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대화에서 나타나는 복캅성 구조 연구 

이 소 영 (서울대) 

1. 머리멀 

담화는 인간언어활동의 가장 포팔적인 단위이면서 다양한 인지 

활동이 총체적으로 관여하는 소풍의 과정이다. 담화는 가장 혼하게 

접할 수 있고 가장 기본척인 언어적 활동이면서도 그 대상의 광범 

위함과 접근방법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의 역사는 상대 

적으로 짧온 편이다. 최근의 연구통향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뉘 

어 지는데， 그 중 구체적 담화의 전사와 분석올 중심으로 한 경험 

론적인 연구방향과 인간의 인지활동에 기초한 담화행위 모텔 구촉 

올 주요 연구과제로 채택하는 방향이 그들이다. 최근의 담화분석 

연구에서는 어느 연구방향이든 실제 행해진 담화행위를 연구의 대 

상으로 하는 것올 이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화가 행해지는 구체 

적인 상황， 참여하는 사랍들올 비롯하여 다양한 언어 외적 요인들 

이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담화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는 통 

상적인 언어학의 연구방법론과 더불어 학문연계적 시각을 포괄할 

것올 요구한다. 즉 사랍들 사이의 구체적인 의사소통과정인 담화의 

특성상 담화연구에는 심리학과 철학， 상담 이론을 비롯하여 종교학 

과 사회학의 다양한 방법론올 아우르는 학문 연계적 시각이 포함 



56 이소영 

된다. 본 연구에서도 담화에 대한 다양한 언어학적 접근방식 외에 

도 철학적 언어 행위이론 인지적 상호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방식과 더불어 흔히 혼돈이론이라고 부르는 복잡성 이론의 방법론 

둥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행해진 담화를 분석해 보고자 시도하였 

다. 

2. 담화분석 방법론 

앞서 말한 것처럼 담화를 분석하는 언어학적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사회학적인 연구방법에서 출발해서 실 

제 행해진 담화의 상세한 기록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담화가 이 

루어지는 상황， 사회적 배경과 언어적 표혐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향으로 주로 발전해 온 경험론적 방법이다1). 통상적으로 회화분 

석(Konversationsana1yse)이라 통칭하는 이 방법론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자료에 대한 극히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를 해석하는 관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치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이론적 툴이 기반이 되지 않은 자료분 

석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로 언어행위이론 

(Sprech와α-theorie)에 바탕을 두되 개별적인 언어행위가 아니라 

담화상황애서의 언어행위연속체률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방 

향을 대화분석(Di머ogana1yse)이라 통칭하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 

가들에게는 담화원형(Gesprächsmuster )에 대한 연구가 주 관심사 

이며， 이들은 답화원형의 이해와 그것을 이용한 다양한 담화형태의 

1) Becker-Mrotzek, Michael (1없2: 5): "Sie sucht den Zugang zu 
Kommunikation und Spracheüber die Frage, wie die Beteiligten 
soziaIe, kommunikative Wirklichkeit herstellen oder konstituier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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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우려의 본와쩍인 언어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오늘 

날 이 두 가지 연구방향의 연구자률은 서로 다른 연구자풀의 방법 

론적 타당성올 인정하고 월부 수용하는 태셰이므로 이돌 방법론의 

엄격한 차이륨 논의하는 것애는 큰 비중을 두지 않고자 한다. 다만 

본 논문에서 밟히고자 하는 것용 기존의 어떠한 연구방향율 따르 

더라도 실제로 행혜진 북잡한 구조를 가진 대화률 하나의 전체척 

인 구조물로서 일관적인 방법론옳 가지고 분석해내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연구자의 주관올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서술율 

하기 위해 가능한한 자세한 전사(Tra따mp디on)률 한다고 해서 각 

언화행위틀 간의 연관성이 밝혀질 수 없을 뽑 아니라， 그 언화행위 

들올 연결된 연속체로 셜명한다고 해도 그 연속체는 보다 큰 단위 

의 담화구조와 어떤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는지률 설명하는 

데에는 환계가 었다. 실쩌로 행혜진 담화률 면밀혀 살펴보면 우리 

가 어떠환 원형이륜올 세워도 그 원형얘서 변이된 수없이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실제 담화률 모두 포팔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엄격하게 형삭화된 담화형태가 아닌 경우애는 한 담화 안애 다양 

한 상호행위 원형률이 융합되어 있다는 사실율 쉽게 파악할 수 있 

다. 일상척인 식사담화가 상담당화로 전이되고 그것이 다시 계획담 

화로 옮겨가는 양상， 그리고 그 중간에 나타나는 두 가지 담화가 

혼합된 국면들의 변화상들이 그 단적인 여l이다. 

상담대화는 상대적인 정형성과 자료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 

는 장정 때문에 많은 담화이론가들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으며 그 

원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러 

나 어린아이나 외국인 혹은 톡정형태의 상담담화의 형태훌 처음으 

로 경험하는 사랍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훤형으로 생각하는 상담 

당화의 형태에서 크게 이탈한 형식의 담화훌 수행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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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없이 담화목적올 달성하는 것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의 형상과 구조에 대혜서 종래의 원형아론 

에서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의 모텔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모델 

올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기본적인 언어행위들 내지는 그 언어행 

위돌 내와 보다 기본적인 요소들이 단순하고 반복되는 상호작용올 

통해 거시구조를 만툴어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제 행해지 

고 전사된 담화를 분석하면서 그 이론적 타당성올 검중혜보고자 

한다. 

3. 확문 연계적 연구방법의 제시 

혼돈이론은 자연계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복잡하 

고 불규칙하게 보이는 현상률올 다룬다. 혼돈이론의 연구자물은 구 

름과 산맥， 나뭇잎의 수맥이며 인간 뇌의 생성 둥 그 규칙성올 파 

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복잡한 형상들의 생성에 대한 이 

론을 채시했올 뿔 아니라， 뇌의 활동과정， 주식시장의 동향올 비롯 

하여 장거리 전화의 잡음 둥 사소한 일상생활의 문제돌과 함께 최 

근에는 인공 생명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2)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보이는 계(System)를 기초적인 단위의 요소 

2) Gell-Mann, Murrey(1없2): "Complexity is the quintessential 
interdisciplinary subject. Traditional disciplines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discovering many of the laws of nature, inc1uding 
fundamental laws, by isolating and studying relatively simple 
systems or portions of systems. But there is a growing 
conviction in many areas that this approach is not adequate by 
itself, and that further understanding ot the functioning of the 
real world requires a new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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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간의↑지극히 기본적인 상호작용의 단순반북으로 설명한다는 것 

은 언어에 대한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 

여 이 이론올 언어 이론， 특히 담화 분석애 접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점올 두고 고활한 내용은 담화률 기본적인 요소들 간 

의 반북되는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상화되는 복잡한 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로 다양한 형태의 담화률 규정할 수 었다. 흉미 

로운 것은 이채 말율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나， 혹정언어에 대 

한 언어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인 화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형 

태로든 자신에게 훨요한 담화롤 이끌어 나가는 능력이 었다는 것 

이다. 이 경우에도 물론 불완전한 형태라고는 해도 특정환 담화형 

식에 대한 모웰울 가정할 수 있올 것이지만 그것은 충분한 의사소 

통 능력율 지닌 성인 모국어 화자외 그것에 비활 바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형식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 담화의 형식성， 그리 

고 화자의 당화 능력 자책조차도 다양한 상호작용 속에서 부단환 

자기조직화률 수행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경험적인 연구자료로 선택한 것은 오랫동안 독일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기롤 누렸던 전화상담 프로그랩을 녹취한 상담대화 

들이다. 이 당화물온 상랍이라는 기본적인 행위 이론적 툴 안에서 

행해졌으나 방송율 통한 공개적인 대화라는， 상대적으로 재한적인 

답화형식 속에서도 다양한 변이행율 보여주었다. 복잡한 전개와 다 

양한 변이형율 보이면서， 즉 결코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되지는 않 

으면서도 일정한 툴올 결코 벗어나지 않는 복잡한 형상온 바로 혼 

돈어론얘서 주 연구때상으로 삼고 있는 현상둘율 연상시킨다. 본 

연구얘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서， 담화훌 각 창가자들이 각자의 행 

위목적옳 가지고 참여하는 협조적인 언어놓여(Sprachs며.eD로 파악 

한다. 단， 자기 자신의 담화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참가자들의 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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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적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때의 협력은 일상적인 협력의 

의미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대화 참여자돌은 다양 

한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는 한편 각자의 대화목적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기적인 목적과 이타적인 협력이 맞물리는 가운데 다양 

한 충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담화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 

양하고 반복되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설명된다. 즉 상담대화의 경우 

대화의 시작에서 출발하여 상담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의 서 

술， 해결책의 제시， 두 사랍간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말싸움이나 위기단계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대화의 종결에 이르기까 

지의 과정이 이러한 기본적인 차원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스스로 형 

상화(Selbstorg따úsieren)하는 방식으로 생겨 난다. 담화에서 나타나 

는 크고 작은 전형적인 현상들과 담화의 진행단계들올 기본적 인 

지행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조직화하는 복잡한 형 

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혼돈이론을 토대로 한， 아래에서 위로의 담화구 

조 모텔올 제시하기 위해서는， 담화에 있어서 인접인자와의 반복적 

인 상호작용을 통해 거시구조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일차적인 연구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올 협력도와 목적달성도라는 두가지 개념적 인자로 설정하 

였다. 담화를 목적 의 식 적 인 언어 행 위 (zweckorientierte sprach-liche 

Handlungen)로 보는 것은 담화의 구조와 원형 설정 에 가 되는 인 

식으로 모든 담화연구자와 언어행위 연구가가 암묵적으로 합의하 

고 있는 기본 가정이라고 할 수 었다. 담화애 참여하는 사랍돌은 

모두 제각기의 목적올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협력적인 함께놀이(koo야ratives 

ZusammenspieD이 필요하다. 이것은 담화의 형성에 있어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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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아다. 담화에 참여하는 화자가 가지는 목적은 처음부터 담화상 

대를 염두에 둔 것이고 그 상대와의 협력적인 언어놀이 

(SprachspÌeD올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협력하지 않고서는 담화 

에 참여한 사랍들은 자신이 설정한 담화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중 

요한 것은， 이러한 가정과 개념들올 어떻게 혼돈이론적인 이론의 

툴 속에서 담화분석올 하기 위해 이론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협 

력의 개념올 담화참여자 간의 함께놀이의 형태를 형성할 수 있는 

분석적 개념으로 바꿔쓰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언어화용이론에서 

중요한 기본가정으로 쓰이는 그라이스(P. Grice (196'7))의 협력이론 

올 끌어들였다. 

그라이스의 협력이론은 그 의미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 전확 연 

관성이 없어 보이는 발언들이 서로 연판성율 갖게 되는 메커니즘 

에 대한 연구이다. 언어화용론자인 레빈슨외 말올 벌자연， 협력이 

론온 사랍이 파연 다른 사랍의 언어사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연구이다. 그의 이론의 기본 개념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화상대자에게 협력한다는 것인데 그 협력의 구체적인 양 

상은 네개의 대화격률， 즉 질의 격훌， 양의 격률， 판련성의 격률 그 

리고 양태의 격률로 분류될 수 있다. 그의 협력이론은 1앉%년대 중 

반에 발표된 이후로 수많은 반론과 보완의 제안올 받아오면서도 

오늘날까지도 기본적인 골격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로 널리 이용되 

고 있올 만큼 그 뛰어난 설명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다. 또한 

그의 이론은 발표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율 때 획기척이라 할만 

한 것이， 구체적인 담화， 의사소통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 

므로 담화이론에 적용할 수 있는 용용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나 

그라이스의 협력 이론은 그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최대한의 정보 

교환올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상황올 가정으로 하여 고안된 것이 



62 이소영 

기 때문에， 실채로는 감정이나 오랜 인간관계 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실제 담화상황에 적용했을 때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생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의 이론온 지금까지 많은 반 

론에 부딪혀왔고 심지어 인간대화의 기본 골격은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라고 하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라이스의 협 

력이론을 받아 들이되 실제 행해진 담화분석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그 격률에 있어서는 변형을 가하고자 한다. 즉 담화상황 

에서의 협력올 담화참여자의 목적과 연관시켜서， 상대방이 그의 목 

적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을 협력이라고 보고자 한다. 이때 각자의 

개인적인 담화목적과 담화에서의 협력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 

으면서도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상대로부터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자는 협 

력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없이 협력하게 되면 자신의 목적 

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대화에서 타협과 조정의 전략 

(Stra않gien)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었다. 여기에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그 자신의 목척에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도 

달해 가느냐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스스로의 그것과 비교하여 제어 

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역으로 상대로부터 자신의 목적도달속도를 

줄여 줄 것올 요청하는 의사표현을 감지했올 때 그에 대해서 협력 

적으로 용하는 것이 담화 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올 위해 중요한 전 

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담화의 전체 

적인 구조와 아울러 국지척인 형식올 담화 참여자의 협력도와 목 

적 도달도률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해， 담화에서의 협력올 분석적으 

로 평가하기 위한 개념올 도입하고자 한다. 

입장차이 (Pers야합ive때ivergenzen)라는 개념은 Sdu해er(1잃4: 

00)가 정의한 개념으로서， “참여자들이 상담과 관련된 사태률 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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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파악하는 인식방식”이다. 입장차이는 크게 상호행위적 입장 

차이 Onter따rnve Perspektivendivergenz), 감정 적 입 장차이 

(emotionale Perspektivendivergenz) 그리고 인지적 입장차이 

(kog빼ve Pers따ctivendivl얹g없z)의 세 가지 입장차이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입장차이들이 주로 상담자와 상 

담원 간의 입장차이로 국한되어 셜명되므로 여기 든 개념들을 상 

담대화의 예로써 간단허 설명해보겠다. 먼저 상호행위척 입장차이 

란 상담담화라는 함께 놀이의 롤 속에서 합째 노는(spielen) 참여자 

들이， 그 놀이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올 수행한다는 것이다. 즉 상 

담자는 자기의 문제훌 셜명하고 상담원의 상담 내지는 충고률 청 

하며 담화국면에 따라 때로는 주된 화자로， 때로는 주로 듣는 사람 

으로서의 역할올 해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로 

듣는 단계가 있는 반면 충고를 해 주는 주왼 발언자의 입장율 취 

해야 하는 단계도 있다. 이 입장차이는 공척인 상담대화의 경우 거 

의 변화 없이 유지되지만 때로 어느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이것을 분명히 할 것올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축， 상담원이 상담 

자에게 잘 들으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다든가， 상담자가 상담자 

얘게 자신을 위로해 줄 것율 요구하는 경우 둥이 이애 해당한다. 

또 친지나 가까운 친구 간의 상담대화에서는 이 입장차이가 모호 

활 뿔 아니라 뒤바뀌기도 한다. 다시 말해 상답자와 상담원의 판계 

가 일순간 뒤바해게 된다는 것이다. 감정적 입장차이는 말 그대로 

두 사람 간의 감정적인 상태의 차이로서， 대개는 문재의 주된 당사 

자인 상담자가 혼란스럽고 고홈을 받고 있거나 감정적인 불안정 

상태인데 반해 상담원온 중립적인 자세롤 유지한다. 상담원이 상담 

자의 감정적 혼돈을 함께 겪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상담의 기본 전 

제이나， 상담원이 끝까지 감정적 입장차이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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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상담자로부터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인지 

적 입장차이는 상담에서 가장 주가되는 부분으로서 크게 두 부분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먼저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 

식에 대한 입장차이인데， 대화의 초반에 상담자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았지만 상담원은 그렇지 않다. 이 입장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과정이 문제 상황 설명의 단계이고 그 동안은 주 

로 상담자가 발언의 주도권올 쥐게 된다. 상담원은 주로 듣고만 있 

거나 때로 정보적 질문Onfonnationsfrage)을 던지기도 한다. 두 번 

째로는 문제해결올 위한 지식에 있어서의 입장차이인데， 이 경우는 

반대로 상담원은 가지고 있으나 상담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 

에 입장차이가 생겨난다. 상담대화의 후반부는 상담원이 문제해결 

과 관련된 지식올 상담자에게 전하고 납득시키면서 이 입장차이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4. 실져| 담화의 분석 

이제 실제로 행해졌고 연구자에 의해서 직접 전사된 상담대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 전체적인 구조와 세부적인 구성올 지금까지의 

이론적 제안들을 토대로 하여 분석해 보겠다. 다음에 제시하는 두 

가지의 담화 단면은 독일의 바이에른 라디오 방송에서 실제로 방 

영되었던 전화상담대화의 일부이다. 두 담화는 모두 연구자가 직접 

녹옴하여 특벌한 전사기호를 사용하여 문자화되었다. 



상담대화에서 나타나는 복잡성 구조 연구 6훌 

4. 1. 거시 구조의 분석 

4. 1. 1. 대화의 시작 

1 B: so und ich bE행d펴e un않re nächste anruferin guten 

abend 

2 R: guten abend frau stockebaum 0 ich binsehr froh dass 

ich 벼emδIglic바eit habe 

3 mit ihnen 갱 sprechen in meinem fall geht es es um 0 

(않ufzt) psychoterror 

위의 얘문은 상담대화의 전형적인 시작부분에 혜당한다. 상담자와 

상담원은 서로 인사훌 나누고， 이어서 상담자는 곧바로 자기가 가진 

문제롤 촉약척으로 제시한다. 이 대화단면을 새로이 제시한 협력개 

념으로 풀어서 셜명하자면， 먼저 상담원은 다옴 상담자률 대화로 불 

러들이는 언화행위률 통해 자신의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율 명확히한 

다. 상담자와 상담원 자신의 상호행위적 입장차이 Gnter와띠ve 

Persr빼tive때ivergenz)률 언명하는 것이 다. 지금 현재 자신과 예비 

상담자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상담 

자를 대화로 끌어들임으로써 그가 훤하는 상호행위적 입장차이률 

대화 속에서 확립하고자 한다. 감정척인 입장차이 (emotionale 

Perspektiven-divergenz)에 대한 상담훤의 견해는 그다지 분명히 드 

러나 있지 않으나 보롱의 상담대화에서 생각할 수 있듯이 중립척이 

고 거리률 유지하는 태도률 휘하고 있다. 인지적 입장차이(kog띠tive 

않sJ:앙띠V않예V쩍enz)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다. 이부 

환은 먼저 상담자에 의해 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상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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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담원의 상호행위적 입장 표명 즉상답자 역할수행에의 요구 

에 기꺼이 웅하는 태도를 보엄으로써 상담조건의 성립을 알리고 었 

다.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상담원에 비해 상담자는 보다 친근한 태도 

와 관심올 표명함으로써 상담원과 자신 사이의 감정적 입장차이를 

줄이고자하는 의지률 보인다. 주목할 것은， 상담자에 의해서 비로서 

인지적 입장차이가 표명되고 었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상담원이 알 

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실제상황과 관련된 문제률 먼저 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인지적 입장차이를 분명하게 한다. 그리 

고 앞으로 이 입장차이률 줄여가고자 하는 담화목적을 동시에 표명 

하고 있다. 상담원이 다음 상담자를 언급하고 상담자가 이에 대해 

웅하면서 인지적 입장차이를 표명하면서 상담대화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인 대화의 원동력， 즉 두 사랍 간의 입장차이에 

있어 변화롤 가져올 수 있는 근거인 각자의 행위 목적구조를 갖추 

게 되는 것이다. 

4. l. 2. 문제의 설정， 셜명 

상담자가 자신과 상담원 사이의 인지적 입장차이를 표명하고 나 

서 상담 담화는 다음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담화행보 4, 7, 9, 

11 동에서 상담원은 상담자의 말에 끝이 올라가는 "rnhm“으로 옹 

답하고 있다. 이로써 상담원은 상담자가 자신에게 제공하는， 문재 

가 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일올 계속하도록 독 

려한다. 상담원은 29애서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률 묻기까지 줄곧 

외미없는 맞장구나 내용없는 대답만올 함으로써 두 사랍 사이의 

인지적 입장차이 중 실제 사건에 대한 차이률 최소한으로 줄여나 

가도록 협조한다. 상담원은 몇 가지의 정보획득 차원외 질푼을 제 



상담대화에서 나타나는 복잡성 구조 연구 67 

외하고는 계속해서 상담자의 셀명을 경청하는 태도률 유지하면서 

93에서 다소 긴 질문올 던지고 있지만 그 역시 그 때까지의 대화 

외 흐룸올 크게 바꾸고 있지는 않다. 상당자가 경청하던 차째훌 벗 

어나서 그 때까지와 다른 태도훌 휘하기 시작하는 것은 93애셔 나 

타난다. 일반적으로， 친구나 가까운 친지사이의 일상척인 상답이 

아닌 어느정도 형식화된 상담의 형태는 이러환 형태， 즉 상당자가 

문제상황훌 셜명하는 동안 상담원이 주로 경청하다가 어느 순간부 

터 상담원이 발언권을 넘겨받아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 형태톨 띠 

게 된다. 두 담화참여자 간의 입장차이가 담화의 구조형성을 절정 

한다는 본 논문의 가껄얘 의해 이러한 담화국면의 전환올 설명해 

보자면， 먼저 문재의 설정， 설명의 단계라고 이륨불인 이 단계애서 

는 무엇보다도 인지척 입장차이와 그에 대한 두 사랍의 목척 셜정， 

협력의 정도가 전채 대화의 구조훌 결정하는 역할올 한다. 상담자 

는 문제에 대한 언급율 하면서 문째상황에 대한 자신외 상황지식 

율 상담원에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간의 인지척 입장차 

이는 줄어물기 시작하게 되고 그것온 문재의 셜정과 설명단계의 

시작이 된다. 이 단계와 다융에 오는 문제 해철옳 위한 상담의 단 

계롤 거치면서 결과척으로 얻어지는 인지적 입장차이의 최종적 위 

상애 대해서는 두 사랍의 기대치가 다륨 수밖에 없다. 그 사실올 

두 사랍 다 알고 있고 또한 상대가 그 사실율 알고 있다는 것올 

각자 알고 었다. 때푼에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 상대의 협조도와 

목표하는 입장차이의 해상에로 접곤하는 속도훌 파악하고 끊임없 

이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스스로 형상화되어간다. 문재상황율 썰명 

하는 단계에서 상답자는 거의 주도척으로 대화훌 이끌어가게 되고 

상담월온 청자로서의 역할울 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 단계애서는 

인지적 입장차이， 륙히 품제상황에 대한 입장 차이 - 상담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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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경험한 사람이고 상담원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상 

황 - 를 최대한 줄인다는 목적올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상담자는 특별한 속도조절이나 타협의 과정 없이 자신 

이 원하는 인지적 입장차이의 목표를 향해 빠른 속도로 대화롤 진 

행시킨다. 두 사랍의 국지적 대화목적은 서로 일치하는 단계에 있 

기 때문에 서로 높은 협력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국 

지적 대화목적올 달성하는 데에 협력한다. 상담원이 상담자의 서술 

을 경청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고도 높은 협력도에 

해당하는 행동이다. 상담원은 계속해서 따ùnn..“이라고 하거나 ,ja“ 

혹은 "so wahnsinnig“ 둥 상담자가 줄여나가는 인지적 입장차이의 

속도애 불만이 없옴올 확인시걱 준다. 특히 이러한 상담원의 행동 

이 높은 협력도를 보인다고 하는 직관을 그라이스의 협력이론온 

포괄척으로 설명해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단계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담화참여자가 각자 서로의 담화목적 도달 속도에 불만을 

품게 되면 일시적으로 조정의 국면올 거치게 된다. 예컨대 예문의 

63에서 상담원은 자기가 원하는 상황지식올 좀더 자세히 셜명혜 

줄 것올 요구하고， &3, &5와 그 이하 몇 번의 담화 행보애서는 상 

담자의 설명올 중단시키고 그가 서술하는 상황지식에 의구심올 표 

하기도 한다. 그것은 상담자가 셜정한 그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는 

속도가 상담원 자신의 목표도달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타협을 요청하고 나서는 언화행위라고 할 수 있 

다. 대화의 방향성과 목표도달속도를 조절하고잔 하는 의지는 때때 

로 언어척으로 명시되기도 한다: ,,0 aha gut os 없nn gebe es ja 0 

a1so 0 bleiben wir ja a1so erst m떠 kurz auf die앞!l" ebene 5s5“ 

담화행보 152에서 대화의 양상은 갑자기 지금까지와 뚜렷환 구분 

을 지으면서 다르게 형상화된다. 즉 상담원이 청자의 입장을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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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호홉이 긴 담화기여률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담원이 상담자의 문제상황올 어느정도 파악했다고 여길 

때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상담원이 생각했울 때 상담자의 문재상 

황과 관련된 인지척 입장차이는 원하는 만큼 충분히 줄여진 것이 

다. 많은 상담대화에서는 상담원이 자기 판단 하에 발언의 주도권 

을 가져오고 나서도 얼마간 상담자의 비교적 긴 담화가여가 나타 

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문채상황과 관련한 인지적 입장차이에 

대한 두 참여자의 목표설정이 다르기 때문애 나타나는 것이다. 특 

히 상담원이 상담이나 충고률 시작했으나 그 내용이 상담자가 원 

하던 방향이 아닐 때 이런 현상온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상담자논 

상담원이 문제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잘못된 총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문제상황을 보다 다양한 방향으로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려는 시도률 거듭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자 

면， 문제상황에 대한 지식과 관련한 인지걱 입장차이에 있어서 상 

담원용 이미 자기 목척얘 도달했지만 상담자는 스스로 그렇지 않 

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가 상담훤의 의지에 의해 진 

행되는 것율 방해하는 것이다. 상담원은 상담자가 상담원과외 타협 

없이 혼자서 국지적 대화목적에 도달하는 것에 협력하지 않는다. 

이로써 상담원이 자신의 대화목표에 도달하는 속도는 늦춰지게 된 

다. 예로 든 담화에서 보자변 상담원은 93과 107에서 발언권올 가 

져 오려고 애쓰고 있는 것올 불 수 있다.93파 107은 연관된 내용 

으로서 중간에 상담자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과 별상관 

없이 계속되는 담화기여이다. 즉， 상담원은 더 이상 상담자에 의해 

외도되는 인^1 척 입장차이의 좁혀짐율 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목척 달성에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아다. 이 지점에서 두 사랍 칸 

얘는 서로 다론 목척으로 인한 갈둥이 생기게 되고 타협파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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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된다. 상담원은 우선 발언권올 가져오기 위해서 상담자 

의 정보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담화기여들 간외 

응집성만올 유지하려 하지만 (93, 97, 99, 101, 103, 105, 107 etc.), 

상담자 역시 발언권올 계속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94, 98, 100, 102, 104, 106) 상담원이 발언권올 가져오게 되면 상 

담자에 의한 문제상황 설명의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의 단 

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로 든 담화에서는 그러한 전이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상담자가 문제상황에 대한 인지적 입장차이에 있 

어서 아직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상담원이 

자기 목적에 도달하는 데에 전혀 협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발 

언권을 차지하려는 상담원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담자 

는 고집스럽게 발언권을 고수하고 111얘서는 다시 우세적인 발언 

자의 역할올 몰려 받는다. 

문제상황의 서술 단계와 문제해결울 위한 상담의 단계에서는 주 

로 인지적 입장차이와 관련된 두 참여자의 국지적 목적 달성에 의 

해 담화의 국지적 구조가 형상화된다. 상호행위적， 그리고 감정적 

입장차이에 있어서의 변화나 그들의 구조 결정력온 상대척으로 미 

미한 편이다. 예로 든 담화에서 상담자는 상담원에 의한 별다른 요 

구 없이도 문제상황의 전후관계를 조리있게 셜명하기 시작함으로 

써 자신의 상담자로서의 역할 분담에 충실하고 있다. 상담원 역시 

상담자의 말올 경청하고 때로 격려해 주면서 별다른 사전 협의없 

이도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언을 혜주는 사랍과 

조언올 듣기 위해 상황 설명올 해야 하논 사랍 간의 역할이 두 사 

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으며 그 상이한 역할의 수행에 대해 합의 

를 이루고 었는 것이다. 그러나 93올 넘어가면서 발언권올 찾아오 

려는 상담원의 암목척 요구에 상담자가 용하지 않옴으로 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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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행위적 입장차이에 대한 두 사람의 목척에 있어 차이가 있읍이 

드러나고 있다. 상담자는 상담원이 원하는 만큼 상담자로서의 의무 

와 역활올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상답자가 상담원의 

굳지적 목켜 달성얘 협조하지 않고 있는 반면， 상담원도 상담자의 

묵적 달성애 충분한 협력도률 보이지 않고 있다. 위의 담화에서는 

감정적인 입장차이어{ 있어 큰 변화를 관찰하기 힘들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많은 상담자들은 이 단계， 즉 분제상황의 서 

술 단계에서 감정적인 기복을 보인다. 그들은 때로 화를 내거나 쩌 

중올 내거나 심지어 올면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 경우 상담원들은 그들을 위로하거나 같이 분노률 표현하거나 

함으로써 감정적인 입장차이률 줄이는데 협력한다. 상담원이 상답 

자의 감정적 상태와 같아지는 것은 상담자의 목적하는 바는 아니 

지만 모든 상담자들온 상담원이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동조해 주기률 훤한다. 즉 감정척인 입장차이률 근소하나마 줄이는 

것옳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반해 상담원은 감정적인 중립상태에 남 

아있으려 하는데， 그것은 상담에 필수척인 요인이기도 하다. 두 사 

랍이 감정적인 입장차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되는 상황설 

정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랍온 협력올 통해 타협올 해 나간다. 즉 

상담자는 되도록 감정적 평정올 유지하려 애씀으로써 상담원의 국 

지척 목표닿성얘 협조하고 상담원은 감정적인 동조률 보임으로써 

상담자외 국지적 ，목표달성올 위해 협력한다. 

4. 1. 3. 물채해결을 위한 상담 

상당담화가 일상적인 답화와 형식적으로 구분지어지는 큰 톡징 

중 하나눈， 답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재 두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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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지면서 주로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융로 말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담화에서는 담화의 중반부 

까지 주로 상담자가 말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상담원이 

주로 발언의 주도권올 쥐고 있는 것올 볼 수 있다. 그것은 상담대 

화의 대부분이 인지적 입장차이의 조절애 었다는 일반적인 상상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연구자가 녹취한 많은 상담대화에 

서 인지척 입장차이보다는 감정적 입장차이의 조절이 더 중요한 

사안인 것처럽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라고 할 지라도 앞에 말 

한 형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참가자들이 상담에 대해 기본적으 

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때문이다. 그러나 예로 든 담화에서 

는 그러 한 국면의 변화(Phasenüberg없g)가 좀처 럽 일어 나지 않는 

다. 담화기여 93 이후로 상담원은 계속해서 상담자의 상황설명올 

경청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자기 주장올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것은 상담자가 목적으로 하는 인지적 입장차이애 도달하도록 협력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다. 상담자 역시 상담원에게 발언권올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상황셜명올 하는데 그것은 담화를 상담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해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인지적 입장차이룰 줄 

이고자 하는 상담원의 목적달성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이다. 두 사 

람의 대화전술( Gesprächsstrategien)이 이처럼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국면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난류상태에 머물게 

된다. 상담자는 마침내 담화기여 325에서 인위적이고 갑작스럽게 

단계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in ganz nervösem Ton)auch 

/aber auf ne jetzt muss ich m외 kurz red잉f 상당담화， 그것도 

공공방송으로 전파를 타고 있는 담화에서 상담자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만큼 이 담화에서는 두 사랍간 

의 타협과 상호협력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었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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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담화기여 325에서 극에 달하게 되는 두 사랍 간의 긴 

장은 비단 인지적 입장차이와 관련된 목적의 상이함 때문만은 아 

니다. 두 사랍 모두 상대방의 감정적 상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뽕 아니라 각각 대화놀이(Gesp짧hsspÌel) 내에셔 상담자와 상담원 

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충실하지 못한 측면율 보인다. 즉 감정적 입 

장차이와 상호행위적 입장차이에 있어서도 타협쩍인 대화전술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인지적 입장차이의 극단화를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다. 상담원이 인위척으로 대화국면올 상담국 

면으로 바꾼 이후로 담화는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 겉으로 보기에 

는 보통의 상담대화에서처럼 상담원이 적절한 충고롤 하면서 대화 

의 종결올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럽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 

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342, 359, 365 그리고 특히 용8에서 상담 

자는 다시금 상담대화의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보기 드문 긴 담화 

기여를 하고 있올 뿔 아니라， 415, 417, 419에서는 상담원의 충고툴 

전혀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입장표명올 하고 었다. 엄 

밀히 따지면 이 상담담화는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상담자 

에 의한 문제상황의 설명이 끝마쳐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상담자는 아직도 문제상황과 관련된 인지적 입장차이롤 줄이고 

자 하는 목적올 달성하지 못했으며 상담원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인지적 입장차이를 좁히고자 하는 목적올 활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리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상담대화에서라면 이 정도 

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두 사랍 다 세 가지 종류의 입장차이와 관 

련해서 스스로 처융에 껄정한 목적에 어느정도 도달해 있는 상태 

이므로， 담화 참여자들은 담화훌 종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 

다. 얘로 든 담화애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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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4. 대화의 종결 

상담대화의 종결은 두 사랍의 참여자가 각자의 국지적 담화목적 

올 달성했다고 판단할 때 즉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입장차이에 

있어서 더 이상의 변화률 기대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올 때에 일어 

난다. 담화 참여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 즉 입장 

차이의 변화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면 그는 다른 

사랍의 국지적 담화목적올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상담대화의 

경우， 상담원은 자신이 해 준 충고가 상담자에게 만족할 만한 것인 

지， 잘 수용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즉 주로 인지적 입장차 

이에 있어서 상대방이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시 

작된다. 상답자가 협력적으로 이 검사에 웅하게 되면 두 사랍 사이 

에 감정적 측면과 상호행위적 측면에서의 입장차이에 관련해서 더 

이상 새로운 목표설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예로 든 담화에서도 상담원은 먼저 인지척 입장차이에 

대한 검사률 시작한다. 

408 B: ich muss 0 leider (stot따t) mich auch von ihnen 

verabschieden 

409 R: 3s ja wohl s3 danke ihnen 

상담자는 검사에 대혜 긍정적인 대답올 하고 감정적 입장차이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새로운 목표률 세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것은 상담대화의 경우 대개 상담원에게 감사를 하는 형태로 나타 

나게 되고， 상담웬으로서는 대화률 끝내도 좋다는 표현으로 받아 

들여도 무리가 없다. 협력적으로 무리없이 진행된 상담담화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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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서로의 확인작업， 즉 이 상황에서외 국지쩍 대화목적의 

달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쉽게 대화률 종결시킨다. 그러나 

상담원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인지적 입장차이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데 이에 1 대해 상답자는 실용 현시점에셔외 두 사랍 간의 인지 

적 입장차이에 대해 전혀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올 표명하고 

있다. 

413 R: 0 "wennn wo 잉n wille ist da ist auch weg /aber/ 

414 B:/g，없없i 

415 R:wo ro앙n wille ist 0 wir haben’s x-mal ver/su:chν 

416 B: /ja: 5f5/ 

417 R: da ist nnichts zu /wollen nút der scb려ße wo ich ihnen 

얹Z밟ùt habe/ 

418 B:/das ist auch ne schwierige situationl ja 

이 대화가 시간적인 제약을 가진， 공중매채롤 풍혜 방총되는 상 

담태화가 아니라면 아 시점에서 대화는 다시 문채상황 서술의 단 

짜로 돌아갈 수도 었다. 그러나 두 사랍 모두 이 대화훌 둘러싸고 

었는 외적인 상황의 제약올 잘 알고 있기 때분애 새로운 목표설정 

을 하지는 않는다. 거의 마지막 대화기여 41뺑l 이르기까지도 비 

협력적인 대화태도률 보이고 언제라도 다시 문제상황 껄명단계로 

되풀아 갈 수도 있올 것같먼 두 사랍은 더 이상의 목표훌 세우지 

않고 담화훌 종결한다는 국지적 목척에 있어서 서로 긴밀한 협력 

훌 하여 대화훌 빠르게 총결한다. 

'420B: (atmet 려n) 0 없nn probiet흰1 sie’s mal /beim pf;없1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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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R: 끼， danke ihnenl 

422 B: ja: 5s5 

423 R: "wiederhören 

이소영 

424 B: da빼.è ihnen für ihr vertrauen 5정 gute nacht 

5. 맺음말 

지금까지 실제 행해졌던 상담대화를 대상으로 해서 담화의 거시 

적 구조가 담화의 기본적인 단위들 간에 일어나는 반복척인 상호 

작용들로 인해 출현하는 것으로 셜명된다는 것올 보이고자 하였다. 

모든 담화참여자는 담화에 임하는 목척이 있으며 담화행위률 수행 

함으로써 그 목적에 도달하고자 한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이 

담화의 목적은 당연하재도 담화의 수행 중에 끊임없이 수정이 된 

다. 참여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목적에 도달하는 속도， 그가 나의 

목적 랄성울 룹는 협조의 정도에 따라 나의 앞으로의 대화기여의 

협조도롤 결정한다. 상대방과의 타협과 조쟁 촉에 적절한 협조도훌 

유지하지 않올 경우 상대로부터도 높은 협조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대와 상관없는 높은 협조도는 상대의 협조를 얻어내 

지 못해 나 자신의 대화목적 달성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생간다. 따 

라서 상대방의 상황과 판단， 순간적인 협조도와 묵적달성도률 끊입 

없이 재평가하고 자신의 그것들과 타협하여 나가야 한다. 톡별한 

성질올 갖지 않은 기본적인 입자들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전체구조 

가 형상화된다는 이론적 단초를 제공환 복잡성 이론은 계의 미래 

를 예견하는 방법론이 아니다. 본 연구에서도 임의의 단화단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이론융 구상하는 것애 중검율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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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그러나 많은 담화에서는 분명 일정한 구조와 규칙성 

이 나타나고 종종 앞으로의 흐릅올 예견할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 

에게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담화의 규칙성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 담화의 전체적인 구조 풍은 인접한 기본인자들 간 

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원거리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거리 상호작용과 그예 따른 담 

화구조의 규칙성이 연구대상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 

으로 소훌하재 다루어진 담화의 미사구조에 대한 연구도 보다 심 

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담화참여자가 상대방의 협력도와 

목적 달성도틀 어떻게 파악하고 자기 자신의 협력도률 결정하는지， 

그리고 껄정한 협력도에 부합되는 답화기여는 어떻게 예비된 대화 

기여 목록에서 선태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실제 담화분석 과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담화롤 분석 

하지 못하고 상담대화얘 치중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률 흥해 복잡 

한 그 적용범위롤 넓히고 이론의 타당성율 확고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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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rrrrnenfassung 

Die komplexit김ttheoretischen Aspekte 

im Beratungsgespräch 

So Young Lee (Seoul Nationa1 UnivJ 

In diesem Aufsatz wird versucht, die komplexe 

Gespr힘chssUnllctur und -dynarnik anhand der dynarnischen 

Interaktionen zwischen den Beteiligten an dem Gesp떠chs

geschehen zu rekonstruieren. Um ein Gespräch nicht 떠s ein 

nach einem übergeordneten Strukturscherna determiniertes 

Han버ungs-muster， sondem 머s ein sich organisierendes Ganzes 

zu betrachten, wurde eine interdisziplinäre Sichtweise, d.h. der 

komplexitäts-theoretische Forschungsansatz herangezogen: Ein 

Gespräch organisiert sich selbst durch heκige und dynarnische 

Interaktionen z、Nischen den Grundelementen, die konstitutiv fl디r 

ein Gespräch sind. In diesem Aufsatz werden diese 

Grundelemente a1s der Zielerreichungsgrad und der 

Koo야rationsgrad angenommen. Dazu wird das Gricesche 

Koo야:rationskonzept dem Forschungsansatz gerr떠ß re띠dieπ 

herangezogen. Die KI∞peration ist in drei Aspekten detailliert zu 

definieren, nämlich in der kognitven, emotiona1en und 

interaktiven Pers야ktivendivergenz. Jeder Gespr값hsbeteiligte 

se앙t sein eigenes Gesprächsziel anhand dieser d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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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ktivendivergenzen. Ko야leration 뾰im Gesprächsgesch빼en 

heißt also, dass ein Gesprnchsteilnehmer den ar찌eren 

Teilnehmem 비1ft， indem er sein Zi잉 anhand der 

Pers따‘tivendivergenzen im Ausgleich mit den and잉-en 

Teilnehmem 며a1ektisch kontrolliert. Auf dieser. theoretischen 

Grundannahme wurde ein authentischer Gespr짧hsausschnitt aus 

einem B앙atungsgesp펴야1 없1외yisert. In diesem Gesprächs- -

ausschnitt zeigen sich die heftigen Interaktionen und 

Gespr삶lsstratE￥len 따s Ratsucher敏lur떠 des Ratg려leIl따1 ur1d 

die da마끄-ch konstruierte Mikro- bzw. Makrostruktur des 

Gespr.헐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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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hang 

Die verwendeten Transkriptionszeichen 

R : Ratsuchender oder Ratsuchende 

B : Berater 

(Laut): Kommentar 

/…/ : Extension simultan gesprochener Passag앉l 

wαtfragment 

unverst ndliche Sequenz 

o kurze Pause 

00 : mittellange Pause 

(3),(5) : 1 ngere Pause mit Angabe der Dauer in Sekunden 

5s5 : steigende Intonation 

5f5 : fallende Intonation 
, . Emphase 

Dehnung 

이 10 : langsamer 

Os sO: schneller 

3s s3: lauter 

31 13 : leis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