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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어 화자의 발화 수정 연구
서 경 숙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화자의 발화 수정의 특징과 구조를 살피는
데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화 수정 과정에서 삽입되는 수정 표지의 기
능과 개별 수정 표지들의 변별적 특징, 발화 수정의 산물인 대체 표현의
양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때 오류 유형과 수정 표지의 상관성, 오류 유
형과 대체 표현의 상관성도 함께 살핀다. 아울러 수정 표지와 대체 표현
에 의해 수정되어 가는 발화 수정의 구조를 검토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
여 그 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발화 오류와 수정은 모어 화자의 발화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실
시간으로 의사소통하는 구어 상황에서 문어 상황에서와 같은 정확성과
유창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화에는 빈번한 휴지나 중단과 주
저함, 감탄사의 삽입과 같이 어느 정도의 비유창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자연스러운 비유창성이 존재하는 구어에서 발화 수정은 필수적이다. 발
화 수정이란 화자가 자기 점검을 통해 자신의 발화 의도와 실제 산출한
발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발화상의 문제를 탐지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
다. 궁극적으로 발화 수정은 화자 자신의 발화 의도에 부합하는 최선의
발화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발화 수정 과정에서 삽입되는 수정 표지는 화자에게는 산출한 발화를
점검하고 수정할 시간을 확보해 주고 청자에게는 화자의 발화 내용을 보
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언어적 단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수정
표지는 내적 수정이냐 외적 수정이냐에 따라 그 사용 양상에 차이를 보
인다. 내적 수정의 77.2%가 내적 발화를 점검하는 동안에 수정 표지가 사
용되었고, 외적 수정의 47.3%가 산출된 외현 발화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동안에 수정 표지가 사용되었다. 내적 수정일 경우에는 수정 표지 ‘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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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외적 수정일 경우에는 수정 표지 ‘그’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 수정하려는 오류가 정확성 오류냐 적절성 오류냐에 따라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확성 오류의 수정일 경우에
는 수정 표지 ‘그’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적절성 오류의 수정에서
는 수정 표지 ‘그까’가 현저하게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
정 표지를 크게 감탄사류 수정 표지(어, 음, 아), 대명사류 수정 표지(뭐,
그), 부사류 수정 표지(그까, 아니), 표현류 수정 표지(그게 뭐지?, 뭐랄까?,
N이 아니라, N이래 등)로 나누어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들 수정 표지
는 화자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택되고 일견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듯하지만
개별 수정 표지마다의 고유한 기능이 있으며 오류 유형과 수정 표지 사용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류 수정의 산물인 대체 표현은 수정 범위와 관련지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수정된다. 화자는 오류가 발생한 해당 부분만 수정
을 하기도 하고(제자리 수정), 오류 부분의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오류
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부터 수정을 하기도 하며(회귀적 수정), 기존의 통
사 구조나 메시지를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수정을 하기도 한다(새
롭게 시작하기). 대체 표현의 수정 방식과 오류 유형은 상관관계를 보였
다. 화자가 정확성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류 부분만을
수정하려는 제자리 수정이 선호되었고, 적절성 오류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새롭게 시작하기가 선호되었다.
화자가 오류를 대체 표현으로 수정하여 청자에게 제공할 때 청자를 위
한 해석의 단서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 그 단서는 ‘동일 단어 규칙’과 ‘동
일 범주 규칙’이다. 화자가 ‘동일 단어 규칙’을 사용하면 청자는 의미 조정
을 위해 대체 표현의 첫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선행 발화에서 탐색해 그
부분에서부터 의미를 재해석해 나간다. 오류가 없는 부분에서부터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청자에게는 다소 인지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동
일 범주 규칙’을 사용하면 청자는 의미 조정을 위해 대체 표현의 첫 단어
와 통사 범주가 동일한 단어를 선행 발화에서 탐색해 그 부분에서부터 의
미 수정을 시작한다. ‘동일 범주 규칙’은 일순간에 오류를 탐색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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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표현으로 바꾸어 의미 해석을 시작해야 하므로 ‘동일 단어 규칙’보다
는 청자에게 인지적 부담이 크다. 정확성 수정은 이 두 가지 규칙에 의해
재해석이 용이한 반면, 내적 수정과 적절성 수정의 대부분은 이 두 단서
(동일 단어 규칙, 동일 범주 규칙)가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청자는 수정 표지로도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와 유형에 대한 단서
를 제공받게 된다.
수정 구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대체로 발화 오류, 수정 표지,
대체 표현과 같은 요소들의 출현 여부와 그 순서에 따라 일곱 가지로 유
형화할 수 있다. 제1 유형부터 제4 유형은 외적 수정에 해당하는데, 네 유
형 중 제1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제5 유형부터 제7 유형은
내적 수정에 해당하고, 세 유형 중 제5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
다.
본 연구는 일회적인 말실수나 비유창한 표현으로 인식되어 왔던 모어
화자의 발화 수정을 구어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정교화하고 전달
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보고 발화 수정의 구조와 특징을 말뭉
치 자료와 실험 전사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주요어: 발화 수정, 비유창성, 수정 표지, 대체 표현, 발화 수정 구조
학 번: 2004-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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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수정의 특징과 구조를 살피
는 데에 있다. 화자는 발화 과정에서 자신의 발화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정
해 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수정과 관련된 기본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발화 수정 과정에서 삽입되는 수정 표지의
기능과 특징, 발화 수정의 산물인 대체 표현의 양상을 살핀다. 아울러 수
정 표지와 대체 표현에 의해 수정되어 가는 발화 수정의 구조를 분류하고
그 속성을 밝힌다.
발화 수정은 화자가 자기 점검(self-monitoring)을 통해 자신의 발화 의
도와 실제 산출한 발화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Liles & Purcell 1992, Levelt 1983, 1989). 발화 오류와 수정은 모어를 구
사하는 화자의 일상 발화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발화 상황에서는 글말과 같은 정확성과 유창
성1)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빈번한 휴지, 발화 중단과 주저
함, 불필요한 간투사의 삽입, 동일한 어구의 반복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발화에는 어느 정도의 ‘비유창성(disfluency) 현상’2)이 존재하

1) Nunan(2006)에 따르면 정확성(accuracy)은 의도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
어, 구, 문장을 문법과 발음 측면에서 모두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언어
규칙을 적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창성(fluency)은 의
미 전달에 초점을 두어 표준적인 발화 속도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으로 의사소
통 과정에서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말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포괄적으
로 의미한다.
2) 비유창성이란 언어병리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으로, 정제된 통사 구조로
말하지 못하고 명제적 내용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명제적 내용과 혼재되
어 나타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발화 오류와 수정 표지를 수반하는 발화
수정을 포함하여, 담화 표지, 삽입과 강조를 위한 반복 현상까지도 포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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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마련이고,3)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의도했던 메시지를 제대로 말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발화를 되짚어 보면서 점검
한다.4) 이때 실제로 발화상의 문제를 발견하면 화자는 발화를 중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화자가 발화 오류를 범하거나 발화 도중에 수정을 빈번하게 한다고 해
서 모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치부되지
않는다. 모어 화자는 실제로 5분에 한 번꼴로 발화 오류를 범한다는 보고
도 있으며(Asher 1994), 단어 1000개마다 한두 개씩 오류를 범한다는 보고
도 있듯이(Damian 2002)5) 발화 오류는 모어 화자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남길임 2011).
3) 언어병리학계에서는 정상 화자에게서 보이는 비유창한 발화를 언어 장애를 겪는
화자들의 비유창한 발화와 구분 짓기 위해 정상적 비유창성(normal disfluency)
과 비정상적 유창성(abnormal disfluency)으로 명명한다. Ambrose & Yairi(1999)
에서는 이를 가성 비유창성(other disfluency)과 진성 비유창성(stuttering-like
disfluency)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4) 대화에서 비유창성이 적절히 발생하는 것이 오히려 청자의 이해를 촉진시킨다는
주장도 있다(Brennan & Schober 2001). 청자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처리에 상당한 인지적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들어 있는 삽입 표현, 간투사, 적절한 휴지 등이 청자에게 정보를 처리할
시간을 벌어 주어 오히려 청자의 이해를 촉진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발화나 대화에서의 비유창성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잉여적 표현이 아니라
때로는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영어의 경우 100단어 당 평균 6-7회의 비유창성 현상이
나타난다는 통계적 자료도 있다(남길임 2011ㄱ:70). 본 연구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인 남녀 대학생 각 10명을 대상으로 ‘주말에 한 일 말하기’ 과제(비격식적 상
황, 독화)와 회사 면접 상황을 가정한 ‘자기소개하기’ 과제(격식적 상황, 독화)를
1분 30초간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비격식적 상황의 독화에서는 17.6 어절마다 비
유창성 현상이 나타났고, 격식적인 상황의 독화에서는 12.2 어절마다 비유창성 현
상이 나타났다. 격식적인 상황에서 비유창성이 더 빈번히 나타난 것이다. 이는 격
식적 상황이 비격식적 상황에 비해 긴장감이 증가하여 비유창성이 증가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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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독화 상황의 머뭇거림과 유창함의 교체(Beattie 1983)

[그림 1-1]은 독화 상황에서의 머뭇거림 단계와 유창함 단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발화가 유창하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화는
유창함과 주저함의 반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모어 화자도 유창하게 말하다가 잠시 음절을 반복하며 더
듬거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자신의 발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말소리를 산출하는 도중에 더듬거리게 되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이유는
언어적 계획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 인지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그
리고 자신이 앞으로 할 발화 전체를 모두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Lindsley 1975, 1976). 또한 화자가 세운 발화 계획이
늘 완벽할 수 없으며, 이미 세운 발화 계획도 실제 의사소통 과정의 구체
적 상황 맥락 속에서 종종 어긋나기 마련이다. 이때 화자는 발화 의도에
맞게 발화 계획을 꾸준히 수정해 나가야 하며, 이와 동시에 산출된 발화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화되지는 않았는지, 혹은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
와 다르게 이해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도 해야 한다. 이렇게 화자는 의도
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쉼 없이 자신의 발화를 점검하고 찾아낸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하게 된다.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수행 과정에서 모어 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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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부터 어휘, 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오류를 범한다.

(1) 가. 사랑이러, 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쫌 뭣한 것 같애.
<6CM00036>6)
나. 그 동그라미 일곱 개에, 일곱 개를 일직선으로 수평으로 연결해
<실험 전사>7)

줍니다.

다. 왼쪽 벽 바닥에 물병, 아니, 꽃병이 하나 있습니다. <실험 전사>
(2) 가. 그 꽃병 옆, 왼쪽 옆으로는 부채꼴 모양의 탁자가 있습니다.
나. 다시 초록색 동그라미로 돌아갑니다. 그까8) 처음에 출발했던 주
황색 동그라미 바로 위에 있는 그 초록색 동그라미로 돌아갑니다.
<실험 전사>

(1가)에서 화자는 발음 오류를 범한 후 모음 ‘ㅓ’를 ‘ㅏ’로 교체하여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였다. (1나)는 조사 오류를 범한 후 조사 ‘에’를 ‘를’로 수정
하였다. (1다)에서는 어휘 오류를 범하였는데 화자는 ‘물병’을 ‘꽃병’으로
수정하였다. 이때 화자는 ‘아니’라는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앞선 발화에 문
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모어 화자
는 자신의 발화 오류를 수정할 때 ‘어, 음, 아니, 그까’ 등과 같은 수정 표
지를 사용하여 청자에게는 발화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고, 화자 자신은 오
류를 수정할 시간을 벌기도 한다. (2)는 (1)과 달리,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
는데도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고 있다. 이는 발화 의미를 더 구체적
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2가)에서 ‘꽃병 옆’이라고 하면 꽃병의 오른
쪽과 왼쪽을 모두 의미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왼

6)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 가져온 예문이다. 예문 뒤에 <6CM00036>은 구어 말뭉치
의 파일명을 의미한다. 예문 뒤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말뭉치 예문을 가공한 예
문이다. 말뭉치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2.1.을 참고하기 바란다.
7)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전사한 예문을 의미한다. 실험에 대한 설
명은 1.2.2.에 언급된다.
8) 수정 표지 ‘그까’를 삽입하여 앞 문장을 더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수정
표지에 대한 논의는 3장에서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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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옆’으로 수정하여 발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색채 패턴을 설명하
는 과제에서 발화된 문장인 (2나)에서는 화자가 첫 번째 문장에서 초록색
동그라미로 다시 돌아가라고 발화하였다. 두 번째 문장에서 화자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초록색 동그라미의 위치가 정확
히 어디인지 청자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분명 오류가
없는 적격한 문장인데도 화자는 자신이 산출한 발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 생각하여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 오류를 청자보다 먼저, 혹은 청자의 피드백과는 무
관하게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나가기도 한다. 청자가 어떤 신호나 암시를
주지 않아도 화자 스스로 판단하여 발화를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것
이다. 그런데 실제 화자의 오류 수정을 관찰하면 명백한 오류인데도 수정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류가 아닌데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

(3) 보라색 동그라미가 있고 보나색 동그라미에서 두 칸 선을 그어서 가
면 음... 황토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실험 전사>
(4) A: And he's going to make his own paintings.
B: Mm hm,
A: And - or I mean his own frames.
B: Yeah.
(Schegloff, Jefferson & Sacks 1970)

(3)에서 화자는 ‘보라색’을 첫 번째는 바르게 말하고, 두 번째는 ‘보나색’으
로 명백히 틀리게 발음하였지만 수정하지 않고 지나친다. 반면 (4)에서 청
자 B는 화자 A에게 아무런 부정적 피드백을 주지 않고 오히려 ‘Mm hm’
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주지만

화자는

다음

말차례(話番,

turn)에서

‘paintings’를 ‘frames’로 수정하게 된다. (3)과 (4)를 통해 볼 때, 자신의 발
화를 오류로 판단하고, 그것을 수정할지 말지는 화자의 의사에 좌우된다.
화자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가는 것일까? 그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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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화자의 발화 오류와 수정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인지,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과정과 수정이 어떤 규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 발화 수정은 예측 가능한 시점에서 발
생하며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이 밝혀졌다(Levelt 1989, Postma
& Kolk 1993, LaSalle & Conture 1995, 이현주 2009 등). 오류가 없는 발
화와 마찬가지로 발화 오류도 언어 구조의 테두리와 경계 내에서 발생하
게 된다. 이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생각을 언어로 형식화할 때 음절, 단
어, 구를 고려하며 발화를 산출해 내기 때문이다. 단순한 실수로 여겨져
왔던 발화 오류는 실제로는 일정한 형태로 일어나고 그 오류에 대한 수정
도 일정한 절차와 체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5) 연구 문제
가. 발화 수정은 무엇이며 왜 일어나는가?
나. 발화 수정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다. 발화 수정의 구조는 어떠한가?

(5가)는 발화 수정의 정의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화자가 자기
점검을 통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오류를 발화 전(내적 발화)이나 발화
후(외적 발화)에 탐지하면 수정을 시도하게 된다. 자신의 메시지가 청자에
게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살피는 메타인지적 전략(상위인지 전략)으로
발화 수정을 하게 되며 아울러 미비한 사전 발화 계획에 대한 보상적 행
위(보상적 전략)로 발화 수정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타
화행의 하나로 발화 수정을 해석하고자 한다. (5나)는 발화 수정을 위해
삽입되는 수정 표지와 발화 수정의 결과인 대체 표현의 양상에 대한 물음
이다. 화자는 오류를 발견하면 발화를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노
력한다. 오류 수정에는 발화 중단과 더불어 휴지와 수정 표지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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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화자는 문맥과 자신의 의도에 부합되는 적절한 표현(‘대체 표현’)으
로 수정해 나간다. 화자는 발화 수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발화 수정이
있을 것을 청자에게 신호하기 위해 수정 표지를 삽입하게 된다. 이때 수정
표지로서 삽입되는 ‘어, 음, 그, 그까’ 등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아울러 발화 수정의 결과인 대체 표현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
볼 것이다. 화자는 발화 수정을 통해 청자에게 수정된 새로운 정보를 제공
한다. 청자는 화자로부터 받아들인 수정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
는데, 화자는 청자에게 적절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의미 해석을 보다 용
이하게 한다. 이러한 단서는 일종의 의사소통 전략인데, 이때 화자가 사용
하는 단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9) 아울러 수정 과정에서 수
정 표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5다)는 수정의
구조와 관련된 물음이다. 발화 수정의 구조는 수정에 사용되는 수정 표지,
대체 표현의 사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발화 오류를 어떻
게 수정해 가느냐에 따라 발화 수정의 구조를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회적인 말실수나 비유창한 표현으로 인식되어 왔던 모어
화자의 자기 발화 수정을 자신의 메시지를 정교화하고자 하는 메타의사소
통 전략으로 평가하고 발화 수정의 구조를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그 특성
을 살핀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화자는 모어에 대한 직관과 언어 능력이 있음에도 구어 수행 과정에서
주저, 반복, 말더듬 등의 비유창성을 보인다. 글말과 같이 정제된 자료에서
는 수정에 대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 발화 수정의 양상을 연구하기

9) 수정 전략을 포함하여,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제
대로 파악되어야 청자와의 의미 교섭 과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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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오류와 수정된 대체 표현이 포함된 구어 자료가 필요하다. 본고
에서는 (6)과 같은 기준으로 발화 오류와 발화 수정의 구어 자료를 수집
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6) 연구 대상의 기준
가. 구어로 산출된 비계획적 발화
나. 화자가 적격하지 않다고 인지한 발화10)
다. 화자가 수정을 개시한 발화

(6가)의 기준으로 구어 자료 중에서 공적 구어 자료는 제외하기로 한다.
강연이나 강의, 토론과 같은 공적인 구어 자료는 일정한 계획이나 각본에
따라 진행되며 대부분은 발화 이전에 글말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
한 경우는 즉흥적인 발화 수정의 양상을 포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공적 담화와 달리, 사적인 대화나 독화는 일정한 계획이나 각본에 의
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구어 자료에는 즉흥성과 비유창성 현
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을 것이다. (6나)의 발화에 대한 오류나 적격성
판단은 전적으로 화자에게 맡긴다.11)
(7) 가. 두 달 전에 약간 더울 때 한 팔월쯤에 근무를 서다가, 스다가 잤
는데 저 멀리서 이제 후레시 들면서 인제 잘 서고, 스고 있나 하
고서 …. <7CM00039>
나. 맥도날드를 찾아서 너무 좋아하면서 가서 먹었, 시켜서 먹었지.
<6CM00065>

10) 모든 발화는 점검의 대상이자 수정의 대상이다(김명운 2009). 여기에서 적격하
다는 의미는 언어적(문법적) 적격성과 담화적 적격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발음, 어휘,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고, 담화적으로도 용인 가능한 발화를 의미
한다. 이후부터는 언어적(문법적) 적격성은 ‘정확성’이라는 술어로, 담화적 적격성
은 ‘적절성’이라는 술어로 기술될 것이다.
11) 수정한 결과 또한 반드시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본고에서도 Schegloff et
al. (1977)과 같이, 발화 수정 행위는 수정 결과의 옳고 그름을 문제 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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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 같은 예가 그러한 예이다. (7가)는 군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사
적 독화이다. 화자는 올바른 표현인 ‘근무를 서다’를 오히려 바르지 못한
표현인 ‘근무를 스다’로 수정하고 있다. (7나)에서도 문법적 이상을 발견할
수 없는 문장임에도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먹었’의 발화를 중단하고 이를 ‘시켜서 먹었지’로 의미를 구체화하여 수정
하고 있다. 문법성 판단과 무관하게 (7)은 모두 발화 수정의 예로서 본 연
구에 포함한다.
(6다)는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self-initiated self-repair)’ 발화만
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모어 화자의 발화 수정에서는 타
인에 의한 발화 수정보다는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발화 수정’이 대부분
이다. 이는 직관을 이용해 발화와 동시에 선행 발화를 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개입과 무관하게 순전히 화자의 의
지로 이루어지는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 행위에 국한시켰다. 이러한
기준으로 구어 말뭉치 자료에서 발화 수정 표현을 수집하고 아울러, 색채
패턴 설명하기와 방 묘사하기의 실험을 통해 발화 수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1.2.1. 말뭉치 자료
21세기 세종계획 구축 분과에서 2002년～2004년에 구축한 현대 국어 구
어 전사 말뭉치 독화12) 117,742 어절을 대상으로 발화 수정 표현을 추출하
였다.13) 이 자료들은 일차적으로 음성 자료를 텍스트화한 자료로, 원시 말
뭉치와 형태 주석을 부가한 형태 분석 말뭉치로 구축되어 있다. 이 말뭉치

12) 세종 말뭉치 자료에는 원래 ‘독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독
화’로 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독백’과 ‘독화’의 개념을 구분한다.
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말뭉치 파일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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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어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억양과 화자의 웃음소리 등도 자세
히 전사되어 있다. 또한 ‘음, 어, 뭐’ 등의 간투사 형식도 담화 표지(DM)로
표시되어 있다.
서상규․김형정(2005:19-25)의 분류 기준에 기대어 구어 말뭉치를 담화
상황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성, 공공성, 계획성
을 기준으로14) [표 1-1]과 같이 분류하여 비계획성의 사적 독화만을 연구
자료로 삼고자 한다.

[표 1-1] 구어 자료의 유형 분류 (서상규․김형정 2005)

대화
[+상호성]

독화
[-상호성]

공적 대화[+공공성][+계획성]

(예) 토론

사적 대화[-공공성][-계획성]

(예) 일상 대화

공적 독화[+공공성][+계획성]

(예) 강연, 강의

사적 독화[-공공성][-계획성]

(예) 경험담, 여행기

독화 자료는 대화 자료와 달리, 한 명의 화자가 주도적으로 담화를 이끌
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여러 명의 대화 참여자가 있을 때 특정
화자 한 명이 발화를 독점적으로 할 때 이를 대화와 구분하여 독화로 지
칭한다. 독화는 비의사소통적 상황에서 화자 1명이 혼자서 화자의 역할과
청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화하는 ‘독백’(혼잣말)과는 구분된
다.15) 세종 말뭉치의 독화 자료는 대부분이 2인 이상의 참여자(발화자 1인
14) 서상규․김형정(2005)에서 공적 대화와 사적 대화의 자질로서 [±공공성], [±계획
성]을 설정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공적 대화에서는 [+공공성]과 [+계획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사적 대화에서는 [-공공성]과 [-계획성]이 동시에 함께 나타난다.
[+공공성], [-계획성] 혹은 [-공공성], [+계획성]과 같은 자질 조합은 나타나지 않으
므로 [공공성]과 [계획성]을 동시에 자질로 설정한 것은 잉여적으로 보인다.
15) 독화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구성되는 의사소통 형태이다. 넓게 보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구성될 수도 있지만 결국 독화란 의사소통의 방향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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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채록자 1인)에 의해 진행되는 담화로, 말차례 교대(turn taking)가 거의
없이 화자가 주로 발화를 이어간다. 이러한 독화 자료에서는 화자 주도적
인 담화에서 말차례의 위협 없이 진행되는 자기 발화 수정의 양상을 온전
히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수정 표지(editing marker)의 사용 양상을 살피기에도 대화보다
는 독화가 더 적합한 자료가 된다. 수정 표지는 대화보다 독화에서 더 자
주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현영희, 남길임 2011: 74). 대화에서는 청자와
화자가 협동하여 담화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화자가 말 막힘 등으로 발
화의 공백이 생기면 청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백을 채우게 된다. 반
면 독화에서는 청자의 개입 없이 화자가 주도적으로 발화하므로 인지적
부하로 인해 발화 사이에 공백이 자주 생기게 되고 화자는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수정 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독화는 발화가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지향하는 의사소통 형태를 가리킨다. 반면,
대화는 다수에 의해 의사소통이 형성되기는 하되 참가자들이 화자와 청자의 역
할을 교대하면서 발화를 상호적으로 지향하는 의사소통 형태로 볼 수 있다.
의사소통

일인 구성

다인 구성

일방향 지향성

독화

독화

양방향 지향성

대화

[그림] 독화와 대화의 의사소통 양상(박용익 2001:33)
이러한 대화와 독화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화자의 수와 말차례 교대가 대화를
규정하는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대화와 독화
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자질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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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수동 분석에 사용된 세종 말뭉치 자료
어절 수(어절)

억양 단위(개)

총 화자(명)

발화 수정(개)

117,742

25,422

55

3,116

본 연구에서는 앞선 (6)의 기준으로 말뭉치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표 1-2]와 같이 117,742어절의 구어 말뭉치에서 3,116개의 발화 수정을 추
출해 내었다.16) 이와 함께 1.2.2.의 실험(색채 패턴 설명하기 과제, 방 묘사
하기의 과제)을 통해 얻은 자료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1.2.2. 실험 전사 자료
1.2.2.1. 실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자료와 함께 실험을 통해 실험 참여자들에게 발
화 수정을 유도하여 그 양상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방 묘사하기 실험과 색
채 패턴 설명하기 실험을 설정한 이유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통제된 상황
에서 묘사하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모어 화자의 발화 수정 양상을 집
중적으로 살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구어 파일이 제공되지 않고 전사된
형태의 세종 독화 말뭉치 자료의 단점을 보완하며 일상 독화에서 포착하
지 못한 발화 수정의 특징이 있는지도 면밀히 고찰해 볼 수 있다.
실험은 실험 참여자가 말하게 될 내용을 실험자가 이미 파악하고 있으
므로, 실험 참여자의 발화 계획과 전략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 참여자들에게 명시적 오
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일상적인 독화에서는 반드시 그 메시지를 외적
16) 전사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사된 텍스트 자료를 실제로 음독하면서 발
화 수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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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로 산출해야 하는 압박이 없으므로 발화 과정에서 메시지를 포기하는
등의 회피 전략을 사용해 발화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된 실험
에서는 주어진 과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메시지 포기 전략이
나 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없어 명시적으로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 참여자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오류를 범하며, 그 오
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2.2.2. 실험 설계
발화 수정 실험을 위해 다음 (8)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8) 실험 개요
가. 실험 참여자 정보
실험 참여자는 연령과 성비를 고려하여 모집하였다.17) 총 30명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평균 33.16세)이며, 직업은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주부이다. 실험 참여자는 실험 광고나 소개
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실험은 2019년 8월 24일부터 2019년 12월 7일
까지 실시되었다. 실험 후에는 소정의 실험비를 지급하였다.

[표 1-3] 실험 참여자 정보
참여 인원

평균 나이

남녀 비율(남자 : 여자)

30명

33.16세

12 : 18

나. 실험 도구와 절차
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실험의 목적을 ‘한국어 화자의 묘사 방법에 대

17) 되도록 다양한 연령대의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려고 노력하였고 성별도 되도록
균등하게 모집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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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라고 설명하고 [그림 1-3]의 방 묘사하기와 [그림 1-4]의 색채
패턴 설명하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에게는 자신
들이 묘사한 내용을 녹음하여 그것을 다른 실험 참여자가 들으면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른 사람이 그 녹음된 파일만 듣
고도 그림을 정확히 그릴 수 있도록 상세히 묘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그림 1-3]을 묘사할 때는 실험 참여자가 임의로 시작하도록 하였
고, [그림 1-4]의 색채 패턴을 묘사할 때는 화살표가 있는 시작 위치
부터 설명하되, 녹음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펜으로 이어서
그릴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녹음이 시작되면 실험을
중간에 중단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중간에 실수를 하면 자연스럽
게 발화를 연결해 계속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원활
한 진행을 위해 [그림 1-2]를 연습해 보는 예비 실험을 본 실험에 앞
서 실시하였으며 예비 실험을 포함하여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최대 20
분을 넘지 않았다. 실험 참여자의 모든 발화는 녹음하여 전사자가 그림
을 보면서 전사하였다.

[그림 1-2] 예비 실험에 사용된 그림18)

18) [그림 1-2]는 Ehrich(1985)의 실험에 사용된 그림으로, 실험 참여자에게 가구 배
치를 묘사하게 함으로써 지시 대상물의 선택과 관련성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Ehrich(1985)의 실험에서 화자들은 작은 물건을 묘사할 때 묘사하는 물건보다 큰
사물을 지시 대상으로 삼았다. 즉 “스탠드(Lamp) 앞에 의자가 있어요.”라는 표현
보다는 “의자 뒤에 스탠드(Lamp)가 있어요.”라는 표현을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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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방 묘사하기 과제에 사용된 그림19)

A 유형

B 유형

C 유형

19) 그림 출처: http://blog.daum.net/habee7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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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유형

E 유형
[그림 1-4] 색채 패턴 설명하기 과제에 사용된 그림20)

[그림 1-4]는 선의 교점마다 작은 원을 그려 넣고, 그 원에 파란색, 노란
색, 초록색 등의 색깔을 칠해 A 유형부터 E 유형까지 다섯 가지 유형을
완성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에게 실험에서 [그림 1-4]의 A 유형부터 E 유
형까지 모두 묘사하도록 요청하였다. 방 묘사하기 과제와 색채 패턴 설명
하기 과제에서 [표 1-4]와 같이 1,221건의 발화 수정을 관찰하였다.

20) Levelt(1983)의 실험에 사용된 그림으로, 색채 패턴을 이어서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리듯이(without lifting the pencil) 설명하게 함으로써 지각과 기억에 대한 처리
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그는 ‘현재의 교점에서 직접 연결된 부분은 다음
교점’으로 선택한다는 ‘연결성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이 연결성이 지각과 기억에
서 일반적인 순서를 매겨 주는 원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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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수동 분석에 사용된 실험 전사 자료
어절 수(어절)

총 화자(명)

수정 표현

18,778

30

1,221

세종 말뭉치 자료에 비해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에서는 발화 오류와
원인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였다. 실험에서는 방 묘사를 위한 그림이나 색채
패턴이 수행할 과제로 주어졌기 때문에 화자인 실험 참여자가 어떤 발화
계획을 세웠는지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외적 발화가 아
닌 산출 이전의 발화(internal speech)에 대한 점검과 내적 수정을 하는 경
우에 어떤 이유로 내적 수정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수정 표지가 삽입되는
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1.2.3. 자료 처리 방법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WIN 통계프로그램 22.0을 활용하였다. 첫째,
외적 수정과 내적 수정의 양상과 횟수 비교, 둘째, 정확성 수정에서 발화
중단 지점의 양상, 셋째,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에 따른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1.3. 선행 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발화 수정에 대해 선행 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살
펴본다. 발화 수정은 언어병리학, 언어교육학, 통번역학 연구와 같은 응용
언어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었다. 반면 언어학이나 국어학에서는 모어
화자의 발화 수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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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언어병리학 분야에서는 발화 수정에 대한 연구가 말더듬과 같은
비정상적 비유창성 발화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언어병리학
계에서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동일한 음절이나 어휘, 구를 반복하거나
긴 휴지를 삽입하거나 주저하는 등에서 정상인 모어 화자의 비유창성 발
화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여겼으며, 언어 장애로서의 비유창성에 오랫동
안 관심을 가져 왔다. 비유창성은 말을 더듬지 않는, 언어 장애가 없는 일
반인 모어 화자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하여 말더듬 집단(비정상적
비유창성 집단)과 정상 집단(정상적 비유창성 집단) 간의 비유창성 발화
양상을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정상인의 발화 수정 시에 나타나는 더듬거림
과 반복 유형, 말더듬 장애를 가진 화자의 더듬거림과 반복 유형을 상호
비교하여 말더듬의 진단, 치료 방법을 모색하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Johnson 1958, Johnson 1959, Sheehan 1970, 권도하 1988, 신문자 1996,
신명선·권도하 1997, 1998, Manning 2010, 신명선・장현진・김효정・전희
숙 2014, 신명선・박만희 2014). 최근에는 더듬는 빈도, 주저하는 시간, 부
수 행동 등의 질적이고 양적인 측정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언어 장애
를 진단해 내려는 시도도 있다(하지완·이은주 2009). 또한 말더듬 현상 자
체를 내적 수정 가설(covert repair hypothesis)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Postma, Kolk & Povel 1990, Postma & Kolk 1993, Kolk & Postma
1997, 이은주·심현섭 2003). 내적 수정 가설을 지지하는 Levelt(1983, 1989)
는, 화자는 발화 의도와 계획을 음성으로 실현시키기기 전에 오류를 탐지
하고 이를 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말더듬 화자는 자신의 발화
를 내적으로 수정하면서 구의 반복, 어휘 및 음절의 반복, 휴지나 머뭇거
림이 발생하게 된다. 내적 수정 가설에 따르면 장애로 여겨지는 이러한 비
유창성은 말더듬 화자의 내적인 자기 수정에 의한 산물이다.
제2 언어 교육학에서는 제2 언어 학습자의 발화 수정이 목표어의 유창
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21) 발
21) 자기 수정의 효과를 언급한 논의가 많으나, 김상수(2009ㄴ)과 천민지(2009)는 수
정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상수(2009ㄴ)는 제2 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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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수정과 관련된 활동이 목표어의 말하기 능력 향상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의가 다수를 차지한다(조아라 2006, 박효은 2008, 한기흔 2010,
박선희 2013 등).22) 학습자들은 발화 수정 활동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발
견하고 이를 올바른 목표어로 수정하면서 정확한 목표 문법을 산출하기
위한 인지 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목표 문법과 말하기 활
동 능력 간의 격차에 스스로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말하기의 정확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밖에도 발음 교육에 발화 수정을 도입하
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Du 2010). 제2 언어 학습자들은 발음에서
화석화를 경험하기 쉽고, 교사가 피드백을 주더라도 발음 오류는 처치되기
쉽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여 제2 언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화에 주
의를 기울이게 하면 발음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학습자들의 발화 수정 전략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Mandana 외 2008,
이재은․김영주 2011, 김평강 2013). 제2 언어 학습자들은 목표어에 대한
직관 부족으로 인해 목표어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더 초점을 두어 자
신의 발화를 점검하고23) 수정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제2 언어 학습자
는 모어 화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기도 한다.24) 이상

발화 수정을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수정 양상을 비교․분석
하였다. 천민지(2009)에서는 한국어 원어민과 비원어민인 제2 언어 학습자 간의
대화 수정 양상을 연구하였는데, 대화 수정의 개시를 기준으로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과 ‘타인 개시에 의한 타인 수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자기 수정의 기
능을 ‘의미의 상세화’, ‘잘못 전달된 의미 교정’, ‘상위 언어적 기능’ 등을 제시하였
다.
22) 한기흔(2010)은 비단 말하기에만 국한된 연구는 아니다. 그의 연구에서는 학습
자의 자기 수정 활동이 음운, 문법, 어휘, 담화 기능, 사회 문화적 능력 등 말하기
와 관련된 전 범위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23) 이재은․김영주(2011)은 대화와 독화를 구분하여 학습자가 발화 수정을 실시할
때 정확성과 유창성 중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 수정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대화의 경우에는 유창성에 중점을 두어 발화 수정을 하고 독화의 경우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수정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4) 김평강(2013)에서는 일본인 모어 화자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화
수정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일본인 모어 화자의 경우 인지적․심리적 부담이 적
은 독화의 경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거나 발화 내용
을 보완 강조하고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외적 수정을 많이 사용하지만 한국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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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행 연구를 통해 발화 수정이 말하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말하기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제2 언어 화자가 얼마만큼의 발화 수정 전략을 사
용하는가, 또 그 전략이 얼마나 다양한가, 반복과 같은 특정 전략에 편중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목표어의 말하기 유창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김평강 2013).
통번역학 연구에서는 순차통역 과정에서 보다 유창하고 정확한 통역을
위한 전략으로서 발화 수정 과정에서 사용할 전략을 연구하였다. 그 대표
적인 논의로 국지연(2016)을 들 수 있다. 통역 과정에서 매끄러운 통역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였는데, 발화 수정 전략 중에서 대체 수정 전략과 내적
수정을 회피하고 보완 전략을 활용한 통역 연습이 효율적임을 주장하였
다.25)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는 모어 화자에 의한 자기 발화 수정
연구로는 Karmiloff-Smith(1981), Levelt(1983, 1989)와 이현주(2009) 등이
대표적이다. Karmiloff-Smith(1981)은 영어를 모어로 하는 어린이 화자를
대상으로 발화 수정의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언어 능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언어 전략을 사용하며 아동의 언어 능력이 낮을
수록 반복에 의존한 수정이 많고 낮은 발화 성공률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 Levelt(1983, 1989)는 다양한 인지적 실험을 통해서 발화 산출 과정과
자기 점검, 발화 수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는 발화 산출 과
정에서 조음되어 언어화되지 않은 발화는 내적 점검기에 의해 수정되고,
언어화되어 산출된 발화는 외적 점검기에 의해 수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본어 학습자는 단순 반복의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인 일본어 학
습자는 인지적․심리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발화 수정의 횟수가 증가하고 외
적 수정의 비중이 늘었으며 수정 반복의 전략이 증가하며 인지적․심리적 부담
이 더 늘어나면 삽입 반복과 부분 반복의 횟수가 현저히 증가하고 내용어 대체,
기능어 대체 전략의 횟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25) 국지연(2016:11)에서는 외적 수정 전략의 하위 유형으로 보완 전략, 대체 전략을
들었고, 내적 수정 전략의 하위 유형으로 휴지, 단순 반복, 단어의 음을 끄는 현
상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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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자신의 발화 오류를 탐지하면 발화를 중단하고 수정하게 된다. 발
화 수정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에 따라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uh, um, no, I mean’ 등과 같은 수정 표지와 일정
한 통사 구성 및 반복의 방법으로 화자는 청자에게 무엇이 고쳐지고 있는
지 신호를 주는데 이는 청자로 하여금 기존 표현을 새롭게 고쳐진 표현으
로 대체하여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장치이다. 본 연구는
Levelt(1983, 1989)의 논의에 상당 부분 기대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
어를 모어로 한 이현주(2009)의 연구가 있다. 이현주(2009)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화 자료를 수집하여 발화 수정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현주(2009)에서는 Postma & Kolk(1993)과
LaSalle & Conture(1995)의 논의를 받아들여 발화 수정을 크게 외적 수정
과 내적 수정으로 나누고 외적 수정의 유형을 수정 반복과 대체로, 내적
수정의 유형은 수정 표지와 단순 반복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그는 발화
수정은 상위인지 전략의 하나로, 근본적으로 화자 자신의 발화를 효율적으
로 전달하려는 전략으로 평가하였다.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기 발화 수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정 표지의 종류와
그 기능, 수정을 위해 발화를 중단하는 양상, 오류를 수정한 대체 표현의
양상, 발화 수정의 구조와 유형 분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전사
자료와 세종 말뭉치 자료(구어 독화)를 검토하고 발화 점검과 발화 수정
과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수정 표지와 대체 표현의 사용 양상,
발화 수정의 구조 등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1.4. 논의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기본적인 논의이다. 본격적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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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앞서 오류, 자기 점검, 발화 수정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발화 수정의
목적, 발화 수정의 유형, 메타의사소통 행위로서의 발화 수정에 대해 간략
히 검토하고 이를 이후 논의의 바탕으로 삼는다. 3장에서는 화자가 오류를
수정하기 전에 수정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기호인 수정 표지를 어
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수정 표지는 변별적인 기능이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화자가 어떻게 오류를 탐지하고 또 어떤 오류는
무시하는지 살펴본다. 화자가 오류를 탐지한 후 발화를 중단할 때 발화를
즉시 중단하거나 지연 중단하는 양상이 2장의 발화 수정 유형 및 오류의
유형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본다. 아울러 발화 중단 후 발화 오류를
대신하는 대체 표현으로 수정해 나갈 때, 그 수정의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
해 알아본다. 그리고 대체 표현을 청자가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와 청자
의 해석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해석 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해 본다. 5장에
서는 수정 표지와 대체 표현에 따른 수정 구조를 살펴 유형화하고 그 속
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정리한다.

- 22 -

2. 기본적 논의

2.1. 비유창성과 오류
2.1.1. 비유창성
비유창성(disfluency)이란 글말과 같이 정제된 구조로 말하지 못하는 구
어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삽입 표현26)이나 수정, 반복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에 따르면, 결국 비유창성은 구어의 유창성을 저해
하면서27) 명제적 내용에 기여하지 못하는 잉여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 비유창성의 정의(남길임 2011ㄱ:48)
구어에서 문어와 같이 정연한 구조로 말하지 못할 때 생기는 언어
표현. 이때 언어 표현은 단어, 구 등의 담화 표지뿐만 아니라 반복,
수정, 재구조화 등의 구조적 현상 전반을 포괄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발화 오류와 발화 수정은 [그림 2-1]과 같이 비유창
성 현상의 하위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비유창성 현상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담화 표지로 논의되어 오던 각종 표현뿐만 아니라, 간투사,
각종 삽입구, 문장 단위와 문장을 기본으로 하는 문어 문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상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비유창성 현상은 삽입 표

26) 남길임(2011ㄱ:53)은 삽입 표현(filler)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았는데, 일
반적인 구의 삽입(insertion),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 삽입구(asides/parenth
eticals), 명시적 수정 표지(explicit editing terms: EET)를 모두 아우르는 용어이
다.
27) “유창(流暢)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말을 하거나 글을 읽는 것이 물 흐르듯이
거침이 없다.”이다. 여기서 ‘유창성을 저해’한다는 의미는 발화의 연결과 구성이
매끄럽지 못하고 발화 속도도 저하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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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치 표현, 도치 표현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비유창성 현상

삽입 표현

대치 표현

도치 표현

[그림 2-1] 비유창성 현상과 범위

(2) 가. 어～ 그래서 대강 이～ 일이 번이 사실 저희가 그～ 지금 그～
금년도 연구 과제에서 어::～ 그～ 적어두 어～ 수백 쪽에 어떤
결과를 갖다가 제시할 그런 그～ 아 과제가 되겠는데요.
<공적 독화>
나. 같이 갈 인간들이 협조를 이케 자꾸 안 해서 곤란하다.
<사적 대화>
(3) 가. 손톱에 검은 점이 생길 때, 이런 거 말고 검은 점이, 검은 점이
생기면 다 안 좋은 거야. <사적 대화>
나. 그 주석을 단다는 것두 거기 밑에 벌써 문자화시킨다는 게 이미
거기 보고 한 번 더 웃어라 이 얘기잖아. 문자화시킨다는 자체가
놓칠까 봐. <사적 대화>
(4) 가. 그러니까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세계관이. <사적 독화>
나. 크리스마스 휴가 때는 사람들이 안 받거든요, 학생들을.
<사적 독화>

(2)는 삽입 표현의 예로, 구어 담화에서 감탄사나 수정 표지 등이 삽입된
다. (3)은 대치 표현의 예로, 강조하기 위한 반복, 내적 수정을 위해서 동
일한 내용을 한 번 더 발화하는 반복, 그리고 정보의 첨가를 위한 일반화
혹은 상세화를 위한 내용적인 대치 표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4)는 도치
표현의 예로, 생략된 필수 논항을 서술어 뒤에 삽입하거나 필수 논항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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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더라도 정보의 상세화를 위해 부가어를 서술어 뒤에 덧붙이는 표현이다.
남길임(2011ㄱ, 2011ㄴ)과 현영희・남길임(2011)은 담화에서 발생하는 비
유창성 문제에 대해 깊이 천착한 연구로, 현영희・남길임(2011)에서는 [그
림 2-1]의 삽입 표현, 대치 표현, 도치 표현을 모두 삽입으로 보았다. 즉,
삽입 표현은 단순 삽입, 대치 표현은 대치 삽입, 도치 표현은 도치 삽입으
로 본 것이다. 비유창성 현상 중에서 발화 수정과 관련이 있는 표현은 삽
입 표현 및 대치 표현이다. ‘그 뭐랄까?, 그게 뭐지?’와 ‘어, 음, 아’와 같은
수정 표지의 삽입이 수반되므로28) 이는 삽입 표현과 관련된다. 그리고 선
행 발화의 어느 한 부분을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화, 일반화하게
되므로 이는 대치 표현과도 관련된다.
(5) 가. 고모를 만나면 그 뭐랄까, 괜히 마음이 편해져.
나. 오늘 홈쇼핑 광고에서 어～ 자막으로 나온 내용인데.
다. 번호가 1번부터 7번까지 매겨, 매겨져 있는데.
라. 친구하고 같이 학원에, 학원을 다녀서 친해지게 됐지.
(6) 가. 노래방에서 다섯 시간, 다섯 시간이나 노래를 불렀어.
나. 이제 공무원 시험이 수능식으로 나와요, 수능식으로.

(5)와 (6)은 현영희・남길임(2011)의 관점에서 단순 삽입과 대치 삽입 표
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5)는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6)은 연구 대
상에서 제외한다. (6)은 한 구절의 부분적, 혹은 온전한 반복이 일어났지만
수정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복 표현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단어
나 구의 반복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반복이 내용을 강조할 의도로 사용

28) 앞선 연구에서 ‘그게 뭐지?, 뭐랄까?’ 등을 명시적 수정 표지(explicit editing
terms)로 명명하여 왔고 ‘뭐, 아니, 어, 음’ 등은 편집 용어(editing terms)로 명명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뭐, 아니, 어, 음’도 역시 명시적으로 발화 수정을 예고하는
표지로 파악하였다. ‘그게 뭐지?, 뭐랄까?’와 같은 표현만을 명시적인 수정 표지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수정 표지와 구분하여 관용적 표현으로 굳
어진 ‘그게 뭐지?, 뭐랄까?’ 등의 수정 표지만을 따로 구분하여 지칭할 때 ‘표현류
수정 표지’라는 술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5 -

되었을 경우는 발화 수정 표현이 아닌 반복에 의한 대치 표현으로 보고자
한다.29) (6)은 강조할 의도를 가지고 화자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발화 수
정의 경우는 발화에 머뭇거림이 드러나므로 수행 억양을 참조한다면 반복
표현(강조를 위한 반복)과 수정 표현(수정을 위한 반복)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30)

2.1.2. 오류

2.1.2.1. 오류의 정의
언어 교육에서 오류 연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학습자의 목표어
습득 정도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언어 연구에서 오류(error)는
실수(mistake)와는 엄밀히 구별되는 개념이다.31) 일반적으로 실수는 일회
적이고 오류는 체계적이며 반복적이라서 부적절한 습관으로 형성되어 학
습자 스스로가 교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Coder 1981). 언어 수행상의
오류(performance error)에 대해서는 ‘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오류’라
는 용어는 현재까지의 학습자의 언어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체계성을
갖는 것을 지시하는 의미로 두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한다.32) ‘오류’는 교사
29) 반복 표현과 반복 구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이수연(2016)을 참고할 수 있다.

30) 남길임(2011ㄱ, 2011ㄴ)에서는 반복 표현을 강조를 위한 반복 표현과 수정을 위한
반복 표현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지는 않다.
31) 오류의 판정과 유형, 학습자 숙달도에 따른 오류 양상 등 제2 언어 한국어 학습
자의 오류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이정희(2003)을 참고할 수 있다.
32) Coder(1981)에서는 오류를 능력상의 오류와 수행상의 오류로 나누어 설명하였
다. 능력 오류(competence error)는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지칭
한다. 즉, 학습자가 어떤 문법 형태를 배우지 않았거나 배웠더라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틀리는 오류이다. 반면 수행 오류(performance error)는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라고 인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고칠 수도 있는 것을 말한
다. 이 수행 오류는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형태를 불완전하게 자동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 실수(mistake)와 착오(lapse)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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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인의 피드백이 없이는 학습자가 홀로 수정해 낼 수 없는 것으로 본
다.
Coder(1981)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한국어에 대한 직관
과 언어 능력을 갖추었고 부주의한 상황이 아니라면 교사나 타인의 도움
없이 언제든 발화에서 발생한 문제(trouble)를 스스로 수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어 화자의 발화 오류는 모두 ‘실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어 화자가 범하는 발화 오류는 주의력 부족에 기인한 일회적 실수나 착
오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7) 가. 지민아, 이리 좀 와 봐.
나. 아저씨, 보일러 좀 틀어 주시면 안 돼요?
(8) 가. 벅 패센트 이해합니다.
나. 소파 뒤에 스탠드가 있고, 소파 앞에 스탠, 어, 긴 의자가 있습니다.
<실험 전사>
다. 거기서 나오는 탐 크루즈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 차에 태우는데,
<5CM00063>
(9) 가. 나는 걔가 그러는 게 싫더라, 그까 뭐 싫은 것보담도 뭐라 그럴까,
불편하다고 해야 하나? 좀 불편해.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나. 거기는 주말에, 그까 특히 일요일에는 문을 늦게 열더라고. 간혹
안 열기도 하고

(7)-(9)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에서 탐지되는 문제들(trouble)이다. (7)
에서 화자는 단순한 착오나 혼동으로 잘못된 어휘를 선택하였다. (7가)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이름을 혼동한 예이다. 화자는 둘째 딸인 ‘지은
이’를 부르려고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첫째 딸의 이름인 ‘지민이’를 부른
것이다.33) (7나)는 승객이 버스 운전기사에게 ‘히터’를 켜 줄 것을 요구하

33)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들(12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
을 실시한 결과, 첫째 아이의 이름으로 둘째 아이를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만(10명), 둘째 아이의 이름으로 첫째 아이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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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서 화자가 자신도 모르게 ‘히터’ 대신 ‘보일러’로 잘못 발화한 경
우이다. (8)은 (7)의 단순한 착오나 혼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화자가 발화
계획을 세우고 그 발화 계획대로 구어를 산출해 나가면서 계획과 수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8가)에서 화자는 ‘백 퍼센트’를 말하려고
계획하였지만 음성 열을 조합하여 발화를 산출할 때 후행 음절의 모음인
‘ㅓ’가 먼저 발화되고 선행 음절의 모음 ‘ㅐ’가 뒤에 발화되면서 ‘벅 패센
트’로 잘못된 발화를 하고 있다. (8나)에서 화자는 그림을 보며 방을 묘사
하고 있다. 화자는 ‘소파 앞에 긴 의자가 있다’고 발화하고자 하나, ‘긴 의
자’를 발화할 자리에 이미 발화한 선행 어휘인 ‘스탠드’가 다시 점화되어
이것이 재발화되어 어휘 사용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8다)에서 화자는 영
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화자는 조사 ‘를’을 ‘하고’로 수정하고 있
다. 화자가 ‘탐 크루즈를 차에 태우는’이라고 말하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말
하는 도중에 추가적인 정보, 즉 탐 크루즈를 차에 태우는 이유인 ‘이야기
를 하자고’를 추가하면서 조사의 조정이 필요했거나, 또는 화자가 ‘탐 크루
즈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차에 태우는’이라고 말하는 것을 계획하였는데 발
화를 산출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를 발화하지 않아 이를 보충하는 과정
에서 조사의 조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7)과 달리, (8)은 착각이
나 혼동에 의한 단순한 착오나 실수라기보다는 발화 계획을 실제 발화로
산출해 내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발화상의 문제
들이다. (9)는 화자가 산출한 발화에 표면적으로 언어적인 어떤 문제가 있
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메시지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출된
발화를 자신의 발화 의도에 가깝도록 조정하거나 청자가 이해하기가 쉽도
록 조정하려는 의도이다. (9가)는 ‘싫다’라는 표현을 완화할 의도가 있거나
혹은 상세화할 의도로 메시지를 조정하고 있다. (9나)도 역시 ‘주말’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정교화하고 있다. (9)는 (8)과 달리, 발음이나 어휘, 문법 요
소의 문제를 집어내기 어렵다. 자신의 의도에 비추어 만족스럽지 않은 발
화이므로 화자는 산출된 메시지를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조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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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는 발화에서 발생한, 처리되어야 할 문제들(trouble source)이
다.34) 발생한 문제들은 (7)과 같이 주의력 부족이나 상황 점화 등에 기인
한 일회적 실수인 것도 있지만, (8)처럼 언어 수행 과정에서 발화 계획에
비추어 발화 산출을 조정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혹은 (9)처럼
발화 계획대로 발화하였지만 산출된 발화가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했다고 판단되거나 혹은 청자가 자신의 발화 의도대로 자신의 산출
된 발화를 해석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문제로 인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수행에서 발생되는 발화상의 문제인 (7)-(9)를 ‘실
수’가 아닌 ‘오류’로 부르고자 한다. 만약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어떤 이유
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
다고 한다. 컴퓨터가 실제 여러 과업을 처리하면서 과업끼리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는 무관하다. 인간
의 언어 수행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모어 화자는 모어에 대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언어 수행에서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실수라기보다는 발화 계획을 발화로 산출할 때의 오류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발화 실수가 아닌 발화 오류로 보고자 하
는 이유는 모어 화자의 발화 오류가 산발적인 양상을 보인다기보다는 그
나름의 체계 속에서 일어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정하지
않아도 될 산출 발화에 대해 화자가 적극적으로 수정한다는 점에서 제2
언어 교육에서 논의한 실수와 오류의 구별 기준을 본 연구에 그대로 적용
하여 이를 ‘실수’로 보기는 힘들다.35)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실수’로 부르
던 것들도 체계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고 오류 유형과 수정 대체 표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라는 용어보다는 ‘오류’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4) 물론 이것을 발화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처리해야 할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전적
으로 화자의 판단이다.
35) 제2 언어 교육에서의 실수와 오류의 구분에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와 관련해서는 하신영(201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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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에 따른 발화 오류의 정의를 살피면 아래 (10)과 같다. 발화 오류는
모어 화자의 연구에서는 ‘말실수’(speech error, slips of the tongue, lapsus
linguae)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어 왔다.36)

(10) 학자에 따른 오류의 정의
가. Fromkin(1971): 화자의 음운론적, 문법적 또는 어휘적 의도에서
벗어난 언어 수행에서의 비자발적 일탈.
나. 권인한(1987): (말실수가 어떤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논해져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대상 방언의 현실음을 기준으로 무의도적이고 일
시적인 일탈의 언어 수행.
다. 임지룡(1996): 자발적인 발화에서 목표어를 무의식적으로 잘못 말
하는 것.
라. 이정모 외(1999): 자신이 의도하는 생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언어적 표현.

(10가)-(10다)는 발화 오류를 문법적 오류, 혹은 발음 오류로만 좁게 정의
하고 있으며 오류를 ‘일탈’, ‘잘못’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비자발적’, ‘무의도적’, ‘무의식적’과 같이 화자의 의도나 의지와 무관한 것
만이 오류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10라)는 발화자의 의도에 주목
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오류 개념에 가장 근접해 있다. 즉, 비문법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자신의 의도에서 벗어난 수행이라면 그것은 화자가 문제
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발화 오류가 될 수 있다.
언어적(발음, 어휘, 문법적 측면)으로 오류가 없더라도 화자가 자발적으
로,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발화 의도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간
다는 점에서 발화 오류를 ‘해서는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으로 볼 필요
는 없을 것이다. 발화 오류와 발화 수정이 비단 음운이나 어휘, 통사 층위

36) ‘speech error, slips of the tongue’의 번역 용어로서 곽동기(1977)과 권인한
(1987)에서는 ‘발화 실수’라는 용어가, 전상범(1980)에서는 ‘실수 발화’라는 번역
용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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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볼 때, 발화 오류는 더 넓게 정의할 필요성
이 있다.
발화 오류의 정의에 적격성(well-formedness)의 개념을 도입해 보고자
한다. 적격성은 언어학에서 전통적으로 음운이나 형태, 통사 규칙에 가해
지는 제약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 음운, 형태, 통사 규칙의 배열
에서 올바른 연쇄가 이루어졌는가와 관련된다. 적격성의 개념에서는 적격
한 연쇄와 부적격한 연쇄가 존재하며 연쇄는 표층의 언어 형식의 배열과
관련된다. 어떤 언어 표현이 비문법적인 것은 그것이 적격한 연쇄가 아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격성 개념은 담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담화에서 대화참여자들
이 예측 가능하고 해석 가능한 연속체일 경우 그것은 적격한 담화이고 상
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해석할 수 없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담화의
연속체일 경우 그것은 부적격한 담화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적격
성 및 담화적 적격성의 개념에 기대어 발화 오류를 (11)과 같이 정의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1) 발화 오류
발화 오류는 화자의 발화 계획이나 의도에서 벗어난, 비적격한 언어
수행이다. 좁게는 발음, 어휘, 문법 요소 등의 문법적 적격성의 문제
를 포함하고, 넓게는 담화와 관련된 적격성 문제를 포함한다. 즉, 화
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발화는 물론 청자가 화자의 발화 의도대로
해석해 줄 가능성이 낮은 발화, 화자가 자신의 발화 의도에 비추어
만족스럽지 못해 스스로 의사소통의 잠재적 문제(trouble)로 인식하
는 발화를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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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오류의 유형
앞선 연구에서 발화 오류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려는
논의가 다수 존재한다(곽동기 1977, 전상범 1980, 권인한 1987, 고혜선
1994, 임지룡 1996, 임지룡 1997, 이정모 외 1999, 구현정 2002, 도경수 외
2003, 이창호 2004, 2005). 곽동기(1977), 전상범(1980), 권인한(1987) 등에
서는 음운론적 고찰이 주를 이루었으며, 임지룡(1996, 1997)은 인지적 관점
에서 말실수가 의미 측면과 음성적 측면의 어떠한 유사점으로 인해 발생
하는지 검토하였다. 구현정(2002)는 임지룡(1996)의 연구에 화용적 말실수
유형을 추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 외에 심리학적 분야에서는 대체로 말
실수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말실수를 유도하는 실험을
통해 그 이유를 찾고자 하였다(고혜선 1994, 이정모 외 1999, 도경수 외
2003).
선행 연구에서는 발화 오류를 아래 (12)와 같이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
에서는 발화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오류 유형을 분류하려는 시도
가 대부분이었다. (12가-라)는 오류를 발생 원인에 따라 분류하였고, (12
마)는 오류의 종류에 따라 ‘오류’와 ‘부적절성’으로 분류하였다. (12마)는
발음, 어휘, 문법적 요소의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error)’로 명명하고, 담
화상의 오류는 ‘부적절성(inappropriateness)’으로 명명하였다. 이 양자를
아우르는 용어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 ‘trouble’로
지칭하고 있다.

(12) 학자에 따른 발화 오류의 유형 분류
가. Fromkin(1971)의 유형 분류
대체(substitution), 교환(exchange), 생략(omission), 첨가(addition),
예견(anticipation), 지속(perseveration)
나. Carroll(1994)의 유형 분류
이동(shift), 교환(exchange), 예견(anticipation), 지속(perseveration),

- 32 -

첨가(addition), 삭제(deletion), 대체(substitution), 혼합(blend)
다. 임지룡(1996)의 유형 분류
선택 오류, 점화 오류, 조립 오류
라. 구현정(2002)의 유형 분류
인지적 말실수, 화용적 말실수
마. Levelt(1989)의 유형 분류
오류(error), 부적절성(inappropriateness)

(12가, 나)의 ‘대체(substitution)’ 오류는 한 분절음이 다음 분절음의 침입
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벅 패센트 ⇦ 백 퍼센트), ‘교환
(exchange)’ 오류는 이중적인 이동으로 두 개의 언어적 단위가 자리를 바
꾸는 것을 의미한다(저는 돈은보담 정으로 살아요. ⇦ 돈보담은). ‘생략
(omission)’ 오류는 분절음의 일부분이 발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이다
도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 이다도시 씨), ‘첨가(addition)’ 오류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참 죄송을 하군요. ⇦ 참 죄송하군요.). ‘예
견(anticipation)’ 오류는 뒤에 오는 분절음이 앞에 오는 분절음의 자리를
차지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거매나 매미는 이로운 곤충이다. ⇦ 거미) ‘지
속(perseveration)’ 오류는 이미 발화된, 이전의 분절음이 나중에 나올 분
절음을 대체할 때 일어난다(가족들은 오래 전에 유고슬라비아와 체코슬라
비아에 다녀왔습니다. ⇦ 체코슬로바키아). 또 ‘이동(shift)’ 오류는 하나의
말소리 분절음이 그것이 있어야 할 적절한 위치에서 사라져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휴말과 공휴일에는 쉽니다. ⇦ 주말과 공휴일),
‘혼합(blend)’ 오류는 산출 시점에서 하나 이상의 단어가 고려되다가 의도
된 두 항목이 하나의 항목으로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번둥과 천개가 치
는 날입니다. ⇦ 번개와 천둥).
임지룡(1996)은 Aitchison(1987)의 논의에 기대어 오류의 원인에 따라
선택 오류, 조립 오류에 점화 오류를 더하여 (12다)와 같이 세 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선택 오류는 단일 오류와 혼성 오류로 세분되는데,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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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는 어휘 선택을 잘못한 예, 혼성 오류는 두 어휘가 섞여서 ‘전화 쳐
라’(⇦ 전화를 하다+삐삐를 치다)와 같이 된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조립
오류는 두 단어를 혼합하여 발화하는 오류이다.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단어 내부 조립 오류(에레베스트 ⇦

에베레스트)와 단어 외부에서 단어

끼리 일어나는 단어 외부 조립 오류(육영사 여수 ⇦ 육영수 여사)가 있다.
그리고 점화 오류는 언어적, 환경적 상황에 의해서 의미적 점화가 일어나
발생되는 오류로 상황 점화(올림픽 경기를 보다가, 딸에게 “방 닦게 금메
달 좀 가져와.” ⇦ 걸레)와 선행 요소 점화(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고, 천둥
과 번개도 내리겠습니다. ⇦ 치겠습니다.)가 있다. (12라)는 구현정(2002)의
논의로, 임지룡(1996)의 논의에 ‘화용적 말실수’를 덧붙인 연구인데, 화자가
의도한 말과 청자나 상황에 의해 해석된 말이 다를 때 ‘화용적 말실수’로
보았다. 이는 발화자의 입장이 아닌 해석하는 청자의 입장으로, 중의성을
가지는 말,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 정치인이나 연예
인의 실언이나 망언 등도 모두 화용적 말실수에 포함시켜 말실수의 개념
을 상당히 폭넓게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2마) Levelt(1989)의 분류에 기대어 오류의 유형 분류
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발화 오류의 원인보다도 발화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오류 유형에 따라 화자가 어떻게 수정해 나가는가를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오류 유형과 자기 수정 양상과의 관련성에 논
의의 초점을 둘 것이다. 화자가 오류의 두 유형, 즉 명확히 오류로 인식하
는 언어적 적격성 처리와 명확히 오류는 아니지만 담화상의 조정이 필요
한 담화적 적격성 처리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13) 가. 오히려 되게 발,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 <8CM00080>
나. 어린 젖소, 젖, 아, 그～ 송아지를 분양을 해 주는 거예요.
<8CM00054>
다. 두 번째 물어 본 때, 두 번째 물어 볼 때 나한테 물어 본 거였어.
<8CM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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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거기 있던 식당 아줌마가 여기는 군대 가는 사람 아무도 없나 봐,
없나 벼. <6CM00049>
나. 내 차맏기수, 그니까 나보다 하나 위 하나 위, 아니 근까 뒤 개
위 고참이 나를 밤에 새벽에 깨웠어. <6CM00049>

(13가)는 발음 오류로, Fromkin(1971)과 Carroll(1994)의 오류 분류에 따르
면 예견(anticipation)에 해당하는 오류이다. 뒤에 나올 어휘인 ‘반발’의 뒤
의 음절 ‘발’을 먼저 발화해 발생된 오류인 것이다. (13나)는 어휘 오류로,
머릿속 어휘부에서 적절한 단어를 인출하지 못하는 선택 오류를 범하였고
(13다)는 문법 오류로, 시제를 잘못 선택하여 발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
다. (14)의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데도, 화자는 오류로 여기고
발화에 수정을 하고 있다. (14)는 군대 이야기로 (14가)는 훈련소에 입대
하기 전 한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식당 아주머니의 발화를 생동감 있게 전
달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아무도 없나 봐’를 ‘아무도 없나
벼’와 같이 사투리로 표현하고자 발화 수정을 시도하였다. (14나)에서는 화
자가 ‘차맏기수’의 뜻을 청자에게 설명해 주고자 ‘나보다 하나 위 하나 위’
로 표현하다가 수정 표지 ‘아니’를 이용하여 이전 발화를 취소하고 ‘뒤(두)
개 위 고참’으로 다시 설명해 주고 있다. (14)는 언어적 오류라기보다는 화
자가 청자에게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고 있는 예들
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를 정확성 오류와 적절성 오류로 크게 둘로 대별하
고자 한다. 화자의 발화 계획이나 의도와 다르게 발음, 어휘, 문법적 요소
등을 잘못 발화한 (13)과 같이 오류의 문법적 정확성이 문제가 되는, 언어
적으로 비적격한 발화를 ‘정확성 오류’로 부른다. (14)와 같이 화자의 의도
와 다르게 발화가 산출되었거나 혹은 의도에 맞게 산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산출 결과가 청자에게 화자의 의도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되어 화자에게 문제로 인식된, 담화상의 비적격한 발화를 ‘적절성 오류’로
명명한다. 후자의 오류는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나 화자가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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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조정하려는 자발적 오류로, 청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화자가 발화된 내용에 다시 의미 조정을 가하게 되는 오
류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

오류

정확성 오류

발음 오류

어휘 오류

적절성 오류

문법 오류

언어적 비적격성

담화적 비적격성

[그림 2-2] 오류의 유형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그림 2-2]와 같이 오류의 유형을 나누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발음, 어휘, 문법(통사 규칙)과 관련된 언어적으로 비
적격한 언어 수행을 ‘정확성 오류’라 부르고, 담화적으로 비적격한 언어 수
행을 ‘적절성 오류’로 부르고자 한다.

2.2. 자기 점검과 발화 수정
2.2.1. 자기 점검
자기 점검(self-monitoring)이란 화자가 스스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
지는 않은지, 외적으로는 산출된 발화를, 내적으로는 발화 계획을 검토하
면서 자신의 언어를 평가하는 화자의 메타인지적 능력을 말한다. 언어 규
칙을 외적인 언어 표현 방식에 반영하기 위하여 내적인 언어 지식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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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Sinclair, Jarvella & Levelt 1978).
Levelt(1983, 1989)에서는 자기 점검의 지각 순환 이론(perceptual loop
theory of self-monitoring)을 주창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 자신의 발화가 정확하게 이루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점검 장치
(monitoring device)가 있으며 점검 장치에 의해 산출된, 즉 외현된 발화에
대해서도 점검이 가능하지만(외현 발화에 대한 외적 자기 점검), 자신의
발화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이 가능하다(내적 발화에 대한 내적 자기 점
검).

[그림 2-3] 자기 점검의 지각 순환 이론(Levelt, 1989:470)

[그림 2-3]과 같이, 화자는 자기 자신의 내적 발화가 외적으로 표면화되기
전에 발화를 점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산출된 발화에 대해서도
화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내적 점검은 음성 계획이 구상되는 동안이나
조음 기관을 통하여 외적으로 발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이루어진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계획하면서 음성 계획을 세우는 사이에도 오류를 감지할
수 있다. 이때 오류가 감지되면 화자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음운 연쇄
(phonological sequence) 계획을 중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음운 연쇄
계획의 중단은 발화 오류가 감지되는 그 순간에 즉시 발생할 수도 있고,
일정 시간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화자가 오류를 감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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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화자가 오류를 처치하는, 즉 오류를 수정하는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발화 오류가 음성 계획 과정에서 감지되어 수
정되면 어떠한 오류가 발생되었는지 산출된 발화로는 드러나지 않게 된다.
반대로 음성으로 실현되어 발화(외현 발화)가 산출되면 화자는 자신의 발
화를 외부 지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발화 속의 오류
를 탐지하고 이를 수정한다.
요컨대, 자기 점검 장치에 의해 내적 발화는 물론 외현 발화, 즉 산출된
발화도 모두 점검된다. 이때 내부 지각 순환 회로에 의해 내적 발화가 점
검되어 수정되는 것은 내적 수정, 외부 지각 순환 회로에 의해 외현 발화
가 점검되어 수정되는 것은 외적 수정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2.2.2.3. 발
화 수정의 유형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2. 발화 수정
2.2.2.1. 발화 수정의 정의와 분류
수정(repair)37)은 언어적 오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고 발화를 이어가는 행위를 의미한다
37) ‘repair’의 번역 술어로 ‘교정(矯正)’이나 ‘수정(修正)’이 사용되는데, 학계에서
‘repair’ 혹은 ‘self-repair’를 ‘발화 수정, 자기 발화 수정’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
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정’이라는 술어를 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 ‘교정’이라는 술어를 택하지 않는 이유는 학계에서 ‘correction’을 ‘교정(矯正)’
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수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
을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라는 번역 술어 대신에 김
명운(2009:127)에서 ‘보수(補修)’라는 술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모어 화자의 발
화 수정이 반드시 명시적 ‘잘못’을 전제하지 않으며 언어적으로 적격하지만 화자
스스로 담화상에서 무언가 부적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발화 수정이 이
루어지므로 ‘보수’라는 술어를 새롭게 제안하였다. 그러나 ‘보수’도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침”이라는 의미가 있어 ‘교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학계에서 ‘수정’
이라는 술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술어를 사용하
되 ‘수정’의 개념을 ‘교정’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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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nson 1983:340). 말차례 교대(turn taking)의 측면에서 점검 주체와
수정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발화 수정을 (14)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Schegloff et al. 1977:361).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화자의 발화가 점
검되는가, 그리고 점검된 발화 오류가 누구에 의해서 수정되는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5) Schegloff et al. (1977)의 발화 수정의 유형
가.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self-initiated self-repair)
나. 타인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other-initiated self-repair)
다. 자기 개시에 의한 타인 수정(self-initiated other-repair)
라. 타인 개시에 의한 타인 수정(self-initiated other-repair)

(15가)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스스로 점검
하고 발화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이고 (15나) ‘타인 개시에 의한 자
기 수정’은 타인이 화자의 실수를 지적해 주면 그 잘못을 화자가 스스로
수정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15다) ‘자기 개시에 의한 타인 수정’은 화자가
자신의 오류를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수정하지 않거나 수정
할 수 없을 때 타인이 화자의 발화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경우이며, (15라)
‘타인 개시에 의한 타인 수정’은 화자의 발화 오류를 타인이 지적하고 그
발화 오류도 타인에 의해 수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어 화
자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정 유형인 (15가)의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발화 수정’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화자의 자기 발화 수정은 “화자가 발화를 점검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
용과 실제 발화의 산출 간에 나타나는 차이(gap)를 문맥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방책”으로 정의되기도 한다(Maclachlan & Chapman 1988,
Purcell & Liles 1992). 김상수(2009ㄴ)에서는 이러한 발화 수정의 특성을
포착하여, 발화 수정은 화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화를 점검하고 그것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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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데 화자는 발화의 시작부터 끝나기 전까지 자
신의 발화에 나타난 오류를 수정하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박선
희(2013)에서는 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기 수정은 의사소통
단절을 피하고 의도한 발화 내용을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았다. 이현주(2009)에서도 화자는 자기 발화의 오류를 발견하는 동시에
오류를 적절하게 고쳐 내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언어적 전략의 일종
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16)과 같이 자기 발
화 수정을 정의하고자 한다.

(16) 자기 발화 수정(self-repair)
화자가 내적 발화 및 외적으로 산출된 외현 발화가 자신의 발화 의
도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여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신의 발화 의
도와 담화 문맥에 맞게 고치거나 보충하여 발화상의 문제를 제거하는
행위이다.

(16)은 산출된 발화의 수정은 물론 산출되지 않은 내적 발화의 수정, 즉
내적 수정을 포괄하는 정의이다. 화자는 자기 점검을 통해 발화의 언어적
문제인 발음, 어휘, 문법 요소에 대한 ‘정확성 수정’을 시도하기도 하고, 담
화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성 수정’을 시도하기도 한다. 본 연구
에서의 ‘수정’의 개념은 ‘교정’과 ‘보충’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모어
화자의 발화 수정은 언어적 오류에 대한 ‘교정(correction)’의 개념을 포함
한다고 볼 수 있다38). 발화 수정은 결국 스스로 자신의 언어적 정확성에
대해 교정을 시도하고 메시지를 정교하게 보충하는 행위이다. 언어적 정확
성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자신의 발화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발
화를 개선하는 행위까지 포괄하여 자기 발화 수정으로 본다. 이는 의미의

38) Levinson(1983)은 ‘수정(repair)’과 ‘교정(correction)’의 의미를 구별하였는데, 교
정은 명백하게 잘못된 언어적 오류가 발화로 산출된 것을 정정하는 행위에 국한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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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이나 의사소통 실패를 피하고 의도한 발화 내용을 성공적으로 전달하
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2.2.2.2. 발화 수정의 목적
화자들은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화를 수정한다. 화자
들이 발화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이유와 목적을 (17)과 같이 몇 가지로 정
리해 볼 수 있다(Levelt 1989, 이현주 2009). 이러한 목적들은 최종적으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것들이다.39)

(17) 발화 수정의 이유와 목적
가. Levelt(1989)의 발화 수정의 이유
① 이 표현이 지금 내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인가?
② 이 표현이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말하는 방식인가?
③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기준에 근접하는가?
④ 내가 어휘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⑤ 내 발화는 통사적․형태적으로 모두 문제가 없는가?
⑥ 내가 발음상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가?
⑦ 내가 알맞은 속도․강도․정확성․유창성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 이현주(2009)의 발화 수정의 목적
① 외적 수정의 목적
ㄱ. 화자의 목표 발화에 단순히 음성・음운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외적 수정을 한다.

39) 말차례 교대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대화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발화 수
정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강소영(2006)과 천민지(2009)는 대
화에서의 발화 수정에 ‘정보 수정’, ‘정보 삭제’, ‘내용 연결’, ‘체면 보호’의 네 가
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허가(2015:15)는 대화에서 ‘정보 수정’, ‘정보 삭
제’, ‘내용 연결’, ‘내용 보충’, ‘시간 벌기’, ‘바꿔 말하기’, ‘체면 보호’, ‘강조 확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 41 -

ㄴ. 화자는 자신의 발화 내용을 적절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외적 수정
을 한다.
ㄷ. 화자는 자신이 이미 발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외적 수정
을 한다.40)
ㄹ. 화자는 자신이 이미 발화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적 수정
을 한다.
ㅁ. 화자는 자신의 발화 의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외적
수정을 한다.
② 내적 수정의 목적
ㄱ. 발화하기 전에 목표 발화를 충족시킬 정보를 골라내기 위해
내적 수정을 한다.
ㄴ. 어떤 개념이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적
수정을 한다.
ㄷ. 심리적인 요인이나 인지적 부담에서 비롯된 과도한 자기점검으로
내적 수정을 한다.
ㄹ. 잘못된 발화 계획이 이미 조음화가 진행되어 내적 수정을 한다.

(17)의 발화 수정의 목적과 이유를 참고하여 본고는 (18)과 같이
발화 수정의 목적을 몇 가지로 정리할 것이다.

(18) 발화 수정의 목적
가. 정확성 오류(발음, 어휘, 문법 요소)를 바로잡기 위해
나. 발화 의도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산출하기 위해
다. 청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화를 산출하기 위해
라. 담화적으로 적절한 발화를 산출하기 위해
마. 발화 상황에 맞는 발화 속도나 성량, 어조를 조절하기 위해

40) 강조하기 위해서 수정한다는 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발화 수정은 선행 발화가
문법적․화용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여 이를 만족스럽게 바꾸려는 화자의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화 수정은 “발화 의도나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
한” 강조 표현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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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 노트북 뒤에 개북, 개밥 그릇이 하나 있어요.
나. 거울 왼쪽에 텔레비전이 있어요. 어, 거울 오른쪽에 텔레비전이
있고 ….
다. 거울, 손거울은 책상 밑에 있어요. 책상 밑에, 아까 신문보다 더
왼쪽으로 있, 있는데….
라. 책상 밑에는 쓰레기통이 자빠, (웃음) 넘어져 있고, 곰 인형도
있고 ….
마. 파란색으로 칠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선을 하나 긋고 ….
<실험 전사 >

첫 번째로, 화자는 자신의 발화에서 발음, 어휘, 통사 구조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19가)와 같이 발화 수정을 한다. (19가)
에서는 ‘노트북’의 발음의 잔상이 남아 이후 단어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속
(perseveration)’에 의한 발음 오류를 범하였는데, 화자는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한 발음인 ‘북’을 ‘밥’으로 수정하였다.
두 번째로, 화자는 자신이 세운 발화 계획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산출하
기 위해서 (19나)와 같이 발화를 수정한다. (19나)에서 ‘거울 왼쪽’이라고
발화하면 화자가 의도한 ‘거울의 오른쪽’의 의미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어휘를 수정하여 자신의 발화 의도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산출하려고 발화
를 정교화한다.
세 번째로,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의 메시지가 오해 없이 정확히 전달되
도록, 자신의 발화를 정교화하기 위해 발화를 수정한다. (19다)에서 화자는
방 묘사하기 과제를 수행할 때, 선행 발화에서 책상 밑에 신문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후행 발화에서도 책상 밑에 손거울이 있다고 발화하였
다. 화자는 발화 후에 청자가 책상 밑에 신문과 거울의 위치를 어떻게 배
치해 그려야 할지 고민할 것을 예측하고,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언급한 신문의 위치와 손거울의 위치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발화 수
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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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 화자는 [그림 2-3]을 보면서 쓰레기통이 바닥에 넘어져 쓰레
기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있는 그림을 묘사할 때, 청자의 체면을 위협하지
않는 발화를 산출하기 위해 발화를 수정한다. (19라)에서 다소 속되게 들
릴 수 있는 어휘(‘자빠지다’)41) 대신에 청자로부터 어떠한 오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을 어휘인 ‘넘어지다’로 수정하여 발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자신의 말투나 성량, 속도 등을 조절하기도 한다.
(19마)에서는 실험자는 피실험자에게 목소리가 작다는 신호를 주었고 녹
음 중에 목소리를 더 크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자 ‘다시 오른쪽
으로 선을 하나 긋고…’ 부터는 성량을 더 크게 하였다. 엄밀히 말해서, 이
경우는 타인의 수정 요구가 있었으므로 ‘타인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이지,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의 경우는 아니다. 만약 갑자기 시끄러운 곳
에 가게 되어 음악 소리 등 기타 외부 소음에 의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청
자에게 전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화자가 스스로 성량(loudness)을 키워서
발화한다면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에 해당되는 예가 될 것이다
(Siegel & Pick 1976).42)

2.2.2.3. 발화 수정의 유형
(1) 수정 시점에 따른 유형
① 내적 수정
내적 수정(covert repair)은 오류의 형태가 발화로서 실현되기 이전에 화

41) 발화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이후에 ‘자빠-’가 ‘-져 있다’와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
히 속되게 들릴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42) 목소리의 성량이 커지는 것은 대화 분석에서 말 겹침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현
상으로, 특히 화자 둘이 동시에 발화를 시작하게 되면 협조적 대화를 위해 한 사람
은 발언권을 포기하고, 발언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성량을 키워 발화를 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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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신의 내적 발화에 대해 오류를 감지하고 산출 전에 오류를 수정하
는 것을 말한다(Levelt 1983, 이현주 2009, 김상수 2009ㄴ).43) 화자는 실제
발화 이전에 발화 의도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제 통사 구조, 형태
적, 음운적 세부 계획을 세운다. 발음의 교환 오류(exchange error)나 어휘
의 교환 오류를 근거로 하여 Garrett(1988)은 통사적인 구조는 대략 두 개
의 절 정도가 미리 계획되며 음운론적 틀은 한 개의 절 정도가 미리 계획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내적 수정은 화자가 발화 이전에 내면에서 발
화 계획의 오류를 감지하여 발화 계획을 수정하여 새롭게 세우거나 발화
계획상의 오류를 감지하고 미리 수정하여 오류 발화를 차단하는 행위이다.
화자들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즉 계획 단계에 있는 내적 발화에
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내적 발화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점검할 수
있다. 화자는 발화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발화를 실제로 산출하기 직전
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내적 발화를 점검한다. 이러한 내적 수정의 가능성
과 실재에 대한 논의는 Garrett(1982)와 Postma & Kolk(1993)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Postma & Kolk(1993)의 내적 수정 가설(covert repair
hypothesis)에서는 화자 내면에서 자신의 발화를 미리 수정하기 때문에 오
류가 산출되기 전에 오류를 처치하여 예방할 수 있지만 머뭇거림과 망설
임 등으로 발화가 비유창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44) 또
한 Postma & Kolk(1993)에서는 ‘발화의 잘못된 계획이 이미 조음되어 다

43) 구체적인 수정의 내용과 양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화 수정 연구에서 내적 수
정을 제외하고자 하는 논의(박선희, 2013)도 있다. 박선희(2013:38)에서는 외적 수
정만을 ‘수정(repair)’으로 보고, 기존의 내적 수정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수정 행
위가 없으므로 수정이 아닌 ‘점검(monitoring)’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수정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수정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내적
수정이 발화 계획에 대한 수정이면서 음성 언어화 이전이나 직전의 내적 발화에
대한 수정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내적 수정은 수정 표지나 억양, 휴지 등으로 명
시적으로 그 흔적이 드러나므로 외적 수정과 더불어 내적 수정도 본 연구에 포함
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44) 내적 수정 가설(covert repair hypothesis)은 언어병리학의 말더듬 논의에 상당
한 영향을 미쳤고, 이후 정상적 비유창성과 비정상적 비유창성의 차이에 주목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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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과감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조음 계획이 완벽할지라도 기억력
의 제한이나 주의력의 결핍 등 인지적 부담으로 일시적인 장애를 일으키
는 경우’ 등으로 내적 수정의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화자
는 자신이 세운 발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의도한 발화가
바르게 산출될 때까지 몇 번이고 수정을 반복하고 실행을 시도하는 것이
다.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청자의 입장에서는 화자가 내적 수정을 통해
무엇을 오류로 판단하고 무엇을 수정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즉, (20)과
(21)에서와 같이 표면 발화에는 머뭇거림과 망설임이 나타날 뿐, 지금 어
떤 것이 문제이며 어떤 오류가 수정되고 있는지 겉으로는 알 수 없게 된
다. 화자의 입장에서는 내적으로 오류로 감지하게 되면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발화의 흐름이 중단되고 주저함이 발생한다. 발화 중단이나 주저함
이 발생할 때 화자는 마음속으로 의도한 발화 내용과 계획을 조정할 시간
을 확보한다.45) 또한 앞으로 선택할 어휘 및 발음, 문법 요소 등을 산출하
기 전에 미리 점검하기도 한다.

(20) Here is a er... a vertical line.
(Levelt 1983)
(21) Now I need eh... a cupboard.
(Moreno & Pineda 2006)

발화 도중에 나타나는 머뭇거림이나 더듬거림 현상은 화자가 자기 점검
을 통해 자신의 발화 계획을 수정하거나 발화를 구상하는 과정이 표면적
으로 드러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수정 과정에서 화자는 대화 도
중에 갑자기 발화를 중단하거나 동일한 음절이나 어휘, 구를 반복하기도

45) Levelt(1989)에서는 발화 의도를 메시지로 계획하는 것이 발화 실행 전 통사적,
형태적, 음운적으로 계획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활동이라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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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간투사 ‘어, 음, 그’ 등과 같은 수정 표지를 이용하여 망설이거
나 말을 더듬는 비유창성 발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46)

(22) 가. 근데 걔가 가장 성과가 좋았던 친::구니깐

<5CM00067>

나. 선생님 좋아해서 그 과목::을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5CM00068>
(23) 가. 여자 친<pause>구들이 걔 친구들 입장에서는 별루 좋은 게
아니잖아.

<5CM00053>

나. 그 술 취한 후배를 집까지 바래다주던 길에 지하철에서, 그 후배
<pause>의 오바이트를 손으로 받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던 찰나, 시간 약속<pause>이 다
되었는지, 자기가 나가 봐야겠다고 그러더니 편지를 써 줄 수 있
냐는 말을 하드라구. <5CM00052>
(24) 가. 생쥐가 울며불며 사정을 하자 사, 사자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
니다. <4CM00097>
나. 한데 신데렐라는 멀리서 보니까 그 유리구두가 그 날 자신이 떨
어뜨리고 온, 자신이 떨어뜨리고 온 구두라는 걸 알게 됐죠. 신데렐
라는 묵묵히 뒤에서 가만히 서 있었죠. <4CM00097>
(25) 가. 우선 그～ 소개팅이 날짜가 잡히든가 무슨 상대가 잡히면, 어～
우선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죠. <4CM00101>
나. 그～ 원래 십이주 되면은 그～ 남녀 구분도 되잖아요. 음～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막 감격스러웠어요. <4CM00100>

(22)-(25)는 내적 수정이 일어난 예들이다. (22)는 음절을 길게 빼면서 발
화의 머뭇거림이 나타나는 경우이고 (23)은 어절 경계가 아님에도 휴지
(pause)를 넣어 발화의 중단이 나타나는 경우이다.47) 그리고 (24)는 동일

46) 이현주(2009)에서는 반복과 수정 표지만을 내적 수정으로 보고 있고, 김상수
(2009ㄴ)에서는 반복과 내적 수정을 포함한 휴지도 내적 수정으로 판단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김상수(2009ㄴ)에 더해서 발화된 마지막 음절을 길게 끌면서 시
간을 버는 ‘음절 끌기’도 내적 수정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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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절을 반복하는 경우인데, 반복에서는 동일한 음절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24나)와 같이 때로는 단어, 구를 전체적으로 반복하기도 한다.
(25)는 수정 표지인 ‘어, 음, 그’ 등을 삽입하여 내적 수정을 하는 경우이
다. 휴지나 수정 표지 등을 이용하여 발화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화자는 자
기 발화의 계획상의 오류를 감지하고 발화 계획 자체를 조정하거나 발화
이전에 통사 구조나 형태, 음운 등을 점검한다.

[표 2-1] 내적 수정의 양상과 횟수
수정 표지

반복

음절 끌기

휴지

중복48)

합계

2003

174

113

103

20

2413

[표 2-1]은 세종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내적 수정의 양상과 횟수이다. 전
체 3,116개의 발화 수정 중에서 내적 수정은 2,413개가 조사되었다. 수정
표지를 사용하는 내적 수정이 2,003개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반복이 174
개, 음절 끌기가 113개, 휴지 사용이 103개, 두 가지 이상이 중복되어 나타
나는 경우가 20개로 나타났다. 화자 개인의 언어 습관이나 발화 상황에 따
라 사용하는 수정 표지의 유형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수정 표지는 내적
수정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내적 수정은 주로 수정 표지의 삽입
으로 인한 시간 벌기(시간 끌기)가 이루어진다.49) 또한 화자는 내적 수정
47) Levelt(1983)에서는 휴지의 삽입이 고빈도 단어 앞에서보다 저빈도 단어 앞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다. 휴지가 결국 어휘 인출과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빈도 단어보다 저빈도 단어가 어휘 인출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어
휘 빈도와 휴지의 삽입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8) 수정 표지, 반복, 음절 끌기, 휴지 중 둘 이상이 중복되어 나타난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49) 화자는 격식적인 발화를 할 때가 비격식적인 발화를 할 때보다 인지적 부담을
크게 느껴 자기 점검이 빈번히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격식적인 발화를 할 때
가 비격식적인 발화를 할 때보다 내적 수정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격식성에 따른 과제 수행을 통한 내적 수정의 양상에 대한 연구(김평강・
박정원 2013:465-467)에 따르면 분실물 찾기 과제(123회)보다는 취업 면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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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휴지가 발생하여 말차례를 뺏길 수 있는 발화 중단보다는 수정
표지나 반복, 음절 끌기 등으로 어떠한 말소리를 삽입하여 채워 넣음으로
서 내적 수정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의 발화 오류를 발화 이전에 감지하고 내적 수정을 시도할
때에는 감탄사류의 수정 표지와 ‘그게 뭐랄까, 뭐지?’ 등의 표현류 수정 표
지를 삽입하여 청자에게는 수정 행위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화자의 입장
에서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여 발화를 수정하는 것이다.50) 이는 화자가
말차례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발화 계획을 조정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② 외적 수정
외적 수정(overt repair)은 발화 오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며 화자가 오
류가 발생된 지점에서 발화의 흐름을 중단하고 적절한 대체 표현으로 수
정하는 것을 말한다(Levelt 1983, 이현주 2009, 김상수 2009ㄴ). 외적 수정
은 이미 발화된 내용을 조정하려는 시도이다. 화자는 발화된 내용에 문법
적인 오류가 있을 때, 발화된 내용이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 혹은 청자에게 명확히 자신의 발화 의도가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
단될 때 외적 수정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명시적으로 발화를 수정한다.
외적 수정은 크게 수정 반복과 대체로 분류할 수 있다(이현주, 2009).
[표 2-2]에서와 같이 수정 반복은 이미 발화된 내용을 다시 후행 발화에

에서 내적 수정(282회)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 면접 과제가 분실
물 찾기에 비해 격식적인 발화이므로 정의적 필터(affective filter)의 수준이 높고
화자에게 인지적 부담이 큰 의사소통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연
구로, 화제와 친교를 변인으로 한 비유창성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이는
서종훈(2018)을 참고할 수 있다.
50) Postma & Kolk(1993)에서는 화자가 사용하는 수정 표지가 청자가 수정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청자에게 무언가가 수정되고 있
다는 암시를 줌으로써 청자가 발화에 주의를 기울이게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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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일부를 반복하면서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세부 유형으로 재구
성 반복과 삽입 반복이 있다. 대체의 경우에는 화자가 이미 산출한 발화
중에서 오류로 인식되는 부분을 후행 발화에서 적절하게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의 내용에 따라 내용어 대체와 기능어 대체로 세부 유형을 분
류할 수 있다. 즉, 내용어 대체는 어휘의 대체이고 기능어 대체는 조사나
어미의 대체이다.

[표 2-2] 외적 수정의 유형(이현주, 2009)
하위 유형

세부 유형
재구성 반복

수정 반복
삽입 반복

외적 수정

내용어 대체
대체
기능어 대체

(26) 가. 저희가 이제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어～ 저희가 그～ 언니서부
터 저까지 저희가 대대로 골목대장을 했거든요. <5CM00058>
나. 내 차맏기수 그니까 나보다 하나 위 하나 위 아니 근까 뒤 개 위
고참이 나를 밤에 새벽에 깨웠어. <6CM00037>
(27) 가. 어～ 삼학, 대학교 학부 삼학년 때였을 거예요. <5CM00068>
나. 이 사람이 구로경찰서에서 의경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휴가,
휴가 기간이어서 잠깐 친구들하고 만날 시간이 떠서 친구와 같이
피씨방에 와서, 친구 동생 아이디를 빌려서 채팅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구. <5CM00052>

(26)과 (27)은 수정 반복의 유형이다. (26)은 재구성 반복으로, 어휘의 사용
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시하는 의미, ‘차맏기수’의 의미를 해
석해서 재구성하여(paraphrasing) 청자에게 재전달하고 있다. (27)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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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으로, ‘대학교 학부’, ‘기간’과 같이 선행 발화에 부분적으로 어휘나 구
를 보충하여 이미 산출된 어휘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자 하였다.

(28) 가. 내 발 밑에 있던 라면까지 차 버린 거야. 물바다가 된 거지.
라면 바닥이 된 거지, 완전히. <8CM00005>
나. 어느 날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딸이 아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 공주를 취하기 위해서 백, 신라로 떠날 채비를 하게 됩니다.
<4CM00097>
(29) 가. 그리구 신데렐라 아버지가 있을 때는 신데렐라에두, 에게두
잘해 주는 척하지만 아버지가 없을 때는 신데렐라를 굉장히 많이
구박을 했죠. <4CM00097>
나. 어～ 근데 인삼주가, 인삼주는 더덕술처럼 이렇게 소주 같은
거에다 담근 게 아니라, 인삼 엑기스를 뽑아서 …. <5CM00056>
다. 그때 계속 아플 때였어, 였는데, 근데 두 번인가 전화하고 나서
그 뒤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애가. <5CM00057>

(28)과 (29)는 대체의 유형이다. 대체는 이미 발화된 내용을 취소하고 적
절하게 바꾸는 외적 수정 방식의 일종이다. 무엇이 대체되느냐에 따라
(28)의 내용어 대체와 (29)의 기능어 대체로 나뉜다. (28가)는 잘못된 어휘
라기보다는 발화 문맥상의 적절한 어휘로 화자가 수정한 것이고 (28나)는
문맥상 잘못 선택된 ‘백제’라는 어휘를 발화하다가 중단하고 문맥에 적합
한 어휘인 ‘신라’로 즉시 대체한 예이다. (29)는 실질적인 어휘 요소가 아
니라 문법 요소가 대체된 경우이다. (29가, 나)는 조사가 대체된 예이고,
(29다)는 어미가 대체된 예이다. (29가)와 같이 단순히 말이 꼬여서 발생
한 오류인 경우도 있지만 (29나, 다)와 같이 담화 구성상의 계획을 변경하
면서 발생한 오류인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29나)에서 화자는 ‘인삼주’의
특징을 설명하려다가 앞으로 언급할 더덕술과의 대조적인 특징을 덧붙이
기 위해 ‘는’이라는 대조 표지를 도입하였다. (29다)에서도 화자는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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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맺을 의도로 ‘아플 때였어’로 발화하였으나 해당 문장을 종결하지 않고
후행 발화와 연결하고자 종결 어미를 연결 어미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유
형은 청자의 입장에서도 문법의 선택이나 어휘의 사용 측면에서 화자의
발화가 오류임을 명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들이 대부분이다.

[표 2-3] 외적 수정의 양상과 횟수
합계
수정
반복

재구성

132

반복

(18.8%)
154

삽입 반복
내용어

대체

(49.5%)
69

대체

(9.8%)

χ 2 (p)

286
(40.7%)

(21.9%)
348

대체
기능어

전체

703

703.000***

(100%)

(.000)

417
(59.3%)

***

p<.001

[그림 2-4] 외적 수정의 양상

[표 2-3]과 [그림 2-4]는 세종 말뭉치 자료에 나타난 외적 수정의 양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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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이다. 전체 3,116개의 발화 수정 중에서 외적 수정은 703개가 조사되
었다. 외적 오류를 감지하여 해당 부분을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놓는 대
체가 전체의 417회로 59.3%, 오류 부분을 부분적으로 반복하되 재구성하
거나 첨가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286회로 40.7%였다. 어휘 오류나
문법 오류를 즉시 바로잡는 대체하기 전략이 오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부가적으로 내용어를 삽입하거나 구조를 새롭게 하여 반복하는 방식보다
1.5배가량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오류 부분을 단순히 대
체하는 수정을 통해서 빠르게 오류를 바로잡고 발화를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항목별로는 수정 반복의 경우 삽입
반복이 21.9%로 재구성 반복의 18.8%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고 대체의 경
우 내용어 대체가 49.5%로 기능어 대체의 9.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χ 2 =703.000, p<.001).

(2) 수정 내용에 따른 유형
화자가 무엇을 수정하는가에 따라 정확성 수정과 적절성 수정51)으로 나
누어 살펴보겠다. 수정 내용에 따른 유형 분류에서는 수정 내용을 발화 표
면상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적 수정만이 유형 분류의 대상이 된다.
정확성 오류에 대한 수정은 화자가 산출한 발음과 선택한 어휘, 문법(조
사, 어미)의 사용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고 적합한 표
현으로 고치는 것이다. 반면 적절성 수정은 담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정교화하거나 화용적(높임법이나 격식성을 포함)으
로 적합한 발화인가에 대해서 자기 점검 과정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고 적
합한 표현으로 고치는 것이다.

51) Levelt(1983, 1989)에서는 본고의 정확성 수정과 적절성 수정을 ‘error repair’와
‘appropriateness repair’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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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확성 수정
정확성 수정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법적임,
혹은 문법성이란 결국 문법의 정확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협의의 문법 및
문법성의 개념은 언어적 단위가 결합하는 방식의 적합성 즉, 문장이나 구
등을 구성하는 규칙을 의미하며 광의의 문법 및 문법성의 개념은 음운, 어
휘, 통사, 의미적인 규칙을 포괄한다.52) 정확성 수정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
에서 문법적인 적합성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발화 수정은 화자들의
실제 언어 수행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모어 화자의 문법 능력
을 지식 중심(knowledge-based)으로 보는 접근보다는 언어 수행 중심
(performance-based)으로 보는 접근을 시도한다.53)
실시간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실제 발화 상황에서 문법 능력을 포
함한 담화적 능력 등을 포괄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된다. 경우에 따라
서는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30)-(32)와 같은 정확성 오류는 화자에 의
해 점검되지 않거나 혹은 점검되더라도 수정되지 않고 무시되기도 한다.

(30) 가. 보라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서 그 보나색 동그라미를 다시
선으로 연결하세요. <실험 전사>

52) Hymes(1972)와 Canale & Swain(1980), Swain(1985)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상
위에 놓고 그 하위에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및 전략적 능
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문법적인 능력이란 어휘에 대한 지식과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규칙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의사소통능력을 의미
한다. 즉, 어휘, 발음, 규칙, 철자법, 단어 형성, 문장 구조 등의 언어학적 기호를
정확히 사용하여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을 생성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53) Richard, Platt & Weber(1985)에서는 문법에 대해 “언어 구조에 대한 기술 및
한 언어에서 문장을 만들기 위해 단어 또는 구와 같은 언어적 단위가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기술로 정의하고 Crystal(1992)에서는 문법성에 대해 “문장이나 언
어 구성 요소의 특정 문법 규칙에 일치함”으로 정의한다. 협의의 문법과 문법성
의 개념을 벗어나 본 연구에서는 언어 수행의 발음, 어휘, 문장 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법 혹은 문법성의 의미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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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민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4CM00097>
다. 핑크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왼쪽으로 파란색 동그
라미가 선으로 이어고 있습니다. <실험 전사>
(31) 핑크색 동그라미 오른쪽에 파란색이 있습니다. <실험 전사>
(32) 영화 내용은 뭐～ 그～ 김태우가 서른 두 살이구, 국어를 가리키는
학원 강사예요. <5CM00062>

(30가)에서 화자는 ‘보라색’을 ‘보나색’으로 발음하였고, (30나)에서는 ‘하면
서’를 [하민서]로 발음하였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발화를 지속하였다. 오류
를 인지하였으나 수정하지 않은 것인지, 오류로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30다)도 역시 화자는 ‘이어져’로 발화해야 하나 잘못된
활용형인 ‘이어고’로 발화하고 그대로 오류를 남겨 놓은 채 발화를 끝맺고
있다. (31)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왼쪽’으로 발화해야 하지
만 화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발화하였다. (32)는 무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가르치다’를 써야 할 자리에 ‘가리키다’를 쓰고 있다.
세종 말뭉치 자료에서는 정확성 수정의 예들을 찾을 수 있었다. (33)은
발음 오류, (34)는 어휘 오류, (35)는 문법 오류이다.

(33) 가. 마지막으로 그 세 두 마리 아기 도지, 아기 돼지가 세 번,
셋째네 집으로 마구 도망을 갔어요. <4CM00097>
나. 영화에서도 대게 선이 분불, 근까 불분명하고… <5CM00066>
(34) 가. 그래서 생, 사자는 생쥐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는
“치, 생쥐 한 마리가 어떻게 날 도와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놓아 줬습니다. <4CM00097>
나. 롯데월드를 아이 서울랜드를 가자는 거야. <5CM00053>
(35) 가. 그 이모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 가서 한 달 정도. <5CM00060>
나. 그까 살인 사건이 났는, 살인 사건이 난 게 아니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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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한 거예요. <5CM00063>
다. 사람들이 적, 사람들은 적은데 땅은 쓸데없이 넓, 넓구.
<6CM00024>

(33)은 모두 예견(anticipation)에 의한 오류로 (33가)는 ‘돼’를 ‘도’로 발음한
이유는 뒤에 ‘셋째네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의 ‘도’를 미리 발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33나)는 ‘분불’은 ‘불분’을 발음할 때 후행 음절을 먼저 발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발음 오류의 대부분은 이러한 예견에 의한 오류가 많다.
어휘 오류에서도 예견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34가)가 그러한
예이다. ‘사자가 생쥐를 놓아 주었습니다.’로 발화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화
자는 발화 수행에서 ‘생쥐’를 먼저 발화한 것이다. 화자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자신의 발화를 즉시 중단하고 이를 적절한 어휘인 ‘사자’로 수정
하였다. (34나)는 잘못된 어휘 탐색으로 인해 착각한 어휘인 ‘롯데월드’를
‘서울랜드’로 수정하고 있다. (35)는 문법 요소인 어미와 조사를 수정하고
있는데, (35가, 나)는 적절한 시제 형태로 수정하고 있고 (35다)는 주격 조
사 ‘이’를 보조사 ‘은’으로 교체하여 대조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표 2-4] 정확성 수정의 양상과 횟수
수정 횟수
발음 수정

43

어휘 수정

398

문법 수정

69

총합

510

[표 2-4]는 정확성 수정을 세부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 703회의 외적 수
정 중에서 정확성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예는 510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
로 발음 수정은 43회, 어휘 수정은 398회, 문법 수정은 69회로 각각 나타
났다. 발음 수정에서는 발음 능력의 부재로 인한 오류가 아닌 예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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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오류나 지속에 의한 발음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문법 수정에도 문법
능력의 부재로 인한 오류가 아닌 발화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어
미의 연결상의 문제가 원인이었다. 즉, 현재 발화 중인 문장을 그대로 종
결할지 후행 발화와 연결하여 발화를 지속할지를 결정하지 못하여 나타나
는 오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정확성 오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휘 오류이다. 어휘의 경우,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어휘부에서 인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가 대부분이다. 부분적으로 후
행 발화에 이끌려 예견에 의해서 어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
부분 화자 스스로 적절한 어휘로 즉시 수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 적절성 수정
적절성이란 발화가 담화・화용적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개
념이다. 이는 화자가 언어 사용역(register)에 따라 발화를 적절하게 하는
지, 담화 문맥과 청자의 추론과 이해 정도에 따라 발화를 적절하게 산출해
내는지와 관련된다. Kormos(2000:380-384)에서 적절성 수정은 “의도한 내
용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 또는 화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문법적으로 정확한 발화가 담화적으로도 적절한 발화일 수는 없다. 문법
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문법적 능력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한
다. 집안에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강연식으로 이야기하거나 회사에
서 회의를 할 때도 비격식적인 말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담화적으로 부
적절한 발화로서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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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담화와 사회언어학적 규칙(황적륜 2003:88)

[그림 2-5]를 통해 발화는 문법 규칙에 의해서만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와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발화 장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이 문법 규칙의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생
각하기 쉽지만, 실상 언어 사용은 사회적이며 문화적인 상례성(culture
regularity)의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송하석, 1999:370). 결국 우리가
문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넓게 보면 언어 사용 공동체, 즉 언어 문화 속에
서 형성된 규칙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용역과 관련된 적절성 수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자는 발
화를 점검할 때, 자신의 발화가 사회적인 기준이나 체면(face)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러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인지, 혹은 부합하는 것인지를 점검한다.
영어의 경우, 법정에서 경찰을 지칭할 때 비격식적인 어휘인 ‘cop’보다는
격식적인 ‘policeman’이 적합한 어휘라 할 수 있고, 실제 경찰을 대면하여
호칭으로 부를 때는 ‘cop’이나 ‘policeman’보다는 ‘officer’가 더 적절하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사회적 기준과 격식성, 체면에 비추어 수정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화 이전에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포착해
그것이 실제 산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하기도 한다.54)

54) Motley, Camden & Baars(1982)의 금기어 실험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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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 일 동안 똥을 못 싼, 대변을 못 쌌어. <7CM00005>
(37) 남자 분 해롱해롱 대는데 여자 애, 새로 나온 파트너가 자기보다 더
많이 마시면 남자 애 계속 오버를 하게 돼요. <4CM00101>

(36)과 (37)은 화자가 선택한 어휘가 담화 맥락에서 요구하는 격식성과 부
합하는지와 관련된다. (36)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남성 화자가 두 명의 남
녀 청자(남녀 각각 1명)에게 자신의 군대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는 장면이
다. 배설과 관련된 단어가 불쾌한 대상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므로 화
자는 완곡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선행 발화 중에서 ‘똥’이라
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똥’을 ‘대변’
으로 수정하고 있다.55) (37)은 남성 화자가 한 명의 남성 청자와 다수의
(세 명의) 여성 청자를 상대로 미팅에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강연식
으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선행 발화에서 미팅에 나온 남성을 ‘남자 분’
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여성을 지칭할 때는 ‘여자 애’로 지칭하였다. 이를
‘남자 분’과 같은 격식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자 애’를 ‘새로 나온 파트너’
로 수정하고 있다.56)
다음으로 담화 화용적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화자의 발화 행
위는 맥락57)과 청자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발화 맥락과
청자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도 규제를 받게 된다. 화자의 발화 행위는 청
자와 청자의 메시지 추론과 관련된다. 화자가 발화를 하면서 언급된 임의
55) 배설, 질병, 범죄, 성(性)과 관련된 어휘를 금기어(taboo word)로 본다. 더럽고
불쾌하다고 여기거나 꺼리고 무서워하는 대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리
는 것이다. 이러한 금기어를 회피하기 위해서 ‘똥→대변’, ‘천연두→마마/손님’과
같이 대체 어휘로 완곡어(euphemism word)를 사용한다(이선웅·이정화·서경숙
2019:123).
56) 예문 (37)의 ‘남자 애 계속 오버를 하게 돼요.’에서도 화자는 ‘남자 애’에서 동일
한 오류를 범하고 있으나 수정하지 않고 지나치고 있다.
57) Catford(1950)에서는 맥락을 ‘청자와 화자’, ‘발화 순간의 상대적 위치와 행동’,
‘환경 속의 다양한 물체 및 그 물체와 화자 및 청자의 관계’, ‘청자의 교육적․문
화적 배경, 그리고 언어학적 배경과 경험’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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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 청자와 공통 기반(common ground)에 속해 있는가, 화자와 청
자 사이에 공유된 담화 지식 속에서 청자가 충분히 추론해 낼 수 있는 것
인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만약 발화의 지시 대상이 청자가 담화 상황에서
추론해 낼 수 없는 접근 불가한(inaccessible) 것이라면58) 화자는 그것에
대해 적절한 담화 정보를 제공하여 청자의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59)
화자는 자신의 발화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명확히 전달되는지 점검하게
된다. 잠재적으로 중의성을 담고 있지는 않은지, 의도된 개념이 언어로 충
분히 표현되어 명확히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38) Hey, why didn't you show up. Either of you two.
(Schegloff, Jefferson & Sacks 1977)

(38)에서 화자는 두 명의 청자에게 지난주에 모임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서 물어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발화는 ‘you’ 때문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화자는 대화 상대방들을 집단(you)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었으
나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Either of you
two’의 수정 발화를 덧붙여 중의성을 제거하고 있다.

(39) 너 만나고 헤어졌, 한 번만 만나고 영화 한 번 보고 끝났대매.
<5CM00057>
(40) 얘가 그 엄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가출을 한 거예요. 그까

58) Levelt(1989)에서는 화자의 발화의 지시 대상에 대한 청자의 이해 가능성에 따
라 즉, 그 지시 대상이 화자에게 접근 가능한 것인가, 담화 모형 속에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것인가, 혹은 그 지시 대상이 청자의 현재 초점 속에 있다고 가정되는
것인가에 따라 ‘접근 불가’(inaccessible), ‘접근 가능’(accessible), ‘담화 모형 속에
존재함’(in discourse model), ‘초점 속에 있음’(in focus)으로 나누었다. 화자는 이
러한 판단을 기초로 발화를 계획할 때 관사나 대용형, 억양 등을 전략적으로 구
사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59) 말차례 교대가 빈번한 대화 상황의 발화 수정 행위는 독화 상황보다 더욱 협력
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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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계모가 쫓겨,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출을 했, 그::～ 사춘기로
인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사춘기로 인해서 공주가 어느 날 가출을
했구요. <5CM00051>

(39)와 (40)은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수정을 하고 있다.
(39)는 여성 화자가 여성 청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우정에 대
해 이야기하고 있다. 화자가 발화한 ‘헤어지다’라는 어휘는 ‘만났다가 따로
따로 흩어지다’((예) 동생이랑 저녁 먹고 헤어졌어.)라는 중심적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지만, ‘누군가를 사귀다가 정을 끊고 갈라서다’((예) 나 어제
여자 친구랑 헤어졌어.)라는 주변적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화자는 전
자의 의미로 발화하였지만, 청자가 후자의 의미인 사귀었다가 헤어진 것으
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였다.
(40)에서는 화자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를 각색하여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는 사악
한 계모가 백설공주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화자가 새롭게 각색한
이야기에서는 백설공주의 고난은 계모 때문이 아닌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그려진다. 즉, 백설공주은 성격이 못돼서 스스로 집을 나가 고생하며 일곱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화자는 ‘계모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출을 했다’라고 발화하였지만 여전히 계모의 탓이 아니라 백설공
주의 탓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누구나 겪게 되는 사
춘기로 인해서 공주가 어느 날 가출을 했구요.’로 문맥을 보충하여 백설공
주의 가출에 계모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
하고자 하였다.
세종 말뭉치 자료에서는 적절성 수정은 193회 나타났으며 사용역과 관
련된 적절성 수정과 청자의 이해와 추론을 돕기 위한 담화적 적절성 수정
이 대부분이었다. 발화 행위는 문장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문장의 의미와 통사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문맥
속에서 발화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발화의 의미는 담화의 유기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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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체에서 그 발화가 차지하는 위치에서 결정된다(송영주 역, 1993).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완벽한 발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발화를 담
화 맥락과 참여자, 사회․문화적 토대 안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사회
적 기준에 맞도록, 청자가 의미 해석이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
정하게 된다.

2.3. 발화 수정과 메타의사소통 행위
언어학에서 ‘메타(meta)’라는 용어는 메타언어, 메타인지, 메타의사소통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메타’ 혹은 ‘메타성’은 인간
의 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메타라는 개념은 ‘인간의 인지를 통한 자기 내
부적인 성찰 혹은 동일한 외부 존재에 대한 성찰’(조국현 2003, 2005)로 볼
수 있는데, ‘메타’ 혹은 ‘메타성’은 결국 자기 성찰적이며 주체를 객체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신형욱 2003, 정명은 2020).60)
비교적 친숙한 메타언어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메타의사소통 및 메
타의사소통 행위의 의미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41)는 ‘영어 단어 … 은
명사이다’라는 한국어 문장이 영어 단어 ‘hazel’의 품사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는 영어에 대해서 메타언어이고 영어는 한국어의 대상언어가 된다
(신형욱 2003, 조국현 2005).

(41) 영어 단어 ‘hazel’은 명사이다.
(42) 창밖에는 비가 내린다.

(41)은 언어 밖의 사실이나 현상을 표현하는 문장이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60) Lyons(1977)에서도 자연언어의 특징 중의 하나로 자기 지시 기능을 꼽았다. 즉,
언어 기호는 언어외적 대상을 지시하거나 지칭하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지
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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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영어 단어의 문법적인 설명을 시도하는 문장이다. (41)에서 ‘hazel’은 외
부 세계의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고 단지 언어 형식, 그
자신만을 지칭할 뿐이다. (41)은 결국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자신을 들여
다보면서 설명하는 문장이다. 외부 세계를 지칭하는 문장 (42)와 비교해
보면 (41)의 메타언어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메타언어’가 어휘나 문장 차원에서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면 ‘메타의사소
통’61)은 담화나 텍스트 차원에서의 자기 성찰을 의미한다. 메타의사소통은
담화나 텍스트의 언어적 표현 그 자체만을 성찰하는 언어적 표현뿐만 아
니라 그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화자와 청자, 상황 맥락을 성찰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62) 여기에서 다시 ‘메타의사소통 행위’라고 한다면 화행
과 관련된다. 메타의사소통을 통한 발화 수반 행위와 발화 효과 행위를 문
제 삼는 것이다.
조국현(2005)에서는 메타의사소통 행위를 [그림 2-6]과 같이 분류하였
다. 메타의사소통 행위를 의사소통 참여자(화자와 청자), 의사소통 상황,
의사소통의 구성과 의사소통의 행위로 구분하였다.

[그림 2-6] 메타의사소통 행위의 분류(조국현 2005:171)

61) ‘메타의사소통’은 메타적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언어적 메타의사소통’과 ‘비
언어적 메타의사소통’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62) 신형욱(2003:499-500)에서는 “의사소통의 상황 및 구성, 의사소통 참여자의 신분
및 지적, 정서적 상태, 의사소통 참여자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발화 맥락을 조정하는 것”(송영주 역,
1993:83-84)으로서, 의사소통 장면과 참여자, 의사소통 메시지와 전달 방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고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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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 이제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나. 오늘 토론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 간단히 말하자면～
(조국현 2005)

(43가)의 ‘구성적 메타의사소통 행위’는 의사소통 구성에 대한 의사소통 행
위로서 발언권을 얻거나 담화(텍스트)의 전개 순서 등을 성찰하는 의사소
통 행위이다. 그리고 (43나)의 ‘상황적 메타의사소통 행위’는 의사소통 상
황에 대한 의사소통 행위로서 의사소통 참여자나 주제, 배경 등에 관한 의
사소통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43다)의 ‘메타화행’은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의사소통 행위로서 발화 행위 자체나 발화 의도, 발화 결과, 발화 내용 등
에 대한 의사소통 행위이다.63) 이는 발화 수정 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결국 발화 수정은 발화 의도나 발화 내용을 문제 삼는 메타 화행의 일종
이다.
(44) 그래서 국제 학생 기숙사는 다 차구, 이제 원래는 국제 학생을 그런
데 넣으면 안 되는데 미군, 아니 미군이래, 미국 애들 기숙사에 근
까 막 없는 방 억지로 해 갖구 집어넣은 거예요, 나를.
<6CM00020>
(45) 파란색 동그라미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고 파

63) 구성적 메타의사소통 행위와 상황적 메타의사소통 행위는 담화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어느 정도 교집합적인 성격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여 신형욱
(2003)에서는 메타의사소통 행위를 구별할 때 ‘의사소통 행위 및 구성’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신형욱(2003)의 메타의사소통 행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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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색으로 색칠하세요.
<실험 전사>

(44), (45)에서 화자는 의사소통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실제 산출된 발화
사이에 야기되는 언어적 불일치를 인식하고 발화를 수정한다. 이러한 메타
의사소통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발화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자
의 발화 수정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가 자신의 발화 계획, 내적
발화와 산출된 발화에 대해 내용과 방식을 성찰하는 수정 발화로서 메타
의사소통 행위로 보고자 한다.

2.4. 소결
이 장에서는 비유창성과 오류, 자기 점검 및 발화 수정의 개념을 살펴보
았고 발화 수정의 유형과 목적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발화 수정이 메타의
사소통 행위의 일종임을 논의해 보았다. 언어 교육에서 실수와 오류는 엄
격히 구분하여 왔으나 모어 화자의 발화 오류에서 이 양자를 명확히 구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의 개념을 폭넓게 보고자
하였다. 즉, 발화 오류란 “화자의 발화 계획이나 의도에서 벗어난 비적격
한 언어 수행으로 보고 좁게는 발음, 어휘, 문법 요소 등의 문법적 적격성
의 문제를 포함하고, 넓게는 담화와 관련된 적격성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
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발화는 물론 청자가 화자
의 발화 의도대로 해석해 줄 가능성이 낮은 발화, 화자가 자신의 발화 의
도에 비추어 만족스럽지 못해 스스로 의사소통의 잠재적 문제로 인식하는
발화까지 발화 오류로 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학자들은 오류를 그 원인에 따라 분류해 왔으며, 말소리 차원에
서의 오류 분류가 많이 시도되었다(Fromkin 1971, Carroll 1994).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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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와 어휘 차원의 오류에 대한 분류도 시도된 바 있으며(임지룡
1996), 여기에 더해 청자의 해석에 초점을 두어 화용적인 오류를 설정하기
도 하였다(구현정 2002). 반면 Levelt(1989)는 문법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오류’와 담화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적절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Levelt(1989)의 논의에 기대어, 언어 자체의 적격성을 문제 삼는 정확성
오류와 담화적 적격성을 문제 삼는 적절성 오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기 점검(self-monitoring)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스스로 부정확하거
나 불완전하지는 않은지 평가하는 메타인지적 능력이다. 자기 점검은 외현
된 발화와 내적 발화 모두에서 가능하다. 내부 지각 순환 회로에 의해 내
적 발화가 점검되면 내적 수정이 일어나고, 외부 지각 순환 회로에 의해
외현 발화가 점검되면 외적 수정이 일어나게 된다. 자기 발화 수정은 “화
자가 내적 발화 및 외적으로 산출된 외현 발화가 자신의 발화 의도에 부
합하는지를 점검하여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신의 발화 의도와 담화
문맥에 맞게 고치거나 보충하여 발화상의 문제를 제거하는 행위”이다. 발
화 점검의 주체와 발화 수정의 주체에 따라 자기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
타인 개시에 의한 자기 수정, 자기 개시에 의한 타인 수정, 타인 개시에
의한 타인 수정으로 나눌 수 있다.
발화 수정은 수정의 시점과 수정의 내용에 따라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
정확성 수정과 적절성 수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우선, 내적 수정은 오
류의 형태가 발화로서 실현되기 이전에 화자가 자신의 내적 발화에 대해
오류를 감지하고 산출 전에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발화 도중의 머뭇거림
이나 더듬거림 혹은 간투사로 대표되는 수정 표지의 삽입 현상이 두드러
진다. 발화 도중에 나타나는 머뭇거림이나 더듬거림 현상은 화자가 자기점
검을 통해 자신의 발화를 내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 수정은 발화 오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며 화
자가 오류가 발생된 지점에서 발화의 흐름을 중단하고 적절한 대체 표현
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적 수정은 크게 수정 반복과 대체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수정 반복은 다시 이미 발화된 내용을 후행 발화에서 그

- 66 -

일부를 반복하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위 유형으로는 재구성 반복과 삽입
반복이 있다. 다음으로, 대체의 경우에는 화자가 이미 산출한 발화 중에서
오류로 인식되는 부분을 후행 발화에서 적절하게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의 내용에 따라 내용어 대체와 기능어 대체로 세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내용어 대체는 어휘의 대체이고 기능어 대체는 조사나 어미의
대체이다. 정확성 수정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서 문법적인 적합성을 점검
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정확성 오류는 크게 발음, 어휘, 문법 요소의 오류
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적절성 오류 수정은 화자가 언어 사용역(register)에
따라 발화를 적절하게 하는지, 담화 문맥과 청자의 추론과 이해 정도에 따
라 발화를 적절하게 산출해 내는지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발화 수정은 화자가 자신의 의사소통에 대한 내적 성찰로서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상위 목표로 삼는다. 발화 수정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가 자신의 발화 계획, 내적 발화와 산출된 발화에 대해 내용과
방식을 성찰하는 메타의사소통 행위의 일종이다. 화자는 메타의사소통, 혹
은 메타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자신의 발화를 성찰하고 자신의 의도에 부
합하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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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화 수정과 수정 표지

3.1. 수정 표지의 특징
3.1.1. 수정 표지와 담화 표지
본 장에서는 발화 수정을 예비하고 수정할 시간을 확보해 주는 기능을
하는 수정 표지에 대해 보다 면밀히 논의하도록 한다. 우선 담화 표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담화 표지의 일종인 수정 표지가 구체적으로 어
떤 특징을 보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밝힌다. 아울러 발화 수정의 유형,
즉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에 따른 수정 표지 사용의 양상, 오류 유형에 따
른 수정 표지 사용의 양상을 검토한다. 일견 화자가 아무런 의도나 규칙
없이 무질서하게 삽입하는 듯 보이는 수정 표지는 화자가 점검하려고 하
는 오류 유형 및 대체 표현과 관련이 있으며, 각 수정 표지는 그 나름의
변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화자가 발화 중에 하려는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잠깐 주저하면서 ‘어, 음, 그, 뭐, 그까’ 등과 같은 표현을 넣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화자가 자신의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을 위해 진행 중이
던 발화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휴지나 수정 표지가 뒤이어 나타나게 된다
(Hockett 1967, Levelt 1983, 1989). 화자는 발화 계획을 조정하거나 의도
한 발화 내용을 기억해 내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으로서 수정 표지를 사
용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 ‘editing terms’는 연구자에 따라 ‘편집 용어’(이현주
2009:37, 이재은・김영주 2011:175, 김평강・박정원 2013:465), ‘수정 표지
어’(최진희 2007:7), ‘수정 유도 표현’(김혜영 2009:123-124)64) 등으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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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지칭하여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담화 표지(discourse marke
r)65)의 일종으로 보아 ‘수정 표지(editing marker)’로 부르고자 한다.
수정 표지란 화자가 수정 행위를 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담화 표지
를 말한다. 수정 표지에는 하나의 어휘 범주만이 속하는 것이 아니며 감탄
사, 접속 부사, 의문사 등의 여러 범주가 수정 표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수정 표지는 청자에게 수정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수정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Postma & Kolk 1993).
우선 담화 표지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의한 다음 이러한 논의를 바
탕으로 수정 표지가 담화 표지 안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살피
고자 한다. 담화 표지는 화자가 선후 발화 사이의 정보들의 연관성을 이해
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장치(Goldberg 1980:141), 혹은 하나의 발화가 다른
발화에 연관되어 있는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선후 발화 사이의 맥
락 관계나 담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Crystal & Davy
1975:88).66) 담화 표지는 담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담화 표지가 생략된 담화는 그 맥락이 부자연스럽게 전개되거나 때로는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여 공손하지 못한 발화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발화자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64) 김혜영(2009:123-124)의 ‘수정 유도 표현(repair initiator)’은 본 연구의 수정 표
지를 포함하는 다소 넓은 개념으로, 토론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면 위협
행위로서 상대의 발언에서 직접적으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간접적으로 수정을 요
구하는 문장 단위 이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65) 담화 표지는 ‘particle’(Stubbs 1983:68), ‘dicourse particle’(Levinson 1983:162),
‘dicourse marker’(Schiffrin 1987), ‘pragmatic expression’(Erman 1987:2), ‘pragmatic
marker’(Redeker 1990, Brinton 1996)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용어가 다양한
이유는 학자마다 담화 표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담화 표
지의 범위도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66) 담화 표지를 담화 맥락이나 연관성보다는 대화자들 사이의 상호 작용성에 초점을 두
는 학자들도 있다. Ostman(1982:152)에서는 담화 표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
작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James(1983:193)에서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대인 상호적 관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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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략(김향화 2001:113, 김태엽 2002:62)으로서 담화 표지가 필요한 것이
다.67) Ostman(1982)에 따르면 담화 표지는 담화 구조를 드러내는 기능과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기능으로 나누어 범주화할 수 있는데, 우선 담화
구조를 드러내는 담화 구조적 기능은 (1)과 같다.
(1) 담화 표지의 담화 구조적 기능
가. 도입 기능
나. 경계 기능
다. 연결 기능
라. 수정 기능
마. 종결 기능

(1가)의 도입 기능은 전체 담화 속에서 개개의 발화의 시작이나 화제를 도
입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1나)의 경계 기능은 담화의 구성 단위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의미하고, (1다)의 연결 기능은 발화와 발화를 연
결하여 전체 담화가 일관되게 해석되도록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1라)의
수정 기능은 문법적으로 잘못되거나 화자의 발화 의도에서 벗어난 내용을
고치는 기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마)의 종결 기능은 진행하던 발화
를 끝맺는 기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Ostman(1982)의 태도적 기능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말하는데 구체적인 예는 (2)와 같다.
(2) 담화 표지의 태도적 기능
가. 체면 손상 완화 기능
나. 망설임 표현 기능
다. 화제 전환 기능

67) 한국어 교육에서도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담화 표지를 이해하
고 담화 표지 사용과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
된 연구는 이해영(1994), 정선혜(2005), 민유미(2011), 염종진(201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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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심 유도 기능
마. 공유 지식 확인 기능
바. 부연 설명 기능
사. 주장 제시 기능

(2가)의 체면 손상 완화 기능은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을 화자가 거절할
때 발생하는 체면 손상을 줄이거나 최소화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2나)의
망설임 표현 기능은 화자가 발화를 계획하는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기능을 의미하고, (2다)의 화제 전환 기능은 화자가 기존의 화제를 새로운
화제로 전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2라)의 관심 유도 기능은 화자가 자신
의 발화 내용에 대해 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능을 의미한다. (2마)의
공유 지식 확인 기능은 발화된 명제 내용이 화자와 청자가 공유한 것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의미한다. (2바)의 부연 설명 기능은 화자가 선행 발화의
진술이나 주장 또는 의도를 확장하여 덧붙여 설명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사)의 주장 제시 기능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기
능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담화 표지의 담화 구조적 기능 중에서는 (1라)의 수정 기
능이, 그리고 담화 표지의 태도적 기능 중에서는 (2나)의 망설임 표현 기
능과 (2바)의 부연 설명 기능이 수정 표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그림 3-1] 수정 표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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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과 같이 수정 표지는 담화 구조적 측면에서는 정확성 오류나
발화 의도에서 벗어난 발화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태도적 측면에서는 화자의 주저함을 드러내면서 발화 계획을 조정하거나
발화 수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 수정 표지는 청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연 설명을 예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음 예를 보자. (3)은 선행 발화의 한 음절 혹은 그 이상의 음절을 전
체적으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고 (4)는 선행 음절을 늘이거나 휴지를 삽
입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수정 행위를 예비하거나 내적 수정이 일어났음
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므로 자기 수정 행위와 관련된다.

(3) 그 드라마 최고 시청률이 육, 육십사, 육십사 퍼센트라고 하더라고
요.
(4) 소련의:: 암호 해독<pause>을 하는 데 투입돼 가지구, 그 사람이.
<5CM0006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단순히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거나 유
표적인 음절의 삽입이 없는 휴지, 선행 모음을 길게 끄는 현상은 수정 표
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담화 표지로 명명하려면 어떠한 명시적인
음절이나 어휘, 표현의 삽입이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3), (4)와 같이 유
표적인 음성의 삽입이 없는, 내적 수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반복, 휴지 삽
입, 음을 길게 끄는 현상은 수정 표지 논의에서 제외한다.

3.1.2. 수정 표지의 특징
수정 표지는 문법 범주와는 달리, 담화 속에서 선행 발화의 수정 행위
와 관련되는 화용적 범주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통사 범주에 속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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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포함될 수 있다(Fraser 1990:389). 담화 표지의 형태는 본래 하나의
단어인 경우도 있고 구인 경우도 있는데, 이들 중에는 태생적으로 담화 표
지로 기능하는 것도 있으며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어휘적 의미를 가진
내용어가 어휘적 의미를 상실하고 담화 표지로 기능하는 것들도 있다.68)
(5) 가. 어, 음, 그, 뭐...
나. 그게 뭐더라, 그게 뭐랄까, 그게 뭐지, 그게 아니라...
다. N이 아니고, N이 아니라, N이래...

(5)와 같이 무의미한 ‘어, 음’과 같은 단음절 감탄사에서부터 ‘그게 뭐더라?
그게 뭘까?’와 같은 표현이나 ‘N이 아니고’, ‘N이 아니라’, ‘N이래’와 같은
구성까지 다양한 범주가 수정 표지로 기능할 수 있다.
다양한 형식이 수정 표지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형태만으로는 다른
범주와 구별이 어려우나 공통된 몇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첫째, 수정 표
지는 일반적인 담화 표지와 마찬가지로 문어보다는 구어 담화에서 현저하
게 많이 사용된다.69) 담화 표지의 일종인 수정 표지가 출현하는 것은 구
어 담화의 비격식성의 결과이며 발화를 계획하는 시간 부족의 결과로 발
생되기 때문이다(Ostman 1981:20).

(6)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외국어를 배워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7) 외국어, 뭐, 영어나 뭐, 중국어 같은 걸 배워 두면 좋아요.

문어인 (6)의 경우 글을 작성하기 이전에 산출할 내용이 계획되거나 글을
산출해 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구어에 비해 논리적

68) 본 연구에서 문법화 개념은 내용어가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은 물론 덜 문법적인
기능어가 더 문법적인 기능어로 바뀌는 현상까지 포괄한다. 문법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Hopper(1991), Heine & Kuteva(2002), 이성하(2006)을 참고할 수 있다.
69) 문어에서도 다음 예문과 같이 자기 수정이 시도된다.
(예) 이건 내 것이니까,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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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정제된 산출이 가능하다. 반면 실시간 의사소통이 전제된 (7)의 구어
는 발화를 계획할 시간이 문어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산출
후 추가적인 점검과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어보다는 구
어에서 수정 표지가 현저히 많이 사용된다.
둘째, 수정 표지는 하나의 발화에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사용되기도 한
다.70) 화자는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기 위해서 발화를 중단하고 필요에 따
라 수정 표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수정 표지를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다. 수정 표지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그
만큼 비유창성도 함께 증가하여 오히려 의사소통 행위에 장애가 되므로
화자는 수정 표지를 무한정으로 삽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8) 새 그, 자매들을 어, 새 식구 어, 새롭게 식구가 된 장화홍련을 미워
했는데요. <4CM00097>

(8)에서 수정 표지가 총 3회 출현하고 있다. 장화홍련전을 들려주는 화자
는 계모나 이복 남동생인 장쇠에게 장화와 홍련이 어떠한 관계인지 설명
하기 위해 ‘새 자매’로 발화하였으나 ‘장쇠’와 ‘장화와 홍련’이 자매 관계가
아니므로 자신의 발화가 의미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새 식구’로 다
시 수정하여 발화하였다. 화자에게는 이 또한 만족스러운 수정이 아니므로
이를 다시 ‘새롭게 식구가 된’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때 각각의 발화마다
수정 표지를 삽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정 표지는 화자가 임의로 여러 번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수정 표지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표지로서 굳어진 것이므로, 어휘
적 의미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수정 표지는 선행 발화의 일부 혹은 전부
에 대한 수정의 암시, 내용의 조정, 선행 발화의 취소 및 정교화를 암시하
는 역할을 한다. 수정 표지 자체는 어휘적 의미가 없으므로 발화의 명제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70) Fraser(1990)에서도 담화 표지가 한 문장에 둘 이상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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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 나는 어, 튀긴 거나 느끼한 음식이 싫더라.
(10) 그 뭐냐, 어제 우리가 본 영화, 그, 그...

수정 표지는 (9)와 같이 비교적 어휘적 의미가 약한 표지들이 있는가 하
면, (10)과 같이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휘들도 수정 표지로 사용된다. 실질
적 의미를 가지고 있던 어휘들은 문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의미
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어휘들은 담화 속에서 수정이라는 기능적 측면
이 강화되면서 결국 수정 표지로 자리 잡게 된다. (10)의 ‘그’와 ‘무엇’은
앞서 나온 것을 지시하는 지시적 의미가 없으며, 다만 화자가 세운 발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기억을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수정 표지는 발화에서 다양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화자는 수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발음이건, 문법이건, 어휘이건 간에 스스로 오류로
인지하고 수정을 결정한 이후 수정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수정
표지를 삽입할 수 있다.

(11) 그～ 생과 삶의 순간조차두 요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 있게
되잖아요, 많이. <5CM00063>
(12) 언어 폭행 그～ 언어 폭 그～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13) 어느 날:: 어～ 그～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자기의 그 낡은
도끼로:: 나무를 열심히:: 그～ 자르고 나무를 치는데 갑자기 도끼를
옆에 있는 연못에 빠뜨렸어요. <4CM00097>

수정 표지는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71) (11)과 같이 문두에 나타
나기도 하고, (12), (13)과 같이 어절 뒤 혹은 한 단어 안에서도 나타기도

71) 이원표(2001)에서도 담화 표지가 문장 내에서 위치가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즉 발화의 맨 앞뿐만 아니라 중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끝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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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섯째, 수정 표지는 발화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 문장 내용이나 문법
성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문장으로부터 수정 표지를 소거해 낼 수 있다.
(14) 가. 동료들이 그 뭔가, 내 업무 능력에 대해 뭐랄까, 안 좋은 이야기
를 하면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 동료들이 Ø 내 업무 능력에 대해 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나
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15) 가. Eighteen, well, twenty people are waiting you.
나. Eighteen, Ø twenty people are waiting you.

(14가)에서 수정 표지인 ‘그 뭔가’, ‘뭐랄까’를 삭제하더라도 (14나)와 같이
문장 내용이나 문법성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정 표지 ‘well’을 삭제하여도 명제 내용이나 문법성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5가)와 비교하면, 수정 표지 well을 제거한
(15나)는 명제 내용이나 문법성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문장에서 수정 표지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 이유는 담화
표지가 문장의 기본적인 통사 구조 밖에 존재하여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
하지 않기 때문이다. Aijmer(1996)은 담화 표지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위
치를 (16)과 같이 보였다.72)

(16) 담화 표지의 위치(Aijmer 1996:214)
sentence

sentence

pragmatic marker slot

72) Aijmer(1996)에서는 담화 표지를 화용 표지(pragmatic marker)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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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표지는 문장의 통사 구조 밖에 위치하므로, 명제 내용을 전달하
는 여타의 부분과 달리, 명제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수정 표지는 선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수정 표지의 사용은 필수적
이고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수의적이다.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
직하는 데에 사용하는 중요한 단서이지만 발화의 필수 요소는 아니다. 그
렇기 때문에 수정 표지를 발화로부터 제거하는 것은 비문법적인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거해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Fraser 1988:22).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정 표지도 담화 표지의 일종으로서 구어
성, 수의성과 중복성, 탈어휘성, 문장 내에서 위치의 비고정성 등을 그 특
징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수정 유형에 따른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
3.2.1. 전체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
화자가 발화에서 오류를 감지하고 수정할 때 수정 표지를 사용하는 비
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표 3-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3-1] 발화 수정과 수정 표지의 사용 비율
자료

세종 말뭉치 자료

실험 전사 자료

합계

수정 표지의

75.7%

55%

69.9%

사용 비율

(2,360/3,116)

(671/1,221)

(3,031/4,337)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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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 말뭉치에서 3,116건의 발화 수정이 이
루어졌다. 이 수정 중에서 전체의 75.7%인 2,360건에서 수정 표지가 사용
되었다.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는 1,221건의 발화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정 중에서 전체 55%인 671건에서 수정 표지가 사용되었다. 두
자료를 종합해 보면 전체의 66.6%, 즉 수정의 70% 정도에서 수정 표지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2.2. 수정 유형에 따른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
3.2.2.1.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의 수정 표지
오류가 표면화되기 전에 수정하느냐, 혹은 발화로 산출된 후에 수정하
느냐에 따라서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
서 [표 3-2]와 같이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에서의 수정 표지의 출현 횟수
를 정리해 보았다.

[표 3-2]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에 따른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
자료
유형
내적 수정

외적 수정

세종 말뭉치

실험 전사

자료

자료

83%

61%

77.2%

(2,003개/

(521개/

(2,524개/

2413개)

853개)

3,266개)

50.7%

40.7%

47.3%

(357개/

(150개/

(507개/

703개)

368개)

1,071개)

합계

χ 2 (p)

χ 2 (p)

870.176***
(.000)

84.515***

2819.74***
(.000)

(.000)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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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에 따른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

[표 3-2]와 [그림 3-2]를 보면, 세종 말뭉치(독화)에서는 2,413개의 내적
수정이 관찰되었는데 그중에서 2,003개(83%)에서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고,
703개의 외적 수정 중에서 357개(50.7%)에서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다. 실
험 자료에서는 853개의 내적 수정이 관찰되었는데 그중에서 521개(61%)에
서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으며 368개의 외적 수정 중에서 150개(40.7%)에
서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적 수정의 77.2%가 내적
발화를 점검하는 동안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고,73) 외적 수정의 47.3%가
산출된 외현 발화를 점검하여 수정하는 동안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다.
말뭉치 자료와 전사 자료에서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림 3-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내적 수정에서 수정 표지는 세종 말뭉치 자료가 83%로 실험
전사 자료의 61%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χ 2 =870.176, p<.001) 외적 수정
에서 수정 표지는 세종 말뭉치 자료가 50.7%로 실험 전사 자료의 40.7%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χ 2 =84.515, p<.001).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수정 표지와 그 개수를 열
73) 본고의 조사에서는 내적 수정의 83%에서 수정 표지가 사용된다는 Levelt(1989)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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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면 다음 [표 3-3], [표 3-4]와 같다. 이를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 수행
해야 할 명확한 과제를 부여한 실험 전사 자료보다는 세종 말뭉치 독화
자료에서 더 다양한 수정 표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 내적 수정의 수정 표지
유형

내적 수정의 수정 표지

자료

(괄호 안은 개수)

어(529), 뭐(511,
세종 말뭉치
자료

합계

뭐 403, 머 73, 모 35)74),

그(483), 음(254), 아(106), 왜(19), 그까(11,
그까 8, 끈까 2, 근깐 1)75),

예(10), 네(9), 으(9),

2,003개

저(8), 이(6), 무슨(5), 자(3), 응(2), 하(2),
웅(1), 흠(1), 표현류 수정 표지(34)

실험 전사

어(202), 그(182), 음(97), 아(29), 아니(3),

자료

으(2), 응(2), 흠(2), 에(1), 엄(1)

521개

[표 3-3]은 세종 말뭉치 자료와 실험 전사 자료에서 내적 수정에 사용된
수정 표지를 보인 것이다. 세종 말뭉치의 내적 수정에서는 수정 표지가
‘어, 뭐, 그, 음, 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험 전사 자료에서는 ‘어, 그,
음, 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자료에서 모두 ‘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
였다. ‘어’는 세종 말뭉치에서는 26.4%, 실험 전사에서는 38.8%를 차지하
여, 가장 무표적인 수정 표지로 알려져 있지만 압도적인 사용 비율을 차지
하지는 않았다.76) 특히 세종 말뭉치에서는 ‘어’, ‘뭐’, ‘그’가 비슷한 횟수로
74) ‘뭐’는 ‘뭐, 머, 모’로 나타나는데 출현 횟수가 많은 ‘뭐’를 대표 형태로 보았다.
75) ‘그러니까’가 줄어든 ‘그까’는 ‘긍까, 끈까, 근깐’ 등으로 나타나는데 출현 횟수가
많은 ‘그까’를 대표 형태로 보았다.
76) 이는 수정 표지가 사용된 내적 수정의 84%, 즉 3분의 2가 ‘er’였다는 Levelt(1989)의
보고와는 차이를 보인다. 실제 발화가 아닌 통제된 실험 자료만을 대상으로 사용하
였기 때문에 수정 표지의 사용 비율에 대한 왜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한국어와 영어 화자의 언어 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석수경(2019)에서도 담화 표지 ‘어, 음, 그, 뭐’를 중에서 ‘어’가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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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였다. 실험 자료에서는 ‘어’와 ‘그’가 비슷한 횟수로 출현하였다.
내적 수정에서는 표현류 수정 표지도 34번 출현하였는데, 화자 자신에
게 던지는 의문 형태가 주를 이룬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피면 (17가)는 구
또는 절 구성으로 이루어진 표현류 수정 표지이고 (17나)는 ‘뭐’나 ‘어떻게’
로 시작하는 표지들로, 구문에서 출발하여 표현으로 굳어진 형태들이다.

(17) 가. N이 뭐냐면, N이 뭐였지?, N이더라, N인가? (무슨) N였지?
(무슨) N이라고 했더라(했드라)
나. 또 뭐 있지?, 뭐 했더라, 뭐가 있나?, 뭐가 있냐면, 뭐가 있더라
(뭐가 있드라/뭐 있드라), 뭐가 있었지?, 뭐냐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럴까?, 뭐라 해야 되지?,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했더라, 뭐랄까?,
뭐야?, 뭐지?, 뭘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
(18) 가. 거기가 무슨 대학이였지? 그게...
나. 거기가 무슨 대학이라고 했드라? 그게... <6CM00020>
(19) 가. 요녀석이 아주 그～ 그 뭐랄까? <5CM00056>
나. 그 뭐지? 어, 뭐라고 할까?, 그～, 그～, 뭐라 그러지?

(17)의 표현류 수정 표지들은 (18)과 (19)처럼 사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는 (19)처럼 다른 수정 표지와 겹쳐서 중복 사용되기도 한다.

[표 3-4] 외적 수정의 수정 표지
유형

외적 수정의 수정 표지

자료
세종
말뭉치
자료

(괄호 안은 개수)

그(102), 어(78), 뭐(54,

뭐 37, 모 10, 머7),

그까(27,

그까 15, 근까 5, 그니까 4, 긍까는 1, 그러니까 1, 끄까1),

음(24), 아니(13,

아니 12, 아이1),

합계

357개

아(10), 인제(10,

빈도(46.5%)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Levelt(1989)의 수치보다는 본
연구에 가까운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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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6, 인자 2, 이제 2),

자(3), 왜(3), 이(2), 무슨(2),

어떤(1), 표현류 수정 표지(28)
실험 전사
자료

그(71), 어(28), 아니(13), 음(12), 그까(9,
근까 2, 끙까 1, 그니까1)

그까 5

아(2), 엄(1), 표현류 수정

150개

표지(14)

[표 3-4]는 세종 말뭉치 자료와 실험 전사 자료에서 외적 수정에 사용된
수정 표지를 보인 것이다. 세종 말뭉치의 외적 수정에서는 수정 표지가
‘그, 어, 뭐, 그까, 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험 전사 자료에서는 ‘그,
어, 아니, 음, 그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자료에서 모두 ‘그’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내적 수정에서는 감탄사인 ‘어’의 출현이 30% 가량을 차
지하였지만, 외적 수정에서는 ‘그’가 세종 말뭉치에서는 21.8%, 실험 자료
에서는 18.7%를 차지하였다.
외적 수정에서도 역시 (20)과 같은 표현류 수정 표지가 사용되기도 하
였다. 외적 발화에서는 선행 발화를 취소하는 (21가)와 같은 ‘N 말고’, ‘N
이 아니라’, ‘N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77)와 같은 구성이 사용되었다. 그리
고 자신의 발화를 되풀이해서 인용하는 형식인 ‘아니 N이래’, ‘N이랜다’와
같은 수정 표지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20) 가. 무슨 N이었지?, 아니 N이래, N이랜다, N이 뭐냐면, N 말고,
N이 아니라, N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뭐랄까?, 또 뭐가 있었지?, 무슨 얘기할려고
(하려고) 그랬지?, 뭐 있었더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랄까?(뭐랠까?),
뭐지?, 뭐가 있나?
(21) 가. 원래는 국제 학생을 그런 데 넣으면 안 되는데 미군 아니 미군이래,
미국애들 기숙사에 근까 막 없는 방 억지로 해 갖구 집어넣은 거

77) ‘N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는 타인에 의한 수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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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 나를. <6CM00020>
나. 우선 폴더에 대해 말씀 어～ 폴더랜다 우선 계정 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 <5CM00056>

(20)의 수정 표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22)처럼 접속부사였다가 수정 표
지로 굳어진 ‘그까’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감탄사에서 수정 표지로 굳어
진 ‘어, 그’ 등과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22) 가. 그까 뭐라 그럴까?, 그까 뭐냐면, 근까 그～ 뭐지?,
어～ 뭐랄까?, 그～ 뭐랠까?
나. 음～ 이 왕주 제품은 술보다는 포장이 참 특이해요. 그까～ 뭐라
그럴까? 옛::날 그:: 아 진짜 삼국시대에 나왔을 거 같은 도자기….
<5CM00056>

3.2.2.2. 정확성 수정과 적절성 수정의 수정 표지
무엇을 수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정 표지의 사용 빈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보자. 이를 위해 [표 3-5]와 같이 정확성 수정과 적절성 수정에서
수정 표지의 출현 횟수를 조사해 보았다.

[표 3-5] 정확성 수정과 적절성 수정의 수정 표지의 사용
자료
유형
정확성 수정

적절성 수정

세종 말뭉치

실험 전사

자료

자료

55.5%

41.3%

49.9%

(283/510)

(139/336)

(422/846)

26%

34.3%

37.8%

(74/193)

(11/32)

(85/225)

합계

세종 말뭉치 자료에서는 정확성 수정 510개 중에서 283개(55.5%)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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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동반하였고 적절성 수정 193개 중에서 74개(26%)가 수정 표지를
동반하였다. 실험 자료에서는 정확성 수정 336개 중에서 139개(41.3%)가
수정 표지를 동반하였으며 적절성 발화 수정의 32개 중 11개(34.3%)가 수
정 표지를 동반하였다. 정확성 오류를 수정할 때가 적절성 오류를 수정할
때보다 수정 표지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두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정확성 수정의 경우에는 49.4%가 발화 수정을 할 때 수정 표지를 삽입하
였고 적절성 수정의 37.8%가 발화 수정을 할 때 수정 표지를 삽입하였
다.78)
[표 3-6] 정확성 수정의 수정 표지
유형

정확성 수정의 수정 표지

자료

(괄호 안은 개수)

합계

세종 말뭉치
자료

그(94), 어(66), 뭐(48), 음(21), 아니(9),
아(8), 인제(8), 무슨(2), 그까(1), 이(1),
어떤(1), 왜(1), 표현류 수정 표지(23)

283개

실험 전사
자료

그(69), 어(27), 아니(12), 음(12), 그까(2),
아(2), 엄(1), 표현류 수정 표지(14)

139개

[표 3-6]은 정확성 수정에 사용되는 수정 표지를 보인 것이다. 세종 말뭉
치에서는 정확성 오류를 수정할 때 ‘그, 어, 뭐, 음, 아니’ 순으로 많이 사
용되었다. 그리고 어휘 인출을 하기 위해 시간을 버는 표현류 수정 표지들
도 23회 사용되었다. 실험 자료에서도 역시 ‘그, 어, 아니’ 순으로 수정 표
지의 빈도가 높았고, 표현류 수정 표지도 14회 사용되었다.

78) Levelt(1989)에서도 정확성 수정과 관련해서는 62%가 수정 표지가 사용되었고 적
절성 수정에서는 28%만이 수정 표지가 사용되어, 적절성 수정보다는 정확성 수정
에서 수정 표지를 더 많이 삽입한다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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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적절성 수정의 수정 표지
유형

적절성 수정의 수정 표지

자료

(괄호 안은 개수)

세종 말뭉치
자료
실험 전사
자료

합계

그까(26), 어(12), 그(8), 뭐(6),
아니(4), 음(3), 자(3), 아(2), 인제(2),

74개

왜(2), 이(1), 표현류 수정 표지(5)
그까(7), 그(2), 어(1), 아니(1)

11개

[표 3-7]은 적절성 수정의 수정 표지를 보인 것이다. 세종 말뭉치에서는
‘그까, 어, 그, 뭐, 아니’ 순으로 많이 쓰였고, 실험 자료에서는 ‘그까, 그’
순서로 많이 쓰였다. 두 자료 모두에서 ‘그까’가 전체 74개 중에서 26개,
28.4%, 또 전체 11개 중에서 7개, 63.6%로 많이 사용되었다.
정확성 오류의 발화 수정에서는 ‘그’나 ‘어, 음, 아’ 등의 감탄사류 수정
표지, 그리고 표현류 수정 표지가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적절성 수정에서
는 다른 수정 표지보다 현저하게 ‘그까’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3.3. 개별 수정 표지의 특징과 기능
본 절에서는 수정 표지를 몇 부류로 나누어 검토한다. 우선 감탄사류 수
정 표지, 대명사류 수정 표지, 부사류 수정 표지, 표현류 수정 표지로 나누
고, 그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개별 수정 표지의 특성을 살펴본다. 아울
러 그 유형에 속하는 개별 수정 표지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도 주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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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감탄사류 수정 표지
수정 표지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감탄사인 ‘어’, ‘음’, ‘아’의 기능에 대해
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구어 자료에서 감탄사는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79) 담화 표지로 사용되는 경우 어휘적 의미 기능에
서 멀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수정 표지로 사용되는 감탄사의 경우에도
발화 내용과 관련되는 정서 전달이라는 감탄사 본연의 의미 기능과는 거
리가 멀다. 즉, (23)과 같은 원래의 어휘 의미인 감탄 기능을 상실한 것으
로 보인다. 감탄사는 (23)에서처럼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어휘 의미를 지니되, 고정적인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 상황이나 맥락에 의
해 해석되며 유동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면 수정 표지로 사용된 감탄사는
수정 개시를 암시하며 발화 수정을 위한 시간 벌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23) 감탄사 ‘어, 음, 아’의 정의 (《표준국어대사전》)
가. 어
「감탄사」
「1」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나오는 소리.
「2」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내는 소리.
「3」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내는 소리.
나. 음
「감탄사」
「1」 무엇을 수긍한다는 뜻으로 내는 소리. 입을 다물고 입 속으로 낸다.
「2」 무엇이 불만스럽거나 걱정스러울 때 내는 소리.
「3」 의문스러울 때 내는 소리.

79) 서상규・구현정(2005)는 담화 표지에 해당하는 감탄사의 유형과 빈도를 아래
(1)-(2)와 같이 조사하였다.
(1) 감정 감탄사: 어 > 아 > 음 > 응 > 아니 > 야 > 뭐 > 그래 > 아이 > 예
(2) 의지 감탄사: 응 > 아니 > 예 > 그렇지 > 아니야 > 그럼 > 그지 > 뭐야 >
네 >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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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
「감탄사」
「1」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초조하거나, 다급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2」 기쁘거나, 슬프거나, 뉘우치거나, 칭찬할 때 가볍게 내는 소리.
「3」 말을 하기에 앞서 상대편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가볍게 내는 소리.
「4」 ((억양을 내렸다 올리면서)) 모르던 것을 깨달을 때 내는 소리.

감탄사는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내는 소리를 규약화된(conventional)
형태로 표기한 것이므로, 발화자에 따라, 담화 상황에 다양한 변이 형태
로 나타날 수 있으며80) 억양과 장단, 기식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아
실제로는 다양한 소리로 발현될 수 있다. 그러나 수정 표지로 사용된 감
탄사류는 비교적 단순한 변이형을 가지며, 억양과 장단도 단순화되는 경
향이 있다.
감탄사에서 유래한 수정 표지는 단순한 단음절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수정 표지로 사용된 감탄사들은 감정의 표출보다는 발화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시간 벌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무의미한 소리로 공백을 채움으로
발화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감탄사류 수정 표지는
성인이나 아동의 연령에 상관없이 구어 상황에서 가장 선호되는 수정 표
지이며,81) 공식적 구어 담화일수록 이러한 감탄사류 수정 표지의 사용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82)

80) 이현희(2015:50)에서도 감탄사의 형식과 의미가 비고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
다. 즉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며, 다양한 감탄사의 변이형이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81) 정상인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는 비정상적 비유창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
의 발화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다음 발화를 떠올리는 동안에 시간을 벌기 위
해 ‘어’, ‘음’, ‘아’와 같은 단음절 감탄사를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남현욱・안
종복・권도하 2006, 전희숙 2009).
82) 연령의 변인과는 무관하게 단음절 감탄사류 수정 표지가 많이 사용된다는 연구
가 많다. 아동과 성인을 비교하면 성인보다도 아동이 단음절 감탄사류 수정 표지
를 더 많이 사용한다(김희숙・전희숙 2012). 개별 감탄사류 수정 표지를 살피면,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경우에도 ‘어, 음’가 많이 사용되는데(김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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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표적인 수정 표지인 ‘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어’는 감탄사
류 수정 표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전형적인 수정 표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손세모돌 2007, 신칠범 2011, 전영옥 2002).83) ‘어’
는 정확성 수정에서도, 적절성 수정에서도 두루 사용되는 수정 표지이다.

(24) 가. 어～ 저희들은 어～ 기껏해야 매상이 좋은 날 정말 많이 팔았던
게, 어～ 한 백에서 이백 정도 고 정도 팔면 이 아줌마는 거의
천을 넘겨요, 혼자. <5CM00056>
나. 이강주에선 이강주 말고, 또 어～ 뭐 있었드라? 어～ 산딸기 술
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5CM00056>
(25) 가. 빨랫줄에는 녹색 수건이 걸려 있고 핫핑크 수건, 어～, 어～ 진
분홍색의 수건, 어～ 행주도 걸려 있고…. <실험 전사>
나. 빨간색 원이 있는데, 어～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 옆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다시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실험 전사>

(24)는 수정 표지 ‘어’가 내적 수정에 사용된 예이고 (25)는 외적 수정에
사용된 예이다. 전체적인 출현 빈도로 보면 ‘어’는 외적 수정보다는 내적
수정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정 표지로서, 대부분 발화를 이어가
기 위한 시간 벌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정 표지 ‘어’의 위치는 다른 감탄사류 수정 표지와 마찬가지로 자유로
운 편이다. 문두에도 출현하며 문중에도 출현할 수 있으나 문미에는 출현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내적 수정에서는 (24)와 같이 문장이나 절의 시작
2007, 김순자・이필영 2005, 하지완・심현섭 2008), 이는 즉각적인 상호 작용이
요구되는 대화 상황에서 아동이 빠르고 정확하게 어휘를 산출하는 데에 어려움
을 느끼기 때문이다.
83) 격식성의 차이에 따라서 ‘어’의 출현 빈도가 달라지기도 한다. 비격식성의 일례
로 TV 드라마의 대화에서는 다양한 감탄사류 수정 표지가 월등히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다. 사적 대화에 비해 격식적 담화이기는 하나, 비교적 격식성이 덜한 대
학생들의 발표 담화에서도 ‘어’가 높은 비율로 사용되었지만, 공식적인 TV 토론
담화에서는 감탄사류 수정 표지가 사용되지 않았다(신칠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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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하나의 억양 단위가 끝나고 다음 억양 단위
가 시작하는 부분에서 수정 표지 ‘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외적 수
정에서는 억양 단위인 연결어미(절 경계) 다음이나 명사구나 조사 다음에
수정 표지 ‘어’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25가)에서는 명사구를 발화한
다음에 그 색깔을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 표지 ‘어’를 사용하여 수정할 색
깔을 회상해 내는 시간을 벌고 있다. (25나)에서는 연결어미(절 경계) 다
음에 ‘원’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로 수정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정 표지 ‘어’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정 표지 ‘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음’도 ‘어’만큼은 아
니더라도 수정 표지로 많이 사용된다. 수정 표지 ‘음’은 ‘어’와 바꾸어 사용
해서 크게 어색하지 않다.

(26) 가. 일본에서는 목욕탕이 따로 있잖아요. 목욕탕이 따로 있는데,
그까～ 목욕물은 같이 써. 음～ 목욕물을, <4CM00102>
나. 사람 사귄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음～ 무슨 얘기할려 그랬지?
<5CM00053>
(27) 가. 일본에서는 목욕탕이 따로 있잖아요. 목욕탕이 따로 있는데,
그까～ 목욕물은 같이 써. 어～ 목욕물을,
나. 사람 사귄 적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 무슨 얘기할려 그랬지?
(28) 그래서 음～ 그 혹부리 영감<pause>을 도깨비들이 발견했는데
어～ 그 도깨비들은 어～ 전에 그 혹부리 영감의 혹을 가져갔지만
좋은 노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26)에서는 수정 표지 ‘음’이 사용되었는데 (27)과 같이 ‘어’와 ‘음’을 서로
바꾸어도 크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28)은 수정 표지 ‘음’과 ‘어’가 동시
에 나타난 문장으로, 한 문장 내에서도 수정 표지 ‘음’과 ‘어’의 위치를 바
꾸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29)는 주관적 느낌, 판단이나 주관적 평가와 관련된 문장이다. (29)의
‘음’을 (30)과 같이 ‘어’로 교체하면 담화적으로 미묘하게 의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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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 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 음～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운이 좋아서 돼서 갔어요.
<6CM00020>
(30) 가. 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나. 어～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운이 좋아서 돼서 갔어요.

(29)에서는 화자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생각해 내기 위한 시간을 벌기로 ‘음’을 사용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30)과 같이 ‘어’가 사용되면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라기보다는
단순히 한 문장,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
혹은 상대로부터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라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여 대답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으로 보인다.84)

(31) 가. 음～ 정말 백설 공주는 행복했을까?
나.

??

어～ 정말 백설 공주는 행복했을까?

사유의 과정을 혼잣말로 표출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31가)가 자연스럽
지, (31나)는 부자연스럽다. ‘음’과 ‘어’는 교체해 사용해도 무방한 예들도
다수 있지만, 사유를 통해 도출하는 주관적인 평가나 개인적 느낌을 서술
할 때, 지금까지 자신이 발화한 내용을 정리하여 정보를 내면화할 때 ‘어’
보다는 ‘음’ 쪽이 더 많이 사용된다.85) 이러한 기능은 수정 표지 ‘음’이 수

84) 감탄사로 사용되었을 때도 ‘음’과 ‘어’의 이러한 용법상의 차이를 알 수 있다.
(1) 음～ 꽃 향기가 좋다.
(2) 어～ 꽃 향기가 좋다.
(1)은 화자가 꽃의 향기를 맡으며, 그 감각의 결과로서 느낌이나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에 (2)는 화자가 꽃의 향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뜻밖에
향기가 좋다는 생각을 표출하고 있다.
85) ‘음’은 내적인 성찰이나 사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요가나 명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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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표지 ‘어’보다는 휴지의 길이가 더 긴 것과도 관련된다. 즉, 더 많은 시
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보다는 ‘음’을 삽입하게 되는 것이다.
‘음’과 ‘어’는 수정 표지로서 모두 시간 벌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양자
는 지연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세종 말뭉치 자료는 구어를 전사한 자료
이므로 알 수 없었으나, 실험 자료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어’보다는 ‘음’이
더 긴 휴지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석수경(2019)에서는 구
체적 수치로 언급되는데, ‘어’와 ‘음’은 수정 표지의 앞에만 휴지(선행 휴
지)가 오거나 앞과 뒤에 동시에 휴지(선・후행 휴지)가 오는 경우가 많았
다고 한다.

[표 3-8] 담화 표지별 휴지 동반 유형 빈도 (석수경 2019:26)
(단위: 회)
휴지의 위치

어

음

선/후

473 (38.1%)

239 (64.8%)

선

722 (58.2%)

122 (33.1%)

후

18 (1.5%)

6 (1.6%)

없음

27 (2.2%)

2 (0.5%)

전체

1240 (100%)

369 (100%)

[표 3-8]과 같이 ‘어’의 경우에는 선행 휴지의 비율이 58.2%로 높았고, ‘음’
의 경우에는 선・후행 휴지의 비율이 64.8%로 높아 수정 표지 ‘어’와 ‘음’
이 휴지의 위치에서 차이를 보였다.86)

할 때 내면 성찰이나 마음 수련을 위하여 ‘옴(om)’ 소리를 길게 내뱉기도 한다.
86) 석수경(2019:26)의 [표 3-2]에서 수정 표지 ‘어’와 ‘음’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수정 표지 ‘어’는 전체 1240회, 수정 표지 ‘음’은 369회 출현하였고, ‘어’와
‘음’은 모두 휴지를 선행 동반하거나 선행 및 후행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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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표지 ‘어’와 ‘음’의 휴지 지속 시간을 비교해서 보면 [표 3-9]와 같
다. ‘음’의 경우가 선・후행 휴지가 875.49ms, 선행 휴지가 809.56ms으로,
선・후행 휴지가 695.67ms, 선행 휴지가 658.88ms인 ‘어’의 경우보다 더
길다는 것을 수치상 확인할 수 있다.

[표 3-9] 담화 표지별 휴지 동반 유형에 따른 선행 유지 길이 중앙값
(석수경 2019:27)
(단위: ms)
휴지의 위치

어

음

선/후

695.67

875.49

선

658.88

809.56

[표 3-9]의 수치를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어’의 선・후행 휴지
695.67ms을 1.0으로 잡았을 때, ‘음’의 선・후행 휴지는 ‘1.3’이 되며, ‘어’의

선행 휴지 658.88ms을 1.0으로 잡았을 때 ‘음’의 선행 휴지는 ‘1.2’가 된다.
따라서 수정 표지 ‘음’이 ‘어’에 비해서 객관적으로 휴지가 길다는 것을 파
악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음’이 그 앞과 뒤에 휴지를 두어 ‘어’보
다 더 긴 휴지를 확보하는 데에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정 표지 ‘음’은 다른 감탄사류 수정 표지와 달리, 상대적으로
긴 휴지를 수반한다. 상대적으로 긴 휴지를 이용해 지금까지의 자신의 발
화를 되짚어 보면서 정보의 내면화와 반추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정 표지 ‘아’에 대해 살펴보자. ‘아’는 (32)와 같이 ‘어’나
‘음’과 교체할 수 있는 예도 있다. (32가)는 화자가 쉬었다가 다시 독화 발
화의 녹음을 시작하는 부분이다. (32나)와 같이 수정 표지 ‘아’를 ‘어’로 바
꾸어도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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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 아～ 잠깐 쉬는 시간이었구요. 아～ 쉬는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국순당 얘기는 좀 있다 해 드리구요, 어～ 오늘
영화를 받고 있는데요, 와레즈를 통해서 영화를 받고 있는데, 와레즈
는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그까～ 여러 가지 자료를 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올려서 함께 나누자는 그런 건데 물론 법이 마
련 제정된 이후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5CM00056>
나. 어～ 잠깐 쉬는 시간이었구요. 어～ 쉬는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국순당 얘기는 좀 있다 해 드리구요, 어～ 오늘
영화를 받고 있는데요, 와레즈를 통해서 영화를 받고 있는데, 와레즈
는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그까～ 여러 가지 자료를 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올려서 함께 나누자는 그런 건데 물론 법이 마
련 제정된 이후로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33)은 ‘음’이나 ‘어’와는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아’는 지금까지
인출하지 못했던 어떤 언어 형식을 인출했을 때, 혹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해 인지하고 그것을 화제로 언급할 때 수정 표
지로서 선택된다.

(33) 가. 아～ 아까 그 채소는 ‘루꼴라’라는 건데.
나. 오늘은 아침인데요, 아～ 제 동생이 원래 사무실이 집에서 인제
지하철로 한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정도 되는 곳에 있는데 인제
운동 삼아서 아침에 일찍 걸어가, 걸어 다니겠다고 오늘부터 나갔는데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5CM00056>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전 발화에서 혹은 이전 담화에서 인출하지 못했던
정보나 언어 형식을 지금에 와서야 인출하게 될 때 수정 표지로 ‘아’를 삽
입하면서 발화를 내적으로 수정한다. 지금 진행 중이던 혹은 미리 계획했
던 발화를 하는 대신, 갑자기 떠오른 정보를 진행되는 발화에 끼워 넣으려
면 발화 계획상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정 표지 ‘아’가 삽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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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에게는 지금 진행되는 발화와는 국면을 달리하는 발화가 시작될 것이
암시된다.

3.3.2. 대명사류 수정 표지
본 절에서는 대명사에서 유래한 수정 표지 ‘뭐’와 ‘그’에 대해서 살펴보
도록 하자.87) ‘뭐’는 ‘무엇’의 준말로, 의문사이다. 수정 표지 ‘뭐’는 의문사
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미지’, ‘미정’의 뜻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에서 화자는 ‘뭐’ 이후에 발화될 명제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청자에
게 암시한다. (34가)에서 소피아의 배역을 맡은 여배우의 이름을 발화하기
에 앞서 수정 표지 ‘뭐’를 삽입하였다. 이때 화자는 시간 벌기를 통해 불확
실한 정보를 되도록 확실한 정보로 산출해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88)
(34나)에서는 얼버무리거나 망설이는 태도를 드러낸다. 화자는 수정 표지
‘뭐’를 통해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발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청자에게
전달하게 된다.89)

(34) 가. 그 소피아 배역으로 나온 뭐～ 페넬로페 크루즌가요?
<5CM00063>
나. 뭐～ 무슨～ 미녀와 야수두 나오구, 뭐～ 라이언킹?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었는데….

<5CM00064>

87) 대명사 ‘거시기’도 “저, 거시기, 그 양반 이름이 뭐지?”와 같이 수정 표지로 사용
되기도 하는데, 독화 자료와 실험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논외로 한다.
88) ‘뭐’는 ‘그냥’과 중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냥’도 역시 이유나 방식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부사로서, 정확성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89) ‘뭐’는 아래 (1)-(2)와 같이 상대방의 이야기나 어떤 사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
거나 가벼운 반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때의 ‘뭐’는 수정 표지로 보지 않는다.
(1) 오늘도 도서관에 갔다 왔는데, 뭐.
(2) 뭐, 누구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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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표지 ‘뭐’는 사적 장르 내에서 대화보다 독화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것(남길임・차지현 2010:91)으로 볼 때, 화자가 청자와 상호 작용을 위해 사
용하는 담화 표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 위한 담화 전략
으로 사용되는 표지이다.90) 수정 표지 ‘뭐’를 통해 시간을 끈 뒤 정확한 정
보가 생각나면 화자는 발화 수정을 시도한다. (35)에서 화자는 불확실한 정
보로 발화를 시작함을 청자에게 예고하고 시간 벌기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탐색한다. 만약 정확한 정보가 떠오르면 발화를 멈추고 발화 수정을 해 나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확실성을 남겨둔 채 발화를 끝맺게 된다.

(35) 뭐～ 수영장에서 한 이틀, 이틀 자, 거의 삼박사일 가니까
<6CM00019>

수정 표지 ‘뭐’가 출현하는 문장 내의 위치는 구 경계, 절 경계 등 억양
구가 실현되는 경계에서 주로 나타나며, 구의 내부 혹은 단어의 내부에서
실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91) ‘뭐’는 특정 정보를 인출해 내는 데에 어
려움을 겪으면서 정확한 인출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삽입하는 표지이지,
어떤 정보의 일부분을 발화하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표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는 정확한 정보를 찾을 때까지 발화 속도를 늦추거나 더듬거림을
지속하기도 한다. (36)과 같이 ‘뭐～ 그냥’, 뭐～ 어～’ 등과 같이 수정 표
90) 남길임・차지현(2010)에서는 담화 표지 ‘뭐’는 독화에서 573회 출현하였고 대화
에서 398회 출현하여 독화에서 더 선호되는 표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독화에
서 더 많이 출현한다는 것은 담화 표지 ‘뭐’가 청자를 위한 표지라기보다는, 화자
가 담화를 조직하기 위한 시간 벌기의 기능이 우세한 화자 중심 표지임을 암시한
다.
91) 담화 표지 ‘뭐’의 운율적 특징에 대해서는 차지현(2010), 송인성(2013)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송인성(2013:100)에서는 담화 표지 ‘뭐’는 ‘비단정’(169ms), ‘강
조’(119ms), ‘불만’(178ms), ‘체념’(207ms)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특히 시
간을 벌기 위한 수정 표지로 사용된 경우에는 다른 기능을 할 때보다 평균 길이
가 길다(308ms)고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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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중첩함으로써 시간 벌기 전략을 통해 정보 탐색을 위한 시간을 지속
적으로 확보한다.

(36) 가. 그～ 이제 뭐～ 그냥, 양복도 있고 그러는데.
나. 뭐～ 시간도 많고, 뭐～ 어～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수정 표지 ‘뭐’는 어떤 정보의 나열과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화자가 정
보를 나열할 때, 발화 계획에서 세운 순서대로 정보를 발화하려고 한다.92)
발화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발화하고자 할 때 화자는 말차례와 그 정보가
정확한지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때 수정 표지 ‘뭐’를 삽입하여 점검에 필요
한 시간을 확보하려 한다.

(37) 먼저 멘트가 나가야 하고 음～ 또～ 어디 가나 친절 교육이 기본이지
만 그냥 멘트를 날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손님을 모실 때에는 첫 인
사, 상품 소개 그 다음에 상품을 사셨거나 안 사셨거나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 그리고 가실 때 거기다가 한두 마디 더 첨가해서 해 드릴
수 있는 거 뭐,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든가, 뭐, “좋은 물건 사셨습니
다.”, 뭐, “좋은 명절 되세요.”, 그런 멘트 한두 개 정도 써 주는 게 가
장 효과적인 인사법이라고 합니다. <5CM00056>

(37)에서는 화자가 백화점 직원으로 알아 두면 좋을 만한 다양한 인사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나씩 정보를 나열할 때마다 화자는 정보를 나열
하기 직전에 수정 표지 ‘뭐’를 사용하여 발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한다. 화자가 비유창한 발화를 진행해 가면서 ‘뭐’를 삽입해 발화를 중단한
다면 청자는 앞으로 나열될 정보를 처리할 준비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93) ‘그’는 정확성 수정에서 높

92) 경우에 따라서는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즉흥적인 열거일 수도 있다. 발화 계
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담화 상황에서 청자에게 적절한 예시를 제공할 때 수정
표지 ‘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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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빈도로 사용되는 수정 표지이다. ‘뭐’가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수정
표지라면 ‘그’는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메시지는 이미 계획하였으나, 그
개념에 맞는 단어, 혹은 어떤 어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주 삽입되는 수
정 표지이다. 담화 표지로서 ‘이’, ‘그’, ‘저’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화자
가 하려는 말의 정보에 대한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즉, 이것은
다음 말을 계획하고 있음을 표출함과 동시에 화자의 정신세계 속에서 위치
하고 있는 정보 내용을 지시하는 표현(오승신, 199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38)과 같은 발화를 많이 듣게 된다. 화자는 발화해야
할 어휘를 인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발화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
으나, 그 메시지에 맞게 어휘를 탐색해 내지 못하면 (38가)와 같이 수정
표지 ‘그’를 삽입할 확률이 크다.

(38) 가. 그, 그～ 그거 내가 아까 먹은 거.
나.

??

저, 저～ 저거 내가 아까 먹은 거.

다. *이, 이～ 이거 내가 아까 먹은 거.

(38가)-(38다)는 성립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내가 아까 먹은 거’에
대한 정보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이 문
장들은 성립 여부에 차이를 보인다. (38가)에서 청자와 화자는 어떠한 정
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와 청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
나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즉 기지 정보일 경우에는 수정 표지로서
(38가)처럼 ‘그’의 삽입이 자연스럽다. 반면, 화자가 ‘아까 먹은 것’이 무엇
인지 청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38나)의 ‘저’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정 표지로서 ‘이’가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이’가
화자와의 거리가 ‘그’나 ‘저’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93) 수정 표지 ‘그’는 아래 예문에서처럼 방언형에서 ‘거’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 거 인제 거 오:월 단우 되믄은 준:치 대가리루 섀:를 만들어서 앵두,
빨::간 앵두를 입에 물려서 초마 끝에다 매달아 놓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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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가까운 정보를 화자가 인출해 내지 못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정
표지로서 ‘이’보다는 화자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그’나
‘저’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수정 표지 ‘그’는 (39)와 같이 명사나 명사구 앞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점도 ‘그’가 머릿속 사전인 어휘부에서 특히, 명사의 인출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39) 그래서 그～ 유스호스텔이라고 이렇게 싼 값에 이케 머무를 수 있는 ….
<6CM00020>

(40)은 색채 패턴 설명하기 과제를 전사한 발화이다. 색채의 교점을 일
부러 모호한 색채(파스텔 톤의 색채)로 칠해 실험 참여자들에게 설명하도
록 요구하였을 때, (40)과 같이 비유창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화자들은 특
히, 색채의 이름(명사)을 인지하고 인출하려고 할 때는 수정 표지 ‘그’의
삽입을 통해 시간 벌기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40) 그, 개나리색 어, 그, 그, 상아색 동그라미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선
을 긋고, 어, 그, 그, 청록색, 그까 녹색인데, 녹색 동그라미를 그려
주세요. <실험 전사>

‘그’의 삽입을 통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화제의 도입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화제로 전환할 때 ‘그’가 출현한다. (41)에서처
럼 담화 표지 ‘인제’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며, ‘저’를 동반하는 경우도 흔
히 볼 수 있다.

(41) 가. 그 인자 하리는 장날인디 가게를 보고 있으니까
나. 근데 인제 그～ 항상 연락하던 친구, 다른 친구 또 한 명 있잖아요.
다. 그, 저, 광수라고 있어, 내 친구.
라. 그, 저어, 거시기,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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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가)는 옛날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다. (41나, 다)도 친구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 부분으로, 앞서 한 친구에 대해 소개가 끝나고, 이제 다른 친구에 대
해 이야기를 시작할 시점에서 수정 표지 ‘그’를 삽입하고 있다. (41라)는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화제를 도
입할 때는 발화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하거나 계획했던 발화를 시작하는
부분이므로 화자의 주의력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한 경우 화자는 수정 표
지 ‘그’를 삽입함으로 머뭇거리면서 발화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시
작될 이야기를 준비해 나가게 된다.

3.3.3. 부사류 수정 표지
본 절에서는 수정 표지 ‘근까’와 ‘아니’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접속 부사 ‘그러니까’의 축약형인 ‘그까, 근까’는 발화 수정에서 화자
가 산출한 선행 발화와 관련을 맺으면서 의미를 보충하거나 더 정교화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정 표지이다.94) 이 수정 표지는 정확성 오류를
수정할 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42)와 같이 적절성 오류를 수
정할 때 사용한다.

(42)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월요일부터 그까 토요일부터로 돼 있더라고요.

네덜란드어에서도 역시 발화의 적절성 오류를 수정할 때, ‘dus’95)가 수
94) 축약형이 원래의 어휘 의미를 전부 상실하고 새로운 의미 용법을 갖는 것은 아
니지만 기본 의미보다 확장된 의미, 담화 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을 더 많이 수행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영옥(2017:126)에서 조사한 ‘그러니까’의 형태별 실
현 빈도를 보면 총 1,229개 중에서 ‘그러니까’가 286개로 23.3%를 차지했고, ‘그니
까’가 360개로 29.3%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근까’가 326개로 26.5%를, ‘그까’가
257개로 20.9%를 차지하였다. 실현 빈도 상으로는 ‘그러니까’에 견주어 보면 ‘그
니까’, ‘근까’, ‘그까’도 상당히 비중 있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5) ‘dus[dʏs]’는 네덜란드어로 ‘따라서, 그래서’의 의미를 지닌 접속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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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표지로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삽입된다(Levelt 1989). 일반적으로 ‘dus’
는 선행 명제들의 정확성을 전제하고 그것과 어울리는 어떤 결과나 사태
를 기술하는 데에 사용되는 접속사이기 때문이다. 화자가 발화를 중단하지
만, 앞으로 화자에 의해서 수정될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까
지 해 왔던 발화와 동일한 의도로 해석이 지속됨을 청자에게 암시해 준다.
즉 동일한 화제가 지속되는데 다만 보충 설명을 통해 내용이 더 정교화되
는 것이다.

(43) 가. 정직원, 근까～ 판매하는 직원들이죠? <5CM00056>
나. 주말에, 긍까 토요일 오후에 만났어.
다. 그리고 인제 컴플레이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컴플레이션이 뭐냐면, 어～ 근까, 항의가 들어 있, 들어오는 거예요.
항의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5CM00056>
라. 가방이 되게 쪼꼬매, 그까, 오늘 이거 저거 막 샀잖아. 많이 샀는데
내 가방이 되게 쪼꼬매 가지고 다 넣지를 못해서 결국 가방을
또 하나 샀잖아.

(43)의 발화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어서 화자가 발화를 중단한 것은 아니
다. 단지 의미를 구체화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발화 의도
가 청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43가)-(43다)는 선행 발화
에 대한 일종의 풀어 말하기를 실시하고 있다. (43가)에서는 백화점에서의
정직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이고자 하였다. (43나)에서는 주말,
즉 친구를 만난 구체적인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3다)에서는
‘컴플레이션’96)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반면 (43라)는 풀어 말
하기 기능보다는 담화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이나 이유를 덧붙이
고 있다. 가방이 작아서 가방을 하나 더 샀다고 하면 이야기의 흐름상 정
보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행 발화를 중단하고 있다. 그리

96) 화자는 ‘컴플레인(complaint)’을 잘못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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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까’를 삽입하여 왜 가방이 작다고 하는지, 즉 물건을 많이 사서 가방
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다시 가방을 샀다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미처 완결되지 못한 선행 발화를 중도에 포기하고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 위해 새로이 마련되는 후행 발화가 이어지고 있다.
텍스트 중심적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에서 유래한 수정 표지 ‘근까’는
화자가 구체적으로 발화 계획을 세우지 못한 메시지의 산출을 돕는 역할
을 한다. 화자가 발화를 중단하고 수정 표지 ‘근까’를 삽입한다면 청자는
화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전 메시지의 취소 없이, ‘근까’ 이후에 이어질 내용
을 지금과 같은 취지로 계속 의미 해석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수정 표지 ‘아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니’는 선행 발화
를 취소하고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기능을 한다. 화자가 발화 중에 실수
로 단어를 잘못 선택하였거나 표현을 바꾸고 싶을 때 이를 수정한다는 표
시로 쓰이는 수정 표지이다. 수정 표지 ‘아니’는 (44)과 같이 ‘부정’(44가)이
나 ‘반대’(44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정 부사에서 유래하였다.97)

(44) 가. 아니 슬프다.
나. 나의 양심은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준다 해도 버릴 수 없다.

‘아니’는 자신이 방금 한 발화 행위에 대한 부정의 뜻을 나타낸다. 즉,
담화 상황에서 ‘아니’가 삽입되면 선행 발화를 명백히 부정하고 취소하겠
다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난다. ‘아니’ 이후에는 취소한 정보 대신 새로운
정보로 대체한다. (45)에서와 같이 선행 발화를 취소 혹은 부정하는 강도
에 따라 ‘아니’를 여러 번 반복하여 넣을 수 있다.

97) 문어 형태인 ‘아니’가 담화 표지로 발달하였다는 것이 흥미롭다. 또한 부정 부사
‘아니’는 공시적으로 ‘안’으로 축약이 되지만, 수정 표지어로 발달한 ‘아니’는 구어
맥락에서 주로 사용됨에도 ‘그러니까→근까, 그까’와 같이 음절 수가 줄어들지 않
는다는 것도 흥미롭다. 이는 축약형인 ‘안’이 이미 부정 부사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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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 노란색 아니,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나. 노란색 아니, 아니,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다. 노란색 아니, 아니, 아니,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아니’로 부정되는 성분은 보통은 명사나 명사구이지만, 그보다 큰 절이
나 문장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6) 가. 그래서 [그 아저씨], 아니, [그 분]이 이리로 온다고 하셨어?
나. 어제는 [신촌에 갔는데] 아니, [홍대에 갔는데] 좀 늦게까지
놀게 됐습니다.
다. 저는요, [과자를 주세요], 아니,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46가)에서는 선행 발화의 명사구 ‘그 아저씨’가 ‘아니’에 의해 취소되고
‘그 분’으로 수정되고 있다. (46나)에서는 선행 발화의 절 ‘신촌에 갔는데’
가 ‘아니’에 의해 취소되고 ‘홍대에 갔는데’로 수정되고 있다. (46다)에서는
문장이 ‘아니’에 의해 취소되고 새로운 문장으로 대체되고 있다.
‘아니’는 담화 표지이므로 화계와는 관련성이 적다. 높임법이 사용되었
다고 하더라도 ‘아니’ 대신 ‘아니요’가 선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7) 가.

???

어제는 신촌에 갔는데 아니요, 홍대에 갔는데 좀 늦게까지

놀게 됐습니다.
나.

???

저는요, 과자를 주세요, 아니요,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47)에서 문장의 종결형이 ‘하십시오체’나 ‘해요체’가 사용되었다고 통용 보
조사 ‘요’가 결합된 ‘아니요’의 형태가 사용되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수정
표지로서 ‘아니’가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정 표지 ‘아니’는 화자가 자신의 앞선 발화에서 제공된 정보를 취소하
고 그것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아니’는 문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부분부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발화를 이어나가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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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표지로, 신속한 발화의 진행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

3.3.4. 표현류 수정 표지류
다음으로 표현류 수정 표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현류 수정
표지들은 내적 발화 수정과 외적 발화 수정에 모두 나타났다. (48)은 인용
형식의 의문형으로부터 출발한 수정 표지들이다. (49)는 독백체 의문형, 독
백체 평서형 종결어미로부터 출발한 표지들이다.

(48) 뭐라고 할까? 그게 뭐랄까?
(49) 가. 뭔가?, 뭘까? 뭐였지? 무슨 N이었지?
나. 그게 뭐더라, 뭐 했더라

이러한 표현류 수정 표지들은 의문의 기능은 없고 담화 전략적 목적을 이
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의사의문(pseudo-question) 구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98) (48)과 (49)는 발화 수정에서 자신의 내부를 향한 발화를 표면
적으로 드러내 말함으로써 발화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50) 천재들도 그렇지만 쫌 뭐랠까～ 싸이코적인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도
많구 …. <5CM00065>

(50)은 발화에서 이어지는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 혹은 후행하는 발
화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발화인지 점검하면서 시간을 끌 때, 진행되지 않
는 발화의 빈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51) 가. N이래, N이랜다

98) 의사의문 구문의 문법화에 대한 논의는 이성하(201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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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이 뭐냐면

(51가)는 평서형의 인용문에서 출발하여 문법화된 수정 표지이다. (51나)
도 역시 인용문과 관련이 있는데, 인용 형식 ‘-냐+라고 하면’처럼 인용형
에 조건의 연결 어미가 결합되어 형성된 형식이다. 먼저 (51나)의 예문을
(52)에서 먼저 살펴보겠다.

(52) 근까 원래는 어～ 그～ 유씨라고, 제가 간 데는 유씨예요. 유씨가
뭐냐면... 켈리포니아에 주립 대학이 있는데요. <6CM00020>

(52)에서 화자는 자신의 미국 유학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화자가 선행
발화에서 ‘유씨(UC)’에 대해서 이미 언급하였고 그것을 주제화하여, 청자
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N
이 뭐냐면’은 화자가 청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주제화하여 설명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 표지이다.
풀어 말하기를 통해 설명을 덧붙인다는 점에서는 ‘그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정확성 수정보다 적절성 수정에 사용되는 수정 표지이다.
(51가)는 자신의 발화를 다시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53)에서
화자는 단순히 선행 발화의 부분을 인용 형식으로 반복하고 있다. 화자는
인용 반복을 통해 선행 발화에서 자신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을 청
자에게 암시한다.99)

(53) 가. 엄마가, 엄마랜다, 아빠가 집에 계세요.

99) 예문 (53)에서 수정을 위해서 자신의 발화를 인용한 부분인 ‘엄마랜다’와 ‘엄마
래’는 (53ˊ)과 같이 ‘뭐래’로 대치될 수 있다.
(53) 가.
나.
(53ˊ) 가.
나.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엄마가,

엄마랜다, 아빠가 집에 계세요.
엄마래, 아빠가 집에 계세요.
뭐래, 아빠가 집에 계세요.
뭐래, 아빠가 집에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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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엄마가, 엄마래, 아빠가 집에 계세요.

(53)은 결국 아래 (54)의 표현류 수정 표지와 마찬가지로 선행 발화를 취
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54) N 말고, N(이) 아니고, N(이) 아니라
(55) 가. 엄마가, 엄마 말고 아빠가 집에 계세요.100)
나. 엄마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집에 계세요.
다. 엄마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집에 계세요.

(55)에서 통사적인 구조를 이용한 수정 표지는 선행 발화를 명시적으로 취
소하고 취소한 정보 대신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청자에게 암시하
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문법화를 거쳐 수정 표지로 굳어진 표현류 수정 표지들을 살
펴보았다. 이러한 표현류 수정 표지는 단순히 화자가 발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뭐랄까, 뭐더라), 선행 발화에 미진한 부분을 추가
적으로 제공하여 청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N이 뭐냐면).
또 선행 발화의 어느 부분을 취소하겠다는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공표
하면서 발화 수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N이래, N이란다). 이렇게 화자가
명시적으로 취소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은 (55)에서 보았듯이, 일종의 문법
적 연어인 ‘N 말고, N(이) 아니고, N(이) 아니라’에 의해서도 수행되기도
한다.

100) 수정 표지 ‘N 말고’는 ‘아니 N 말고’에서 ‘아니’가 생략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아
래의 예문 (1), (2)에서와 같이 ‘아니’를 삽입하여도 어색하지 않다. ‘아니’를 생략
한 (1나)와 (2나)보다는 오히려 ‘아니’가 생략되지 않은 (1가)와 (2가)가 더 자연
스럽게 느껴진다.
(1) 가.
나.
(2) 가.
나.

나는 요즘 돈이, 아니 돈 말고 시간이 필요해.
나는 요즘 돈이, ∅ 돈 말고 시간이 시간해.
동생이, 아니 동생 말고 언니가 울더라고.
동생이, ∅ 동생 말고 언니가 울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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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이 장에서는 발화 수정에 삽입되는 수정 표지의 특징, 발화 수정 유형
에 따른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과 개별 표지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담화에서 화자의 발화를 청자가 해석해 낼 때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발화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언어적 단서가 있는데 이러한 단서들 중
하나가 수정 표지이다. 수정 표지는 발화의 명제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청자가 화자의 발화에 내재된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도
움을 주는 담화 표지이다.
담화 표지의 담화 구조적 기능 중에서 수정 기능, 담화 표지의 태도적
기능 중에서 망설임 표현 기능과 부연 설명 기능이 수정 표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수정 표지는 담화 구조적 측면에서는 문법적인 오류나 발화 의
도에서 벗어난 발화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태도적 측면
에서는 일종의 주저함을 드러내면서 발화 수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수정 표지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첫째, 문어보다는 구어
담화에서 현저하게 많이 사용된다. 수정 표지가 출현하는 것은 구어 담화
의 비격식성의 결과이며 발화를 계획하는 시간 부족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정 표지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어 표지를 여러 번 중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정 표지의 사용이 수의적, 비의무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수정 표지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표지로서 굳어진 것이므로, 어휘적
의미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수정 표지는 선행 발화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수정의 암시, 내용의 조정을 의미하거나 선행 발화의 취소 및 정교화
를 암시하는 역할을 할 뿐, 발화의 명제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수정 표지는 발화의 다양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화자는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을 결정한 이후 수정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수정 표지를 삽입할 수 있다. 다섯째, 수정 표지는 발화로부터 분리가 가
능하다. 수정 표지가 문장의 기본적인 통사 구조 밖에 존재하여 문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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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어 수정 표지의 사용이 선택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정 유형이 내적 수정이냐 외적 수정이냐에 따라 수정 표지의 사용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내적 수정의 77.2%가 내적 발화를 점검하는 동안
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고, 외적 수정의 47.3%가 산출된 외현 발화를 점
검하는 동안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다. 세종 말뭉치 자료의 내적 수정에
서는 수정 표지가 ‘어, 뭐, 그, 음, 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험 전사 자
료에서는 ‘어, 그, 음, 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자료에서 모두 ‘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어’는 세종 말뭉치 자료에서는 26.4%, 실험 전사에
서는 38.8%를 차지하였다. ‘어’는 가장 무표적인 수정 표지로 알려져 있지
만 압도적인 사용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특히 세종 말뭉치 자료에서
는 ‘어’, ‘뭐’, ‘그’가 비슷한 횟수로 출현하였다. 실험 자료에서는 ‘어’와 ‘그’
가 비슷한 횟수로 출현하였다. 세종 말뭉치 자료의 외적 수정에서는 수정
표지가 ‘그, 어, 뭐, 그까, 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험 전사 자료에서는
‘그, 어, 아니, 음, 그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자료에서 모두 ‘그’가 가
장 많이 출현하였다. 내적 수정에서는 감탄사인 ‘어’의 출현이 30% 가량을
차지하였지만, 외적 수정에서는 ‘그’가 가장 많이 출현하여 세종 말뭉치 자
료에서는 21.8%, 실험 자료에서는 18.7%를 차지하였다.
또 수정하는 오류가 정확성 오류냐 적절성 오류냐에 따라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확성 수정에서는, 세종 말뭉치 자료의 경
우, ‘그, 어, 뭐, 음, 아니’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휘 인출을 하
기 위해 시간을 버는 표현류 수정 표지들도 23회 사용되었다. 실험 자료에
서도 역시 ‘그, 어, 아니’ 순으로 수정 표지의 출현 빈도가 높았고, 표현류
수정 표지도 14회 사용되었다. 적절성 수정에서는, 세종 말뭉치는 ‘그까,
어, 그, 뭐, 아니’ 순으로 많이 쓰였고, 실험 자료에서는 ‘그까, 그’ 순서로
많이 쓰였다. 두 자료 모두에서 ‘그까’가 전체 74개 중에서 26개(28.4%),
또 전체 11개 중에서 7개(63.6%)로 많이 사용되었다. 정확성 오류의 수정
에서는 ‘그’나 감탄사류의 수정 표지, 그리고 표현류 수정 표지가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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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반면 적절성 수정에서는 다른 수정 표지보다 현저하게 ‘그까’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정 표지는 크게 감탄사류 수정 표지, 대명사류 수정 표지, 부사류 수
정 표지, 표현류 수정 표지로 나눌 수 있다. 감탄사류 수정 표지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수정 표지인 ‘어’는 감탄사류
수정 표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전형적인 수정 표지의 역할을 한
다. 전체적인 출현 빈도로 보면 ‘어’는 외적 수정보다는 내적 수정에서 압
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대부분 발화를 이어가기 위한 시간 벌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도 ‘어’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정 표지로 많이 사용된다. 수정 표지
‘음’은 ‘어’와 바꾸어 사용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다. 화자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생각해 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는 전체적인 내
용의 정리라기보다는 단순히 한 문장,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기 위
한 시간을 벌기 위해 삽입되는 경향이 강하다. 사유를 통해 도출하는 주관
적인 평가나 개인적 느낌을 서술할 때, 지금까지 자신이 발화한 내용을 정
리할 때 ‘음’ 쪽이 더 많이 사용된다. 이는 ‘음’이 ‘어’보다는 휴지의 길이가
더 긴 것과도 관련된다. 즉,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보다는 ‘음’
을 삽입하게 되는 것이다.
‘아’는 ‘어’나 ‘음’과 교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음’이나 ‘어’와
는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아’는 지금까지 인출하
지 못했던 어떤 언어 형식을 인출했을 때, 혹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해 인지하고 그것을 화제로 언급하는 경우에 선택된다.
다음으로 대명사류 수정 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정 표지 ‘뭐’는 의
문사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미지’, ‘미정’의 뜻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화자는 수정 표지 ‘뭐’를 통해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발화를 진행
하고 있음을 청자에게 알리고 화자는 담화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
고 노력한다. 수정 표지 ‘뭐’는 사적 장르 내에서 대화보다 독화에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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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는데 이는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 위한 담화 전략
으로 사용하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확성 수정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수정 표지이다. ‘뭐’가 정보
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수정 표지라면, ‘그’는 말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메시
지는 이미 계획하였지만 그 개념에 맞는 단어나 어떤 어휘를 탐색하는 과
정에서 삽입되는 수정 표지이다. 자신이 발화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으
나, 그 메시지에 맞게 어휘를 탐색해 내지 못하면 수정 표지 ‘그’를 삽입하
였다. 때로는 ‘그’의 삽입을 통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화제의
도입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화제로 전환할 때 ‘그’가 출현하였다.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는 발화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하거나 계획했던
발화를 시작하는 부분이므로 화자의 주의력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한 경우
화자는 수정 표지 ‘그’를 삽입함으로써, 머뭇거리면서 발화 계획을 다시 점
검하고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를 준비해 나가게 된다.
부사류 수정 표지인 ‘그러니까’와 ‘아니’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
선, 접속 부사 ‘그러니까’의 축약형인 ‘그까, 근까’는 발화 수정에서 화자가
산출한 선행 발화와 관련을 맺으면서 의미를 보충하거나 더 정교화할 때
사용하는 수정 표지이다. ‘그까, 근까’는 의미를 구체화거나 추가적인 정보,
배경 지식이나 이유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발화 의도가 청자에게 잘 전달
되도록 돕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정 표지 ‘아니’는 선행 발화를 취소하고 새로운 내용을 덧
붙이는 기능을 한다. 수정 표지 ‘아니’는 화자가 자신의 앞선 발화에서 제
공된 정보를 취소하고 그것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아니’는 문장
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부분부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발
화를 이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표지로, 신속한 발화의 진행을 보조하
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법화를 거쳐 수정 표지로 굳어진 표현류 수정 표지들을
살펴보았다. 표현류 수정 표지들은 내적 발화 수정과 외적 발화 수정에 모
두 사용되었다. ‘그게 뭐지?, 그게 뭐랄까?’ 등의 표현류 수정 표지들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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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능은 없고 담화 전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의
사의문 구문이다. 발화에서 이어지는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 혹은
후행하는 발화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발화인지 점검하면서 시간을 끌 때
진행되지 않는 발화의 빈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표현류 수
정 표지는 단순히 화자가 발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뭐
랄까, 뭐더라), 선행 발화에 미진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N이 뭐냐면). 또 선행 발화의 어느 부
분을 취소하겠다는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공표하면서 발화 수정을 시작
할 수도 있다(N이래, N이란다). 이렇게 화자가 명시적으로 취소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은 일종의 문법적 연어인 ‘N 말고, N(이) 아니고, N(이) 아
니라’에 의해서 수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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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화 수정과 대체 표현

4.1. 발화의 오류 탐지와 수정
4.1.1. 수정하는 오류와 무시하는 오류
화자가 하나의 언어 표현을 구어로 산출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사
소통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청자의 반응을 점검하고 확인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산출해 낸 언어 표현을 통하여 청자가 자신의 발
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최종적으로 의사소통
행위가 완결되는 것이다.
만일 이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면 화자는 다시 그런 내
용들을 고쳐 나가는 작업을 이어가게 된다. 이때 화자는 자신의 발화 오
류를 완벽하게 수정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모어 화자는 자신의
모든 발화에 대해 점검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던
Levelt(1983, 1989)에 따르면, 발화자에게는 자신의 발화가 정확히 이루어
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감시 장치 장치가 있으며, 이 점검 장치를 통
해 외적으로 표출된 결과물에 대한 감각적 피드백뿐만 아니라 내적 발화
와 발화 계획에 대한 피드백도 이루어진다.101)
실제로는 발화 오류가 수정되지 않고 발화에 그대로 남아 있는 예들도
종종 목격된다. Nooteboom(1980)에서는 Meringer(1908)의 모어 화자의 말
하기 오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발음 오류의 75%가 수정되었고,
101) 지각 순환회로 이론(perceptual loop theory)에 따르면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
단계와 내적 발화 단계에서는 내부 지각 회로(internal loop)에 의해서 검증이 되
고, 조음 기관을 통해 외현적으로 산출된 발화는 외부 지각 회로(external loop)
에 의해 검증되어, 우리가 계획하거나 산출하는 발화는 두 회로를 통해 이중 점
검이 된다고 설명한다(Levelt 198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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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오류의 53%가 수정되었다. 다시 말해, 발음 오류의 25%, 어휘 오류
의 47%가 화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채 남겨진 것이다. Levelt(198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보고가 있다. ‘색채 패턴 설명하기 과제’에서 색깔의 이
름을 정확히 언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색깔 이름 오
류의 472개 중 218개만이 화자에 의해 수정되었다.102) 이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점검할 수 있지만 모든 발화 오류를 수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1) 가. 두 달 동안에, 두 달 동안 중비를 했거든. <8CM00034>
나. 내 차맏기수 그니까 나보다 하나 위 하나 위, 아니, 근까, 뒤 개
위, 고참이 나를 밤에 새벽에 깨웠어. <8CM00005>
다. 외다리 병정은 정신을 차리 루가 있었어요. <4CM00098>
라. 아～ 국내 최초 유일의 생쌀 발효 요법으로 빚은 좋은 술이라고
합니다. 생싼을 어떻게 발효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들
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뭐. <5CM00056>
(2)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위선은
아닌데 위선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가진 자들이 부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정확하게 딱 용어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
었어요. <5CM00057>

(2)와 같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언어화하지 못하는 ‘메시지 포
기’를 오류의 범주에서 제외하더라도 화자들은 (1)처럼 명백한 오류에 대
해서 수정하지 않고 지나치기도 한다. (1가, 나)는 보존(perseverations)에
의한 오류로 보인다. (1가)는 선행 발화 ‘동안’의 받침 ‘ㅇ’의 영향을 받아
‘준비’를 ‘중비’로 발음한 예이다. (1나)는 선행 발화 ‘위’의 영향을 받아
‘두’를 ‘뒤’로 발음한 예이다. 발음과 관련된 오류는 (1다, 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각각 ‘차릴 수가’와 ‘생쌀’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오류는
102) Levelt(1983)의 색채 패턴 설명하기 실험에서 전체 2,809개의 오류가 있었고,
이중에 색깔의 이름을 잘못 말한 오류는 472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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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수정하지 않고 지나친 오류들이다.
화자가 이렇게 오류를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의사소통 시
간과 화자의 주의력에 기인한다. 구어의 의사소통은 문어에 비해 시간의
압박감(time pressure)이 더 들어가 있는 활동이다. 실시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는 모든 발화에 동일한 주의력을 기울일 수 없게 된다. 즉,
화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발화를 점검함과 동시에 새로운 발화를 산출해
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발화의 산출과 발화의 점검이 병렬적으로 동시
에 일어나기 때문에 발화 산출을 포기하고 산출된 발화의 모니터링에 온
전히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것이다. 담화에서 맥락은 화자가 오류를 탐
지해 적절하게 수정할지 혹은 오류를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화자는 지금 진행되는 담화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우선
적으로 처리하려는 전략을 세울 것이다.
본 연구의 실험(색채 패턴 설명하기 과제, 방 묘사하기 과제)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서 발화 오류에 대한 수정이 1,221개 일어났고, 73개의 오류
(발음 오류 48개, 어휘 오류 25개, 조사 및 어미 오류 0개)는 화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고 무시되었다. 수정되지 않은 오류는 전체 오류의 6% 정도를
차지하였다.103) 그러한 오류 중에서는 (3)과 같이 화자의 부주의로 인해
자기 점검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3) 가. 그리고 파란색(√초록색) 동그라미 옆에는 검정색 동그라미를
그려야 합니다.
나. 라운드 테이블 왼쪽(√오른쪽) 바닥에 작은 꽃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103) 사투리 화자로서 습관적으로 전체 발화에서 ‘그리고’를 ‘그래고’로 지속적으로
발음하거나 연결어미 ‘하고’를 ‘해고’로 발음하는 경우는 수정되지 않은 오류(무시
된 오류)로 보지 않았다. 또한 언어문화적인 관습에 의한 발화도 오류로 보지 않
는다. 즉, 신호등의 ‘초록불’을 ‘파란불’이라 하는 것은 오류라기보다는 언어문화
공동체의 색채 체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이것이 언어로 관습화된 것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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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방의 정중앙 정면에는 소파가 있고, 소파 앞(√뒤)에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실험 전사>

(3)은 어휘 오류로, 화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은 것이다. (3가)에서 ‘초록색’
이라고 해야 하나 ‘파란색’으로 발화하였고, (3나)에서는 ‘오른쪽’으로 발화
해야 하나 ‘왼쪽’으로 발화하였다. (3다)에서는 ‘뒤’라고 발화해야 하나, 화
자는 ‘앞’으로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험에서 색채의 이름과 방에
서의 사물의 위치 등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과제의 핵심임에도 화자들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어휘 오류들은 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
시 수정되어야만 하는 오류들이다. 이러한 오류들이 수정되지 않은 이유는
화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104) 화자가 다음 발화를 계
획하는 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수록 현재 자신의 발화에 대한 점검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4) 가. 초록색 동그라미에 오른쪽으로 선을 긋고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리고 초로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나. 갈색의 동그라미에서 한 칸 가서 좌측으로 선을 긋습니다. 또
한 콴 좌측으로 가서 분홍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다. 오렌지색의 동그라미에서 직진을 하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104) 무지에 의해 발생된 발화 오류가 수정되지 않을 때도 있다. 일상에서 ‘비견한
예로 …가 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주위에
서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알기 쉽고 실생활에 가까운 예’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견(比肩, 서로 견줌)’이 아닌 ‘비근(卑近)’이 적절하다. 따라서 ‘비근한 예로 …
가 있다’로 써야 바르다. 이러한 예는 무지에 의해 발화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경
우이다. 이를 Krashen(1982)의 모니터 가설(monitor hypothesis)과 관련지어 생각
해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수정(self correction)하기 위해서는 목표
어의 규칙을 알고 있고, 반추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학습자가 수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도 모니터가 활성화되
려면 문법 규칙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기
(self-correction, self-repair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의 수정임) 위해서는 모어
에 대한 충분한 규칙을 알고 있어야, 그것이 감시 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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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노란색 동그라무에서 다시 우측으로 가면 분홍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실험 전사>

(4)는 수정되지 않은 발음 오류이다. 이렇게 수정되지 않은 오류 73개 중
48개, 즉 66%가 발음 오류이다. 발음 오류의 경우 화자가 해당 단어를 담
화에 처음 도입한 경우는 대부분이 수정이 되지만 (4)에서와 같이 선행 발
화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된 단어에 발음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되
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화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고 무시된 발음 오류 48
개 중 40개가 모두 이러하였다. 그 단어가 이미 담화 상황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화자는 청자가 발화를 해석할 때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오류의 수정에 바탕이 되는 것은 담화 상황 속에서
청자에게 의미 해석상 얼마나 혼란을 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는 영어의 강세 오류에 대한 수정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
다. Culter(1983)은 강세 오류 중에서 50%가 화자에 의해서 수정되었고,
강세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수정이 일어나는 경향이 강했다. 또
한 Culter & Clifton(1984)의 연구에서도 잠재적으로 혼란을 유발할 수 있
는 강세 오류들 중의 65%가 수정되었고, 강세가 잘못 되더라도 의미상 혼
란을 유발하지 않는 오류는 23%만이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record’는 품
사에 따라 ‘[rikɔ́ːrd]’(동사)와 ‘[rékɔːd]’(명사)로 발음되는데 만약 동사를
사용할 자리에 [rékɔːd]로 오류를 산출하게 되면 이러한 오류는 의미에
관여하기 때문에 [rikɔ́ːrd]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두 연구(Culter 1983, Culter & Clifton 1984)는 결국 화자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정확한 언어 표현(발음, 어휘, 문법)의 사용보다는 문맥
상의 의미적 관계에 더 초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화용론적 가설
pragmatic hypothesis, Lies & Purcell 1987).105) 화자가 발화를 산출하는
105) Lies & Purcell(1987)에서는 나아가 의미적으로 일관된 담화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결속 표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화자가 경우에 따라서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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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화자는 일관된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서 문장 간의 의미 관련성, 사건
의 논리성 등에 더 초점을 두어 발화하는 것이다.

4.1.2. 수정 개시와 발화 중단
화자는 계획한 발화를 산출해 나갈 때 담화 맥락에 비추어 무리가 없는
오류는 무시하기도 하지만 청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발화 산출을 중단하고 오류 수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오류로 생각되는 문제의 발화
에 직면하였을 때 즉시 멈추고 적절한 발화로 고쳐 놓는 것이 전체 발화
의

진행상

도움이

될

수도

있다(‘즉시

발화

중단’,

immediately

interruption). 또 어떤 경우에는 발화 오류를 즉각 수정하지 않고 계속해
서 진행 중인 발화를 진행해 가다가 이후 어떤 지점에서 발화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이 전체 담화에 도움이 될 때도 있다(‘지연 발화 중단’,
delayed interruption). 이렇게 화자는 ‘즉시 발화 중단’과 ‘지연 발화 중단’
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106)
화자는 이미 시작된 발화가 오류임을 인식하고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진행 중인 발화를 중단하려고 할 것이다. ‘시작’이라는 어휘를 ‘출발’로 수
정하고자 할 때 (5)와 같이 다섯 가지의 ‘발화 중단 지점(IP)’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자는 발화 오류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진행 중이던 발화를
멈출 때, ‘즉시 발화 중단’과 ‘지연 발화 중단’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할까?

(5) 가. 자, 시, (IP)107) 출발은 초록 동그라미입니다.
나. 자, 시작, (IP) 출발은 초록 동그라미입니다.

106) Levelt(1989:478)에서는 발화 중단의 주요 규칙(main interruption rule)으로 즉시
중단을 들고 있다. 즉 어떠한 문제를 탐지하면 즉시 발화의 흐름을 중단하는 것을
발화 중단의 주요 규칙으로 보고, 지연 중단은 부차적 규칙으로 본다.
107) IP는 ‘interruption point’, 발화 중단 지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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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 시작은, (IP) 출발은 초록 동그라미입니다.
라. 자, 시작은 초록, (IP) 출발은 초록 동그라미입니다.
마. 자, 시작은 초록 동그라미, (IP) 출발은 초록 동그라미입니다.

진행되는 발화의 중단은 곧 있을 발화 오류의 수정을 의미한다.
Levelt(1983, 1989)에서는 색채 패턴의 실험을 통해 얻어진 자료(외적 수
정)를 대상으로 오류 발화와 발화 중단 지점의 경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
이 언급하였다.

(6) We can go straight on to the ye‐, to the orange node.
(7) Straight on to green — to red.
(8) And from green left to the pink — er from blue left to the pink.
(Levelt 1983)

Levelt(1983, 1989)에서는 18%가 (6)과 같이 오류로 판단된 단어가 끝나기
전에, 단어 내부에서 발화 중단이 일어났다. 그리고 외적 수정의 51%가
(7)과 같이 발화 오류일지라도 발화 중인 단어가 완전히 발화되는, 발화가
완료되는 지점에서 중단이 발생하였고 발화 오류 바로 뒤에서 발화를 중
단하였다. 나머지 31%는 (8)과 같이 한 음절 이상 뒤에서 발화가 중단되
는 지연된 발화 중단이 차지하였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 오류를 감지하였
을 때 오류의 70% 정도는 최대한 오류와 가까운 지점에서 발화를 중단하
고 오류를 적절하게 수정하려고 하였다. 반면 오류의 30% 정도는 오류의
발생 지점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에 도달해서 발화 수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368개의 외적 수정에 대해서 발화
중단 지점을 조사해 보았다. (9)-(11)은 실험에서 얻은 문장으로, 각 문장
들은 발화 오류와 발화 중단 지점의 차이를 보여 준다. (9)는 ‘침대’라는
오류 단어 내부에서 발화 중단이 일어났고, (10)은 오류 단어인 ‘분홍’을
발화한 직후 발화 중단이 일어났다. (11)에서는 발화 오류를 지나쳐 4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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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난 지점에서 진행되던 발화가 비로소 중단되었다.

(9) 왼쪽에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 앞에는 침, (IP) 쇼파가 있고 ….
(10) 분홍, (IP) 빨간 동그라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노란 동그라미가 있고
….
(11) 노랑쌩 동그라미, (IP) 아, 뭐래? 노란색 동그라미에서 위쪽으로 한 칸
선을 그어서 올라가면 ….
<실험 전사>

[그림 4-1]에서 보듯이, 단어 내부에서 발화 중단이 일어난 경우는 전체
의 29.8%(108개)를 차지했고 해당 발화 오류가 완결된 지점, 즉, 해당 오
류가 완결되자마자 발화를 중단하는 경우가 56.8%(209개)를 차지했다. 그
리고 한 음절 이상 지연이 나타나는 경우가 전체의 13.8%(50개)를 차지했
다. 지연 중단의 경우에 발화 오류에서 멀어질수록 발화 중단율은 현저히
떨어졌다.108)

108) Levelt(1983)에서는 지연 중단은 오류 탐지의 지연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
다. 그러나 발화의 지연 중단이 오류 탐지의 지연을 의미하는지, 오류의 수정 개
시 결정의 지연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11)의 경우 화자는 오류
탐지는 하였으나, 담화 상황 속에서 ‘노란색’이 이미 언급된 단어이기 때문에 의
사소통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발화 오류에 대해 수정을 결정하지 못하
고 망설였을지도 모른다. 이는 오류 탐지가 곧 수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지연 중단은 탐지의 지연과도 관련되지마는 발화 오류의 수정 개시
혹은 수정 결정의 지연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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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발화 오류 뒤 발화 중단 지점

한국어의 발화 수정에서도 영어의 발화 수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발화 중
단의 주요한 규칙은 발화 오류 내부 혹은 바로 뒤에서의 즉시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오류를 지나쳐 발화가 진행된다고 하여, 중단이 무질서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12)-(14)와 같이 오류가 탐지되고도 지연 중단이 일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현재 진행 중인 발화를 완결 지으려는 경향을 보였
다.

(12) 이 동그라미에 남색을, (IP) 파란색을 칠합니다.
(13) 책상 위에는 편지 같은 게 (IP) 아니 A4 종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14) 왼쪽 하단에는 (IP) 어, 오른쪽 하단에는 꽃병과 책상이 있는데 ….
<실험 전사>

(12)-(14)는 발화의 지연 중단과 관련된 예들이다. 화자는 현재 발화하고
있는 구나 절과 같은 언어 단위에 대한 발화를 완결하려는 경향성을 보인
다. (12)에서는 굳이 조사까지 발화하지 않고 ‘남색’까지만 발화하고 중단
하여도 되고, (13)에서도 ‘편지 같-’ 정도에서 발화를 중단하는 것도 가능
하다. 또한 (14)의 경우에도 ‘왼쪽’ 혹은 ‘왼쪽 하단’과 같은 임의의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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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되는 발화를 중단하여도 된다. 그러나 화자는 의미 없는 지점에서
발화를 중단하기보다는 발화하고 있는 지금의 언어 단위를 완결하여 발화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발화 오류로부터 멀어질수록 이러한 경향성은 강해
진다. 발화 오류로부터 3음절 떨어져 지연 중단된 발화 및 4음절 떨어져
지연 중단된 발화 모두에서 발화를 중단할 때 구 혹은 절 경계를 준수하
였다.109)

4.1.3. 수정 유형과 발화 중단의 상관성
화자들은 발화 도중에 단어의 통합성을 준수하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발
화를 중단하여 단어의 통합성을 준수하지 않기도 한다. 화자는 발화 오류
중 단어 오류를 처리할 때에도 어떤 경우에는 단어의 내부에서 발화를 중
단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어 외부에서 발화를 중단하기도 한다.

(15) 스탠드의 다리는 스탠, 아니, 아니, 소파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16) 서쪽으로는 소파가 있고, 동쪽으로는 TV 단스, 어～ TV 받침대 같은
테이블이 있습니다.
(17) 테이블은 무난하게 생긴 정사각형의 테이블이고, 인제, 부각에 의해서
약간 마름모꼴로, 마름모로 보입니다.
<실험 전사>

(15)에서 화자는 ‘스탠드’의 다리가 ‘소파’에 가려져 있다고 발화하려고 했
지만 ‘소파’ 대신에 앞서 발화한 ‘스탠드’를 반복하여 발화하였다. 이는 명
백한 오류로, 화자는 오류가 완결되기 전에 단어 내부에서 오류 발화를 중
단해 버렸다. 반면 (16)의 경우는 ‘단스(たんす)’가 규범에 맞는 단어는 아

109) 발화가 지연될수록 구 경계를 준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지, 화자가 구
경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류 탐지나 오류 수정을 늦춘다는 의미는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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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110) 그렇더라도 이 단어가 화자의 발화 의도를 전달하는 데에 어떠
한 문제나 장애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방 묘사 과제를 녹음하여
다른 사람이 듣고 그림을 그리는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실험 참여자들에
게 말해 두었기 때문에 화자는 외래어가 아닌 순화된 고유어인 ‘받침대’로
수정하였다. 이때 화자는 단어 내부가 아니라 단어의 발화가 완결된 지점
에서 바로 발화를 중단하였다. (17)은 화자가 테이블을 묘사하면서 ‘정사각
형’으로 묘사하였는데, 이것을 다시 마름모꼴 모양이라고 수정하고 있다.
(17)은 명백한 문법적인 오류로 볼 수 없으며, 화자가 자신의 발화 의도에
맞게 메시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다시 재구조화하여 발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의 발화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의미를 더 정교화
하기 위해 수정된 발화인 대체 표현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화자는
선행 발화가 완결된 이후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발화의 지연 중단이 일어나게 된다.

[표 4-1] 정확성 수정의 발화 중단 양상
즉시 발화 중단
지연 발화

발화 오류

발화 오류

내에서 발화

바로 뒤에서

중단

발화 중단

발음 오류

30

11

1

42

어휘 오류

69

160

50

279

문법 오류

9

6

0

15

중단

합계

110) 일본어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에서는 ‘단스’ 대신 순화한 용어로 ‘옷장’, ‘장롱’을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 121 -

[그림 4-2] 정확성 수정의 발화 중단 양상

[표 4-1]과 [그림 4-2]와 같이, 발음 오류 42개 중 30개(71.4%)가 단어 내
부에서 발화가 중단되었고, 어휘 오류 279개 중의 69개(24.7%)가 단어 내
부에서 발화가 중단되었다. 조사와 어미 수정과 관련된 문법 오류 15개 중
9개(60%)가 단어 내부에서 발화가 중단되었다. 발음과 문법 요소의 오류
일수록 단어 내부에서 차단되는 횟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휘는
단어 내부에서 발화가 중단되는 경우보다는 해당 단어를 발화한 직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4.2. 발화 수정과 대체 표현
4.2.1.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서 오류를 탐지하고 발화를 중단하면 적당한 대체
표현을 찾아 오류 부분을 수정해 나가게 된다. 화자는 오류를 어디서부터
수정해야 할지 결정한다. 오류 부분만 수정할지, 혹은 오류 이전 부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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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지, 혹은 지금까지의 통사 구조와 어휘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발화자가 오류를 수정하는 범위에 따라 ‘제자리 수정(instant repairs)’,
‘회귀적 수정(anticipatory retracings)’111), ‘새롭게 시작하기(fresh starts)’
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Levelt 1983, 1989).

(18) Again left to the same blanc crossing point — white crossing
point.
(19) And left to the purple crossing point — to the red crossing point.
(20) From yellow down to brown — no — that's red.
(Levelt 1983, 1989)

(18)은 ‘제자리 수정’의 예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 ‘blanc’만을 정확히
‘white’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19)는 ‘회귀적 수정’의 예로, 문제가 되는 부
분인 ‘purple’을 포함하여 수정 범위를 오류 이전의 어떤 지점까지 포함하
여 수정하는 방식이다. (20)은 ‘새롭게 시작하기’의 예로, 화자가 문제가 되
는 발화 오류 부분을 찾아 해당 부분만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원래 통
사 구조를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여 선행 발화의 의미를 정교화하려고 한
다.

(21) 가. 표,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5CM00060>
나. 짜증나는 육 주의 생활을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
<8CM00005>
다. 거기서 나오는 탐 크루즈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 차에 태우는데 ….
<5CM00063>

111) ‘anticipatory retracings’은 ‘예기적 복귀’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류 부분만 정확히 수정하는 것을 ‘제자리 수정’으로 번역하였으므로 오류
부분보다 더 앞선 지점부터 수정하기 때문에 ‘회귀적 수정’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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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은 대체 표현의 첫 번째 방식인 ‘제자리 수정’의 예이다. (21)에서 화자
가 자신의 발화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을 살피면서 정확한 단어나 문
법 요소로 대체하고 있다. (21가)에서는 ‘표’를 ‘자리’로 수정하고 있고, (21
나)에서는 ‘생활’을 ‘훈련’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때 지연 중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 ‘생활’로 되돌아가 ‘생활’을 ‘훈련’으로 수정하고 지연
된 부분인 ‘마치고’도 다시 발화하고 있다. (21다)는 문제가 되는 조사 ‘를’
만을 ‘하고’로 대체하여 수정하고 있다. 문법 요소의 발화 수정은 조사의
경우 (21다)와 같이 제자리 수정이 가능하지만, 자립성이 약한 어미의 경
우에는 회귀적 수정이 주를 이룬다.

(22) 가. 거기 잘 먹여서, 잘 키워서 나중에 어미 젖소가 돼서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
<8CM00054>
나. 음～ 팝폴더를 썼, 팝폴더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처음에는
나누미란 프로그램, 공유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5CM00056>
다. 그 오빠는 그런, 그 오빠는 그렇지 않아서 좋구.
<5CM00053>

(22)는 두 번째 방식인 ‘회귀적 수정’의 예로,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서 수
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더 앞으로 돌아가 수정을 하는 경우들이
다. (22가)에서는 부사어까지 포함하여 수정하고 있고 (22나)는 목적어까
지 포함하여 다시 수정하고 있다. (22다)도 역시 주어까지 포함하여 회귀
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수정해야 할 오류가 의존성이 강한 언어 단위일 때 ‘제자리 수정’보다는
‘회귀적 수정’이 더 빈번히 일어난다. 단위 명사(단위성 의존 명사)나 어미,
보조 용언은 의존성이 강한 언어 단위이다. 이처럼 의존성이 강한 언어 단
위를 수정할 경우에는 (23)과 같이 ‘회귀적 수정’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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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 똑같이 생겨서 그냥 다른 애한테 백 원을, 백 엔을 줘 버린 거야.
<8CM00034>
나. 그래 갖구 그 아기 돼지는 큰, 제일 큰 아기 돼지는 너무너무
무서웠는, 무서웠습니다. <4CM00097>
다. 거기 있던 식당 아줌마가 여기는 군대 가는 사람 아무도 없나 봐,
없나 벼. <8CM00005>

(23)에서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23가)는 단위 명사, (23나)는
어미, (23다)는 보조 용언을 회귀적 방식으로 수정한 예이다.

(24) 가. 그냥 이케 [이기적인 생각이] 그까:: 본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안 된다고. <5CM00063>
나. 근데 [이틀 딱 먹], 그니까 처음에는 미숫가루를 사다가 콩국수를
만들어 봤는데 맛이 없는 거야.

<8CM00054>

(24)는 세 번째 방식인 ‘새롭게 시작하기’의 예들이다. ‘새롭게 시작하기’는
문제가 되는 오류 부분만을 살펴 그 부분만을 대체하지도 않고, 오류 부분
보다 더 앞쪽으로 돌아가서 수정하지도 않는다. ‘새롭게 시작하기’는 화자
가 이미 발화한 언어 자원(통사 구조 혹은 어휘)을 활용하지 않고 새롭게
메시지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선행 발화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으로 볼 수
있다. (24가)에서는 ‘이기적인 생각이’로 문장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발화
의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자신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만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전에 시작한 통사 구조를 버리고 새로
운 구조로 시작하고 있다. (24나)에서도 ‘이틀 딱 먹’으로 시작하였지만 화
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이고자 새로운 통사 구조로 발화를 다시 시작
하고 있다. 정확성 오류(발음, 어휘, 문법 요소의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적절성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하기’의 방식으로
대체 표현을 수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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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수정 내용과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와의 상관성
우리는 2장에서 정확성 수정과 적절성 수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확성
오류는 발음, 어휘, 문법 요소의 오류로서 청자에 의해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반면 적절성 오류는 청자에 의해서 명백한 오류로 감지되지는 않
지만, 화자의 판단에 의해 오류로 감지된다. 적절성을 오류로 감지하고 수
정하려는 이유는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의 의도, 사회적 기준과 청자의 이
해 수준에 맞추어 조절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두 유형과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는 Levelt(1989)에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지적되었
다. 그는 정확성 오류를 수정할 때는 제자리 수정(51%)과 회귀적 수정
(41%)이 선호되는 방식이며, 새롭게 시작하기는 8%로 나타나 비교적 선
호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적절성 수정에서는 새롭게 시작
하기가 44%로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며 그 다음으로 제자리 수정(30%),
회귀적 수정(25%)의 순으로 선호된다고 보고하였다.
말뭉치 자료와 실험 전사 자료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표
4-2], [표 4-3]과 같이 오류의 내용에 따른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를 정리
해 보았다.

[표 4-2] 오류 내용에 따른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1 (실험 전사 자료)
대체 표현 방식
수정 내용

제자리 수정 회귀적 수정

새롭게
시작하기

정확성 수정

58.9%

39.9%

1.2%

(N=336개)

(198개)

(134개)

(4개)

적절성 수정

3.1%

9.4%

87.5%

(N=32개)

(1개)

(3개)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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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오류 내용에 따른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2 (세종 말뭉치 자료)
대체 표현 방식
수정 내용

제자리 수정 회귀적 수정

새롭게
시작하기

정확성 수정

71.6%

27%

1.4%

(N=510개)

(365개)

(138개)

(7개)

적절성 수정

34.7%

18.1%

47.2%

(N=193개)

(67개)

(35개)

(91개)

[표 4-2]는 전사 자료에서의 수정 내용에 따른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정확성 수정에서는 ‘제자리 수정(58.9%)>회귀적 수정
(39.9%)>새롭게 시작하기(1.2%)’의 순서로 선호되는 반면에 적절성 수정
에서는 ‘새롭게 시작하기(87.5%)>회귀적 수정(9.4%)>제자리 수정(3.1)’ 순
으로 선호되었다. [표 4-3]은 세종 말뭉치 자료에서의 수정 내용에 따른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정확성 수정에서는 ‘제자리 수정
(71.6%)>회귀적 수정(27%)>새롭게 시작하기(1.4%)’ 순으로 선호되었다.
[표 4-2]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시작하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적절성 수정에서는 ‘새롭게 시작하기(47.2%)>제자리 수정
(34.7%)>회귀적 수정(18.1%)’의 순서로 선호되었다.
화자들이 자신의 발화를 어디까지 수정할지 그 범위를 결정할 때 정확
성 수정과 적절성 수정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4-2]와 [표 4-3]을 종합해
보면, 정확성 오류를 수정할 때에는 ‘제자리 수정’을 가장 선호하였고 ‘새
롭게 시작하기’ 방식은 선호되지 않았다. 적절성 오류를 수정할 때에는 ‘새
롭게 시작하기’ 방식이 가장 선호되었다.
화자는 정확성 오류를 수정할 때는 보수적인 수정을 실시하였다. 정확성
오류인 경우에는 자신이 오류로 탐지한 부분만을 되도록 빠르고 바르게
바로잡아 놓으려 한다. 반면 적절성 오류의 경우에는 이미 산출한 발화 내
용에 대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혹은 좀 더 명확한 방식으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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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선행 발화의 내용을 상세화하거나 구체화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4.3. 발화 수정과 청자를 위한 해석 장치
발화 수정 과정에서 화자는 물론 청자도 정보 처리의 어려움을 겪게 된
다. 발화 수정은 화자에게는 자신의 발화 오류를 점검하거나 수정을 하는
과정이다. 반면 청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화자로부터 수신받은 메시지를 부
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생긴다. 발화가 진행되는 동안
청자는 그 발화의 어휘와 구조를 분석하여 구나 절 단위로 발화의 의미
및 화용적인 의미를 처리해 나간다. 이러한 의미 처리의 과정 도중에 화자
로부터 전달받은 새로운 정보를 이미 진행된 의미 해석에 어떻게 포함시
킬 것인가가 청자에게는 큰 문제로 대두된다.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기 위해서 진행되던 발화를 중단하고 메시
지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청자는 어떻게 수정의 범위를 결정하고 반영하게
되는 것일까? 발화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데, 화자는 비유창성을 통해 자
신이 발화 오류를 수정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지만 청자는 어떻게 해석
조정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일까? 청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해석
을 유지하면서 일순간에 화자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도중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일까?
만약 리본으로 선물을 포장하다가, 그 리본이 선물 포장 도중에 끊어졌
다고 가정해 보자. 이 끊어진 리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끊어진 끝 부분과 끝 부분을 맞대고 바로 연
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끊어진 부분보다 더 앞으로 가서
두 리본을 서로 겹치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끊어진 리본은 버리고 새로운 리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화자가 오류를 처리할 때도, 이 리본의 처리와 유사한 듯 보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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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의 문제, 즉 언어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화자는 청자에
게 단서를 제공한다. 청자는 이 단서에 기대어 화자로부터 전달되는 대체
표현을 기존의 의미 해석에 포함시켜 새롭게 해석해 나가게 된다.
청자를 위해서 화자가 해석의 단서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25)와 같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그 부
분의 오류만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6)와 같이 해당 문제의
앞부분으로 되돌아가 오류를 처리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27)과
같이 앞선 발화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문장을 처음
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25) 분홍, 빨간 동그라미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노란 동그라미가 있고 ….
(26) 노란색 원에서, 노란색 동그라미에서 오른쪽 옆으로 선을 긋습니다.
(27) 다시 초록색 동그라미로 돌아갑니다. 그까 처음에 출발했던 주황색
동그라미 바로 위에 있는 그 초록색 동그라미로 돌아갑니다.
<실험 전사>

(25)에서 화자는 색깔을 언급할 때 ‘분홍’색이 아닌 ‘빨간’색을 언급해야 하
는데, ‘분홍’으로 발화하였다. 화자는 자신의 발화 오류를 감지하고 즉시
오류 부분만을 정확한 어휘인 ‘빨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26)에서 이 화자
는 이전 발화에서 지속적으로 ‘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동그라미’라는 단어
를 사용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 발화에 비추어 발화의 일관성
이 부족하다. 이러한 일관성 부족이 청자의 의미 해석에 방해가 된다고 판
단하였을 것이다. 이에 화자는 ‘원’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오류로 감지하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때 오류 부분보다 더 앞선 지점인 ‘노란색’부터 수정
을 시도하고 있다. (27)에서는 앞선 발화가 청자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없
다고 판단하여 선행 발화의 전체 의미를 후행 발화에서 다시 조절하고 있
다. 이때 대체 표현에 해당하는 후행 발화는 선행 발화의 통사 구조를 그대
로 유지하지 않고 선행 발화에서 사용된 어휘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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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수정은 청자의 입장에서 의미 해석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유발
할 수 있다. 화자가 ‘제자리 수정’을 하였을 경우, 청자는 선행 성분을 삭
제하고 제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의미 조정을 해 나가야 한다. 화자가 ‘회귀
적 수정’을 하였을 경우, 청자는 오류의 앞선 시점까지 되돌아가 의미 조
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의미 조정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청자가 단서를 이
용해 의미 해석 지점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화자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통한 수정을 하였을 경우, 이전의 해석과 관련을 맺기가 힘들다. 다행히
청자는 어디서부터 기존 해석을 수정해 나가야 하는지 화자로부터 주요한
단서를 제공받는다. 해석의 단서로서 제공되는 두 가지의 규칙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4.3.1. 동일 단어 규칙
화자가 자신의 발화 오류를 수정해 나갈 때, 청자는 어떠한 단서를 이용
해서 수정된 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는 것일까? 대화는 화자와 청자와의 상
호 작용임을 생각해 볼 때,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발화 의미를 자신이 의
도한 대로 해석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수정된 발화가
자신의 의도대로 해석될 수 있도록 청자에게 통사적 단서를 제공하려 한
다.

Levelt(1989)에서는

word-identity

이러한 통사적

convention)과

‘동일

단서를

범주

‘동일

규칙’(the

단어 규칙’(the
category-identity

convention)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선 ‘동일 단어 규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Levelt(1989)에서는 (28)
과 같이 ‘동일 단어 규칙’을 정의하였다.

(28) 동일 단어 규칙(Levelt 1989:493)
대체 표현의 첫 번째 단어가 선행 발화의 W와 같다면, 대체 표현
의 의미 해석은 W에서부터 시작한다. 단, 선행 발화에서 하나 이상
의 W가 존재한다면 대체 표현과 가장 가까운 W가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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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동일 단어 규칙’에 따라 청자는 대체 표현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
를 단서로 하여, 선행 발화 중에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존재하는지
살핀다. 만약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서부터 새롭게 의미를 해석해 나가게
된다.

(29) Right to yellow er to white.

(29)에서 발화 오류는 ‘yellow’이고 이 발화 오류에 대한 대체 표현은 ‘to
white’이다. 대체 표현의 첫 번째 단어인 ‘to’를 단서로 삼아, 선행 발화의
‘to yellow’ 부분의 ‘to’까지 거슬러 올라가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의미 해석
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화자가 의도한 ‘right to white’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30) 가. 화장대에는 글씨가, 화장대에는 낙서가 심하게 되어 있고 ….
<실험 전사>
나. 일반 백세주는 삼백칠십오 리터가 들어가 아～ 오 미리리터가
들어가고 역시 알코올 지수가 십삼도, 맛은 그냥 막걸리랑 쫌
비슷합니다. <5CM00056>
다.

어～ 근데 인삼주가, 인삼주는 더덕술처럼 이렇게 소주 같은
거에다 담근 게 아니라, 인삼 엑기스를 뽑아서 <5CM00056>

라. 이러면서 짚을 가지고 와서 단 몇 몇 몇 시간 만에 자기의 집을
만들어, 만들었습니다. <4CM00097>

(30가)에서 발화 오류는 ‘글씨’이고, 이 발화 오류의 대체 표현은 ‘화장대에
는 낙서’이다. 청자는 화자가 제공한 대체 표현의 첫 단어인 ‘화장대’를 단
서로 삼아 선행 발화의 ‘화장대에는 글씨가’ 부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
고, 이 부분부터 새롭게 의미 해석을 시도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화자가
의도한 ‘화장대에는 낙서가’로 의미 해석이 된다. (30나)도 발화 오류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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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고, 이 발화 오류의 대체 표현은 ‘오 미리리터’이다. 청자는 ‘리터’를
‘밀리리터’로 수정해야 하는데 화자는 수정의 시작점의 단서를 ‘오’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새롭게 의미를 해석해 나가게 된다. (30다, 라)와
같이 조사나 어미의 수정일 경우에는 자립성이 부족한 문법 요소이므로
해당 오류만 대체 표현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적고, 결합된 명사 전체를 반
복하거나 활용형 전체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조사의 경우는 조사만이
반복되는 경우는 있으나 어미의 경우에는 어간에서 분리되어 그 어미만
반복되는 경우는 실험 자료나 말뭉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어
화자들은 조사보다는 어미를 더 의존적인 요소로 여긴다는 것을 다시 확
인할 수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의미 조정을 위해 ‘동일 단어 규칙’을 사용하면 청자는
오류 지점 이전으로, 회귀적 수정이 일어날 것을 예비하게 된다. 즉, 화자
는 오류 발화의 이전으로 돌아가, 오류가 없는 부분의 구조나 의미를 다시
정리해 가면서 오류 부분에 접근하여 여유를 가지고 그 오류를 처리해 갈
수 있는 것이다.

4.3.2. 동일 범주 규칙
앞에서 우리는 ‘동일 단어 규칙’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31)과 같은 예들
은 ‘동일 단어 규칙’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31가)의 대체 표현은
‘pink’이다. 그러나 이 단어를 선행 발화에서 찾을 수가 없다. (31나)의 대
체 표현은 ‘축구공’인데 이 역시도 선행 발화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
면 (31)과 같은 경우에 청자는 어떤 단서를 이용해 의미 해석을 할까? 이
러한 경우에는 ‘동일 범주 규칙’으로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

(31) 가. Down from white is a red node and the from, pink node.
나. 애플 노트북이 바닥에 있고 그 노트북 옆에는 농구공 아니 축구공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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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t(1989)에서는 (32)와 같이 ‘동일 범주 규칙’을 정의하였다.

(32) 동일 범주 규칙(Levelt 1989:493)
대체 표현의 첫 번째 단어의 통사 범주가 선행 발화 W의 통사 범
주와 같다면, 대체 표현의 의미 해석은 선행 발화의 W를 (대체 표
현의) 첫 번째 단어로 대체하면서 이루어진다. 단, 선행 발화에서 하
나 이상의 동일한 통사 범주가 존재한다면, 대체 표현과 가장 가까
운 W가 선택된다.

(32)의 ‘동일 범주 규칙’을 (31)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의미 해석이
이루어진다. (31가)에서 발화 오류는 ‘red’이고 이 발화 오류에 대한 대체
표현은 ‘pink’이다. 대체 표현의 통사 범주는 관형어로, 선행 발화에서 관
형어 성분인 ‘red’로 거슬러 올라가 청자가 ‘red’를 ‘pink’로 대체하면서 그
지점부터 의미 조정을 해 나가게 된다. (31나)에서 발화 오류는 ‘농구공’이
고 이 발화 오류에 대한 대체 표현은 ‘축구공’이다. 대체 표현의 통사 범주
인 명사 혹은 명사구 성분을 선행 발화의 가장 최근 지점에서 탐색해 ‘농
구공’을 ‘축구공’으로 바꾸어 그 지점부터 의미 해석을 새롭게 해 나가는
것이다.
(33) 가. 아저씨들은 저런 빤쭈 입고 다니, 수영한다고 막 그러더라구요.
<5CM00060>
나. 방은 정사각형 모양이고 왼쪽 아니, 오른쪽에 내가 바라보는 데
앞쪽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실험 전사>
다. 거기서 나오는 탐 크루즈를, 하고 얘기를 하자고 차에 태우는데,
<5CM00063>

(32)의 ‘동일 범주 규칙’을 (33)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의미 해석이
이루어진다. (33가)에서 발화 오류는 ‘다니다’이고 대체 표현은 ‘수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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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청자는 화자의 대체 표현의 첫 단어인 서술어를 선행 발화에서 찾고
‘다니다’를 ‘수영하다’로 대체하면서 ‘아저씨들은 저런 빤쭈 입고 수영한다
고…’로 수정해 나간다. (33나)에서도 대체 표현의 첫 단어인 ‘오른쪽’이 대
체할 부사어를 선행 발화에서 찾아 ‘왼쪽’을 ‘오른쪽’으로 대체하면서 ‘방은
정사각형 모양이고 오른쪽에…’로 의미를 새롭게 수정해 나갈 것이다. (33
다)에서도 대체 표현의 범주가 조사이기 때문에 선행 발화 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조사를 대체하게 되는데, ‘탐 크루즈를’을 ‘탐 크루즈
하고’로 대체하여 의미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112)
화자가 청자에게 의미 조정을 위해 ‘동일 범주 규칙’을 사용하면 청자는
대체 표현의 첫 단어의 통사 범주 정보를 이용해, 선행 발화의 오류 부분
을 탐색해 찾아내 정보를 수정하게 된다. 이것은 ‘동일 단어 규칙’과 비교
할 때, 오류가 새로운 대체 표현으로 바로 대체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청자가 정보 처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암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 범주 규칙’과 ‘동일 단어 규칙’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청자의 입장에서는 ‘동일 단어 규칙’으로 제시된 단서가 ‘동
일 범주 규칙’으로 제시된 단서보다 해석이 용이하다. 동일한 단어를 선행
발화에서 탐지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인지적인 부담이 적
기 때문이다.
따라서 (34)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 범주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여기에
‘동일 단어 규칙’이 적용되어 수정 지점의 판단에 대한 청자의 인지적 부
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4) 가. 왼쪽 하단에는 어, 오른쪽 하단에는 꽃병과 책상이 있는데 ….
<실험 전사>
나. 빨랫줄에는 녹색 수건이 걸려 있고 핫핑크 수건, 어～ 어～
진분홍색의 수건, 어～ 행주도 걸려 있고 …. <실험 전사>

112) (33다)와 같이 의존성이 강한 문법 요소가 ‘제자리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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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방 어떤 일에 투자를 하면 금방 이게 결과를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8CM00054>

(34)에서 청자는 ‘동일 범주 규칙’에 따라 대체 표현의 ‘오른쪽’과 동일한
통사 범주인 ‘왼쪽’을 탐색해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수정을 해 나간다. 이때
새로운 대체 표현 뒤에 나오는 ‘하단에는’이 선행 발화의 오류 부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단서는 ‘동일 단어 규칙’으로 해석할 수 있
으며, 화자는 청자에게 ‘동일 범주 규칙’, ‘동일 단어 규칙’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의미 해석을 다시 시작할 지점을 암시하고 있다.

4.3.3. 수정 표지의 사용
화자들은 앞서 언급한 ‘동일 단어 규칙’이나 ‘동일 범주 규칙’을 통해 청
자가 자신의 수정된 발화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여 올바른 의미 처리를 하
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발화 의도가 적절하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화자는 청
자의 해석을 위해 해석을 위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청자에게 의사소통의
중단 없이 실시간으로 의미 해석을 보장해 주려 한다.
그러나 화자의 수정에는 ‘동일 범주 규칙’이나 ‘동일 단어 규칙’으로 해
석되지 않는 (35)와 같은 예들이 존재한다. (35)의 경우 휴지에 의해 빈번
히 발화가 중단되거나 간투사가 삽입되어 비유창한 발화가 이어진다. 때로
는 (35다)와 같이 동일한 음절이 반복되게 된다.

(35) 가. 이 가난한 나무꾼은 가난하지만 아주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나무꾼은 어느 날:: 어～ 그～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자기의 그 낡은 도끼로:: 나무를 열심히:: 그～ 자르고
나무를 치는데 갑자기 도끼를 옆에 있는 연못에 빠뜨렸어요.
<4CM00097>
나. 수업<pause>이 안 들려서 교수한테 이제 녹음<pause>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6CM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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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만한 깡통 통조림이 구해 왔어요. 거기 좀 녹슬어 가주고
유, 유통기한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6CM00018>

(35)와 같은 내적 수정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오류도 존재하지 않
으며, 대체 표현도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는 발화 계획을 조정하는 중이거
나 조음 직전까지 발화를 수정하려고 내적으로 고군분투를 하지만 청자의
입장에는 선행 발화를 대체하여 수정해야 할 오류 부분이 없으므로 의미
처리의 어려움이 야기되지는 않는다.

(36) 침대는 녹색 이불이 있는데, [베개하고 이불이 침대 위에 깔려 있
구, 그 베개와 이불은 모, 모두 다 녹색이구], 침대 옆에는 분홍색
화장대가 있어요. <실험 전사>

(36)과 같은 적절성 수정의 예 또한 두 가지 규칙으로 해석이 어려운 경우이
다. 청자의 입장에서 (36)을 처리하게 된다면, 화자가 새롭게 제시한 [

]

부분의 대체 표현을 선행 발화와 어떻게 연관 지어 해석해야 할지가 큰
문제이다. 대체 표현의 첫 번째 단어는 ‘베개’인데, 선행 발화에 ‘베개’라는
동일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단어 규칙’으로 해석할 수 없
다. 또한 ‘베개’가 ‘이불’을 대체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으므로, ‘동일 범주
규칙’으로도 해석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앞서 살펴본 두 장치 모두 (36)에
적용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오류가 없는 (35)의 내적 수정의 경우는 감탄사나
휴지, 선행 음절을 길게 빼는 등의 비유창한 발화를 통해서(수정 표지를
통해서) 청자는 앞으로 수신되는 정보의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얻
게 된다. 그러나 (36)와 같은 적절성 수정의 경우에는 화자가 제공한 대체
표현을 청자가 ‘동일 단어 규칙’이나 ‘동일 범주 규칙’을 적용하여 의미 해
석하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 대부분의 적절성 수정의 예들이 모두 이러하
다. 이러한 경우 청자가 쓸 수 있는 단서, 혹은 청자를 위해 화자가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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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해석 장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수정 표지가 언제나 발화 수정 행위에 동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정 표
지가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수정 표지는 화자에게는 수정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청자에게는 수정의 개시를 예비시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후행할 대체 표현의 양상을 암시할 수도 있다.

(37) 가. 그래도:: 어～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그러면 사람이 인간 됨됨이도
괜찮지 않을까. <5CM00067>
나. 근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까 외::, 외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별로 땡기는 게 없었어. <5CM00053>

(37가)에는 수정 표지 ‘어’가 사용되었다. ‘어’는 가장 무표적임 음절로, 전
체 수정 표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113), 특히 내적 수정
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37나)에는 수정 표지 ‘근까’가 사용되었
다. 수정 표지 ‘그까(근까)’가 출현한다면 그것은 적절성 수정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수정 표지는 화자가 시도하는 발화 수정의 유형이나 대체 표
현의 양상을 청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짐작하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4. 소결
이 장에서는 화자의 발화 수정과 대체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자는
자신의 모든 발화를 점검하고 수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담화 맥락에서
청자에 의해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명백한 오류라 할지라도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발화 수정은 맥락의 의미 해석에 좌우되는 면이
있다.

113) 영어에서도 ‘um’보다는 더 무표적인 음절인 ‘er, eh’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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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는 오류를 탐지하여 오류를 언제 수정할지 결정한다. 오류 수정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발화를 중단해야 한다. 오류의 대부분은 단
어의 내부에서 발화가 중단되거나, 오류 단어가 발화되자마자 바로 뒤에서
중단되었다. 화자는 오류 수정을 위해서 발화의 ‘즉각 중단’을 ‘지연 중단’
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발음과 문법 요소의 오류는 단어
내부에서 ‘즉각 중단’이 더 빈번히 일어났고, 어휘 오류에서는 발화 오류
바로 뒤에서 발화 중단이 더 빈번히 일어났다.
오류를 탐지하고 발화를 중단하면, 이제 화자는 오류를 올바른 대체 표
현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때 어디까지 수정할 것인가 하는 수정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오류 부분만 제자리에서 수정을 가할지, 오류 부분의 이전
까지 회귀하여 수정을 가할지, 아니면 기존의 통사 구조나 메시지를 포기
하고 새롭게 시작할지 결정하게 된다. 정확성 오류인 경우에는 해당 오류
부분만을 수정하려는 ‘제자리 수정’이 선호되었고, 적절성 오류인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하기’가 선호되었다.
화자는 오류를 수정할 때, 새롭게 대체되는 표현이 이전 오류의 어느 부
분을 대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청자에게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그
단서는 ‘동일 단어 규칙’과 ‘동일 범주 규칙’이다. 화자가 ‘동일 단어 규칙’
을 사용하면 청자는 의미 조정을 위해 대체 표현의 첫 단어와 동일한 단
어를 선행 발화에서 탐색해 그 부분에서부터 의미를 재해석해 나간다. 오
류가 없는 부분에서부터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청자에게는 다소 인지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동일 범주 규칙’을 사용하면 청자는 의미 조
정을 위해 대체 표현의 첫 단어와 통사 범주가 동일한 단어를 선행 발화
에서 탐색해 그 부분에서부터 의미 수정을 시작한다. ‘동일 범주 규칙’은
일순간에 오류를 탐색해 새로운 대체 표현으로 바꾸어 의미 해석을 시작
해야 하므로 ‘동일 단어 규칙’보다는 청자에게는 인지적 부담이 크다. 정확
성 수정은 이 두 가지 규칙에 의해 재해석이 용이한 반면, 내적 수정과 적
절성 수정의 대부분은 이 두 단서(동일 단어 규칙, 동일 범주 규칙)가 도
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청자는 수정 표지에 의해서도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와 유형에 대한 단서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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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화 수정의 구조와 유형

5.1. 발화 수정의 구조
이 장에서는 발화 수정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행 연구
에서는 오류의 발생과 수정 표지의 삽입에 초점을 두어 수정 구조를 몇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실질적인 발화 자료를 바탕으로 수
정 구조의 유형을 분석한 Moreno & Pineda(2006)가 대표적이다.

발화 오류
(reparandum)

⇨

발화 중단 지점

⇨

(interruption point)

수정 표지
(editing term)114)

⇨

대체 표현
(alternation)

[그림 5-1] 발화 오류의 수정 순서(Moreno & Pineda 2006)

(1) Can I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IP)

eh
수정 표지

can you erase the sink
대체 표현

Moreno & Pineda(2006)에서는 화자가 문제가 되는 발화에 대해 수정할
것을 결정하면 [그림 5-1]과 같은 구조로 수정해 나간다고 보았다. (1)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우선 화자는 ‘Can I’를 발화한 후 자신의 발화에 대
한 오류를 감지하게 되며(발화 오류) 산출된 발화 혹은 계획된 내적 발화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발화를 잠시 중단한다
(발화 중단 지점). 그리고 청자에게는 발화 수정이 있을 것을 예비함과 동
시에 수정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화자는 수정 표지 ‘eh’를 삽입

114) “editing term”은 Moreno & Pineda(2006)의 용어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 표지
를 담화 표지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editing marker”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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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수정 표지). 마지막으로 발화상의 오류를 적절한 형태의 표현인 ‘can
you’로 대체하여 잠시 멈추었던 발화를 다시 이어 나간다(오류에 대한 대
체 표현).
물론 네 단계가 모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그 순서가 반드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즉, 화자는 발화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을 위한 예비적 행위
로서 진행되는 발화를 중단한 이후, 수정 표지를 삽입하게 된다. 수정 표
지의 삽입은 수의적일 수 있다. 화자 자신의 언어 습관에 따라 수정 표지
를 삽입하거나 삽입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나 말
뭉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수정 표지가 발화 오류에 선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의 기본 구조를 바탕으로 Moreno & Pineda(2006:64-66)에서
는 발화 오류와 대체 표현의 관계에 따라 수정의 구조를 ‘새롭게 시작하
기’ 구조(fresh start), ‘부분적 수정’ 구조(modification repair), ‘생략된 수
정’ 구조(abridged repair)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2) the third seems
발화 오류

let's see sink with dishwasher

발화 중단 지점 (IP)

수정 표지

대체 표현

(3) show me the chairs and banks that there are
발화 오류

(4) Now I need

#

발화 중단 지점(IP)

eh

#

that you have

발화 중단 지점(IP)

대체 표현

a cupboard

수정 표지

(2)는 ‘새롭게 시작하기’ 구조의 예로,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
정 표지 → 대체 표현’의 순서로 발화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 구조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중단하고 전에 발화하던 통사 구조를 버리거나 발
화 내용을 버리고 새로운 통사 구성이나 내용으로 발화를 재개한다. (3)은
‘부분적 수정’ 구조의 예로,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의
순서로 발화 수정이 진행된다. 이 구조에서 발화 오류와 그 오류를 대체하
는 표현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통사 구조가 유지된다. (4)는 ‘생략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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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로,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의 순서로 발화 수정이 진행된다.
이 구조에서는 발화 오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정 표
지만을 이용하여 발화의 흐름을 유지해 간다. 이 구조는 내적 수정에 해당
한다. 그러나 Moreno & Pineda(2006)의 유형 분류는 실제 다양하게 실현
되는 수정 구조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 Moreno & Pineda(2006)의 예상
과는 달리, 세 유형인 ‘새롭게 시작하기’, ‘부분적 수정’, ‘생략된 수정’이 모
든 수정 구조를 대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체 표현의 유형과 강한 상
관성을 보이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Moreno & Pineda(2006)의 분류로는 아래 (5)와 (6)의 예들
을 유형화할 수 없게 된다. (5)는 발화 오류 ‘초록색’에 앞서 수정 표지가
나타나 있는 구조이고 (6)에서는 대체 표현은 존재하지 않지만 표면적으
로 반복의 구조가 나타난다.

#

(5) 초록색 동그라미 위쪽으로 그... 초록색,

파란색

수정 표지 발화 오류 발화 중단 지점(IP)

대체 표현

동그라미가 선으로 이어져 있고 ….
<실험 전사>
(6) 가운데 회색,

#
발화 중단 지점(IP)

어...
수정 표지

회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반복

<실험 전사>

본 절에서는 실험 전사 자료와 세종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발화 수정
의 구조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수정 구조에 따른 유형을 가능한 한 다
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화 오류, 수정 표지, 대체 표현
등의 출현 여부와 순서에 따라 발화 수정의 유형을 아래의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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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수정 구조에 따른 발화 수정의 유형 분류
분 류

발화 수정의 구조

제1 유형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

제2 유형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제3 유형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

외적

제4 유형

수정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

제5 유형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제6 유형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반복]

제7 유형

[발화 중단 지점 → 반복]

내적
수정

제1 유형부터 제4 유형까지는 발화 오류가 표면적으로 산출되고 이들은
오류를 대체 표현으로 수정하여 처리해 나가는 외적 수정에 해당한다. 반
면 제5 유형부터 제7 유형까지는 발화 오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수정 행위가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수정에 해당한다. 개별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

5.2. 수정 구조에 따른 유형별 검토
5.2.1. 제1 유형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

제1 유형은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
의 순서로 발화 수정을 진행해 나가는 유형이다. 화자가 발화 중간에 오류
를 산출하고 발화를 중단한 후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계획을 조정하고
산출된 발화 오류를 대체 표현으로 수정해 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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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방은 정사각형 모양이고 왼쪽(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아니(수정 표지)

오른쪽에(대체 표현) 내가 바라보는 데 앞쪽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실험 전사>
나. 일반 백세주는 삼백칠십오 리터(발화 오류)가 들어가 # (발화 중단 지점)
아～(수정

표지)

오 미리리터가(대체

표현)

들어가고 역시 알코올 지수가

십삼도, 맛은 그냥 막걸리랑 쫌 비슷합니다. <5CM00056>
다. 내가 만약에 백만 원 받고 백이십만 원 벌면 여자 친구한테
백(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뭐지?(수정 표지) 삼사십 만 원짜리(대체 표현)

선물 해 줄 수 있겠다 일 년에 한 번 정도 충분히 <6CM00040>
라. 근데 큰언니는 너무너무 뚱뚱해서 그 유리구두에 발이 들어가기조차
지(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어～(수정 표지) 발이 들어가기조차도(대체 표현)

안 하는 거예요. <4CM00097>
마. 얘가 원래 쪼그만 방이니까,(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근까(수정 표지)

혼자 쓰고 있었던 거야.(대체 표현) 얘가 대따 되게 또 특이한 애예요.
<6CM00020>

(7가)-(7라)는 정확성 수정의 예이고 (7마)는 적절성 수정의 예이다. (7
가)-(7다)는 어휘 오류를 수정하고 있고, (7라)는 발음 오류를 수정하고 있
다. (7마)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수정하고 있다. 제1 유형은 외적 수
정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5.2.2. 제2 유형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제2 유형은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의 순서로 발화
수정을 진행해 나가는 유형이다. 화자가 자신의 선행 발화의 오류를 인지
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발화를 중단한 후 수정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대체 표현으로 수정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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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그래(발화

오류)

#(발화

중단 지점)

그리고(대체

표현)

초록색 동그라미 왼쪽으로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실험 전사>
나. 거기서 나오는 탐 크루즈를(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하고(대체 표현)

얘기를 하자고 차에 태우는데, …. <5CM00063>
다. 이러면서 짚을 가지고 와서 단 몇 몇 몇 시간 만에 자기의 집을
만들어,(발화 오류) # (발화 중단

만들었습니다.(대체 표현) <4CM00097>

지점)

라. 아저씨들은 저런 빤쭈 입고 다니(발화
(대체 표현)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수영한다고

막 그러더라구요. <5CM00060>

마. 내가 기획사를 하나 가져 보는 거야. 기획(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광고 기획사(대체 표현)를 하날 가져서 브랜드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6CM00037>
ㅂ. 스물(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여자 나이 스물넷 스물다섯(대체

이면

표현)

결혼 생각 안 할 때는 아니잖아. <6CM00037>

제2 유형은 발화의 발음, 어휘, 문법 요소를 수정할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이다. (8가)는 발음 오류를, (8나, 다)는 조사와 어미 오류를 수정
하고 있다. (8라-바)는 어휘 오류를 수정하고 있는데 (8라)와 같이 어휘를
다른 어휘로 대체하는 것보다는 (8마, 바)와 같이 발화된 어휘를 더 정교
하게 만들기 위해 명사구로 확장하여 삽입하는 수정이 많은 편이다. 제2
유형은 외적 수정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제2 유형에는 수정 표지가 삽입되지 않는다. 수정 표지가 삽입되지 않는
것은 정확성 수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화 계획을 조정하거
나 어휘부에서 적절한 어휘를 탐색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언어적 정확
성을 교정하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길 것이다. 모어 화자에게 발음, 어휘
나 문법 요소의 처리는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확성 오류는 수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
표지가 상대적으로 덜 삽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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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제3 유형
: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

제3 유형은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의 순서로 발화 수정을 진행해 나가는 유형이다. 이 구조에서는 화자가 발
화 중간에 수정 표지를 사용한다. 이는 발화 단위를 계획 후 발화를 시작
하였지만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잘못된 발화 계획으로 인해
발화 오류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 발화를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구조
이다.

(9) 가. 장갑차 음～(수정
(대체 표현)

표지)

장(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십일 톤짜리 장갑차

…. <6CM00037>

나. 북쪽에는 어～(수정

표지)

테이(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스탠드(대체

,

표현)

서쪽에는 테이블, 동쪽에는 꽃병이 있고 …. <실험 전사>
다. 남자랑 어～(수정

표지)

술(발화

오류)

#(발화

중단 지점)

고급스런 까페에도(대체

표현)

가서 칵테일도 마시고 싶구 …. <5CM00054>
라. 그 소파 뒤에는 그～(수정 표지) 어～(수정 표지) 스탄(발화 오류) #(발화 중단 지점)
스탠드(대체

표현)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 <실험 전사>

마. 대안학교 학생들이 아～(수정 표지) 뭐～(수정 표지) 친해지(발화 오류) #(발화 중단
지점)

대학생들하고 친하는 것도(대체 표현) 힘들고 …. <8CM00034>

(9)는 발화 오류 이전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는 구조로, 이때의 수정 표지
는 발화의 진행이 뭔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예비하는 신호이며, 앞으
로 오류와 수정이 있을 것을 예비하는 역할도 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의
발화 계획이 완벽하지 못하다면 (9라, 마)와 같이 수정 표지를 둘 이상 복
합적으로 사용하여 시간을 벌기도 한다. 제3 유형에서 화자는 수정 표지로
시간을 끌면서 발화 오류를 표면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오류 없는 발화로
시작하려고 하지만, 결국 오류를 범하고 이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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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제4 유형
: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

제4 유형은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의 순서로 발화 수정을 진행해 나가는 유형이다. 화자가 수
정 표지를 사용하여 발화 계획상의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이후 발화를
계속하다가 오류를 범한다. 이후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발화를 중
단하고, 다시 수정 표지를 사용하여 오류를 대체할 표현을 탐색하는 과정
으로 진행되는 구조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화자가 발화 오류를 산출해 내
기 직전과 오류를 대체 표현으로 수정하기 직전에 수정 표지를 두 번 사
용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유형의 발화 수정 구조는 화자의 발화 계획을 수
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나 문맥에 맞는 적절한 어휘를 어휘
부에서 인출해 내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0) 가. 오른쪽 하단에는 꽃병이 있고 음～(수정

표지)

타원,(발화

#(발화

오류)

중단 지점)

음～(수정 표지) 넓은 라운드로(대체 표현) 된 책상입니다. <실험 전사>
나. 벽 쪽으로는 바닥에 화병이 놓여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음～(수정
동그란(발화

오류)

#(발화

중단 지점)

아니 뭐지?(수정

표지)

부채꼴? 책상이(대체

표지)
표현)

놓여져 있습니다. <실험 전사>
다. 새 그～(수정
구(발화

오류)

표지)

# (발화

자매들을(발화

중단 지점)

어～(수정

오류)
표지)

# (발화

어～(수정

새롭게 식구(대체

홍련을 미워했는데요. <4CM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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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지점)

표현)

표지)

새 식

가 된 장화

[그림 5-2] 방 묘사에 사용된 그림115)

(10가)와 (10나)는 [그림 5-2]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실험 참여자들이 산출
한 문장이다. 단순한 그림이지만 특히 오른쪽의 둥근 테이블의 형태를 묘
사할 때 실험 참여자들에게서 비유창성이 증가하였다. 묘사에 어려움을 느
끼는 부분에서 발화 오류를 범하기 전에 미리 수정 표지를 삽입하여 시간
벌기 전략을 사용한다. (10다)는 수정 표지가 세 번 삽입된 예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장화홍련 이야기를 청자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화자는 적절한 어
휘를 인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과 같은 유형은 청자에게는
화자의 발화가 상당히 유창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처럼 수정
표지를 빈번히 삽입하게 되면 발화가 자연스러운 속도로 진행되지 못하고
더듬거림이나 주저함이 발생하여 발화의 비유창성이 크게 증가된다.

5.2.5. 제5 유형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제5 유형은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의 순서로 발화 수정을 진행

115) 1장의 1.2.2.2.의 예비 실험에 사용된 [그림 1-2]를 다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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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가는 유형이다. 화자가 발화 중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오류
를 감지하고 발화의 중단과 동시에 수정 표지를 삽입하여 발화 계획이나
내적 발화를 조정해 가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구조이다.

(11) 가.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 (발화 중단

지점)

그～(수정 표지) 또 동네에서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할머니였어요. <5CM00058>
나. 쟤가 # (발화 중단 지점) 머～(수정 표지) 그런 거 시켜 가지고 하냐고,
그게 자존심이 상했대요. <5CM00060>
다. # (발화 중단

지점)

어～(수정 표지)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5CM00059>
라. # (발화 중단

지점)

음～, 어～, 어～,(수정

표지)

회색의 동그라미에서 시작

을 하고 회색의 동그라미에서 가장 앞쪽 제일 마주보고 있는
곳에 선을 하나 긋고, 초록색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실험 전사>
마. # (발화 중단

지점)

그～(수정 표지) 방콕 # (발화 중단

지점)

그～(수정 표지) 일주일을

마치고 푸켓으로 갔어요. 그 차가 지나갔구, 그 사람이 타구 있는, #
(발화 중단 지점)

그(수정 표지), 뭐라고 해야 되나(수정 표지), 그 요원이 지나가고

그러다가 한번은 거의 목숨까지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 <5CM00059>

(11)과 같은 제5 유형은 표면적으로 수정된 대체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내
적 수정의 유형이다.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의 유형에서 수정 표
지는 (11라)와 같이 한 자리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11
마)와 같이 한 발화 안에서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가 여러 번 나
타나기도 한다. 제5 유형은 내적 수정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5.2.6. 제6 유형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반복]

제6 유형은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반복]의 순서로 발화 수정
을 진행해 나가는 유형이다. 화자가 발화 중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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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오류를 감지하고 발화의 중단과 동시에 수정 표지를 삽입하고 반복을
통해 발화를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구조이다.

(12) 가. 이제는 # (발화 중단

지점)

어～(수정 표지) 노, 노란색(반복) 동그라미를

그려 주세요. <실험 전사>
나. 예쁜 꽃동산에 # (발화 중단

지점)

그～(수정 표지) 묻, 묻어(반복) 줄려구.
<5CM00051>

다. 자리에 쫙 서 가지구, #(발화

중단 지점)

머～(수정

표지)

박수 받, 박수 받구(반복)

머～ 이런 거 보니까. <5CM00066>
라. 주말에 # (발화 중단

지점)

음～(수정 표지) 만날 사람, 만날 사람도(반복)

없고 주말에 시간도 없다 보니까. <6CM00040>
마. 왼쪽으로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 (발화

중단 지점)

어～(수정

표지)

노란색, 노란색(반복)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노란색 동그라미를 기준으
로,(반복) 그 밑에는 주황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란 색 동그라미로 돌아와서 위에는 보라색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실험 전사>

(12)는 내적 수정으로, 표면적으로 수정된 대체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특정 부분을 반복하는 제6 유형에서는 (12가, 나)와 같이 음절을 반복하기
도 하고 (12다, 라)와 같이 구를 반복하기도 한다. 반복도 일종의 시간 끌
기 전략으로서 음절이나 구를 반복하면서 이어질 발화를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12마)에서 볼 수 있다. 실험 참여자는 색채 교점을 설명하
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노란색, 노란색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노란색
동그라미를 기준으로”를 반복하여 발화한다. 이때 노란색 동그라미를 기준
으로 하여 위쪽과 아래쪽 중에서 어느 쪽을 먼저 설명해야 향후 교점 설
명에 유리한지 발화 계획을 점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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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제7 유형
: [발화 중단 지점 → 반복]

제7 유형은 [발화 중단 지점 → 반복]의 순서로 발화 수정을 진행해 나
가는 유형이다. 화자가 발화 중간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오류를 감
지하고 발화의 중단과 동시에 현재 발화 중인 일부분 혹은 전체를 반복하
면서 자신의 현재 발화를 점검하고 발화 계획을 수정해 가는 과정으로 진
행되는 구조이다.

(13) 가. 그 친, # (발화 중단 지점) 친(반복)구가 그렇게 글을 잘 썼어요. 글을 잘
쓰고 수학을 잘했던 기억이 나요. <5CM00058>
나. 자기 친할, #(발화

중단 지점)

친할(반복)머니도 아닌, #(발화

중단 지점)

아닌데

둘이 같이 살게 되고 <6CM00042>
다. 이 생쥐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 (발화 중단 지점) 좋아하는(반복)
녀석이었어요. <4CM00097>
라. 딸은 누, # (발화 중단

지점)

딸은 누(반복)나여야 되고? <6CM00040>

마. 신데렐라가 사는 마을에 그 유리, # (발화

중단 지점)

유리(반복)구두를

가지고 그 왕자님의 신하들이 왔었죠. <4CM00097>

(13)도 내적 수정 유형으로, 표면적으로 수정된 대체 표현이 드러나지 않
는다. 화자는 음절이나 구, 혹은 후행 발화의 일부분을 반복하면서 이어질
발화를 점검하게 된다. 발화 계획은 실제 발화 장면이나 청자의 이해도 점
검, 그리고 화자의 인지 처리 등의 이유로 화자가 처음 계획한 대로 실행
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 화자는 발화를 반복하면서 후행 발화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반복된다고 해서 모두 내적 수정 유형에 속하
는 것은 아니다. 반복의 경우 반복의 의도와 수행 억양을 고려해서 강조를
위한 반복인지 수정을 위한 반복인지 구분할 수 있다.

(14) 그 담에 또, 또 외국 사람 되게 싫어하는 거 화장실, 화장실에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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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있는 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4CM00102>

(14)도 반복의 유형이기는 하나, 수행 억양을 고려해 본다면 수정의 의도
가 있다기보다는 반복하여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정
을 위한 반복과 강조를 위한 반복은 수행 억양, 반복하는 부분 사이에 IP
(발화 중단 지점) 삽입의 가능성과 화자의 발화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보면 어느 정도 구별될 것으로 보인다.

5.3. 소결
이 장에서는 발화 수정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발화 오류를 수정해 나가
는 구조에 따라 제1 유형부터 제7 유형까지 일곱 가지의 구조로 분류하였
다.
수정 구조에 따른 발화 수정의 유형 분류
제1 유형: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
제2 유형: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제3 유형: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
제4 유형: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
제5 유형: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제6 유형: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반복]
제7 유형: [발화 중단 지점 → 반복]

발화 오류의 수정은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오류
에 대한 대체 표현’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수정 표지의 위
치가 달라지거나 대체 표현이 반복으로 나타나는 등의 변이가 있을 수 있

- 151 -

다. 다양한 변이를 고려하여 일곱 가지로 수정 구조를 유형화할 수 있었
다.
외적 수정과 관련되는 유형은 제1 유형부터 제4 유형이다. 제1 유형은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으로 수정이 진
행되며, 제2 유형은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으로 수
정이 진행된다. 제3 유형은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제4 유형은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의 순서이다. 외적 수정 중에서 제1 유형과 제
2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내적 수정과 관련되는 유형은 제5 유형부터 제7 유형이다. 제5 유형은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제6 유형은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
지 → 반복]), 제7 유형은 [발화 중단 지점 → 반복]으로 발화 수정이 진행
된다. 내적 수정 중에서 제5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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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6.1. 요약
본 연구는 한국어 화자의 발화 수정의 특징과 구조를 살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발화 수정 과정에서 삽입되는 수정 표지의 기능과 개별 수
정 표지들의 변별적 특징, 발화 수정의 산물인 대체 표현의 양상을 고찰하
는 것이었다. 이때 오류 유형과 수정 표지의 상관성, 오류 유형과 대체 표
현의 상관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아울러 수정 표지와 대체 표현에 의해 수
정되어 가는 발화 수정의 구조를 검토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여 속성을 밝
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밝히고 연구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자료 수
집 방법과 실험 개요를 밝혔다. 아울러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되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비유창성
과 오류, 자기 점검 및 발화 수정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발화 수정의 유형
과 목적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발화 수정이 메타의사소통 행위의 일종임
을 논의하였다.
언어 교육에서 실수와 오류는 엄격히 구분하여 왔으나 모어 화자의 발
화 오류에서 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하였다. 발화 오류를 “화자의 발화 계획이나 의
도에서 벗어난 비적격한 언어 수행으로 보고 좁게는 발음, 어휘, 문법 요
소 등의 문법적 적격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넓게는 담화와 관련된 적격성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화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발화는
물론 청자가 화자의 발화 의도대로 해석해 줄 가능성이 낮은 발화, 화자가
자신의 발화 의도에 비추어 만족스럽지 못해 스스로 의사소통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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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인식하는 발화까지 발화 오류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다. 그동안 학자
들은 오류를 그 원인에 따라 분류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류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오류 분류에 적격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언어적 비적격
성, 담화적 비적격성에 따라 정확성 오류와 적절성 오류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였다.
자기 점검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스스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지는
않은지 평가하는 메타인지적 능력이다. 자기 점검은 외현된 발화와 내적
발화 모두에서 가능한데 내부 지각 순환 회로에 의해 내적 발화가 점검되
면 내적 수정이 일어나고, 외부 지각 순환 회로에 의해 외현 발화가 점검
되면 외적 수정이 일어나게 된다. 자기 발화 수정은 “화자가 내적 발화 및
외적으로 산출된 외현 발화가 자신의 발화 의도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여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신의 발화 의도와 담화 문맥에 맞게 고치거나
보충하여 발화상의 문제를 제거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발화 수정은 수
정의 시점과 수정의 내용에 따라 내적 수정과 외적 수정, 정확성 수정과
적절성 수정으로 분류하였다. 내적 수정은 오류의 형태가 발화로서 실현되
기 이전에 화자가 자신의 내적 발화에 대해 오류를 감지하고 산출 전에
수정하는 것이다. 내적 수정에서는 발화 도중의 머뭇거림이나 더듬거림 혹
은 간투사로 대표되는 수정 표지의 삽입 현상이 두드러졌다. 발화 도중에
나타나는 머뭇거림이나 더듬거림 현상은 화자가 자기점검을 통해 자신의
발화를 내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 수정은 발화 오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며 화자가 오류가 발생
된 지점에서 발화의 흐름을 중단하고 적절한 대체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
이다. 외적 수정은 크게 수정 반복과 대체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수정
반복은 다시 이미 발화된 내용을 후행 발화에서 그 일부를 반복하면서 수
정하는 것으로, 하위 유형으로는 재구성 반복과 삽입 반복이 있다. 다음으
로, 대체의 경우에는 화자가 이미 산출한 발화 중에서 오류로 인식되는 부
분을 후행 발화에서 적절하게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의 내용에 따라
내용어 대체와 기능어 대체로 세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때 내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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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는 어휘의 대체이고 기능어 대체는 조사나 어미의 대체이다. 정확성
수정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서 문법적인 적합성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
이다. 정확성 오류는 크게 발음, 어휘, 문법 요소의 오류로 분류할 수 있고
적절성 오류 수정은 화자가 언어 사용역에 따라 발화를 적절하게 하는지,
담화 문맥과 청자의 추론과 이해 정도에 따라 발화를 적절하게 산출해 내
는지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화 수정은 화자가 자신의 의사소통에 대한 내적 성찰로서 최
종적으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상위 목표로 삼는다. 발화 수정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화자가 자신의 발화 계획, 내적 발화와 산출된 발화에 대
해 내용과 방식을 성찰하는 메타의사소통 행위의 일종이다. 화자는 메타의
사소통, 혹은 메타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자신의 발화를 성찰하고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게 된다.
3장에서는 수정 과정에 삽입되는 수정 표지의 특징, 발화 수정 유형에
따른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과 개별 표지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정
표지는 발화의 명제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청자가 화자의 발
화에 내재된 의미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담화 표지이다.
수정 표지는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첫째, 문어보다는 구어
담화에서 현저하게 많이 사용된다. 수정 표지가 출현하는 것은 구어 담화
의 비격식성의 결과이며 발화를 계획하는 시간 부족의 결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수정 표지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어 표지를 여러 번 중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정 표지의 사용이 수의적, 비의무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수정 표지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표지로서 굳어진 것이므로, 어휘적
의미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수정 표지는 선행 발화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수정의 암시, 내용의 조정, 선행 발화의 취소나 정교화를 암시하는
역할을 할 뿐, 발화의 명제 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넷째,
수정 표지는 발화의 다양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화자는 오류로 인지하
고 수정을 결정한 이후 수정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언제든지 수정 표지를
삽입할 수 있다. 다섯째, 수정 표지는 발화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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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가 문장의 기본적인 통사 구조 밖에 존재하여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
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 표지의 사용이 선택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정 유형이 내적 수정이냐 외적 수정이냐에 따라 수정 표지의 사용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내적 수정의 77.2%가 내적 발화를 점검하는 동안
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고, 외적 수정의 47.3%가 산출된 외현 발화를 점
검하여 수정하는 동안에 수정 표지를 사용하였다. 세종 말뭉치 자료의 내
적 수정에서는 수정 표지가 ‘어, 뭐, 그, 음, 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실
험 전사 자료에서는 ‘어, 그, 음, 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자료에서
모두 ‘어’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어’는 세종 말뭉치 자료에서는 26.4%,
실험 전사에서는 38.8%를 차지하였다. ‘어’는 가장 무표적인 수정 표지로
알려져 있지만 압도적인 사용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세종 말뭉치 자
료의 외적 수정에서는 수정 표지가 ‘그, 어, 뭐, 그까, 음’ 순으로 높게 나
타났고, 실험 전사 자료에서는 ‘그, 어, 아니, 음, 그까’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두 자료에서 모두 ‘그’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내적 수정에서는 감탄
사인 ‘어’의 출현이 30% 가량을 차지하였지만, 외적 수정에서는 ‘그’가 가
장 많이 출현하여 세종 말뭉치 자료에서는 21.8%, 실험 자료에서는 18.7%
를 차지하였다.
또 수정하는 오류가 정확성 오류냐 적절성 오류냐에 따라 수정 표지의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정확성 수정에서는, 세종 말뭉치 자료의 경
우, ‘그, 어, 뭐, 음, 아니’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실험 자료에서도 역시
‘그, 어, 아니’ 순으로 수정 표지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적절성 수정에서
는, 세종 말뭉치는 ‘그까, 어, 그, 뭐, 아니’ 순으로 많이 쓰였고, 실험 자료
에서는 ‘그까, 그’ 순서로 많이 쓰였다. 두 자료 모두에서 ‘그까’가 전체 74
개 중에서 26개, 28.4%, 또 전체 11개 중에서 7개, 63.6%로 많이 사용되었
다. 정확성 오류의 수정에서는 ‘그’나 감탄사류의 수정 표지, 그리고 표현
류 수정 표지가 많이 사용되었다. 반면 적절성 수정에서는 다른 수정 표지
보다 현저하게 ‘그까’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정 표지는 크게 감탄사류 수정 표지, 대명사류 수정 표지, 부사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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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표지, 표현류 수정 표지로 분류하였다. 감탄사류 수정 표지가 가장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수정 표지인 ‘어’는 감탄사류
수정 표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전형적인 수정 표지의 역할을 수행
한다. 전체적인 출현 빈도로 보면 ‘어’는 외적 수정보다는 내적 수정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대부분 발화를 이어가기 위한 시간 벌기 기능
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도 ‘어’만큼은 아니더라도 수정 표지로 많
이 사용된다. 수정 표지 ‘음’은 ‘어’와 바꾸어 사용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았
다. 화자 자신이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생각해 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음’을 사용하였다. 반면, ‘어’
는 전체적인 내용의 정리보다는 단순히 한 문장,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이어가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삽입되는 경향이 강했다. 사유를 통해 도
출하는 주관적인 평가나 개인적 느낌을 서술할 때, 지금까지 자신이 발화
한 내용을 정리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음’ 쪽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수정 표지 ‘음’이 수정 표지 ‘어’보다는 휴지의 길이가 더 긴 것과도 관련
된다. 즉, 더 많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보다는 ‘음’을 삽입하게 되는
것이다. ‘아’는 ‘어’나 ‘음’과 교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음’이
나 ‘어’와는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아’는 지금까지
인출하지 못했던 어떤 언어 형식을 인출했을 때, 혹은 지금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해 인지하고 그것을 화제로 언급하는 경우에 선
택되었다.
다음으로 대명사류 수정 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정 표지 ‘뭐’는 의
문사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미지’, ‘미정’의 뜻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화자는 수정 표지 ‘뭐’를 통해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발화를 진행
하고 있음을 청자에게 알리고 화자는 담화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
고 노력한다. 수정 표지 ‘뭐’는 사적 장르 내에서 대화보다 독화에서 더 많
이 사용되는데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 위한 담화 전략으로
사용하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확성 수정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는
수정 표지이다. ‘뭐’가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수정 표지라면 ‘그’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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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메시지는 이미 계획하였으나, 그 개념에 맞는 단어,
혹은 어떤 어휘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주 삽입되는 수정 표지이다. 자신
이 발화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있으나, 그 메시지에 맞게 어휘를 탐색해 내
지 못하면 수정 표지 ‘그’를 삽입하였다. 때로는 ‘그’의 삽입을 통해 이야기
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었다. 화제의 도입이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화제로 전환할 때 ‘그’가 출현하였다.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는 발화 계
획을 새롭게 세워야 하거나 계획했던 발화가 시작하는 부분이므로 화자의
주의력이 많이 요구된다. 그러한 경우 화자는 수정 표지 ‘그’를 삽입함으로
써 머뭇거리면서 발화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를 준
비해 나가게 된다.
부사류 수정 표지인 ‘그러니까’와 ‘아니’의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선, 접속 부사 ‘그러니까’의 축약형인 ‘그까, 근까’는 발화 수정에서 화자
가 산출한 선행 발화와 관련을 맺으면서 의미를 보충하거나 더 정교화할
때 사용하는 수정 표지이다. ‘그까, 근까’는 의미를 구체화거나 추가적인
정보, 배경 지식이나 이유 등을 제공하여 자신의 발화 의도가 청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것이다. 수정 표지 ‘아니’는 선행 발화를 취소하고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는 기능을 한다. 수정 표지 ‘아니’는 화자가 자신의 앞선 발
화에서 제공된 정보를 취소하고 그것을 수정하려는 의도로 사용된다. ‘아
니’는 문장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부분부분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면서 발화를 이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표지로, 신속한 발화의 진행
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문법화를 거쳐 수정 표지로 굳어진 표현류 수정 표지들을
살펴보았다. 표현류 수정 표지들은 내적 발화 수정과 외적 발화 수정에 모
두 사용되었다. ‘그게 뭐지?, 그게 뭐랄까?’ 등의 표현류 수정 표지들은 의
문의 기능은 없고 담화 전략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의
사의문 구문이다. 발화에서 이어지는 말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때, 혹은
후행하는 발화가 사회적으로 적절한 발화인지 점검하면서 시간을 끌 때
진행되지 않는 발화의 빈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표현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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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표지는 단순히 화자가 발화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뭐
랄까, 뭐더라), 선행 발화에 미진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다(N이 뭐냐면). 또 선행 발화의 어느
부분을 취소하겠다는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공표하면서 발화 수정을 시
작할 수도 있다(N이래, N이란다). 이렇게 화자가 명시적으로 취소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은 일종의 문법적 연어인 ‘N 말고, N(이) 아니고, N(이) 아
니라’에 의해서도 수행되기도 하였다.
4장에서는 화자의 발화 수정과 대체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자는 자
신의 모든 발화를 점검하고 수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담화 맥락에서 청
자에 의해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면 명백한 오류라 할지라도 수
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발화 수정은 맥락의 의미 해석에 좌우되는 면이
있다. 화자는 오류를 탐지하여 오류를 언제 수정할지 결정한다. 오류의 대
부분은 단어의 내부에서 발화가 중단되거나, 오류 단어가 발화되자마자 바
로 뒤에서 중단되었다. 화자는 오류 수정을 위해서 발화의 ‘즉각 중단’을
‘지연 중단’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발음과 문법 요소의
오류는 단어 내부에서 ‘즉각 중단’이 더 빈번히 일어났고, 어휘 오류에서는
발화 오류 바로 뒤에서 발화 중단이 더 빈번히 일어났다.
오류를 탐지하고 발화를 중단하면 화자는 오류를 올바른 대체 표현으로
수정하게 된다. 이때 어디까지 수정할 것인가 수정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데, 오류 부분만 제자리에서 수정을 가할지, 오류 부분의 이전까지 회귀하
여 수정을 가할지, 아니면 기존의 통사 구조나 메시지를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할지 결정하게 된다. 정확성 오류인 경우에는 해당 오류 부분만을 수
정하려는 ‘제자리 수정’이 선호되었고, 적절성 오류인 경우에는 ‘새롭게 시
작하기’가 선호되었다.
화자는 오류를 수정할 때, 새롭게 대체되는 표현이 이전 오류의 어느 부
분을 대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청자에게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그
단서는 ‘동일 단어 규칙’과 ‘동일 범주 규칙’이다. 화자가 ‘동일 단어 규칙’
을 사용하면 청자는 의미 조정을 위해 대체 표현의 첫 단어와 동일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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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선행 발화에서 탐색해 그 부분에서부터 의미를 재해석해 나간다. 오
류가 없는 부분에서부터 수정해 나가기 때문에 청자에게는 다소 인지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동일 범주 규칙’을 사용하면 청자는 의미 조
정을 위해 대체 표현의 첫 단어와 통사 범주가 동일한 단어를 선행 발화
에서 탐색해 그 부분에서부터 의미 수정을 시작한다. ‘동일 범주 규칙’은
일순간에 오류를 탐색해 새로운 대체 표현으로 바꾸어 의미 해석을 시작
해야 하므로 ‘동일 단어 규칙’보다는 청자에게는 인지적 부담이 크다. 정확
성 수정은 이 두 가지 규칙에 의해 재해석이 용이한 반면, 내적 수정과 적
절성 수정의 대부분은 이 두 단서(동일 단어 규칙, 동일 범주 규칙)가 도
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청자는 수정 표지에 의해서도
대체 표현의 수정 범위와 유형에 대한 단서를 제공받게 된다.
5장에서는 발화 수정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수정 구조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체로 발화 오류, 수정 표지, 대체 표현과 같은
요소들의 출현 여부와 그 순서에 따라 일곱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수정 구조에 따른 발화 수정의 유형 분류
제1 유형: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
제2 유형: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제3 유형: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대체 표현 ]
제4 유형: [수정 표지 → 발화 오류 →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대체 표현]
제5 유형: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제6 유형: [발화 중단 지점 → 수정 표지 → 반복]
제7 유형: [발화 중단 지점 → 반복]

제1 유형부터 제4 유형은 외적 수정에 해당하고, 네 유형 중 제1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제5 유형부터 제7 유형은 내적 수정에 해당하

- 160 -

고, 세 유형 중 제5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화자가 아무런 의도나 규칙 없이 무질서하게 삽입하는 듯 보
이는 수정 표지는 화자가 점검하려고 하는 오류 유형 및 대체 표현과 관
련이 있으며, 각 수정 표지는 나름의 변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검토
하였다. 본 연구는 일회적인 말실수나 비유창한 표현으로 인식되어 왔던
모어 화자의 발화 수정을 구어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정교화하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보고 발화 수정의 구조와 특징을
말뭉치 자료와 실험 전사 자료를 통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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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남은 문제
본 연구는 오류와 수정에 초점을 두어 수정 표지와 대체 표현, 발화 수
정의 구조를 밝히는 데에 힘썼다. 오류와 발화 수정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
해 독화 자료(세종 구어 말뭉치와 실험 전사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였으며 대화 자료까지는 검토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독화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말차례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화자의 발화 수정 양상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화 상황에서의 화자의 발화 수정 양상
은 독화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에서의 담화는 1
인 화자가 주도하는 독화뿐만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활발한 말차례를 통
해 의미를 교섭해 나가는 대화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대화 상황에서의 모
어 화자의 발화 수정 양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독
화와 대화에서의 발화 수정 양상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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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elf-Repair Speech by Native
Korean Speakers

Suh, Kyoungsoo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e and
features of self-repairs in spontaneous speech by native Korean
speakers. It also investigates the function of editing markers inserted in
the repairing process, their typical features, and alternations as a
by-product of self-repairs. This paper discuss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ype of error and editing marker, as well as the type of error and
alternation. In addition, I examine the structure of self-corrections that
are corrected by editing markers and alternations, classify their types,
and identify their properties.
Speech errors and self-corrections are often found in the
utterances of native speakers. It is largely because it is harder to
guarantee the accuracy and fluency of spontaneous speech than it is
with written language. As a result, speaking has some disfluencies
such as pauses, interruptions, stutters, and interjections. Speech repair
is essential to spoken language due to natural disfluencies. Self-repair
is a process in which speakers monitor their speech to identif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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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 errors when they notice a gap between what they say and what
they intend to say. Ultimately, it means that self-speech correction is
the effort to deliver appropriate speech as intended.
Editing markers provide a speaker time to monitor and correct
their utterances while also offering linguistic clues to help the listener
understand. Editing markers also are used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re is a covert repair or an overt repair. For covert repairs,
77.2% of speakers used editing markers when they monitor their
internal speech, whereas 47.3% of them produced editing markers in
their overt speech. The editing marker ‘eo’ is used relatively more often
in covert repairs than the editing marker ‘geu’ in overt repairs. The
use of editing markers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it is an accuracy
error or an appropriateness error. For accuracy error repairs, the
editing marker ‘geu’ is often used, whereas the editing marker ‘geukka’
is used remarkably more to handle appropriateness errors. This paper
classifies editing markers into interjectory editing markers (‘eo’, ‘eum’,
‘a’), nominal editing markers (‘mwo’, ‘keu’), adverbial editing markers
(‘geukka’,

‘ani’),

and

expression

editing

markers (’geuge

mwoji?’,

‘mworalkka?’, ‘N-anira’, ‘N-irae’, etc.), and each feature is identified.
Although it seems that these editing markers are randomly selected
and used by speakers, editing markers contain unique characteristics
and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pattern of error and editing
marker.
Alteration as a product of error correction is used in three
ways in terms of a range of words to be repaired: 1) the speaker
directly repairs the error (instant repairs); 2) the speaker retraces to a
point before the error was made and corrects the problem in their
speech (anticipatory retracing); and 3) the speaker deserts the ex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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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actic structure or message to repair erroneous utterances by newly
starting speech again (fresh starts). Furthermore, we can identify a
correlation between the repair pattern of alternation and the type of
error. For accuracy, speakers prefer to use instant repairs, whereas
fresh starts are preferred for fluency.
Speakers offer listeners a clue to interpretation when they
correct an

error by

using

alternation,

which

is labeled

as the

word-identity convention or the category-identity convention. Listeners
figure out a word that is the same as the first word of alternation in
the original utterance, and they reinterpret the meaning when the
speaker uses the word-identity convention. It gives listeners time to
recognize the change as the repair starts from a point where there
error is not found. On the other hand, listeners identify a word which
is the same as the syntactic category of alternation in the preceding
utterance and start the meaning repair from it when the speaker uses
the category-identity convention. In the case of the category-identity
convention, listeners feel more of a burden than with the word-identity
convention as they must instantly detect errors, replace them as
alternations,

and

understand

the

meaning.

These

two

clues,

the

word-identity convention and the category-identity convention, do not
directly help listeners understand in the case of covert repairs and
appropriateness repairs; however, these two clues are helpful for
reinterpretation in accuracy repairs. In some cases, listeners get a hint
about the range and pattern of repair provided by the editing marker.
Repair structure is classified into 7 types based on the presence
of a speech error, the editing marker and alternation, and its sequence.
Types related to overt repairs are from type 1 to type 4, and type 1
has the highest ratio among them. Types from 5 to 7 are link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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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t repairs, and type 5 has the largest ratio among them.
Based on this analysis of utterance repairs treated as slips of
the tongue or disfluencies found in corpus data and experimental data,
this paper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self-repair is an essential
strategy and communicative skill for sophisticated native speakers.

KEY WORDS: repair, disfluency, editing marker, alternation, repair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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