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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의 발표 논문은 상호작용 언어학 및 대화 분석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언어의 사용을
이해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한국어의 이해와 분석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 및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대화분석 그리고
상호작용 언어학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구절 단위의 문법을 통해서만
발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규칙성을

가지고

연속체상(sequence)에서

생성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비디오 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해지면서 멀티모달 대화
분석법 (Hall & Looney, 2019; Mondada, 2014, 2019)를 이용하여 면대면 대화 및 대화 중에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컴퓨터,

칠판

등)

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멀티엑티비티

연구들(Goodwin, 2013; Haddington et al., 2014)이 증가하고 있는데 발표 마지막에 이를
한국어 데이터를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문에서는 앞으로 상호작용 언어학 분야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Kim의 발표 논문을 토대로 세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0년 전부터 상호작용 언어학 및 대화분석 연구들의 성과들을 모아서 다양한
언어들을 다각적으로 비교 분석 한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발표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였듯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주의 여러 국가들의 학자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여 수정(repair),
말차례를 시작하는 표지들 그리고 질문과 대답 연속체 구성 (Stivers et al., 2009) 등을
연구하여 세계 다양한 언어들에서 발견되는 일반화된 대화의 구조들을 밝혀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국적 연구들에 한국어는 매우 드물게 언급되어 있어서 아쉽다. 미래에는
한국어의 상호작용 분석 연구자들도 이러한 협업의 기회들이 증가하여 결과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둘째, 발표문에는 멀티모달 분석법에 대한 논의가 청문회의 예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대한민국

청문회는

주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언론

인터뷰(presidential press conferences, Heritage & Clayman, 2013)보다도 더 많은 적대적인
질문들과 대답 회피 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비교 분석
하면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에서 나타나는 수정 연속체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시선의 방향이나 몸의 움직임 (body torque), 어조와 음량, 그리고
텍스트의 사용 등도 멀티모달 대화분석 방법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사한 후에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연구 결과는 문화 간 차이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문 간 협업과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요즘 대두되는 인공 지능 및 4차
산업에서의 언어학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화분석 및 상호작용 언어학 연구를 통한
화용론적 발견들은 한국어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
단위 간 융합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나 살
계속 찌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컴퓨터나 인공지능 로봇에게 이야기했을 때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일까? “운동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와 같은 대답보다는 “괜찮아, 나중에 빠질
거니까”가 아닐까? 오늘 발표에서 소개한 일련의 연구들과 분석들은 이러한 점에서 미래 인공
지능 연구에도 언어학적 연구 결과가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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