의 대화 분위기는 협동적이고 우호적으로 조성된다.

넷째,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반복 행위를 통하여 수정을 요구를 하는 경우이다.

(8)

1 女: 他是雙性人。
‘그는 남녀한몸이야.’

2→男: 雙性人？
‘남녀한몸.’

3 女: 即是男的又是女的, 這是女的, 這倆是一個人。
‘즉 남자가 또한 여자야, 이건 여자고, 이 둘이 한 사람이야.’

위 대화의 제1 행에서 중국인 화자가 ‘他是雙性人(그는 남녀한몸이야)’라고 하자 

제2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발화 일부인 ‘雙性人(남녀한몸)’을 

반복한다. 그런데 중국인 화자는 ‘他是雙性人(그는 남녀한몸이야)’를 하강 억양으로 

발화한 데 반하여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雙性人?(남녀한몸?)’을 상승 억양으로 발

화하여 질문억양 반복(questioning repeat)(Robinson 2013)을 수행한다. 질문억

양 반복은 상대방 화자의 발화와 관련되어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수정 행위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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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수정을 주도하는 화자는 자신이 앞의 발화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상대방 화자에게 수정을 하도록 한다(Jefferson 1972).4) 이

처럼 반복을 사용하는 수정 행위는 화자 자신이 이해하는데 문제가 된 부분을 구체

적으로 지적하는 ‘강한’ 형태의 수정 주도 방식이며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강한 형

태의 수정 주도 방식을 사용한 데 대하여 제3 행에서 보여 주듯이 중국인 화자는 

‘即是男的又是女的, 這是女的, 這倆是一個人(즉 남자가 또한 여자야, 이건 여자

고, 이 둘이 한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雙性人(남녀한몸)’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상

대방 화자에게 즉시 해명한다. 다음 대화에서도 질문억양 반복을 통한 수정 행위가 

나타난다.

(9)

1 男: 可是, 韓國人對外國人很開放。中國人也一樣。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야. 중국 사람들도 

같아.’

2 女: 我覺得也是跟不同的人有關系, 因人而異。因人而異你知道什麼意思

麼？因人而異。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 거 같아, 인인이이. 인인이이가 무슨 

의미인지 너 아니? 인인이이.’

3→男: 因人而異？
‘인인이이?’

4 女: 根據人的不同, 性格是不一樣的, 行爲也是不一樣的。像咱們倆都是保

守的人都不是開放的人。
‘사람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행동도 다르다는 거야. 우리 둘은 모두 보수적

인 사람이고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야.’

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가 제2 행에서 ‘我覺得也是跟不同的人有關系, 因人

 4) Jefferson(1972)은 대화에서 나타나는 반복 질문이 상대방 화자의 발화와 관련되어 문

제가 있음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에게 확인(confirmation), 해명(clarification), 수정

(correction) 등의 수정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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而異。因人而異你知道什麼意思麼？因人而異(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과 관련이 있

는 거 같아, 인인이이. 인인이이가 무슨 의미인지 너 아니? 인인이이)’라고 하자 한

국인 중국어 화자는 제3 행에서 ‘因人而異？(인인이이?)’라고 하며 질문억양 반복

을 수행하며 수정 행위가 나타난다. 만일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啊?(어?)’나 ‘什

麼?(뭐?)’와 같은 수정 주도 표시(repair initiator)를 사용하여 수정을 주도한다면 

상대방 화자는 문제의 원천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화자들 

간에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5) 그러나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발화 중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반복함으로써 상대방 화자에게 어떤 부분

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대방 화자에게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유

도한다. 이처럼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반복을 사용하여 모국어 화자에게서 도움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대화자로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모국어 화자인 중국어 화자에 비하여 언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최대한 상대방 화자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협동적으로 대화

를 이끌어 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반복을 선택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

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표현은 단순히 중국인 화자의 발화를 수용하며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상대방을 격려하며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화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끈다.

2.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수행하는 반복의 또 다른 전략적인 동기와 특성은 학습과 

연관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표현이 대화참여자들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한 학습이라는 전략적 동기를 보여 주는 경우에는 확인, 동의, 해명요

구가 있다. 첫째,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반복을 통한 확인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을 

하는 경우이다.

 5) 화자가 듣기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수정 행위는 열린 수정 주도 표시를 사용하여 나타나

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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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男: 所以說很廣泛。
‘그래서 매우 넓다라고 해.’

2 女: 廣泛。
‘넓다.’

3→男: 廣泛。(0.5)以前我, 我們小的時候學習的, 學習的, 嗯：：：學習的都

是：：：用漢字, 漢字的韓國語。
‘넓다. (0.5) 이전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운 것은 모두 한자를 사용하는 한

국어이었어.’

위의 대화의 제1 행에서 한국인 중국인 화자는 ‘所以說很廣泛(그래서 매우 넓다

라고 해)’라고 하는데 ‘廣泛(넓다)’의 성조를 틀리게 발화한다. 이에 제2 행에서 중

국인 화자는 ‘廣泛(넓다)’를 정확한 성조로 반복함으로써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암묵적으로 수정하는 내포된 교정

(embedded correction)을 수행한다.6) 이에 제3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

국인 화자에 의하여 교정된 ‘廣泛(넓다)’를 모방(imitation)을 통해 반복한다. 이와 

같이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새로운 언어 항목을 먼저 모방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에

게 제공되는 언어 입력을 받아들여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intake)시

키게 된다(Tomlin 1994). 

내재화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반복을 통해 모방을 하면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6) Jefferson(1987)은 화자들이 오류 등 발화의 문제를 교정(correction)하는 방식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였는데,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오류를 교정하는 ‘노출된 교정

(exposed correction)’과 진행 중인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자신과 서로의 오류를 

암묵적으로 정정해 나가는 ‘내포된 교정(embedded correction)’의 두 가지로 나눈다. 

노출된 교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고쳐주는 교정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능력

이나 행동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면이 있음을 동시에 지적하는 결과를 가져온

다. 따라서 화자들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부수적 행위가 동반되는 노출된 교정을 

피하고자 한다. 반면 내포된 교정 행위는 다른 부수적 행위 없이 단지 교정 행위만이 

발생하여 화자들이 자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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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女: 我覺得這是自己滿足？自己滿足, 有中文這樣說嗎?

‘내 생각에 이것은 자기만족인가? 자기만족, 중국어로 이렇게 말해?’

2 男: 自信滿足？啊, 自我滿足。
‘자신만족? 아, 자아만족.’

3→女: 自我滿足。
‘자아만족.’

위의 대화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제1 행에서 자신의 발화 중에 ‘自己滿足

(자기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후 중국인 화자에게 ‘自己滿足(자기만족)’이라는 

표현을 중국어에서 사용하는지를 질문한다. 제2 행에서 중국인 화자는 ‘自信滿足？
啊, 自我滿足(자신만족? 아, 자아만족)’이라고 하며 우선 ‘自信滿足(자신만족)’이라

는 표현을 제시했다가 화자 자신이 문제를 발견하고는 ‘自我滿足(자아만족)’로 스스

로 수정한다. 이에 제3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가 제공한 정확한 

표현인 ‘自我滿足(자아만족)’을 반복함으로써 모방을 하는 동시에 화자 자신의 것으

로 내재화하고자 한다. 물론 비모국어 화자가 새로운 언어 요소를 이해하고 내재화

하는 데에는 반복을 하는 방법 이외에도 간투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화자는 자

신이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입력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아예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상대방 화자가 제시한 새로운 언어 

요소를 반복하여 따라 하는 것은 상대방 화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스로 적극

적인 노력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반복을 통한 학습 행위는 동의 기능에서 나타난다.

(12)

1 男: (0.5)成語, 很習慣了, 對我很習慣。
‘(0.5) 성어, 매우 익숙해졌어, 나에게 매우 익숙해.’

2 女: 習慣於用成語, 或者說知道比較多的成語, 對成語比較熟悉。
‘성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어, 또는 비교적 많은 성어를 안다고 말해, 성

어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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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男: 對, 對成語比較熟悉。成語的內容, 成語的意思, 我, 我大概都知道。
‘맞아, 성어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안다. 성어의 내용, 성어 의미를 나는 대강 

다 알아.’

위 대화의 제1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成語, 很習慣了, 對我很習慣(성

어, 매우 익숙해졌어, 나에게 매우 익숙해)’라고 하며 한국 기성세대는 어렸을 때부

터 한자 교육을 받아 중국에서 사용하는 성어가 매우 익숙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對我很習慣(나에게 매우 익숙해)’라고 하며 형태

통사적인 측면에서 비문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 제2 행에서 중국인 화자는 ‘習慣於

用成語, 或者說知道比較多的成語, 對成語比較熟悉(성어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

어, 또는 비교적 많은 성어를 안다고 말해, 성어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안다)’라고 하

며 ‘對我很習慣(나에게 매우 익숙해)’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표현들을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 제시한다. 이에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對, 對成語比較熟

悉(맞아, 성어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안다.)’라고 하며 상대방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

고 동의함을 나타내는데 우선 동의를 나타내는 ‘對(맞아)’를 사용하고 중국인 화자

가 제시한 올바른 표현 중 하나를 반복한다.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동

의를 나타내는데 ‘對(맞아)’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화자가 제시한 표현 

중 하나인 ‘對成語比較熟悉(성어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안다)’를 ‘對(맞아)’의 뒤에 

이어서 반복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

대방 화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반복을 통하여 모국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가 제

공한 새로운 학습 요소를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시키는 동시에 상대방 화자의 발화

에 대한 동의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다음 대화의 예 또한 비슷한 경우이다. 

(13)

1 男: 所以韓國人, 不喜歡學習發音和聲調。(0.5)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발음과 성조를 공부하는 것을 싫어해.’

2 女: 原來如此。
‘과연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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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男: 嗯, 對, 原來如此。(0.5)如果：：：中國老師, 強調發音和聲調的話, 

韓國學生不想學, 不想學中國語。(0.5)

‘응, 맞아, 과연 그렇구나. 만약 중국 선생님이 발음과 성조를 강조한다면 한

국 학생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아.’

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가 제2 행에서 ‘原來如此(과연 그렇구나)’라고 한 데 

대하여 제3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嗯, 對, 原來如此(응, 맞아, 과연 그렇

구나)’라고 한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우선 ‘嗯(응)’을 사용하여 상대방 화자의 발

화를 듣고 확인하였음을 나타낸 후 ‘對(맞아)’를 통해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동의를 표현한다. 여기서도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상대방 화자의 발화에 대한 동의

를 나타내는데 ‘對(맞아)’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화자가 발화한 ‘原來

如此(과연 그렇구나)’를 ‘對(맞아)’의 뒤에 이어서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언어 요소

를 내재화시킬 수 있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이처럼 실제 대화참여자로서 적극적

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셋째, 한국인 중국어 화자의 반복을 통한 학습 행위는 수정요구 기능에서 나타난다.

(14)

1 裘盧穎: 可是我很喜歡看哎你看那種嗎？偵探片。
‘근데 나는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해, 너는 그런 종류 보니? 탐정 영화.’

2→김지은: 偵探片？
‘탐정 영화?’

3 裘盧穎: 就是比如說哎一個人怎麼樣死了, 然後我們要去調查這一件事情。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이 일을 조사하는 거야.’

4 김지은: 哦, 我喜歡。
‘아, 좋아해.’

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는 ‘可是我很喜歡看哎你看那種嗎？偵探片(근데 나는 

보는 것을 아주 좋아해, 너는 그런 종류 보니? 탐정 영화)’라고 하며 자신은 탐정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탐정 영화를 보느냐고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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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이에 제2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偵探片？(탐정 영화?)’라고 질문억양 

반복을 통하여 수정을 주도한다.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자신이 중국어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하자 반복 행위를 통하여 자신이 반복되는 요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

음을 알리며 상대방 화자에게 모르는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화자는 상대방 화자가 수행하는 반복에 반응하는데 상대방 

화자가 반복되는 요소에 대하여 무엇을 아는 가를 고려한다(Robinson 2013). 위

의 대화에서 모국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는 반복을 수행하는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반복되는 언어 요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반복을 반복되는 

언어 요소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표시로 판단한다. 따라서 중국인 화자는 제3 행에

서 ‘就是比如說哎一個人怎麼樣死了, 然後我們要去調查這一件事情(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이 일을 조사하는 거야)’라고 하며 탐정 영화가 어

떤 영화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다. 제4 행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하강 억양의 간투사 ‘哦(아)’를 사용하는 것

은 화자 자신이 상대방 화자의 해명을 이해하였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기능을 

하고 학습자가 새 항목을 내재화했음을 증명해주는 요인들 중의 하나가 된다. 다음 

대화의 예를 보자.

(15)

1 裘盧穎: 對吧, 我本來是想帶辣條回來。
‘맞아, 나는 원래 라티아오를 가져 오고 싶었어.’

2→김지은: 辣條？
‘라티아오?’

3 裘盧穎: 就是你喜歡吃的那個小時候吃的那種辣的。
‘네가 먹기 좋아하는 그거 어렸을 때 먹던 그 매운 거.’

4 김지은: 哦：：：。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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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화에서 중국인 화자가 제1 행에서 ‘我本來是想帶辣條回來(나는 원래 라

티아오를 가져 오고 싶었어)’라고 하자 한국인 중국인 화자는 제2 행에서 ‘辣條？
(라티아오?)’라고 하며 질문억양 반복을 통하여 수정을 주도한다. 여기서도 화자들

의 인식적인 위치는 화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반복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모국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는 비모국어 화자

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 비하여 중국어에 대한 언어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

며 화자들 간에 진행되고 있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더욱 잘 아는 위치이다. 모국

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는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질문억양 반복을 

통하여 수정을 주도한 이유가 화자들 간의 비대칭적인 언어적 위치와 관련하여 반

복되는 요소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알리며 자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다. 위의 대화에서 보여 주

듯이 중국인 화자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제3 행에서 ‘就是你喜歡吃的那個小時候吃

的那種辣的(네가 먹기 좋아하는 그거 어렸을 때 먹던 그 매운 거)’라고 하며 구체

적인 예를 들어 제시해 준다. 제4 행에서 보여 주듯이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

인 화자의 도움을 통하여 그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자 하강 억양의 간투사 ‘哦(오)’

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상대방 화자의 해명을 이해하였음을 표현하면서 새 항목을 

내재화했음을 나타낸다.

종합해 보면,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표현은 중국인 화자와의 

원만한 대화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복의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인해 중국어 

학습과 관련된 새로운 맥락을 형성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중국인 화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대화 상황과 행위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면서 반

복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중국어 학습을 함께 이루어낸다. 즉, 중국어 학습은 단

순히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인지적 변화라기보다는 대화참여자들 간의 

“구체적 상황 맥락 하에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a situated, co-constructed 

process)”인 것이다(Markee and Kasper 2004; Young and Mill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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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상호작용적인 일상대화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의 특징과 전략적 동기를 밝히기 위

하여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하였다. 

정량적인 분석 결과 중국인 화자에 비하여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반복 현상

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또한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중국어 화자 간의 대화

에서 나타나는 반복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확인, 동의, 질문에 대한 대답, 해명요

구, 태도표시, 기타 등 모든 기능이 중국인 화자에 비하여 한국인 중국인 화자에게

서 높게 나타난다. 특히 동의와 수정요구의 경우 중국인 화자에 비하여 한국인 중

국어 화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성적인 측면에서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의 전략적 동기와 사용 특성은 크게 두 가

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수행하는 반복의 전략적인 동

기와 특성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연관된다. 모국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에 비하여 언

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최대한 상대방 화자에게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 협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반복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반복을 통하여 자신이 단순히 중

국인 화자의 발화를 수용하며 듣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상대방을 격려하며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원활한 의사

소통을 이끈다.

둘째,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수행하는 반복의 또 다른 전략적인 동기와 특성은 

대화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과 관련된다.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중

국어 화자는 모국어 화자인 중국인 화자가 제공한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모방을 하

는 동시에 화자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고자 한다. 물론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들 간에도 중국어 사용 능력에 차이가 있으며 언어 학습과 관련되어 다

양한 전략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중국어 화자는 주로 언

어 학습에서 학습 항목의 기억과 인지를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인 반복을 

통하여 상대방 화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스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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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은 모국어 화자인 중국인 화

자와 비모국어 화자인 한국인 중국어 화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이루어내는 특

징을 보여 준다. 이는 이분론적인 시각에서 모국어 화자와 비모국어 화자를 분석한 

기존 연구에 포괄적인 시각으로 담화 전체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반복 현상을 

분석하는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준별 한국인 

중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의 기능 연구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參 文獻】

Atkinson, J. Maxwell and Heritage, John (Eds.), 《Structures of Social 

Action: Studies in Conversation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Boldon, Galina B., <Beyond answering: repeat-prefaced responses in 

convers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76(2), 2009.

Brody, J., <Multiple repetitions in Tojolab′al Conversation>; 《Advances in 

Discourse Processes》 48, 1994.

Bublitz, Wolfram, 《Supportive Fellow-Speakers and Cooperative 

Conversations: Discourse Topics and Topical Actions, Participant 

Roles and ‘Recipient Action’ in a Particular Type of Everyday 

Conversa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8.

Clancy, Patricia M., Thompson, S. A., Suzuki, R., and Tao, H., <The 

conversational use of reactive tokens in English, Japanese, and 

Mandarin>; 《Journal of pragmatics》 26(3), 1996.

Jefferson, Gail, <Side sequences>, In Sudnow, D. (ed.), 《Studies in Social 

Interaction》, New York: Free Press, 1972.

Jefferson, Gail, <on exposed and embedded correction in conversation>, In G. 

Button and J. R. E. Lee (ed.), 《Talk and Social Organiz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87.

Johnstone, Barbara, <Repetition in discourse: a dialogue>, In Barbara 



한국인 국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반복 상의 특징과 략  동기  213

Johnstone (ed), 《Repetition in Discours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94.

Knox, Laurie, <Repetition and relevance: Self-repetition as a strategy for 

initiating cooperation in nonnative/native speaker conversations>, In 

Johnstone, Barbara (ed), 《Repetition in Discours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94.

Koshik, Irene, <Alternative questions used in conversational repair>; 

《Discourse Studies》 7(2), 2005.

Markee, Numa, and Kasper, Gabriele, <Classroom talks: An introduction>;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8(4), 2004.

Niemelä, Maarit, <Voiced direct reported speech in conversational 

storytelling: Sequential patterns of stance taking>; 《SKY Journal of 

Linguistics》 18, 2005.

Norrick, Neal R., <Functions of repetition in conversation>; 《Text》 7(3), 

1987.

Robinson, Jeffrey D., <Epistemics, action formation, and other-initiation of 

repair: the case of partial questioning repeats>, In M. Hayashi, G. 

Raymond, and J. Sidnell (ed.), 《Conversational Repair and Human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Sacks, Harvey, Schegloff, Emanuel A. and Gail, Jefferson, <A simplest 

systematics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1974.

Schegloff, Emanuel A., <Discourse as an interactional achievement: Some 

uses of ‘uh huh’and other things that come between sentences>; 

《Analyzing Discourse: Text and Talk》 71, 1982.

Schegloff, Emanuel A., <Practices and actions: boundary cases of 

other-initiated repair>; 《Discourse Processes》 23(3), 1997. 

Stenstrom, Anna-Brita, 《An introduction to spoken interaction》, New York: 

Routledge, 2014.

Stubbe, Maria, <Are you listening? Cultural influences on the use of 

supportive verbal feedback in conversation>; 《Journal of Pragmatics》 

29(3), 1998.

Svennevig, Jag, <Other-repetition as display of hearing, understanding and 

emotional stance>; 《Discourse studies》 6(4), 2004.



214  《中國文學硏究》⋅제77집

Tannen, Deborah, <Repetition in conversation as spontaneous formulaicity>; 

《Text》 7(3), 1987.

Tannen, Deborah, 《Talking Voices: Repetition, Dialogue, and Imagery in 

Conversational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Tarone, Elain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eigner talk, and repair in 

interlanguage>; 《Language Learning》 30(2), 1980.

Tarone, Elaine, <Some thoughts on the notion of communication strategy>; 

《TESOL Quarterly》 15(3), 1981. 

Tomlin, Russell S., <Repetition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dvances 

in Discourse Processes》 47, 1994.

Tyler, Andrea, <The role of repetition in perceptions of discourse coherence>; 

《Journal of Pragmatics》 21(6), 1994. 

Wilkinson, Sue, and Kitzinger, Celia, <Surprise as an interactional 

achievement: Reaction tokens in convers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9(2), 2006.

Young, Richard F., and Miller, Elizabeth R., <Learning as changing 

participation: Discourse roles in ESL writing conference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8(4), 2004.

盧星辰⋅盧海威 <基於語料庫的醫患門診會話重複結構及功能研究>; 《中國醫學倫理

學》 第5期, 2016.

牟文婷 <會話中重複話語的功能及制約因素探析> 四川師範大學 碩士論文, 2016.

楊石喬 <同話輪自我重複修正研究>; 《浙江外國語學院學報》 第2期, 2013.

張睿 <中國法庭話語中的重複現象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論文, 2006.

夏果平 <基於語料庫的會話中重複現象分析研究>; 《山西廣播電視大學學報》 第3期, 

2010.

許春花 <語言社會化視域下的英語課堂同伴他人重複特征研究> 湖南工業大學 碩士論

文, 2016.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repetitions occurring in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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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s between native speakers and speakers whose native 

language is Korean. This study uses both conversation analysis and 

corpus-based quantitative methods to show that repetitions function 

as a means of providing confirmation, showing that the speaker is in 

agreement with the previous speaker, providing answers to questions, 

initiating repair in the next turn, and displaying the speaker’s 

stance or attitudes etc. Repetitions by Korean speakers can be used 

not only for smooth communication, but also for the studying of 

Mandarin Chines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repetition among 

Korean speakers is interactively and socially organized between the 

Korean speaker and the Chinese native speaker in the unfolding 

interaction and intersubjectivity is preserved between th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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