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談話分析(Discourse Analysis)과 英語敎育

黃 造 倫

(英語敎育科)

I. 序 論

외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이론과 주장의 변전은 주로 다음 세가지 훨因에 의해

얼어난다고 할수 있다. 첫째는 사회 • 경제 • 정치적 여건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사회나 국

가가 외국어교육에 거는 기대와 요구가 달라지는 것이며， 둘째는 언어의 본질과 인간의 언

어승득과정 등을 규명하는 언어학 및 심리언어학 등의 이론이 변천 • 발전하는 것이고， 셋

째는 외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경 험과 직관적 판단 (intuition) 에 따른 새로운 주장들

이 나타나는 것이 r:t (Stern 1983: 471"-'472).

이상 세가지 요인중 특히 첫번째와 두번째 요인은 최근에 와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면서

외국어교육의 혁신을 촉구 해왔다. 2차세계대전후 급격히 활기를 딱기 시작한 국가간의 정

치 • 경제 • 문화적 교류는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국가플， 특히 국제어의

역할을 하는 영어 등 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들은 의사소통의 산 수단우로서의 외

국어구사력을 지닌 인적 자원을 그 어느때 보다 더 많이 펠요로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현대사회는 외국어로 쓰여진 책이나 글을 읽을 수 있으되 말은 거의 옷해서 국제적인 모임

에 나가면 어쩔수 없이 이흔바 3S(silence, smile , sleep) (1) 의 신세가 되는 사람을 키워내는

데 그치는 외국어교육으론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언어와 인간언어능력의 본질을 규명하는 언어학 • 심리언어학 분야에서도 1970년대

이후 언어를 사용맥락에서 遊離시킨 자율적 체계로서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 되 면서 , 話行論 (speech act theory) , 話用論 (pragmatics) , 社會言語學 (sociolinguistics) ,

談話分析 (discourse analysis) 등이 使用服絡(context) 속에서 언어표현이 지니게 되는 의미

와 기능， 사회적 적절성 (appropriateness) , 문장 (sentence) 단위블 넘는 發話 즉 談話體가

갖는 構造上의 특정 등을 규명하고 記述하기 위한 연구가 활기블 염에 따라 우리가 의사소

통의 산 수단으로서의 외국어블 가료치려 하는 한 궁극적으로 키워줘야할 능력이 어떤 것

(l) 이는 외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봇해 벙어려처램 앉아 있다가는 너무 가만

있기가 랫해 가끔미소나 짓다가 끝내는 장틀어 버린다는 것을 우습게 표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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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가에 대한 연식을 새롭게 해주고 있다.

언제 우리는 “언어능력”이란개년을 과거에 주로 “문법성"(grammaticality)을 71 준으로

해서 Chomsky가 정의 했드시 파악하는데 그칠수는 없고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 란 차원에서 파악되고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은 적어도 다음 네가지 영역에서의 지식과 기능을 포함하게 된다(Canale

1983:6",14).

1.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 이는 한마디로 해서 어 떤 命題的 의 미를 옳게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기본적￡로 펄요한 지식 즉 어휘， 어형구성법， 문창구성볍， 발음

법， 청자볍 등에 관한 지식이다.

2. 사회언어학적 능력 (sociolinguistic competenc~) : 이 는 언어표현의 명 제 척 의 미뿐 아니

라 사회척 의미와 기능을 알며 (2)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맥락에 척철한 언어행위를 할줄 아

는 능력，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사회적 관계 (지위의 상하， 친분관계 등)에 있는

사람과 무엇에 관해 무슨 목적&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가장 적절 (appropriate)한 표현을 골

라 쓸수 있는 능력 (3)， 나아가서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무슨 내용의 말을 해도 좋고 해서는

안되는지 등 (4)을 아는 능력이다.

3. 담화능력 (discourse competence) : 이 는 통일성 있고 적절한 담화를 이 루어 나기→기 위

해 운법적인 문장이나 의비내용들을 어떻게 組合해 나가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인데， 이 문

제는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4. 對話戰略能力 (strategic competence) : 이는 커 뮤니 케 이션의 장면에서 1) 강자커 펄요한

생각이나 문볍적인 표현이 떠요르지 않는다떤가 그밖에 의사소통능력중 일부가 불충분하여

커뮤니케이션에 중단 현상이 얼어났을 때 이를 보완하거나， 2)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을 높

이기 위해(수사적 효과를 위해 일부로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 등) 쓸수 있는 여러가지

방볍과 수단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각 영역의 능력이 구체적우로 우엇을 포함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순수

언어 학， 사회 언어 학， 話用論， 談話分析， 對話分析 (conversational analysis) 등의 연구결과에

서 얻을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중 “談話能力”에 초점을 두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2) 예를 들어 “It’s cold in here."란 말은 주인이 하안에게 했다면 문을 닫으라먼카 불을 피우라는

명령이 될수 있고 부인이 남펀에게 했다면 그자리를 뜨자는 체안이 될수도 있￡며; 하숙생이

정주안에게 했다면 난방을 좀더 잘해달라는 불명이 될수도 있다. 이와 같야 한 문장이 특정 맥

락에서 특정한 방법으로(억양， 강세 등)으로 發話되었을때 어떤 의미를 지니케 되는지를 아는

능력을 특히 화용흔적 능력 (pragmatic competence)라고 부르기 도 한다 (Fraser， Rintel1, & Walter
1980:76" -77) .

(3) 예를 들어 품위있는 식당에서 웨이터가 손님에게 주문 하라는 말을 정중하게 하려할 때 “ OK,
chump, what are you and this broad gonna have?"라고 할 수는 없다. (Canale 1983:7)

(4) 미국사회에서 상대현의 봉급이 얼마냐고 묻는다던가 여자에게 나이가 몇이냐고 묻는 것은 금기

라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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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談話分析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 어떤 계시를 주는지를 살

펴보기로 한다.

ll. 談話分析

1. 定 義

‘談話 (discourse)’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어서 ‘談話分析’이란 용어도 여러가

지 의미로 해석되어 왔고 그 아름으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도 다양하다. Brown and Yule

(1983: viii) 이 지적하였드시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언어철학， 電算言語學(computational

linguistis) 등이 각기 다른 局面에 魚點을 두고 ‘담화분석 ’ 이 란 것을 해오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 언어 학에 서는 對話로 구현되는 社會交流의 構造에 , 심 리 언어 학에서는 言語理解‘ (language

comprehension) 와 관련된 문제에， 철학적 언어학 및 形式言語學 (formal linguistics) 에 서는

한 구성체를 이루는 문장들간의 意味論的 관계와 이들의 統蘇論的 具現의 문제， 電算言語

學에서는 談話過程 및 運行의 모델을 만을어 내는 일에 주관심을 두고 담화분석을 하는 것

등이다.

‘담화분석’이란 말은 넓게는 Culthard (1977) 에 서 처럼 언어를 便用服絡속에 놓고 보았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제 반 문제들， 즉 話行論， 話用論， 言語民없誌學(the ethnography of

speaking) , 對話分析(conversational analysis) 등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분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펀 좁게는 한 문장 (sentence) 또는 言表 (utterance)가 특정맥 락속에서 갖

게 되는 기능과 意味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話行論과 話用論(pragmatics)이나， 對話 (con

versation)를 통해 이 루어지는 話者와 聽者間의 交流 (interaction)관계를 주로 다루는 對話

分析(conversational analysis) 등과는 대조되는 개념우로 파악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때 ‘담

화분석’이란 文章(sentence)單位블 넘는 자연스런 言語事例--그것이 對話交流(conversa

tional exchange) 이 건 글로 쓰여진 것 (written text) 이건 간에--를 대상우로 하여 이 런 談

話가 갖는 構造， 그 틀속에서 각 문장 또는 言表가 받는 制約과 그것들이 그 구조 속에서

갖게 되는 意味와 機能 등을 분석， 記述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흔히 밤

아드리는 정의라 할 수 있는데 이 글에서도 ‘담화분석’을 그런 의미로 받아 도리고 특히

말〔口語)로서 이루어 지는 담화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이 우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

는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2. 談話의 構造 (structure)와 適格性 (well-formedness)

담화분석에 서 우선 부각되는 것은 담화에도 構造(structure) 란 개 념 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다. 잘 形成된 (well-formed) 문장은 文章構造가 주는 制約에 따라 낱말을 배열했을 때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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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있다
c _
걷r~지 않음을

(Stubbs 1983 : 16"'-'17).

어지듯이 적절한 연결성을 지닌 잘 形成된 談話(well-formed discourse) 에 는 談話構造가 있

으며 이 구조가 그 담화를 형 성하는 文章플의 배 열순서 (linear sequence)에 제 약을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당화구조의 개념은 이른바 據뼈u性 (predictability)의 개념과도 밀접히 연관

된다. 즉 담화에서는 문장들이 아무렇게나 깜意的언 순서로 배열될 수 있는게 아니라 ‘구

조’에 따라 특정순서로 나타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담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 다음

에는 어떤 말이 올 것언가를 예측할 수 있￡며 그 예측에 어긋난 것이 나왔을 때 그 담화

는 잘못 형성된 (ill-formed) 것이거나 농담 등의 특수 효과를 위해 쓰인 것임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話者의 담화능력 (discourse competence)의 일부를 이루게 되는떼 Stubbs

는 담화속에서 話者들이 言表(utterances)들은 특정순서로 일어나며 다른 순서로는

인식하는 담화능력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1) A : Yes, I can.

B : Can you see into the future?

2) Customer: Good morning. Do you have anything to treat complete loss of voice?

Shopkeeper: Good morning, sir. And what can I do for you?

Yes , I can. 이 란 생 략

나타나있

1) ，2)는 모두 잘못된 담화인데 1) 에 선 ‘물음-대답’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우며 문법적ξ로

도 앞에 나온 말이 아니라 뒤에 나올 말에 그 해석을 의존해야 되는

문이 쓰안 것이 문제가 된다. 2)는 상점주인의 말이 담화구조상 잘못된 위치에

‘인사，즉，다. 호칭， 물음’오로 구성된 이 言表는 대화 첫머리의 말이라는 특징을 강하게

지난 표현인데 첫머리가 아니고 두번째 위치에 나타나 있다.

3) (킬거리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서며)

# Excuse me. My name’s Mike Stubbs.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station?

lOt:
"'"一

이다(우리 말에서도 질가에서

3)도 잘못된 담화의 예인데 (:j:f표시는 문법적오로 하자가 없￡나 담화구조상 잘뭇된 표현을

나타낸 다) 이는 ‘사과+신분밝힘 + 킬묻기 (apology+identification +request for directions) ’ 라

는 話行連鎭 (sequence of speech acts)가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소개

는 신분밝힘’은 뒤이어 交流가 계속될 것을 예측 또는 기대할때만 적절하고 필요하기 때문

낯선 사람에게 “실례합니다. 저는 xxx업 니 다. 서울역오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라고 한다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로 취급받을 것이다).

우리가 1) ，2) ，3)과 같은 담화구성은 잘못된 것이어서 정상적ξ로는 일어나지 않오며 그

런것이 쓰였다면 그것은 농(弄)이나 우스팡스러움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은 담화구조의 척

절성을 판가름 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담화능력은 또한 특정 당화구조는 특정맥락에서는 적철하되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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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4) A : Thank you.

B: You’re welcome.

은좋a나

5) A: You’ve lovely eyes.

B : Thank you.

#A: You’re welcome.

97

은 적절하지 못하다 (Filmore 1973: 275). 즉， 상대펀에게 분명한 好意나 친절을 베풀었을

해 상대가 Thank you.라고 하면 You ’re welcome. 이 라 하는 것은 적절하나 5)와 같은 경우

는 상대편을 칭송한 것이 호의나 친절이라 여걸수는 없기 때문에(그렇게 되면 칭송의 진실

성 이 줄어든다) 非適格談話가 된다.

또한 예로서 아래 6) ,7)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 Teacher : What did you do last night?

Pupil: I went to a movie.

Teacher: Very good. (Hatch 1980:17)

7) Teacher : Can you tell me why do you eat all that food? Yes.

Pupil: To keep you strong.

Teacher: To keep you strong, Yes. To keep you strong. Why do you want to be strong?

(SincIair& Coulthard 1975:21)

이들 담화는 모두， Sinclair and Cou1thard(1975)가 말한 [IRF] 즉 Intiation(始作)-Response

(應答)-Feedback (追隨)의 구조블 갖고 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 의사와 환자， 審問官과

被審問人 등 社會的인 地位나 權威가 대등하지 않은 대화자간의 담화에서 흔히 보는 구조

이지만 이를 친구 릉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간의 격의없는 담화에서 쓴다면 매우 이상한

것이 될 것이다(잉

談話의 차원에서도 well-formed, ill-formed의 개념 이 성 렵 한다는 또 다른 증거로서 Stubbs

(1983 : 88"-'92)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즉， 對話에서 You didn’t answer ‘ my ques-

(5) 우리 말에서도

A: 오늘 아첨에 우얼 드셨지요?

B: 라면과 김치를 먹었읍니다.

A: 좋습니다. 정심엔 뭘 드셨지요?

A: 어다 사십니까?

B: 통작동에 삽니다.

A: 좋습니다. 직엽이 무엇이지요?

등은 의사와 환자. 조사원과 피조사자간의 대화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으며 보통의 경우에 이

런 담화를 한다면 아주 이상한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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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He didn’t say ‘hello' . He never sticks to the point.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되 거 나， 교

사가 학생 이 쓴 글에 -實性(coherence) 이 결 여 되 어 있다고 평하는 것 퉁은 언어사용자가

담화의 連鎭構造의 適格性에 관한 판단력 (intuition)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론적 차원

에서 ‘well-formedness’의 개법은 修正可能性(corrigibility)을 전제로 하게 되는데 담화행위에

서 뭔가 잘못 되었을 경우 참여자들은 그것을 인식하고 대화도중에 이를 수정해 나가는 행

위블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담화에 구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構

造의 適格性은 俠意의 言語的인 것， 특히 統離的인 것과 그 이외의 것(意味論的인것， 話用

論的안것 등)에 의해 결정된다.

Widowson (1979)은 담화의 연계성을 結合 (cohesion)과 一實뾰(coherence) 이 라는 두 개 념 A

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結合’은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들이 統蘇的 몇素에 의해

구조장의 연계를 이루는 것이며 ‘一實性’은 그 문장들이 수행하는 話行的機能間의 연계라

고 정의 할 수 있다. 談話結合(discourse cohesion)을 이루는 메 카니즘은 Halliday and Hassan.

(1976) 에 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代名詞" 指示詞와 定冠詞， 比較表現 (same，.

similarly, such , 등) 등 照、應表現 (reference)과 代置 (substitution) , 省略 (ellipsis) , 接屬 (cone

junction) 語葉反復 퉁이 다.

한펀 談話의 -實性 (discourse coherence)은 위와 같은 文法的 裝置로서 보다는 Grice의

對話規則 (conversational maxim) 등 話用論的規則에 의해 談話속의 言表들이 지 니 는 話行的

機能을 옳게 해석 하는데서 얻어진다. 이에는 순전히 언어적인 것 외에 담화참여자들이 共

有하는 世上事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이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8) A : You look cold.

B : Yes, I am./No, I am not.
9) A : I am hungry.

B : :lf Yes, γouare./No， you aren’t.

에서 8)은 適格이나 9)는 非適格언 것은 Labov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話用規則으로

설명할 수 있다.

“A가 B-event(B만이 그 質否를 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서술하였을 때 이는 B어t

게 확인을 요구하는 Yes/No-의 문문으로 해석 된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로서 아래 10)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0).Evelyn: Is it your day to use the washing machine?

Dian : I’11 take them out in a minute. (Hatch 1980:5)

이를 순전히 統廳的 o로만 본다면 Evelyn은 YesjNo-qu.estion.2..로 오늘이 Dion이 세탁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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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게 되어 있는 날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것이되며， 따라서 Yes나 No로 답하고

있지 않는 Dian의 반응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대화는 Evelyn이 세탁기를

쓰게 되어 있는 토요일에 .일어난 것으로서 그날이 토요일이며 따서 Dian이 세탁커를 쓸 날

이 아니 라는 것을 아는 두 사람은 Grice의 대화규칙 6)중 특히 ‘Be relevant. ’, ‘Be informative. ’

에 의해 Evelyn은 정보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를 비워 달라는 요구를 간첩적￡

록 하고 있 o며 Dian은 곧 비워 주겠다는 척절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된다.

다음 11) , 12) , 13) , 14) , 15)의 경우도 統蘇的 關係나 命題的 意味關係로만 보면 아무

관련이 없는 言表들의 連鎭인데 그것들이 適格한 담화블 이루는 것은 10) 에 서 와 같은 맥락

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11) A : Are you going to work tomorrow?

B : I ’m on jury duty. (Culthard 1978:72)

12) A : Can you go to Edinburgh tomorrow?

B : B.E.A. pilots are on strike. (Widowson 1979:96)

13) A : I ’m out of petrol.

B : There is a garage round the corner. (Brown and Yule 1983:32)

14) A : Did you see my chocolate box?

B:Tom ￦as here a few minutes ago.

15) A : Doorbell!

B : I ’m in the bath.

C : OK. (Widowson 1979:138)

이들 예에서 B의 반응은 모두 ‘Be relevant. ’ 란 원리에 의해 A가 한 言表와 관계되는 것우

로 해석할 때， 11) 에 서는 배심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대답， 12) 에 서는

Edinburgh로 가려면 B.E.A .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데 (A，B，가 共有하는 지식) 조종사들이

파업중이라 못간다는 대랍， 14) 에 서는 Tom이 가져갔을지도 모른다는 대답이 되는 것 등이

다. 특히 15) 의 경우는 초안종이 울리면 B가 문을 열게 되어 있다는 相互理解와 관계에 바

탕을 두어 B는 A의 言表를 초인종이 울리니 가보라는 지시로 받아 드리며， A는 B의 응답

을 지금 그렇게 할 형펀이 못된다는 변명무로 받아드려 “그러면 내가 가보지” 하는 의미의

“OK."로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6) Grice(1975)가 제시한 대화규칙 (conversational maxims)은 다음과 같이 요약 펼 수 있다.

1. Be relevant. Make your contribution relevant to the ongoing conversation.
2. Be informative. Speakers already have a lot of shared background information that’s not

new or informative.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is required , but no more
informative than necessary.

3. Be truthful. Say things you think are true and don’t say things you think are false or for
which you have no evidence.

4. Be clear. Try to make your message clear for your Hsteners. Don't be overly wordy ,
obscure, or disorga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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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談話란 아무렇게나 連結된 言表들의 집합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談話體

에도 文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構造 (structure) 가 있고 이 構造가 담화속의 文章 또는 言

表들의 連鎭 • 共起(co-occurence) 관계에 制約을 가한다는 것， 또 이런 構造를 인식하여 適

格한 담화와 그렇지 못한 것을 判別하고， 적절한 담화행위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은 言語使

用者가 갖추어 야 할 중요한 능력중의 하나라는 점을 알아 보았다. 談話分析은 이 밖에 도，

文章을 最大單位로 해서 언어플 분석했을해 들어나지 않는 여러가지 중요한 점들을 밝혀

주는데 , 그중 몇가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談話構造와 言語形 分布

Stubbs (1983: Chapter 4)는 英語의 몇몇 副詞， 不變化詞(particles) • 接屬詞 퉁이 갖는 局

面中 순수 統蘇論이나 意味論에서는 부각되지 않거나 說明할 수 없었던 점틀이 談話分析에

서 드러나거나 설명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첫 예로서 well , now. right 등의 不變化詞를 들수 있는데 이들은 아무런 統蘇的據示

(syntactic predictions)를 하지 않ξL며 , 문자 그대 로의 의 미로 쓰이 지 않고 間投詞的오로 쓰

일때는 아무런 命題的 內容 (propositional content) 을 갖지 않기 때문에 統蘇論이나 意味論

에서는 이들에 대해 별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나 談話 차원에서 살펴 보면 이들은 言表初

頭에서 쓰일때 그 言表를 다른 言表와 연관시켜 준다먼가 담화에서의 경계를 표시하는 등

의 기능을 수행함을 알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well을 살펴 보면， 이는 言表初頭에서 一般

的언 導入機能(Well， what shall we do?)을 하거나 談話에서의 休止(break) 나 다른 主題로

의 전환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의문문 다음의 言表初頭에서 쓰이면 그 탑이 간접

적 인 것 임을 나타내 기 때문에 (How did you like the Japanese food? Well. I think I like

Korean food better.) 16) 에 서 와 같이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 (information question)에 대한

직접적인 탑의 앞머리에서는 쓰일 수 없다.

16) Q; What time is it? A: :j:f Well, two a’clock.

副詞 please의 경우를 보면 그 分布를 단지 통사적 근거 만 갖고는 설명 할 수 없고 piease

와 話行의 機能範購間의 共起옮u約 (co-occurrence restrictions) 관계로 설명 되 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17) ，-...， 20) 에 서 볼 수 있드시 please와 統離的 構造 사이에는 아무런 共起制約이

없다.

17) I’d like some more pudding, please.

18) Can I have some mbre pudding, please.

19) Give me some more pudding, please.

20) More pudding, please.



談話分析(Discourse Analysis)과 英語敎育 101

그러나 21)"-'25)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please는 문장의 통사적 구조가 어 떻던 간에 그것이

‘훨請’이란 話行무로 해석될 수 있을때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때는 (25의 경우처럼

비록 통사적 구조가 ‘명령문’이라 할지라도) 쓸수가 없다.

21) *He ate more pudding, please.

22) *1 promise you can have more pudding, please.

23) *Would you like more pudding, please?

24) *Do you want to come to a party, please?

25) *Give me more putting or I’11 hityou please.

비슷한 이유로 해서 please는 26) 에 서와 같이 ‘제안’의 기능을 갖는 말 다음에 오는 言表에

서는 가능하나， 27)"""'29) 에 서와 같이 칭송， 질문， 요청 등의 기능을 하는 말에 대한 응답

오로서는 쓰일수 없다.

26)‘ A : Would you like some tea?

2η A: That’s a nice hairdo. 1
28) A : Have you got the time? f
29) A : Will you open the door? J

B : Please.

B : *Please.

Stubbs는 또한 Yes와 OK의 문제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립시켜 놓고 보면 같은 의

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S나 담화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30) ，31) 에 서 보는 바와 같이先行言表가 다같이 의문문의 형식을 갖고 있￡나 그것이 요청

의 기능을 할때에 만 OK, Yes가 모두 가능하고 질문의 기능을 할때는 Yes만이 가능하다.

30) A : Do you want to come?

31) A : Does he want to come?

B : OK/Yes.

B : *OK/Yes.

또 32) ,33)에 서와 같이 OK , sure, all right 등응 직 접 적 인 요청에 대한 응탑무로는 가능하

나， 불투명한 힌트나 저]안 등 간첩화행에 대한 응답우로는 부척합하다.

32) A : Will you shut the door (please).

B : OK/Sure/All right.

33) A : It’s droughty in here (*please).

B : *OK/*Sure/*All right.

Stubbs는 나아가 Van Di jk (l979) , McTean(1980) 등을 인용하여 34) ，35)에 서 보는것 처

럼 이른바 接屬蘇(conjunctions)라고 불리는 것이 경우에 따라선 單語나 句등 통사적 단위

나 意味論的 命題들을 연결 시키는게 아니라 話行들을 연결시켜 주는 話用的 連結蘇가 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4) Do you want a sandwich? Or arn’t you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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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語의 Yes/No questions는 두가지 형 태 로 구현되는데 하나는 Do you like apples?와 같은

倒置形 (inverted form) 이고 다흔 하나는 You like apples?와 같이 寂述文에 의문부호블 찍

고 上昇柳揚을 쓰는 寂述形(statement form) 이 다. 순수통사론에서는 이둘 중 어 느 것을 쓰

느냐는 찜意選擇(option)이 라 할 수 밖에 없고， 意味論에서도 이 둘은 다같이 information

을 구하는 의문문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Brook et al (1980)은 도치형과서술

형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는 담화속의 맥락에 의해 결정원다는 중요한 시-실을 다음과 같

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36) 에 서 B의 말 1""4중 어느 것을 션택 하느냐는 B가 A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36) A : My husband and I are going on γacation next week.

B : 1. Where are you going?

2. Are you going down south?

3. You’re going down south?

4. You’re going down south.

다시 말해서 B가 A에 관해 잘 모르면 전혀 어떤 답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처렴 물을

것이고， 남쪽우로 갚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오면 2. 로， 아는 정도가 더 깊

어 담을 예측할 수 있는 度가 강해 질수록 3. 나아가서는 4. 까지 쓰게 될 것이다. 이와 같

이 상대펀이 어떤 탑을 할 것인지에 대한 據測度의 관계를 Brook et al (1980)은 High/ Low

Presupposition of aYes-Answer란 개 념￡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예 에서 37) ，38)의 경우

A의 말이 I ’m studying something this term. 통과는 달리 미진한 점을 남커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기 째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는 청도 (yes란 탑을 강하게 예측 하면서)

의 “echo" question인 서술형을 쓴 37)은 적합하나 38)은 그렇지 옷하다는 설명이 가능

하다.

37)A:I’m studying poetry this term.

B: You’re studying poetry this term?

38) A: I’m studying poetry this term.

B : :If Are you studying poetry this term?

이 와 같은 High Presupposition의 상황에서 倒置形이 스ξ일 수 있는 경우는 39)에 서 처 럼 특

수한 彈勢패턴으로놀라움 등의 특별한 감정을 끊시할 때이다.

39) A : I’m tudying poetry this term.

B : Afe you (studying poetry thi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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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반대로 Low Presupposition의 경우는 40) 에 서와 같이 보다 순수한 의문문의 성격

을 띤 團l置形이 적합하며 41)에서와 같이 寂述形이나 흑수 강세로 놀라움， 의아섬 등을 나

다내는 倒置形은 不適合하다.

40) A : ... job opportunities...

B : Here we are; thanks for the ride. Vh . ...

Would you like to come in for a drink?

41) A : ... job opportunities...

B : Here we are; thanks for the ride. Vh...

:j:j: You’d like to come in for a drink?

:j:j: W6uld you like to come in for a drink?

:j:j: Would y6u like to come in for a drink?

4. 談話構造의 意味統뿜II

한 言表의 意味는 흔히 그것이 談話構造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전형

적 예를 42) ，43) 과 같은 전화대담에서 찾아 불 수 있다 (Stubbs 1983:97",,98).

42) Telephone rings. A answers.

A :Hello.

B : Hello, Is Jim there?

43) S : hello X college of ed.ucation
MS : hello can you tell· me what department mister A is in I just. want

{m
just a moment please

s:
(long pause)

S :1’m sorry I can’t find him he’s not in his study or the staff room

MS : no I don't want to speak to him I jl.lst wa.nt to kIlOW whl\t his departme:(lt is so that

I can post him same papers

즉 천화때 담의 첫부분에서는 Is Xthere?나 43)의 MS:의 Can you tell me ... 등의 표현이

모두 누구를 대달라는 요청a로 해석되 43)에 서 처럼 話者가 그 言表의 命題的 意味로 쓸

려 해도 어려움을 겪게 펀다는 것이다. Stubbs는 이런 관계를 다음과 같은 해석규칙우로

설명하고 있다.

H S0J,1le0 :t\e is n;tmed in a teleph9Ile l;ll,ll imll1ec:H!!t~ty 쉴ter the .~njtial fi)xChaIl ge of gJ;eeti:t\gs, .this

will be interpreted as a request to speak to the person named. (p. 98)

Stubbs는 이러한 해석규칙은 전화대담 이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 44)와 같은 경우가 생긴다

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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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 : Have you seen David Brown?

B: He’s in the refectory.

A: It’s all right, I don’t want to see him, I wondered if you’d seen him. (Ibid.)

또한 Sinclair and Culthard (1975)는

45) Oh sorry-I just αanted to check a few points.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havea look at this.

에서의 과거형은 과거의 때에 언급하는 명제블 나타내는 것이 아나라 말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를 걷으묘로서 대 인관계의미 (interpersonal meaning)을 구현하는 것임을 지 척 하고 있다.

]1[. 談話分析과 英語敎育

序論에서도 언급 했드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외국어교육， 특히 국제어로서의 영어교육

은 영어의 발음이나 문법， 어휘를 학습시키는 일에 족할수 없으며 여러가지 사회적인 상황

에서 영어를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우로 쓸수 있는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

나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언제 필요한 것은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엇을

배워야 하며 또 그런 능력은 어떻게 습득 되는지를 밝혀야 하게 되었다.

몇 몇 외국어 교육흔자플과 교사들은 아직 도 언어 능력의 근본은 Chomsky가 정의 한 바와

갚은 능력 즉 문법적인 문장을 이해하고 쓸수 있는 것이라 여기고 이런 기본이 갖추어 지

면 질제로 그 언어를 쓰는 일은 학습자가 어렵지 않게 스스로 터득해 나갈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Chomsky가 정의한 바와 같은 쨌意의 언어능력 (competence) 이 습득되면 言語途行

(performance) 적 인 문제들응 저절로 해결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 즉 文章에 관한 지식이 있S면 언어가 커뮤니케순의 현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관한 지식은 자동적￡로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생각이 옳지 못함은

학교 교육에서 6，7년간 영어를 배우고도 실제 의사소통 활동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통이라는 현실로도 증명되지만 理論的 것元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예 를 들어 Peck (1978) , Hatch (1978) , Hatch and Long (1980) 등은 외국어 숨득 과정 에서

談話가 統蘇를 가르치는 역 할 (teacher of syntax)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장

을 구성하는통사적인 구조블먼저 배우고문장들을 이어 답화를 구성하는법을 배운다기 보

다 담화교류의 수직 적 구조(vertical structures)를 통해 통사적 구조， 즉 수펑구조 (horizontal

structure)를 터득 한다는 정을 46) ，47) ，48)과 같은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46) Brenda: Kimby

R : What about Kim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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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lose
R : closed; what did she close‘ hmmm?

47) Brenda: hiding
R : Hiding? What’s hiding?

B : balloon (Hatch 1979:406)
48) Child Learner: Lookit. (pointing)

Adult: Uh-huh, its a fly.
CL: Fly.
A : What about the fly?

CL: eat.

A: What’s he eating?

CL : flower.
A :Mmhmm, he’seating. Oh-oh, there he goes.

CL: oh-oh go. (Hatch and Long 19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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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R. 이 나 Adult는 계속 질문을 함 o로서 아이로 하여금 운장 구성을 위한 구성

성분 (constituent)을 하냐 하나 채 워 나가게 하며 이 런 수칙적 담화교류를 통해 학습자는

수평적 통사구조를 익혀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여하릎 앞서 극히 단펀적￡로 예시한 바와 같은 談話가 갖는 여러가지 局面들은 학습자

가 문법적인 문장을 이해하고 만들줄 아는 능력만 갖추케 하연 나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힘을며 담화분석이 밝혀주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영어교육의 내용￡

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異議가 없을 것이다. 그것을을L구체적으로 어떻게 j 敎材化하

며 어떻게 학습활동을 통해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영어교육에 관계된 사람들이 앞 o

로 해야할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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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Analysis and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uck-Ryoon Hwang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discourse analysis for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substantiate the notion of ‘discourse

competence'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hich we hope our

students will eventually attain. Citing γarious works on discourse analysis in English as

supporting evidence, the paper points out that such concepts as ‘structure’, ‘well-formedness’,

'corrigibility ’ , and ‘predictability' apply to discourse, and that discourse structures work as

constraints on distributions and semantic/functional interpretations of linguistic expressions

in discourse. It is argued that without knowledge of these aspects of discourse full

communication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if not impossible.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the findings of discourse analysis in TEFL is emphasized, leaving the

problem of ‘how’ as a subject for further stud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