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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 摘 要 ： 此次研究的目標是引進針對以外語教授的韓語教育做批判性

談話分析的方法，藉此方法欲尋求不僅僅是對於韓文的理

解，也能夠將韓國社會的文化和思想特性一起習得的方法。

和既有的只以語言來分析的談話分析方法不同，這是也欲試

圖從社會政治學觀點加以解析的批判性談話分析。 

    不只將批判性談話分析以原文文字層面來做分析，本人

對於談話的產生者、如何分配、及談話的接受者，以及找出

對話中所蘊含的社會觀念的特性都十分感興趣。換句話說，

本方法即是在做語言學分析的同時，也欲分析該談話所造成

的整體過程。因此不僅僅在語言學領域，在社會學、政治

學、言論學等學界間也是相當有用、受到矚目的方法論。 

    因此本人認為，將這樣的方法論積極的導入韓語教育

中，對於使韓語學習者能將韓語的特徵，和社會的文化及思

想的特徵一起做更好的理解是有幫助的。 

    在這次的研究中，首先針對此次論旨基礎的批判性談話

分析做整理，接下來進行以實際新聞資料中出現的韓國社會

的多樣性之分析中，批判性談話分析如何套用的實例研究。

透過此研究來理解批判性談話的觀點和方法，並試提出能活

用於韓語教育的方法。 

 

中文關鍵詞： 談話, 批判的談話分析, 批判性談話分析, 韓語教育, 韓國

社會, 韓國語, 報紙社論, 新聞報導 

英 文 摘 要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methodology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for 

teaching not only Korean Language but also Korean 

Society to advanced learners. CDA is not only 

interested in investigating a linguistic unit per se 

but also in studying social phenomena. By applying 

CDA to Korean teaching for advanced learners, we can 

teach Korean Language with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This paper explores how the CDA can be 

applied in analysis of two leading Newspaper 

Editorials examples. And then this study suggests 

some ideas about the methodology of CDA for Teaching 

Korean. 

英文關鍵詞： Critical Discourse Analysis(CDA), teaching Korean, 

Korean society, advanced learners, newspaper 

editorial, newspaper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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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技部專題研究計畫成果報告 

MOST 102-2410-H-004 -071 － 

批判的談話分析活用韓國語敎育方法硏究 

 

1. 서론 

이번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의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어의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와 사상적 특성도 함께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담화를 언어적으로만 분석한 기존의 담화 분석 방법과는 달리 사회정치학적 
관점에서도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비판적 담화분석이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텍스트 차원의 분석뿐만 아니라, 그 담화를 누가 생산하고 어떻게 분배하며 
누가 수용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 담화에 담긴 사회의 이념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 즉 언어학적 분석과 함께 그 담화가 만들어지는 총체적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언어학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학이나 정치학 및 언론학 등의 학제 간 연구 방법으로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국어의 특징과 더불어 한국 사회의 
문화적, 사상적 특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담화분석의 대가인 일본의 언어학자 센코 K. 메이나드(1997)는 일본어 
교육에서의비판적 담화분석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주장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담화의 개념에 대해 각 학문별 특성을 정리하고 언어학, 
특히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개념으로서의 ‘담화’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담화분석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신문 
자료들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다양성 분석에 CDA 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예를 통해 소개했다. 이를 통해 CDA 의 관점과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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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고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한국과 대만의 신문 자료들을 통해 앞으로 
비판적담화분석의 이론을 언어교육에 어떻게 적용 발전시킬지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담화’란 무엇인가? 

이 연구는 담화(discourse)를 분석하는 이론 중에서 특히 비판적 담화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그 이론을 이용하여 한국어 교육이나 언어를 통한 사회적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담화'라는 
개념의 정의부터가 간단하지가 않다. 'Discourse'는 어원적으로 라틴어 
'discursus'에서 온 말인데, 원래 의미는 대화, 연설'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discourse'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언어학에서는 주로 '담화'라고 
사용하지만 사회학이나 철학 기타 분야에선 '담론', '언설', '언술' 등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언어학 분야만 국한해서 보더라도 
'discourse' 개념 자체가 학자마다 관점이 다르고 'text'라는 개념과도 혼동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선 'discourse' 정의 자체를 사전적 정의에서부터 
정리하고 각 분야별로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는지도 간단히 소개한다. 그리고 
언어학에 초점을 맞추어 'discourse'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언어학 연구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적 
담화분석에서 보는 담화의 개념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후의 논의에서 전개될 
이론의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다. 

2.1. 사전에서의 정의 

우선 영어 사전에서의 'discourse'의 정의를 명사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 6th 
Edition(HarperCollins Publishers 2009)에 나오는 설명이다. 

 [NOUN][usu with supp] Discourse is spoken or written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especially serious discussion of a particular subject. 

[NOUN] A discourse is a serious talk or piece of writing which is intended to 
teach or explain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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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Second Edition]에 의한 
‘discourse’의 정의를 개관한다. ‘discourse’는 옛 프랑스어(Old French)의 
‘discours’에서 유래하여 라틴어의 ‘discursus’(‘running to and fro’라는 뜻)에 
기원을 갖는다4. 

1. onward course; process or succession of time, events, actions, etc. 

2. the act of the understanding, by which it passes from premises to 
consequences 

3. communication of thought by speech; ‘mutual intercourse of language’ 

4. narration; a narrative, tale, account 

5. a spoken or written treatment of a subject, in which it is handled or 
discussed at length; a dissertation, treatise, homily, sermon, or the like 

6.  a. familiar intercourse, familiarity 

b. familiarity with a subject; conversancy 

7. comb. 

8. special comb.; discourse analysis 

Linguistics, a method of analyzing the structure of texts or utterances 
longer than one sentence, taking into account both their linguistic content 
and their sociolinguistic context; analysis performed using this method 

대표적인 영어 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단순 대화보다는 뭔가 주의를 기울여 
서로간의 소통을 하는 문어와 구어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OED 
뜻풀이에서는 학문 분야의 전문용어로서의 ‘discourse’에 대한 언급은 여덟 
번째에 적혀 있는데 그 경우의 ‘discourse’ 자체의 규정은 ‘the structure of 
texts or utterances longer than one sentence’라고 한 것처럼 ‘문장 이상의 
단위로 되어 있는 텍스트나 발화의 구조’를 가리킨다. 또 OED에서 
언급되었듯이 ‘discourse’가 불어에 유래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불어사전에서 그 정의를 보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불한사전에서의 
뜻풀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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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남성명사 

1.연설, 강연, 설교, (변호사의) 구두변론 (= allocution, conférence) 

2. (행위, 사실, 증거에 대립되는) 말, 이야기, 담화, 빈말 (= conversation, 
dialogue) 

3.견해,[정치] 입장 

4.논문, 논(論) 

5. (생각의) 언어적 표현,[수사학] (문의 연결체로서의) 담화,[언어] 언어수행, 
언술(言述), 담화, 담론, 화법 

6. [철학] 추론 (↔ intuition) 

불어사전에서 주목할 점은 언어학에서의 언술, 담화, 담론 등이 개념 뿐만 
아니라 정치학에서의 '입장'이나 철학에서 직관에 상대되는 '추론'의 
개념으로서의 뜻풀이가 명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국어 사전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뜻풀이를 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담화'와 '담론'만 비교적 세분하여 설명하고 나머지 
'언술', '언설' 등의 설명은 'discourse'의 대역으로 보기 힘든 간단한 설명만이 
나온다. 여기서는 '담화'와 '담론'의 뜻풀이만을 본다. 

담화3談話 

명사 

1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음. 담화를 나누다 

그들의 담화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2 .한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밝히는 말. 특별 담화 

내일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될 예정이다. 

3.<언어> 둘 이상의 문장이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말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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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 (談論) 

[명사] 

1.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 

2.<문학>소설에서, 서사 구조의 내용을 이루는 서술 전체. 

3.<언어>한 문장보다 더 큰 일련의 문장. 

유의어 :논의2, 토론1, 담합 

위의 뜻풀이를 보면 언어학 분야의 설명에서는 문장 단위 이상의 이어지는 
언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고 '담론'의 문학 분야의 설명 이외에는 기타 학문 
분야의 뜻풀이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담화'의 경우 두 번째 의미로 주고받는 
이야기 형식이 아닌 공적인 인사가 특정 문제에 견해를 밝히는 '성명(聲明, 
statement)'의 뜻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다음으로는 'discourse'의 영한 사전에서의 뜻풀이들이다. 

명사 

1.[C , U](격식)담론 

a discourse on issues of gender and sexuality  

성과 성행위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담론 

He was hoping for some lively political discourse at the meeting.  

그는 그 회의에서 좀 활발한 정치적 담론을 기대하고 있었다. 

2.[U](언어)담화 

spoken/written discourse  

구어/문어 담화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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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분석 

출처: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명사 

1.강화(講話), 강연; 설교; 연설; (진지한) 담론, 토론, 담화, 이야기 ((on, upon)) 

hold discourse with  

…와 담론하다 

2.논설, 논문 ((on, upon)) 

3.[U] [언어] 담화(conversation); [문법] 화법(narration) 

자동사 

이야기하다, 말하다; 연설[강연]하다, 설교하다; 논술하다 ((on, upon)) 

discourse on Greek mythology  

그리스 신화에 관해서 강연하다 

출처:Dong-a's Prime English-Korean Dictionary 

명사 

1.[U]이야기, 담화, 담론(談論)[with]; 말에 의한 사상 전달. 

hold discourse with a person  

남과 이야기하다. 

2.강연, 설교; 논설, 논문[on, upon, about]. 

a discourse on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 한국 문학에 관한 강연[논문]. 

javascript:void%200
javascript:void%200
javascript:voi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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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문법〉화법; [U, C]〈언어〉담화(utterance(발화)의 연속체). 

자동사[-‒́] 

1.이야기하다, 담화하다[with]. 

2.강연[설교]하다; 논(술)하다[on, upon, about]. 

discourse on the stage  

연극에 대해 강연[논술]하다. 

타동사 

〔음악〕을 연주하다. 

출처:YBM All in All English-Korean Dictionary 

명사 

1.강의, 강연; 논설, 논문 

2.[U](古)담화, 이야기(conversation) 

in discourse with  

이야기를 나누어 

hold discourse with  

…와 이야기하다 

3.[U][문법]화법(narration); [UC][言]담화(발언(utterance)의 연속체) 

자동사 

얘기하다, 말하다; 연설[강연·설교]하다; 논술하다 

출처:교학사 신영한대사전© (주)교학사 

javascript:void%200
javascript:voi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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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1.[U]이야기, 담화, 담론(談論)[with]; 말에 의한 사상 전달.예문닫기 

hold discourse with a person  

남과 이야기하다. 

2.강연, 설교; 논설, 논문[on, upon, about].예문닫기 

a discourse on modern Korean literature  

현대 한국 문학에 관한 강연[논문]. 

3.[U]〈문법〉화법; [U, C]〈언어〉담화(utterance(발화)의 연속체). 

자동사[-‒́] 

1.이야기하다, 담화하다[with]. 

2.강연[설교]하다; 논(술)하다[on, upon, about].예문닫기 

discourse on the stage  

연극에 대해 강연[논술]하다. 

타동사 

〔음악〕을 연주하다. 

출처:YBM All in All English-Korean Dictionary© YBM시사닷컴 2008 

Old French discours ; Late Latin discursus, discourse <L, pp. of 
discurrere, to run to and fro ; dis-, from, in different directions + currere, 
to run 

명사 

1.이야기, 강화(講話), 강연(formal speech, lecture), 설교 (sermon). 

javascript:void(0)/
javascript:void(0)/
javascript:void(0)/
javascript:voi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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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법)화법(話法)(narration). 

3.담화, 담론(talk, conversation). 

hold discourse with 

…과 이야기하다. 

4.논설, 논문(treatise, dissertation). 

5.(폐어)판단력 ; 추리력. 

자동사 

1.이야기[말]하다, 담론하다(converse). 

2.연설[강연]하다, 설교하다 ; (논문에서) 논술하다(upon, of). 

출처:슈프림 영한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영한 사전들의 뜻풀이나 대역어들을 보면 '담론', '담화', '토론', '강연', '이야기'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개념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분야별로도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은 각 전문 분야별로 사용되는 
'discourse'의 전문분야 사전별 정리들이다. 

2.2. 학문 분야별 정의 

여기서는 언어학 이외의 철학, 사회학, 정치학,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discourse'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각 분야별 대표 사전에서의 
설명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해 본다. 

우선 철학에서는 하이데거의 사상을 중심으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담론'이나 
'말'로 번역하여 '언어의 실존론적-존재론적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말이 밖으로 
말해진 채 세계에서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네이버 
지식백과)'으로 본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면 '말은 개시성을 분절하는 
방식이고, 이런 방식으로 정황성 및 이해와 함께 개시성을 등근원적으로 
구성한다. 이 점에서 말은 개시성의 세 번째 구조계기로 제시된다. 그러기에 
말도 하나의 기초적 실존범주이다. 말은 정황성 및 이해와는 다른 방식으로 

javascript:voi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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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성을 구성한다. 정황성이 피투의 방식을 현존재의 개시성을 선이해하고, 
이해가 기투의 방식으로 현존재의 개시성을 재이해한다면, 말은 정황적 이해의 
개시성을 분절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학에서는 푸코의 정리를 중심으로 '담론'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고영복 편(2000) 사회학 사전의 정리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계를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이 개념은 비판적 
담화분석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개념이다. 푸코는 어떤 특정한 
비이상적 행위에 대해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어 지는데, 결국 이를 결정하는 것이 '담론'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알콜 
관련 질병인 의존성 음주에 대해 말할 때, 알콜 중독 관련된 언어를 사용한 
담론이라면, 그것이 치료가 필요하고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반면에 의존성 음주가 ‘무책임’과 같은 개념으로 
묘사하면서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한 담론이라면 도덕 교육이나 강제 제재 
등으로 다루어야 할 대상이 된다. 

정치학에서는 '담론', '담화', '언술', '언설'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사용한다. 
언어학과 앞서 서술한 철학, 사회학 등의 분야의 개념이지만 정치학에서도 
언어의 작용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 여론 
형성이나 사회 현상 분석 등에 정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많아지고 있다. 좀 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정치학에서의 'discourse'를 보면 '어떠한 형태로 수신자 
측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모든 언어 표현'으로 본다(21세기 
정치학 대사전, 2010. 한국사전연구사). 즉 담론은 권력효과를 갖는 말과 글을 
의미한다. 이 개념의 배경에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사고와는 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인간의 사고나 행동이 언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분석도구로서의 방법론이 정교하지 못하고 실제 연구가 부족한 편이지만 비판적 
담화분석에서의 담화의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문학 분야에서는 주로 '담론'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며 서사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동원된 언술의 총화 혹은 서술 구조의 표현적 국면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그리고 텍스트로부터 추출되는 추상적 내용문인 서술된 사건 곧 스토리(story)와 
대립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하나의 서사 텍스트가 표현 
차원인 담론과 내용 차원인 스토리로 짜여진다고 본다. 이 대립하는 개념을 
문학에서는 이야기/담론, 이야기/담화, 이야기/이야기하기, 이야기/서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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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소설학 사전, 한용한 1999, 문예출판사) 이 
개념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의(記意, 시니피에)와 기표(記標, 시니피앙)의 
대립과 유사하다. 대중매체와 관련해서는 영화나 TV드라마 등에서 줄거리 전개 
방식 관련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스토리는 객관적 이야기의 줄거리로 
화자는 3인칭이 된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랑그 혹은 코드와 직접 관련이 있는 
반면에 담론은 서술 주체가 1인칭으로 서술 주체의 견해나 취향이 반영된다. 
이는 파롤 혹은 메시지와 직접 관련이 된다. 기술적 측면으로 보면 기표적 
부분인 카메라 움직임이나 편집 등의 담론의 주체자가 관객에게 직접 
드러나지는 않는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영화나 드라마는 담론이 아니라 
스토리가 되고, 담론의 유일한 표현 방법은 시점 화면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매스컴 대사전 1993, 한국언론연구원) 

2.3. 언어학에서의 담화 

언어학에서의 '담화(discourse)' 1 는 '텍스트(text)'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고 학자나 여러 언어학 이론에서 각각 정의하는 범위가 다르다. 
여러 언어학자들이 각자의 연구에서 담화나 텍스트를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따라서 아직까지 모든 언어학 분야에서 통용된다고 할 수 있는 '담화'의 
개념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기본적으로 담화가 갖는 특성들은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1. 문장 이상의 단위이고, 2 일정한 사유 표현의 구성 양식이 
있고, 3 사회적 실제 양상으로서의 특징 등이다. 

한국에서의 담화 혹은 텍스트 연구도 세계적 흐름과 함께 발전해 왔는데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기는 하지만 아직 기본적인 참고서적 
기능이 있는 책이 부족하고 특히 본서에서 다루는 비판적 담화분석과 같은 
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우선 여기서는 언어학 분야에서의 담화 
개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한 뒤에 다음 장에서 비판적 담화 
분석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담화의 개념과 관련 용어들을 상세히 정리할 
것이다. 

한국어 연구에서 담화의 정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으로 박영순(2004)의 
'한국어 담화-텍스트론'이 있다. 언어단위의 최상위를 텍스트로 보고 있으며 그 

                                                      
1 이 연구에서 한국어로 '담화'라는 표현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discourse'의 대역어

로 사용하며 특히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룰 때는 다른 표현은 언급하지 않고 주로 '담

화'로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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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하위 단위를 담화로 정리하였다. 2  즉 기존 연구들에서 담화와 텍스트를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개념이 불분명하게 보인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담화와 
텍스트의 확실한 구분과 그에 따른 연구 방법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언어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앞서 언급한 '담화'의 특성에서와 같이, 연구 대상은 문장 이상의 
언어단위이고 하나의 덩어리로 완성되고 일정한 구조를 가진 것이다. 
언어단위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음운→ 형태소 → 단어 
→ 구(phrase) 형식의 문장 성분 → 문장 → 담화 혹은 텍스트'3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상위 단위에 해당되는 '담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 학자들은 문장보다는 큰 단위이지만 완성된 전체 덩어리로서의 
'담화'보다는 작은 단위로서 중간 단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A. L. 
Becker(1965)는 '담화'를 '설명적 문단(expository paragraph)'으로 설명한다. 
이 단위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일련의 구조적/의미적 
자리(structural/semantic slot)이다. 이 개념은 주로 문어에 초점을 둔 
것이지만 확대해서 생각하면 구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van 
Dijk(1980)에서는 문장과 담화 중간에 '에피소드(episode)'를 설정하였다. 이 
단위는 일련의 명제로 구성되고 통일성이 있는 '거시명제(macroproposition)'로 
확장되며 내적으로는 응집성(coherent)를 갖는다. 에피소드간의 경계는 
문어에서는 문단 구분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문체 변화 등으로 나타내고 

                                                      
2 박영순(2004)에서는 담화는 '화/청자가 한 가지 화제, 사건, 주제에 대하여 교환하는 

언어단위, 혹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응집성, 결속성, 의미성을 가진 언어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텍스트는 '담화보다 큰 단위로서 결속성, 응집성, 의

미성, 완결성, 정체성을 가지는 언어단위이며, 언어단위 중 가장 큰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담화와 텍스트의 공통점은 결속성(bindingness, cohesion), 응집성(semantic 

coherence), 의미성(meaningness)이다. 그리고 텍스트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완결성

(completeness), 정체성(identification)이 있고, 수의적으로 상황성(situationality)

과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담화분석 이론에서도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정체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비판적 담화분석의 관

점을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3 각 하위 단위가 바로 상위 단위와 같은 형태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음운' 하나가 '

형태소'가 될 수도 있고 '형태소' 하나가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

란다. 구어나 특수한 환경에서는 여러 문장 성분이 생략된 채로 하나의 음운이 문장 

표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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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에서는 휴지나 시간이나 공간, 그리고 참가자의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텍스트 언어학 연구자들은 '담화'라는 용어 대신에 '텍스트' 용어를 사용하며 
가장 크고 독립적인 언어 단위로 본다. 단어 형성과 문장 형성처럼 텍스트 
형성에 있어서도 언어의 규칙체계를 통해 통제되며 따라서 규칙성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응집성이 있는 문장들의 
연속체로서 텍스트를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언어체계 지향적 관점에서 
시작한 텍스트 언어학은 의사소통 상황을 더 중시하여 화/청자(혹은 
저자/독자)의 사회적, 상황적 전제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의사소통 지향적 텍스트 언어학이 발달하였다. 그 후에 대표적인 텍스트 
언어학자인 K. Brinker(2002)는 언어체계와 의사소통을 모두 필요한 것으로 
보아 통합적 개념으로 텍스트 언어학을 발전시켰다. 4  그는 텍스트를 언어적인 
단위이고 의사소통적인 단위로 보고 '자체적으로 응집적이고, 전체로서 인지 
가능한 의사소통 기능을 알려주는 언어 기호들의 한정된 연속체'로 정의하였다. 

‘담화'와 ‘텍스트'를 구분하고자 한 관점들도 있다. Crystal(1987)에서는 
'담화'를 구어로 '텍스트'를 문어로 구분하였다. 이 외에도 A. L. Becker와 D. 
Schiffrin 등도 있는데 '담화'를 구어의 관점으로 한정하고 언어학적 구조보다는 
언어의 사용 측면에 관심을 보는 대상으로 보았다. 이 관점은 언어 구조 자체의 
관심보다는 언어가 사회에서 사용되는 양상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 사용 
양상이나 기능 등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 관점은 전통적으로 담화분석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와 접근 
방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 관점은 순수언어학적 관점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담화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기능에만 
중점을 두고 그 언어단위의 언어학적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에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4 텍스트 언어학은 구조주의 언어학과 생성문법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 따라서 언어 

체계와 구조성을 연구하거나 언어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기존에 문장 단위에 주로 국

한되었던 것을 더 상위의 단위로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60년대 중반부

터 문장 이상의 단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텍스트 언어학을 탄생시켰고 첫 번째 연구 

방향이 '언어체계 지향적' 연구였다. 그 후 70년대에 기존의 텍스트 언어학 연구에서 

텍스트를 정적인 대상으로만 본 것을 비판하고 화용론의 영향을 받아, 의사소통의 관

점에서 의사소통 참가자들의 언어적/사회적 조건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발전

시켰다. 이 관점이 '의사소통 지향적' 텍스트 언어학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K. Brinker(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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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담화 관련 연구를 모두 언급하고 모든 이론의 특징을 반영한 정의를 
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다양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담화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담화를 정의해 보자면 '사회적 실제 양상으로서, 문장들이 
일정한 사유 표현 구성 양식에 따라 연결되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의 안에는 '사회적 실제 양상'과 관련된 많은 개념과 전문 용어들뿐만 아니라 
응집성 같은 '사유 표현 구성 양식'과 관련된 개념과 전문 용어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3. 담화분석이란 무엇인가 

3.1 담화분석의 기원과 발전 
  앞 절에서는 다양한 담화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특히 언어학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 특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담화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담화를 분류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언어학자들이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언어적 생산물의 분류를 시도한 
형식이 있다. Cook(1990: 156)에 따르면 우선 담화는 구어와 문어로 구별하고, 
빈번하고 일반적으로 명시화할 수 있으며, 인식을 도와주는 인지이고 따라서 
잠재적 반응들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의 담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더욱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담화분석이란 무엇인가. 분석의 대상으로서 담화를 본다면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실현한 언어 형태이다. 여기서는 담화분석 
이론이 담화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여러 방법론들의 소개를 
통해 그 특징을 정리해 본다.  

왜 담화분석을 하는가? 우선 간단히 그 필요성의 출발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들은 언어학적 응집성이나 유의미한 
연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을 자연스럽게 한다. 이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 사람들은 자연스럽거나 객관적인 방법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는 그것이 사용되어 지는 특별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인지과정의 
특성은 무엇인가?  

■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는 여러 정보에 대하여 어떻게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가?  

  담화분석은 문어와 구어로 생산된 언어 사용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가 바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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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에서 언어학적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에 대한 인식과 
해석에 필수적인 부분들이 담화분석의 영역이 된다. Carter(1993:23)에서는 
담화분석을 응용언어학의 한 분야로서 담화를 통해 의사소통 생산물과 그 
담화가 발생하는 환경과 문법적 수준에서는 설명이 힘든 부분들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보았다.   

현대 언어학자 중에서 최초로 문장들의 관계나 언어학 분야에서 
'담화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Zellig Harris이다. 그렇지만 아직 
본격적인 담화분석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통사 연구에 있어서 문법적 분석의 
확장 정도로만 제안을 했었다.(Cook 1990: 13). 

담화분석은 언어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조사와 관련된 사회학이나 심리학, 
인류학, 심리치료 등의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화용론과 관련된 언어 철학 분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프라그학파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의사소통에서 정보의 조직에 초점을 
맞춰 문법과 담화의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담화분석에 큰 영향을 준 학자로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있는데, 그는 담화분석 자체는 물론이고 많은 사회 이론의 기반을 
세웠다. 특히 푸코(1972)에서 '푸코의 담화 이론'을 세웠고 '담화 밖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담화가 사회적 맥락을 생성하고, 발화되어 
지는 것의 의미를 준다고 하였다.  그의 이론에서 권력과 지식 같은 것과 
관련이 있는 기관(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고, 사회가 자체의 구조 안에서 
추구하는 진리의 사회적 대상물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담화를 분석하고자 했다.  

담화분석이 언어학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영국에서는 담화분석이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다. 토론, 인터뷰, 의사-환자 대화 등 특정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참여자들의 참여 방식이나 유형 등을 연구한다. 미국에서는 
작은 그룹이 실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다. 다양한 담화 상황의 구분이나 담화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는 성과를 
보였다. 예를 들어 체면 차리는 표현이나 예절상의 제한된 표현 등을 분석하여 
담화의 특성을 정리하였다.(McCarthy 1991: 6) 
 
3.2 담화분석의 관심 분야 
  담화분석은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둔 연구 접근 방법이다. 담화분석에는 대화 
분석, 담론심리학 5 , 비판적 담화분석, 푸코의 담화 분석 등의 다양한 유형이 
                                                      
5 문화심리학의 한 부분인 담론심리학은 문화와 사회를 그 구성원들이 구성해 가는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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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 유형의 담화분석 방법들은 각 연구 방법별로 전제하고 강조하는 점이 
다르지만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관심분야가 겹치는 
경우가 많다. 

담화분석은 지금까지 다양한 담화(혹은 텍스트)들에 대해 다루어 왔는데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말하기, 전문적인 문서, 정치적 수사표현,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 6  자료, 인터넷 그룹, 잡지, 신문, 방송 등의 대중 매체를 포함한다. 담화 
분석은 좀 더 광의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산하는 의미들의 문화나 맥락을 모두 
포함하며 여기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에 바탕을 둔 상황도 고려한다. 
  대부분의 담화분석을 뒷받침하는 전제는 담화가 어떤 사람의 동인(動因)이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담화 이외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담화의 주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담화 안에서는 
특정의 주도적 위치가 있다. 예를 들어 치료 담화에서는 치료사, 고객, 제삼자가 
주요 참여자가 된다. 치료사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 고객이나 제삼자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과는 다르다. 주요 참여자가 담화의 의미를 요약할 수 
있게 한다. 말하자면 치료사, 고객 제삼자의 위치에서의 대화가 무슨 치료 
관련인지를 알게 한다.  

담화분석의 연구 영역은 언어학적 문제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다. 그런데 담화분석은 컴퓨터가 지능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이나 인공 지능 연구의 과정에도 관련이 되는 문제들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구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schemata emerged)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개념은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지식 처리 과정의 특징을 정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인간들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처리할 때 문맥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표현 등을 명시적으로 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컴퓨터가 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구조(implement schemata)는 

                                                                                                                                                        
성해 나가는 도구가 바로 언어라는 강조한다. 문화의 구성원들은 그들만이 공유하는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표상되어진다고 본다. 문화심리학은 인간의 

보편성을 일부분 인정하지만 문화에 따라 많은 심리적인 요인들의 차이가 있고, 또 사

회와 문화의 연구에서 어떤 것도 조작하지 않고 현상 그대로를 연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6 특정주제에 대해 소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을 이루러 집중적이고 심층적으로 토론하도록 

하는 조사기법이다.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준비된  화제를 그 목적에 따라 모인 소수

(주로 5-6인)의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숙련된 사회자가 전체적인 토

론을 조절하며 집단의 이점을 최대화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개인의 반응을 통

하여 가설의 추출과 가설의 검증 등 목적에 따라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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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담화분석은 실생활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공서와 일반 시민 

사이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문이나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서형식 
개발 등이 있다. 그리고 일상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한 표현들이나 완곡 표현에 
자주 사용되는 표현 등을 연구하여 인간 행태의 특성을 밝히기도 한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까다로운 표현들이나 학교에서 사용되는 표현들이나 남녀 
언어 사용의 특징 등 실생활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담화 특성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담화를 만들고 이해하는지를 연구한다.  
 
3.2.1 구어 분석 

구어 담화 연구는 주로 영국 버밍험 대학의 언어학자들이 주도하였다. 
초기에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담화 분석을 하였고 후에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한 사회에서 담화를 생산하고 다양한 사회 계층의 담화 
생산 및 이해 방식 등의 연구는 민족 사회학적 방법론(ethnomethodology)의 
주요 관심 분야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사회상 예절이나 규범의 표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런데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담화의 특성도 있다. 예를 들면 
발화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틀(frame)이 존재한다. McCarthy(1991: 13)는 이 
틀(frame)이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대대화의 순서를 알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 틀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지만 각 
사회마다 그 틀을 인지하는 방법이 달라서 모국어 화자만이 알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의 차이뿐만 아니라 발화가 일어나는 
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외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이 모국어 화자처럼 
발화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즉 사회 문화의 차이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친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도움 요청을 거절할 때, 'no way! I ain't gonna do 
that!'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부모나 어려운 대상에게는 'I'm afraid I can't 
do that right now, can you wait 5 minutes?'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I'm afraid'는 표현을 완곡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언어 장치를 통해 유창한 외국어를 더 잘 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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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문어 분석 
구어에 비해서 문어는 정밀분석이 더 용이한 편이다. 여러 목적과 다양한 

배경을 바탕으로 생산된 각 장르들의 문어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언어학자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자나 문학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이 큰 분야이다. 
그렇지만 각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방법도 다르고 도출하는 결과도 다르다. 
그래서 좀 더 중시해야 하는 점은 문자적 특성이나 문법적 접근보다는 해당 
문어 자료가 작가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독자들이 어떻게 추론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문어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분류가 있다. 장르와 기능으로만이 아니라 
구조와 형식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이 점은 언어 교육 교사들이 글을 쓸 때의 
배열이나 형식에 대한 지식이 담화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의 기억과 이해 
속도를 향상시키는 교육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말하자면 언어 교육 교사들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체계성을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텍스트를 읽을 때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독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지도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장르의 글을 읽을 때 응집성이나 응결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텍스트의 형식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좋은 
글을 생산하는 데도 적용할 수도 있다. 

문어 담화 분석에서 주요 관심 분야는 문장들 간의 관련성이다. 단순히 각 
문장들의 의미의 연쇄가 아닌 그 이상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지시사가 가리키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분석하는 것도 주요 연구 대상이다. 이처럼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특정 자질이 어떻게 글의 응집성을 나타내는 장치를 갖게 되는지를 
연구하게 된다.  
 
3.3 담화 분석을 위한 주요 개념(장치) 

담화분석에서 문장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생산된 담화의 형식적인 부분인데 담화 표면상의 특징들을 분석하는 
데 나타나는 요소들을 보는 것이다. 즉 문자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어떤 
관계들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장들 사이의 접속사나 
지시어 등의 표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문맥적인 담화의 특징을 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담화와 관련 있는 외부 세계나 
의사소통을 위해 생산된 담화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 이외의 지식(혹은 
구조:schemata)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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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할 때, 특정한 심리적 분석 장치 없이 문장들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인 형식적 연결 장치를 
몇 가지 소개해 본다. 응집성 장치는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substitution): 동일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다. 영어를 예로 들면 'one, do, so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문장 성분 단위 전체나 절 전체가 대체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 철수가 
정말 이번에 살을 많이 뺐더라. 내가 전에 말했었잖아." 표현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한 내용이 바로 앞 문장 전체가 된다.  
 
생략(ellipsis): 이 기능은 '대체'와 유사하지만 공백(gap)에 의해 대체되는 
것이다. 즉 명사, 동사, 절(clause) 등이 언어학적으로 문맥상 이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략되는 것이다. 
 
지시어(reference): 자체적으로 어휘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 지시 표현과 
영어의 경우 관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경우에 따라서 담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까지도 추론해서 지시할 수도 있다. (철수: 내 새 핸드폰 어때? 영희: 
아, 바로 내가 사려고 했던 거야) 
 
접속(conjunction): 절 혹은 문장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 주는 기능이 
있다.  
 
어휘적 응집성(lexical cohesion): 단어들 사이의 관련성을 표현한다. 여기에는 
되풀이 표현(reiteration)과 연어관계(collocation)가 있다. 되풀이의 유형에는 
동형어, 반복, 하위어, 반의어 등이 해당된다. 연어관계는 특정 단어와 함께 
공기(共起)하는 어휘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3.4 담화분석의 방법들과 이론  

지금까지 많은 담화분석 학자들이 각자의 이론으로 다양하게 연구를 해 왔다. 
담화분석은 이론 언어학 이외에도 심리학, 화용론, 사회언어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각각의 연구 목적에 맞게 선호하는 연구 
수단과 방법들을 개발해 왔다.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주요 담화분석 방법들의 
특징을 '규칙과 원칙', '문맥과 문화', '기능과 구조', '권력과 정치'의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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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정리해 본다.  
 
3.4.1 언어 사용의 규칙과 원칙 

여기서는 화자가 의도한 것들이 문맥적 요인들에 의해 얼마나 잘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에 관한 것들을 정리한다. 발화가 단순히 표면상의 의미가 
아닌 문맥적 상황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들을 연구하는 화용론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Levinson(1983), Mey(1993), Thomas(1995), Yule(1996), 
Grundy(2000)이 있고 다음의 서술 내용들이 주요 이론과 관련 개념들이다.   
 
●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 Austin(1962), Searle(1969)) 
● 문맥; 직시(deixis)와 지시(reference); 지식 공유(혹은 전제) 및 해석의 
틀(frameworks of interpretation)혹은 스키마타(schemata)   
● 상호활동의 협동성: '협동의 원리(cooperative principle)'와 '격률(maxims)'- 
Grice(1975);  관련성 결정을 위한 절차-Sperber & Wilson(1995) 
● 간접성(indirectness), 불확정성(indeterminacy), 암시(implicature) 등이 
있는데, 이 특징들이 격률을 다루거나 화행을 수행할 때 어떻게 수행하거나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 
● 예의/예절(politeness), 눈치(tact)-Leech(1983), Brown & Levinson(1987), 
Kasper(1997). 여기서 예의 관련 이론은 체면과 관련된 것인데 체면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을 제한하고자 하는 언어학적 책략을 말한다. 그렇지만 
화행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이나 언어학적 인류학적 내용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대화 상황만을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순서 주고-받기(turn_taking)와 
주제 다루기(topic-management), 실제 행동을 지배하는 연쇄 규칙 등이 있다. 
그런데 대화 분석은 화행이론과 달리 대화 참여자들의 행동이나 반복되는 
유형에 더 관심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텍스트 자료의 면밀 분석 
방법과는 차이가 크다.  
 
3.4.2 문맥과 문화 

여기서는 말하기에서 상황적으로나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말의 내용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 방법들을 소개한다.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민족지학(ethnography)이 여기에 해당된다.(Gumperz & Hymes, 1986; Duranti, 
1997; Saville-Troik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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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한 담화 사용 공동체와 관련된 말하기 방법을 설명하거나 사회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언어의 역할을 이해하는 연구이다. 
 
● 문화적으로 특정한 집단 혹은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방법을 이해하고 이런 
방법들과 관련된 다양한 믿음이나 태도에 익숙한 '내부자(emic) 7 '에 대한 것이 
있다. 그리고 Hymmes(1986)에서 언급되어 잘 알려진 "SPEAKING; setting and 
scene, participants, ends(목적이나 결과물을 뜻함), act sequences, key(태도의 
양상), instrumentalities(담화의 규범이나 방식), norms of interaction and 
interpretation, genre(담화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외부자의 객관성도 
포함한다.  

특정 사회의 일원이 말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등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다. 우리가 문법적 요소 이외에 
더 필요로 하는 개념은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론이다. 따라서 화자가 말을 할 
때는 문법적으로 가능한 표현뿐만 아니라 그 발화가 가장 적절하게 전형적으로 
어떻게 말하는 것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상호 영향성에 관심이 있는 사회언어학에서는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반복 가능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특별한 문맥적 전제들에 대해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대화 관례(code)나 방식 교체, 운율이나 어휘의 적절한 선택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오해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있다.  
                                                      
7 언어학 연구의 두 가지 접근인 음성학과 음소론을 행동과학 전체에 적용하려고 하는 과

정에서, 파이크(Kenneth L. Pike)가 음소론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의 형용사형 phonemic

에서 소리를 의미하는 phon-을 제거하고 남은 뒷부분(emic)으로 만든 조어이다. 이것

은 문화내부적 관점 또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이 접근은 특정한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서「음소」와 같은 기본적 문화적 요소를 추론해 내고, 그 변

별특질들을 밝혀내고, 그 사회 내부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그 요소들이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를 구명함으로써 그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들의 삶을 안내하는 그

들에게 의미 있는 세계를 그려내려는 이론적 지향을 말한다. 에믹이라는 개념은 파이

크에 의해 언어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지만, 해리스(Marvin Harris)에 의해 인류학

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에는 사회학 등에서 널리 사용됨으로써 인문·사회

과학의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에믹 [emic]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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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기능(function)과 구조(structure) 
여기서는 언어의 텍스트 중심적인 모형과 텍스트의 문법적 접근에 대한 

것들을 다룬다. 여기에는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functional linguistics: 
SFL)이 해당되는데 대표적으로 Halliday(1978), Halliday  & Hasan(1985), 
Martin(1992)가 있다.   
● 언어를 자율적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 개념의 사회 문화적인 
문맥의 한 부분으로 본다. 언어를 사회적 기호로서 보고 외부 세계로부터 
언어를 보고 특히 사회적 질서 관점에서의 언어학적 처리로 해석한다.(Halliday, 
1978, p3) 
 
● 문법을 잠재적 의미로 본다. 여기에는 경험을 표상하는 '관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대인 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응집성과 응결성을 갖고 담화를 생산하는 
'텍스트 기능(textual function)이 있다. 이러한 메타 기능들은 미시적인 절 
구조(예를 들면 타동성 체계)와 거시적인 문맥(예를 들면 레지스터 자질들: filed, 
tenor, mode)를 파악하게 해 준다.  
 
● 텍스트와 장르 분석의 포괄적인 이론을 세울 수 있다.   
체계-기능 언어학의 이론적 배경의 많은 부분은 Sinclair & Coulthard(1975) 
같은 버밍험 학파의 교실 담화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담화 구조의 
계층적 모형(수업, 처리, 교환, 동작 활동)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교사로부터 
동작(움직임)이 시작(Initiating)되면 학생들이 응답(Responding)으로 동작하고 
교사가 피드백(Feedback) 동작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정리하였다. 이 
"IRF" 패턴은 다른 영역에서도 관찰이 가능한데, 의사와 환자의 대화 같은 
불평등 관계8뿐만 아니라 일반 대화에서도 이 패턴을 적용할 수 있다.  
 
텍스트 언어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문장 단위 이상의 언어 단위인 텍스트에 초점을 둔다. 특히 텍스트의 구조와 
형식 자질 등이 연구 대상이다. 
 
● 지금까지 Hoey(1991)의 다양한 어휘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Halliday & 

                                                      
8 대화의 주도권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형사와 피의자, 의사와 환자 등의 대화가 여기

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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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an(1976)의 응집성(cohesion) 연구, Hoey(2001)의 텍스트 의미의 수사적 
패턴 연구, 그리고  Mann & Thompson(1987)의 텍스트 관계의 계층적 
관점에서의 구조 연구가 대표적이다.  
 
● 문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3.4.4. 권력과 정치 

‘비판적' 담화분석은 담화의 권력과 정치적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화용론적이고 사회언어학적 접근에서도 이런 접근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Sealre의 화행론에서 '그렇게 하게 하는 권위를 갖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로 
비판적 접근과 관련된 내용이다. 앞서 언급한 Brown & Levinson의 예절 관련 
이론에서도 화자와 청자의 권력(혹은 힘의 우위 관계)의 차이가 두 사람의 
대화의 책략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대부분의 담화분석 
이론들에서도 이 부분은 언급하고 있지만 비판적 담화분석은 특히 언어 사용과 
사회 구조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 사용이 반드시 사회적 문제에 
영향을 주는 권력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본다. 이 책의 주요 내용도 
바로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권력과 정치적 관계를 중심으로 담화를 분석하는 
'비판적 담화분석'의 특징을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담화 
분석의 여러 접근 방법과 이론들도 비판적 담화분석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언어와 권력에 대해 다루는 비판적 담화분석의 대표적 연구는 
Fairclough(1989, 1995), van Dijk(2001), Luke(2002) 등이 있다.   
 
● 담화에서 숨겨진 힘의 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다양한 담화분석 방법과 이론들을 모두 활용한다.  
● 정체성, 지배와 저항, 계급, 성, 인종 여러 편견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데, 
대중 매체나 광고, 정치적 문서나 연설 등의 텍스트에서 그 증거들을 찾는다. 
● 담화의 개념을 언어 사용의 실제 사례들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언어 사용 방법으로서의 '담화' 개념도 사용한다. 말하자면 
생각의 방법과 그것이 담화를 생산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 

비판적 담화분석(CDA)는 언어를 항상 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 
사회는 구성원들이 생산하는 담화와 사상이 상호작용이 있고 그 사회에 
함축되어 있는 가치관이 담화에 적용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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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는 것이 단순히 언어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 담화가 
생산된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다.   
 
4. 비판적 담화분석 
4.1 비판적 담화분석의 정의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은 담화분석에 있어서 
여러 분야의 연구 방법들을 이용하여 사회적 실제 문제의 관점에서 언어를 
분석한다. 특별히 언어로 표현되는 사회와 정치적 권력이 어떻게 관련을 
갖는지에 초점을 두는 연구이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담화와 이념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여기서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인식, 믿음, 행동 양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정의에 비판적인 관점을 갖고 언어와 권력에 관한 연구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정치적 목적이 있는 텍스트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회적 정의와 사회 변화를 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정한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텍스트를 어떻게 분석하는가가 주요 내용이다.  
 

4.1.1 비판적 연구의 관점 

비판적 담화분석은 광범위한 주제의 텍스트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적 주제, 양성불평등 문제, 동성애 문제, 정치, 이민자, 범죄 
등등이 모두 해당된다. 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가는 주로 정치적인 이유와 
관련이 크다. 비판적 담화분석에서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 보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신문 기사에서조차도 기자들의 정치적 배경과 이념적 배경들이 반영된 
내용들로 간주하고 텍스트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문체라든지 인용하는 통계 
자료, 누구를 인터뷰하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인가의 문제들도 
결국은 기자 자신의 배경에 바탕을 둔 의도에 의해 편집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담화분석에서는 텍스트 생산자 자신의 여러 배경들이 텍스트에 
반영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담화를 거시적(macro), 중간(meso), 
미시적(micro)으로 나눈,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거시적 단계에서는 
텍스트와 넓은 사회적 관행이나 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예를 들면 텍스트 
생산 시기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되었는가를 본다. 중간 
단계에서는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 어디서(예를 들어 
신문, 방송, 정당), 누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 무슨 관점으로 텍스트를 
생산하였는지를 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수용(독자나 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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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청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단계에서는 좀 
더 언어학적 관점에서 텍스트 표면에 나타나는 각종 특질들과 언어 표현 
장치들이 어떻게 이념을 묘사하는지를 분석한다.  

페어클럽(2001)에서는 비판적 담화분석의 좀 더 실질적인 목적이 언어에 
초점을 두고 상세히 분석을 하여 사회적 착취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자각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언어와 권력의 관계를 밝혀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과정에서 담화의 해석에 한 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 비판적 접근을 통해 담화의 총체적 특성을 밝히고자 했다. 이 
책에서 그는 '비판적 분석'의 개념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큰 또 다른 면의 연결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언어연구 접근법들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비판적 담화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1.2 여러 언어 연구 방법과 비판적 담화분석 

a. 순수 언어학 

비판적 담화분석도 넓게는 언어학에 포함되고 언어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가 
넓은 의미에서 대체로 언어학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비판하고자 하는 언어학 
분야는 기본적으로 '문법' 관련 순수 언어학 분야이다. 주로 음운론, 통사론, 
의미론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 언어학은 인문학의 연구 방향을 주도하는 
역할로까지 발전하였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비교적 협소한 개념 체계 안에서는 
엄밀하고 정교한 이론체계를 만들어 왔으나 실제 언어 사용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밝히는 데는 부족한 면이 많다. 따라서 언어의 실제 실천 양상에 
대한 특징을 밝히지 못하고 언어의 추상적 체계에서의 형식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 

 

b. 사회언어학  

사회언어학은 순수언어학에서 놓치기 쉬운 실제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래서 언어학 이외에 인류학이나 
사회학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순수언어학에서는 언어의 근본적인 불변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회언어학은 각 발화의 변이체에 관심이 더 많다. 
이런 연구를 통해 음운, 형태, 통사 층위의 여러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변이형들과 사회적 상황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에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런데 이 분야는 과학 실증주의의 개념적 틀에 영향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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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한 특정 사회에서 언어 발화 변이체는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해 
관찰되고 기술된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은 각 변이체에 대해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문제에는 강하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들이 '왜', '어떻게'에 대한 문제에는 
취약한 특징이 있다. 즉 왜 어떤 발화 변이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설명하기 힘들다.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 조건 및 잠재적 
변화를 위한 사회조건들에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단순히 사실들의 
존재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비판적 담화분석에서는 언어를 통해 형성된 
사회를 밝히는 데 더 역점을 두는 시각이다. 

 

c. 화용론 

화용론은 '언어 사용에 대한 과학'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회언어학이나 
심리언어학과 더불어 언어 사용에 초점을 둔 분야이다. 영국과 미국의 
화용론에는 화행(speech act)으로 대표되는 분석철학적 관점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이 분야가 갖는 주요한 한계는 너무 개별적이라는 점이다. 어떤 발화 
행위(텍스트 포함)는 각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개별 화자들에 의해 
전략적으로 목표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회적 관례로부터 각 개인의 정체적이나 이념이 영향을 받아 제약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화용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각 개인들이 대화(담화) 
참여에서 규칙을 동등하게 통제하고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는 협력적 
상호작용이 있다고 본다. 즉 이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념적 이상형이다. 
그리고 화용론이 순수언어학에서 다루지 못한 공백을 채우는 층위로만 인식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실제적이지 못하다.  

 

d. 인지심리학과 인공지능 

화용론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표면적으로 표현된 것과 실제 뜻과의 불일치 
현상의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의 인지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가 인지심리학이다. 인공지능분야에서도 이 부분을 형식화하여 
전산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인지나 이해 과정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비판적 담화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 인지심리학이나 
인공지능에서는 구성원들의 인지적 배경들에 대하여 사회적 영향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별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파적 시각으로 인지적 과정을 볼 
때에는 우리가 인지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매우 관습화되고 무의식적으로 



27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e. 대화분석과 담화분석 

담화분석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학문과 관련된 복합적 학문 분야이다. 
언어학, 인류학, 사회학, 인지심리학 등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특히 
서양에서 발달한 소집단 연구(ethnography: 많은 경우 민족지학으로 
번역함)에서는 특정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분석의 방법에 비판적 
담화분석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된다. 할리데이로 대표되는 담화분석과 비판적 
담화분석의 차이는 담화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어떻게', '왜'까지 다루는 데 있다.  

 

4.1.3 비판적 접근 방법의 특징 

비판적 담화분석은 앞서 설명했던 여러 연구방법들에서 간과했던 부분들을 
강조하며, 언어연구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여 언어연구의 지향점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권력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영역에 대해 특정한 구조를 갖게 하고 유지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역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영역 간의 
경계를 유지하도록 하기도 한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기존의 언어 연구 방법들 
중에서 촘스키 부류의 형식주의 접근 방법들보다는 할리데이 부류의 '기능주의' 
접근법을 더 많이 수용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4.2 비판적 담화분석에서의 여러 주요 개념들 

4.2.1 담화 

비판적 담화분석에서 말하는 담화는 새로운 시각의 개념으로, 
페어클럽(2001)은 '사회의 여러 구조적인 배경들에 의해서 결정된 실천 
관행으로서의 언어'로 정의한다. 언어는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으로 정의된 그들의 목적이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존 순수 언어학에서 랑그와 파롤로 대표되는 개념에서 개인의 독자적 
실천 양상인 파롤은 실제 언어 사용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점을 간과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담화를 생산할 때 담화생산자가 속한 사회적 
배경과 이념에 의해 생산되는 담화가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는 그러한 담화가 
생산되는 관행적 틀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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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담화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구조나 특징을 
정확히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반해 CDA는, 
Fairclough(1995)에 따르면, 어떤 담화가 생산되는 데 기여하게 되는 사회적 
과정이나 문제들이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 담화에 대한 사회, 문화적 측면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즉 
CDA는 모든 담화는 완전히 중립적이거나 객관적 혹은 순수하게 자발적이고 
창조적일 수 없으며, 담화 생산자가 속한 특정 문화와 사회, 이념 및 담화의 
유통이나 소비와 관련된 사항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심지어 제도 담화(institutional discourse)로서 사건이나 사고 등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신문기사조차도 필자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 및 사회적 위치와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소위 ‘뉴스거리’가 되는 것의 선택이나 보도 내용이 시각을 
달리하는 신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담화가 사회 변화의 시작과 전개과정 및 공고화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을 맺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CDA의 특징이다. 

 

4.2.2 분석 방법 

Fairclough(1995)는 CDA를 텍스트 자체의 분석, 텍스트의 생산과 분배 및 
소비 과정 분석, 담화의 사회 문화적 분석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담화분석을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연구하게 된다.  

CDA에서 말하는 담화분석의 세 가지 차원(요소)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생산의 사회적 조건 

텍스트 생산 과정 

텍스트 

텍스트 해석(소비)과정 

담화적 관행(상호작용) 

사회․문화적 관행(맥락) 

 

즉 CDA의 담화분석은 텍스트 차원, 담화적 관행 차원, 사회적 관행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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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으로 접근한다. 텍스트 차원에서는 주로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와 문장 구성 
등의 특징을 통해 결속성(의미적 연결관계, coherence)과 결속구조(통사적 
연결관계, cohesion) 등을 분석한다. 담화적 관행 차원은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배포되는지, 누가 읽게(소비) 되는지를 분석하고, 
사회적 관행 차원에서는 텍스트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주요 이념 사상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5. 분석 사례 

여기서는 박병선(2013)을 이용해 비판적 담화분석의 예를 보인다. 대중매체 
중에서도 실제 신문에 사용된 사설 담화를 CDA를 이용하여 분석한 예를 보여 
설명한다. 많은 신문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 추구를 표방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신문의 담화들도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상이나 신념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CDA의 기본 
개념이다. 특히 신문의 사설이나 칼럼 등은 해당 신문사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방법으로서 그 신문사의 이념이 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주요 신문사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곳들과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곳일 것이다. 그 중 각 측면의 대표적인 신문사를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큰 차이가 있다.  

여기서는 2011년 한국 국회에서 한국과 미국의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을 당시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비교하여 예를 보인다. 
한국 사회의 주요한 두 시각의 차이가 사설 형식의 담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CDA를 이용해 명시적으로 분석해 보이고자 한다. 여기서는 
Fairclough(2001)에서 제시한 담화분석을 위한 10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앞서 
말한 텍스트, 담화적 관행, 사회적 관행을 분석한다. 

 

5.1 자료 및 배경 설명  

분석 대상은 2011년 11월에 국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사설이다. 당시 한국 주변 국가들은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많은 주류 언론들은 한국의 역동적인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자국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도했다. 대만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반대 의견이 별로 없이 찬성만 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왜 하는지 궁금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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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어학과 고급반 수업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구체적 의문을 
갖는 학생들도 많았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각 시각의 대표적인 두 
신문사 사설을 분석하는 데 CDA를 일부 적용하여 한국 사회의 특징을 설명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앞으로의 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우선 이번 연구에 사용한 두 신문사의 사설의 첫 문단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설-조선일보] 한·미 FTA 實益 극대화할 서비스 산업 '빅뱅'을 

입력 : 2011.11.23 23:3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 1·2위 경제권인 
유럽연합(EU)·미국과 자유무역 관계를 맺는 나라가 된다. 유럽·북미·아시아를 
연결하는 통상허브로 자리잡으면서 중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경쟁국들과의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게 되는 것이다. 

 

 

[사설-한겨레] FTA 피해도 제대로 모른 채 무슨 대책인가 

등록 : 20111123 19:12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뒤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한다. 앞서 외교통상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는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시행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의 날치기 
비준동의에 이어 국내 후속 대책마저 졸속으로 시행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위에서 예로 보인 두 신문의 사설 제목과 첫 문단만 보더라도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독자로 
하여금 두 담화의 이런 차이를 느끼게 하는가? 막연히 조선일보와 한겨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사설이라는 형식으로 생산된 담화를 분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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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념과 사상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담화생산자)이 이러한 담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보편적인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으로 담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교육적일 
것이다. 그 이론이 바로 CDA이다. 다음 절에서 CDA를 이용해 두 신문사의 
사설 분석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 

 

5.2 어휘와 관련된 것 - 질문1~4 

여기서는 우선 담화에 사용된 어휘들의 특징을 살핀다. 이 어휘들이 어떤 
체험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 그리고 표현적 가치를 지니는지와 비유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분석한다. 

 

질문 1: 어휘들이 어떤 체험적 가치를 지니는가? 

이 부분은 텍스트로 표현된 담화에서 이념적 차이점이 어떻게 어휘로 
부호화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와 
사용되는 단어가 어떤 이념적 배경을 갖게 되는지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단어와 공기하는 표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핀다.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사실에 대해서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도약, 한 발 앞서가다’ 등으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한 반면에 한겨레신문에서는 ‘한나라당 날치기 비준동의, 졸속, 피해, 우려’ 
등의 부정적인 어휘를 사용하였다. 본문에서는 제시하지 않은 사설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한-미 FTA 발표 이후의 전망에 대해 조선일보는 ‘개방정책 성공, 
경쟁력 강화, 한류, 세계시장, 뒷받침, 발전’ 등의 긍정적인 표현이 많았지만 
한겨레신문에서는 ‘졸속, 타격, 부실, 재탕 삼탕, 밀어붙이다, 부풀리다, 의아’ 등 
많은 부정적 표현이 나온다.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정부’라는 어휘가 주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반면에 
한겨레신문에서는 ‘정부’나 ‘이명박 대통령’ 등이 나오는 문장에서 ‘피해, 졸속, 
우려, 타격, 충격, 막연, 실효성이 없다, 부실, (재탕)삼탕, 절망감, 밀어붙이다, 
부풀리다, 호도, 현실 인식 능력 의심, 파국, 의아’ 등 다소 강한 부정적 
표현들이 함께 쓰인다. 두 텍스트 생산자의 체험적 차이가 어휘로 부호화되는 
과정에서 앞서 서술한 많은 차이점을 보이게 된 것이다.  

 

질문 2: 어휘들은 어떤 관계적 가치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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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은 텍스트 생산자들이 어휘를 선택할 때 사회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와 그런 관련성을 맺는 데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의 필자가 한-미 FTA에 대한 시각을 
언어로 기호화할 때 어떤 어휘와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그런 표현들에 의해서 
독자들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본다. 
여기에는 텍스트에서 부정적 가치를 회피하는 방식이나 완곡어법, 그리고 
내용이나 어휘를 좀 더 관례적이거나 익숙한 것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한-미 FTA 이외의 기존 개방정책들이 우려와 달리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대중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류’나 국내기업 
‘경쟁력 강화’로 인한 외국 유통기업 철수 등의 익숙한 예로 한-미 FTA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집중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들, 부실한 대책과 태도 등을 서술한다. 긍정적 측면과 관련된 
사람들의 예는 표현하지 않고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 등을 예로 들어 
'절망감' 등의 표현을 통해 긍정적 측면을 피하고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질문 3: 어휘들은 어떤 표현적 가치를 지니는가? 

이 질문은 텍스트의 내용이 현실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필자가 평가하는 
부분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필자의 사회적 정체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분석한다. 이 부분은 CDA에서 보는 담화의 요소 중에서 사회적 
관행 차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이 텍스트에 표현되고 텍스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 등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를 대상으로 하는 두 신문사의 사설은 앞서 언급한 여러 어휘적 
표현에서 각 신문사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한겨레신문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정부의 대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두 사설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이 긍정적 
가치를 지닌 것들을 중심으로 쓰였는지 부정적 가치를 중심으로 쓰였는지를 
통해 이념과 사상의 상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질문 4: 어떤 비유가 쓰였는가? 

비유도 체험의 한 부분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질병에 비유했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신문 
사설에서는 문학 작품에 비해서 비유가 적게 쓰인다. 이번 자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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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한-미 FTA를 바라보는 주요 관점에서 직접적 비유는 아니지만 
기존의 문화 개방이 오히려 한류를 발전시키게 되었다든지 일본을 대상으로 
우리가 비약적 발전을 통해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독자가 
동의하기 쉬운 내용을 FTA와 관련지은 것을 볼 수 있다. 

 

5.3 문법에 대한 질문 - 질문 5~8 

여기서는 문법 자질들의 체험적 가치, 관계적 가치, 표현적 가치를 분석한다.  

 

질문 5: 문법 자질들이 어떤 체험적 가치를 지니는가? 

이 질문에서는 문장에서 행위주(agent)가 분명한가, 명사화가 있는가, 문장의 
타동성(transitivity) 표현 정도, 문장이 긍정문인가 부정문인가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한다. 먼저 텍스트의 내용들의 행위주가 분명한 대상이고 
명시적인가는 다분히 필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화자(혹은 필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행위자(우리 편)가 좋은 행위를 했을 경우나 화자와 다른 
생각을 하는 행위자가 나쁜 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주를 명시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행위주를 명시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다. 또한 Halliday(1994)에 
의하면 타동성은 의미의 표현 과정에서 화자가 객관적 실제에 대한 자신의 
심리적 심상/이미지를 어떻게 언어로 기호화하는지와 화자의 실제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와 연관이 있다. 즉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좋은 상황에서는 
우리 편인 행위주를 문장 앞에 내세우고(전경화: foregrounding)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경으로 돌리는(배경화: backgrouding) 것을 통해 화자의 태도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에서는 문장의 주어에 주로 '한국 경제, 한국' 등을 내세워 긍정적인 
면을 서술하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 관련 내용은 비교적 축소된 
'일부 산업' 정도로 언급하며 긍정적 효과의 대상과 부정적 효과의 대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에서는 한-미 FTA에 관련한 부정적 시각을 갖는 
행위들의 행위주로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외교통상부, 그리고 정부 등을 내세워 
부정적 시각과 비판 대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 외에 긍부정의 표현에 의해서도 이러한 특징을 보일 수가 있는데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통사적 혹은 내용상 부정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 시각을 
드러낸다. 예를 들면 '잘 모르겠다', '않을까 우려된다', '막연하다',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부실하다', '위로는커녕 절망감만 느낀다', '파악하지 못하다', 
'지극히 의심스럽다' '대처할 수 없다' 등의 부정적 표현이 많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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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은 개방정책 반대 관련 내용이나 일본의 선례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부정 표현이 좀 있지만 한-미 FTA 관련 내용에서는 부정문이나 
부정적 표현이 적다. 

 

질문 6: 문법 자질들이 어떤 관계적 가치를 지니는가? 

여기서는 양태적 표현이나 인칭대명사 '우리' 등 여러 수사적 방법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서 필자들이 관련된 사회와 어떤 관계적 가치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우리'의 경우 필자와 이념이나 사상적으로 같은 편에 있는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 자기 제시를 통해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그들’ 등은 
부정적 타인 제시의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행위주(참여자)에 
대한 지시 표현과 지시 대상에 대한 서술의 내용은 논리적 접속사와 더불어 
텍스트의 연결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그리고 필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사적 방법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넓은 의미의 수사적 방법들은 다른 질문들의 내용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긍/부정 표현, 양태 표현, 과장이나 감정 표현, 수사적 
질문, 양보 구문, 논리 비약 등이 포함된다. 

먼저 텍스트 구성에 사용한 문장들이 부정문이나 부정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는지와 필자가 단언이나 의무, 혹은 강한 의심 등을 표현하는 양태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된다. 단언적 표현의 예로는 ‘~이란 ~인 
것이다’ 등이 있고 의무 양태는 ‘~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 등의 긍/부정 
형식이 나올 수 있다. 이 외에도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실제 적용에서는 각 
양태 표현에 해당되는 것들의 목록을 정리하여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앞으로 희망적인 상황에서의 주체를 '우리'로 묘사하고 개방정책의 
긍정적 현상에 대해선 확신적 표현을 통해 인식 양태가 표현되는 데 반해,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모두 반어문, 의문형 등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인식 양태가 표현되었다. 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정부의 
대책이나 기업 혹은 국민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선 의무 양태적 표현인 '-어야 
하다' 등이 쓰여 바람직한 것을 지향하는 표현이 많았다. 

또한 과장은 주로 양화사(예: 하나같이), 강조 표현은 어휘나 내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주로 정부의 비판에서 대부분의 정부 
정책들을 ‘졸속, 우려, 부실, 삼탕, 밀어붙이기, 부풀리기, 불 보듯 뻔한 피해, 
여론 호도, 능력이 지극히 의심스러움, 의아’ 등 감정적으로 매우 부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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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적인 표현들을 이용했다. 

다음으로 수사적 의문문은 필자(화자)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나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상대편 논리의 동조하는 생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또 이와 함께 표면적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양보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논리의 비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나 직접적 관련성이 별로 
없는 상황을 통해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앞에서 
다룬 조선일보 사설의 경우 배경이 많이 다른 한류를 이용해 낙관적 미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아직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미리 상정하여 부정적 
논의를 전개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한다. 

 

질문 7: 문법자질들이 어떤 표현적 가치를 지니는가? 

질문 6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석 대상도 유사하다. 다만 표현적 
가치에서는 담화에 의해서 표현되는 사회의 이념이나 주요 사상을 중심으로 
보게 된다.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한국의 이념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이고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이 주요하게 보는 
사회적 이념은 현 정부의 부실한 피해 대책을 부각시키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회 계층의 어려움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리고 외세 경제 강국에 대한 
경계심과 비자주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표현되고 있다.  

 

질문 8: 단순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서는 체험적/관계적/표현적 가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형식자질의 연결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주로 텍스트 내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것으로 상호텍스트 
맥락이나 결속구조(cohesion)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반복되는 
개념의 어휘나 관련 어휘, 접속사, 지시표현 등을 살펴보게 된다.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정부 관련 내용 표현들에 주로 부정적 표현들이 
반복된다. '날치기, 졸속, 우려, 막연, 실효성 없어, 부실, 재탕 삼탕, 절망감, 
밀어붙이다, 부풀리다, 호도, 과장, 능력이 지극히 의심, 무분별, 파국, 의아' 등 
어휘 자체에 이미 충분히 부정적 요소가 포함된 내용들이 모두 정부나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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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그리고 한나라당 관련 내용 표현에 사용된다. 반면에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한-미 FTA가 주된 서술 대상이고 관련 표현들이 대부분 '도약, 한 
발 앞서간다, 해외 진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간다, 개척, 고개를 넘다, 절호의 
기회' 등 희망과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어휘들이 반복된다.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역사상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곳들의 특징을 서술한 뒤 
현 정부가 바로 그러하다는 지시를 통해 내용상 결속성을 드러냄으로써 정부를 
거시적 측면에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조선일보에서는 세계적 경제 
강국인 일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그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꼭 극복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5.4 텍스트 구조에 대한 것 - 질문 9~10 

이 부분은 주로 구어 담화에 해당하는 질문들인데 발언 기회 얻어내기 제도나 
발언 기회 통제 방식 등은 신문 사설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텍스트의 거시구조와 관련된 것들은 신문의 사건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물론 사설의 경우와는 차이가 난다. 

 

질문 9: 어떤 상호작용 관례들이 쓰이는가? 

이는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담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특히 발언 기회 
얻어내기 제도 등은 대화 참여자들의 담화 구성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경찰서에서 경찰과 피의자 등이 예가 된다. 
특히 한 사람의 참여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 기여를 통제하는 방식이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이다. 신문의 경우에는 일방적, 독백적 담화이므로 이 질문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다만 대표적인 신문사의 사설이나 유명인의 칼럼의 
경우 독자가 선호하는 신문사의 텍스트들에 큰 신뢰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종이 신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읽을 수 있고, 대중은 
필자들의 논리와 이념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점으로 인해, 사설이나 
유명인의 칼럼은 한국의 여론 주도 이념을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질문 10: 텍스트가 어떤 거시구조를 가지는가? 

이는 주로 독백 형식의 담화인 연설문이나 신문기사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의 사고나 사건 보도의 경우 1) 무엇이 일어났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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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 3)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일이 실행되었는가, 4) 
그것이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지녔는가, 5) 그것이 어떤 장기간의 산물이나 
결과를 지녔는가,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구조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관례를 반영하며, 이러한 구조에 대한 참여자들의 기대나 
그들이 읽고 있는 텍스트들은 해석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신문 보도라는 텍스트의 거시구조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사건의 원인이 
권력과 관련된 경우 호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화재가 난 
경우 그 사건을 보도할 때 화재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상황이나 진화 진행 
상황만을 보도하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6. 한국어 교육 적용을 위한 문항 설정 

앞 장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설의 CDA 분석을 통해 두 신문사의 사설 
담화가 사회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고 이념과 사상이 텍스트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았다. 다소 복잡한 이론을 한국어 교육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적용 기준이 분명하고 분석을 위한 접근 방식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교사의 지도가 수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학습자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어 담화 상황의 특징을 충분히 학습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와 같이 한국의 보수 성향 신문들과 
진보 성향 신문의 분포적 특성이나 그 대표적 신문사들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다루는 텍스트의 주요어나 주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경우의 학습자들이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앞서 소개한 CDA분석 방법들 중에서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 본다. 이러한 틀은 교사 개개인의 교육 경험이나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텍스트 분석의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객관적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번 논의에서는 CDA이론의 응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큰 틀에서의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들 각 분석 내용들을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CDA분석 방법론은 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6.1 어휘 차원 

이 부분은 비교적 텍스트 자체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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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 대상과 방법을 설명한다. 

 

문항 1) 어휘 반복 

필자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어휘나 표현들을 확인한다. 특히 주제와 
관련하여 단순히 동일 어휘나 표현의 반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긍/부정적인 어휘나 표현들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앞서가다', 
'도약' 등은 긍정적 측면을 보이는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실', 
'졸속' 등은 부정적 시각을 표현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학습자가 글의 주제나 이슈는 인지하고 있어야 더 효과적이다.   

 

문항 2) 주요어와 공기하는 표현 

여기서는 주제 관련 주요어와 공기하는 어휘나 표현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휘 반복 부분과 중복되는 대상일 수도 있지만, 주제 관련 주요어와 
공기하는 어휘들은 좀더 명시적으로 주제에 대한 이념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앞서 분석한 텍스트에서 조선일보에서는 FTA와 관련하여 '발전, 도약, 
앞서나감' 등의 어휘들이 공기하는데 한겨레신문에서는 FTA와 정부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졸속, 날치기, 부실' 등의 어휘들이 공기한다. 주요어에 대해 공기하는 
어휘를 통해 필자가 주제에 대한 어떤 이념을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항 3) 재어휘화, 비유, 동의/반의어, 유사어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주제 관련 내용들의 각종 비유나 재어휘화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쉬운 상황에서의 
어휘들이나 이미 잘 알려진 내용으로 비유하여 설명할 때 어떤 표현들이 
사용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에서는 FTA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한류나 기존의 경쟁력 제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예를 들고 있다. 즉 어떤 개념이 
필자의 의도대로 해석되기 위해서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있는 긍정적 
사례들로 비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항 4) 완곡 표현, 관례적 표현, 공식적 표현, 평가 표현 

필자가 주제 관련 내용을 서술할 때 '우리'에 대해 부정적 부분을 완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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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거나 다른 사례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평가가 포함된 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앞서 
한겨레신문은 FTA 비준안 통과 자체를 '졸속, 날치기' 등의 부정적 평가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6.2 문법 차원 

이 부분에서는 분석 대상이 문장 단위 이상이고 문장의 구조를 포함한다. 이 
부분도 학습자가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 능력을 전제로 한다. 

 

문항 1) 행위주의 명시성 

문장에서 행위주가 누구인지 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필자는 
'우리'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내용일 경우 의도적으로 행위주를 분명히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비판의 대상을 모호하게 판단하게 한다. 반대로 비판의 
대상일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행위주를 나타낸다.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겨레신문은 '날치기', '졸속', '부실'의 행위주가 '정부' 혹은 '이명박 정부' 
등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문항 2) 타동성 

문형구조에서 행위주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지 피동작주나 다른 것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부분도 행위주의 명시적 표현 부분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지만 행위주 판별 부분과 다른 것은 문장 구조 자체에서 주어 자리에 
무엇이 오는지 문형 구조가 타동성이 있는지에 더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문항 3) 우리, 그들, 지시 

텍스트에서 '우리'나 '그들'의 개념으로 지시하고 문장들이 이어지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각종 지시 표현들이 논의 전개 과정에서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분석한다. 앞 장의 분석 예에서는 조선일보의 경우 '우리'의 개념에 '한국 경제' 
'우리나라의 미래' 등을 의도적으로 내세운 반면에, 한겨레에서는 부실한 행위의 
주체인 '그들'로서 '정부', '이명박 대통령'을 지시하는 표현들이 나온다. 

  

문항 4) 수사적 표현, 양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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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관련 내용에 대해 긍/부정 표현이나 단언, 의무, 의심 등 각종 양태 
표현들 및 수사적 의문문, 표면적 양보 표현, 논리 비약 표현 등 각종 수사적 
표현을 분석한다. 이런 형식의 문장들은 필자가 주제에 대해 갖는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6.3 텍스트 구조 차원 

여기서는 분석 대상이 텍스트 단위이다. 이 부분은 한국어 텍스트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학습자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항 1) 제목 

글의 제목을 통해 필자의 관점과 본문 주제를 이해한다. 이 부분의 경우 
제목이 나오는 텍스트만이 대상이 된다. 신문 사설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분석 대상의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앞 장에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FTA비준안 관련 사설의 제목부터 이미 두 신문사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두 
진영의 시각차를 잘 보여준다.  

 

문항 2) 문단 주제 

소문단들의 주제를 파악하고 텍스트 전체의 논리 전개 방식을 분석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지시 관계 표현, 접속 
표현, 의미나 문장의 결속성 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문항 3) 텍스트와 사회의 관련성 

이 부분은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최종 정리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텍스트의 전체 주제와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여 사회의 주요 이념이나 사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이미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배경지식으로 두 
텍스트 생산자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한국 사회의 이념과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며 어떤 문제를 중점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비판적 담화분석의 특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CDA를 한국어 교육에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분석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방향만을 제시해 보았다. 원래 CDA는 다양한 담화 
상황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는 신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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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CDA의 개념과 담화들이 
실현되는 관행 및 사회적 관행을 이해해야 한다. 본 논의에서 제시한 개념과 
실험적 이론 적용 예가 CDA의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7. 결론 

이번 연구는 비판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를 응용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한국어의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와 사상적 특성도 학습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로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렇지만 CDA 이론 자체가 쉽지 않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고급 이상일 때만 가능한 방법이라는 한계는 있다. 그러나 담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담화에만 한정하지 않고 담화적 관행이나 사회적 관행까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역사 등을 포괄적으로 
지도하는 최근의 한국어교육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법은 교사의 개인적 역량이나 배경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로도 텍스트 자체에서 한국의 사회나 문화적 특징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인 신문을 중심으로 특히 각 신문사의 이념이나 
사상이 잘 반영되는 사설이나 칼럼 텍스트를 예로 들며 CDA의 구체적 방법을 
설명했다. 특정 이념이나 사상이 현저하지 않은 일반적인 담화도 CDA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고급 한국어교육의 현장에서도 참신한 교수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이번 논의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항목을 개발해 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분석으로 텍스트에서 언어적 정보만이 아닌 사회 문화적 맥락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교육할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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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技部補助專題研究計畫出席國際學術會議心得報告 
 

                                    日期：2014 年 10 月 28 日 

一、參加會議經過 
在國際韓國語敎育學會 第 41 屆春季學術會議中，多位學者以“韓國語教育資料開發及

活用“為主題，進行了論文的發表以及多元的討論。本人則在此學術大會中分配到，韓

文學習者專用字典開發之論文的指定討論。 
 
 
二、與會心得 
 
參加世界規模最大以及最高權位之韓國語教育學術大會，不僅能夠理解近期韓國語

教育之走向，對於進行中的計畫內容也能進行深入的探討。同時也是個收集資料的

機會。 
 
三、發表論文全文或摘要 
只進行論文討論，因此並無論文全文及摘要。 
 
四、建議 
無 
 
五、攜回資料名稱及內容 
發表論文集 발표논문집(網路下載網址: 
http://www.iakle.com/contents/bbs/bbs_list.html?bbs_cls_cd=002002002) 

計畫編號 MOST 102-2410-H-004 -071 － 
計畫名稱 批判的談話分析活用韓國語敎育方法硏究 
出國人員

姓名 朴炳善 服務機構

及職稱 政治大學 韓文系 助理敎授 

會議時間 2014 年 4 月 19 日 會議地點 韓國 首爾 外國語大學 

會議名稱 

(中文) 國際韓國語敎育學會 第 41 屆春季學術會議 
‘韓國語敎育資料開發及活用’ 
(英文) The 41st Conference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 Developing and Using of Korean Education Materials’ 

發表題目 
(中文)無 
(英文) 

附件五 

http://www.iakle.com/contents/bbs/bbs_list.html?bbs_cls_cd=0020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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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其他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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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科技部補助專題研究計畫出席國際學術會議心得報告 

 

                                    日期：2014 年 10 月 28 日      

一、參加會議經過 
在參加高麗大學 民族文化研究院 詞典學中心開所一週年的紀念學術大會中，針對這段時間，

韓國所編撰之各式各樣字典的現況和未來展望進行了發表以及討論。其中特別針對外國學習

者的辭典開發問題，進行了發表以及熱烈的討論。 
 
 
二、與會心得 
在韓國辭典學中最高的研究機關—高麗大學辭典學中心裡，觀察這段時間所撰寫的各式各

樣韓文字典之特徵並針對改善方案進行了熱烈的討論。特別是為了外國學習者，韓文字典

在編撰上必須優先考慮哪些部分進行了深度的發表及討論。藉由這些討論，對於如何透過

韓文字典活用韓文學習這部分進行了檢討。另外，也針對和批判性的談話分析所相關之韓

國社會文化的內容，是否能透過字典反映出來之議題進行了討論。此外，在高麗大學 民
族文化研究院中大量閱讀其多元的韓文資料，也聽到了針對批判性談話分析研究之各項資

料體系之說明。 
 
三、發表論文全文或摘要 
只進行論文討論，因此並無論文全文及摘要。 
 
四、建議 
無 
 

計畫編號 MOST 102-2410-H-004 -071 － 
計畫名稱 批判的談話分析活用韓國語敎育方法硏究 
出國人員

姓名 朴炳善 服務機構

及職稱 政治大學 韓文系 助理敎授 

會議時間 2014年 6 月 27日 會議地點 韓國 首爾 高麗大學 
民族文化硏究院 

會議名稱 

(中文) 辭典學中心開所 1 周年紀念學術大會 
‘韓國語學習辭典現況及前瞻’ 
(英文) The 1st Conference on Lexicography Center in RIKS 
 

發表題目 (中文) 無 
(英文) 

附件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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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攜回資料名稱及內容 
韓國語 corpus 用例檢索器(網路連結: http://db.koreanstudies.re.kr/) 
 
六、其他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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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報、網站 0  

科 
教 
處 
計 
畫 
加 
填 
項 
目 計畫成果推廣之參與（閱聽）人數 0  

 



科技部補助專題研究計畫成果報告自評表 

請就研究內容與原計畫相符程度、達成預期目標情況、研究成果之學術或應用價

值（簡要敘述成果所代表之意義、價值、影響或進一步發展之可能性）、是否適

合在學術期刊發表或申請專利、主要發現或其他有關價值等，作一綜合評估。

1. 請就研究內容與原計畫相符程度、達成預期目標情況作一綜合評估 

■達成目標 

□未達成目標（請說明，以 100字為限） 

□實驗失敗 

□因故實驗中斷 

□其他原因 

說明： 

 
2. 研究成果在學術期刊發表或申請專利等情形： 

論文：□已發表 □未發表之文稿 ■撰寫中 □無 

專利：□已獲得 □申請中 ■無 

技轉：□已技轉 □洽談中 ■無 

其他：（以 100字為限） 
  
3. 請依學術成就、技術創新、社會影響等方面，評估研究成果之學術或應用價
值（簡要敘述成果所代表之意義、價值、影響或進一步發展之可能性）（以

500字為限） 

 

本研究將批判論述分析的方法，導入作為外語的韓國語教學之中，不只是對

於韓國語的理解力，更探討對於提升韓國社會文化和思想等特性的方法。論

述分析不僅限於語文表達，也包含了語文表達的習慣和社會的習性等，在這

樣的基礎之下，與近年來不單單只針對語言，而廣泛涵蓋了社會、政治、文

化、歷史等多方位的韓國語教育走向，實際上是不謀而合的。本研究，再次

探討在韓國語教育之中必要的論述概念，確立概念進而探求在進行批判論述

分析時，對於各式各樣資料的分析方法，透過將學習者的文本以批判論述分

析法解析的結果，可以看到與現有不同的新角度，進一步，實施於高級韓國

語教育，成為嶄新的教育方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