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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unhee and Lee, Shinwoong. 2017. The distribution of hedging
devices sort of and kind of across parts of speech and their semantic
preference i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7-3, 655-679. The primary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compare the use of hedging devices sort
of and kind of i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centering on their
distribution across different parts of speech and their semantic
preferences. For th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wo thousand
examples of sort of and kind of were randomly extracted respectively
from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 (COCA) and British
National Corpus (BNC). Then,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to see
if their frequency distribution across parts of speech vary according
to the type of hedging device and the type of English. It was found
that both kind of and sort of have a strong preference for nouns
and verbs both in American and British English in general. However,
as for a relative preference, sort of displays a preference for verbs
and conjunctions whereas kind of for nouns and adjectives in
American English. Meanwhile, in British English, kind of exhibits a
strong relative preference for nouns whereas sort of for verbs and
the rest of parts of speech. With regards to the semantic
preference, it was revealed that sort of is often used with the verbs
and adjectives of emotion, whereas no semantic preference was
found with ki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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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1.

대부분의 언어는 사용자 간의 효과적인 의미전달을 통한 의사소

통에 주목적이 있다 이때 화자와 청자는 사회 문화적 상황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언어적 발화뿐만 아니라 생

략이나 침묵 혹은 신체언어 등의 준언어적, (body language)

인 요소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는 관계나 상황 등(paralinguistic) .

을 고려하고 담화의 목적이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담화표지 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담화표지 중(discourse marker) .

하나인 표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함축적 의미와 기능을 가hedge

지고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고 연구되어왔다(Brown and

Levinson 1987, Chafe 1986, Holmes 1982, Hubler, 1983).

언어적 전략으로서 의 개념은 에 의해 처음으로hedge Lakoff(1973)

제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는 명제를 다소 모호하게 만드는hedge

표현이라고 하였다 또한 와. Markkanen Schrod 에 의하면er (1992)

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hedge

해 혹은 의미를 완화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toning-down)

정의하였다.

하나의 언어적 전략으로서 표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hedge

다양한 형태의 예hedge( : wow, therefore, pretty much, kind of,

sort of 등 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Aijmer 1984, 1996,

Biber, Johansson, Leech, Conrad and Finegan 1999, Blum-Kulla and

Ohlstein 1984, Chafe 1986, Fraser 1975, 1980, Grices and David

2007, House and Kasper 1981, Jucker 1993, Mauranen 2004,

연구결과에 따르면 언어적 전략으로서의 표Schiffrin 1987). , hedge

현은 모호성 완화성 간접성 그(vagueness), (mitigation), (indirectness),

리고 정중성 등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소통(politeness)

의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하지만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표현 중 하나인hedge sort of와

kind of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경우.

특정 영어에 영국영어 혹은 미국영어 대해서만 분석이 이루어지거( )

나 sort of와 kind of가 특정품사와의 결합에 있어 가지는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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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각. hedge

표현이 선호하는 단어의 종류나 의미군에 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 사용되는.

표현hedge sort of와 kind of가 가지는 품사분포도 그리고 상대적

품사 선호도를 교차분석 을 통하여 비교 분석하고 더불어(crosstab) ,

두 표현이 선호하는 단어의 종류와 의미군을 분석하고자 하hedge

였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2.

언어학에서의 표현은 연구 범위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정hedge

의와 구분을 제시하고 있다(Aijmer 1984, Andersen 2001, Fraser

표현에 대한 다양한 정의1975, 1980, Jucker and Ziv 1998). Hedge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 용어를 처음 소개한

의 의미론적 정의이다 는 표현을Lakoff(1973) . Lakoff hedge “words

로 정의whose job is to make things fuzzier or less fuzzy”(p. 471)

하면서 가 가지는 모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hedge

명하였다.

(1) a. Robin is sort of 참a bird. ( )

b. A chicken is sort of 참 또는 참에 가까운a bird. ( , )

c. A bat is sort of 거짓 또는 거짓에 가까운a bird. ( , )

d. A cow is sort of 거짓a bird. ( )

는 와 처럼 명확한 사실이나 거짓은Lakoff (1a) (1d) sort of의 삽입

과 관계없이 명제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반면 예문 의 경, (1b), (1c)

우에는 화자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명제의 내용이 사실이나 거짓에

가깝거나 혹은 가깝지 않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고 하였다 즉. ,

의 예문에서(1b), (1c) sort of는 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문장hedge

의 참과 거짓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akoff(1975)

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볼 때 는 미학적 혹은 지적인 관점이나hedge

판단에 있어 강한 주장을 피하기 위한 대화의 전략으로 사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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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와 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조동사Halliday(1994) Simpson(1990, 1993)

가 가지는 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는 문hedge . hedge

장 안에서 묘사되는 사건이나 상황 그리고 명제의 진실에 대한 화

자의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는 정중한 표현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와 는. , Grices David(2007)

technically, essentially, more or less, practically, strictly speaking,

kind of, sort of 등과 같은 표현들은 명제를 수식하는 어휘hedge

요소이며 의사소통에 있어 정중함이나 모호함 그리고 어조의 완화,

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언어 전략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은 를 기능에 따라 그리고Mauranen(2004) hedge epistemic

로 구분하고strategic hedge 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와 에서 사용되는English (MICASE) British National Corpus (BNC)

표현을 비교 분석하였다 에 따르면 인식론적 헤지hedge . Mauranen

는 불확실성이나 망설임을 가지고 명제에 대하여(epistemic hedge)

거리감을 두는 표현으로 화자의 주장이나 명제의 내용에 영향을 줌

으로써 문맥 안에서 지시적 기능 을 담당한다고(referential function)

하였다 한편 전략적 헤지 의 경우에는 명제의 내용. , (strategic hedge)

과는 비교적 관련이 없으며 정중함과 간접적인 방식으로 화자와 청

자 간의 상호작용을 돕는다고 주장하였다 연구 분석결과에 따르면.

something, or so, somewhat, sort of, 그리고 kind of의 경우에는 불

확실성이나 망설임을 가지고 명제에 대하여 거리감을 두는 인식론

적 헤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a little bit의 경우에는 화자

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돕는 전략적 헤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는 를 이용하Aijmer(1984) London-Lund Corpus of Spoken English

여 영국영어에서 표현으로 사용되는hedge sort of와 kind of를 분

석하였다 두 종류의 표현이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를 명사. hedge ,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로 분류하고 각각의 빈도수를 구하였다, , , .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두 종류 표현 모두 명사 그리고 동사hedge

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 는 분석을 통하Grices David(2007) British National Corpus(BNC)

여 sort of와 kind of가 수식하는 어휘항목의 품사 분포 그리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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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르별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절대빈도수에 있어hedge .

sort of 그리고 kind of 모두 동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관측빈도수와 기대빈도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선호도 분석에

따르면 kind of는 명사와 형용사 수식을 더 선호하며 sort of는 동

사와 부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장르별. Hedge

선호도에 있어서는, kind of는 문어에서 그리고 sort of는 구어에서

는 더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색깔과 관련된 형용사,

그리고 지각동사는 주로 sort of를 선호하며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 ,

정신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동사는 kind of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한편 와 는 의 원 빈도수. Grices David Aijmer(1984) (raw

만을 제시한 품사별 분포도 분석을 비판하면서 관측빈도frequency)

수와 기대빈도수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선호도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표현 분석에 있어 특정 종류의 영어를 미국영어 혹은 영Hedge (

국영어 분석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은 와) Park(2015) COCA

분석을 통하여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에서 사용되는BNC sort of와

kind of의 빈도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미국.

영어에서는 kind of가 영국영어에서는 sort of가 더 선호되는 것으

로 드러났으며 kind of는 명사를 선호하고 sort of는 동사를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담화론적 주요기능과 관련하여 두.

표현은hedge face-threat mitigator, delay device, compromiser,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softener .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로 사용되는hedge sort of와 kind

of는 일반적으로 동사 또는 명사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되며 주어진

명제의 의미를 완화시키거나 모호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표현 관련 연구는 그 수가 제한적이. hedge

고 sort of 와 kind of 관련 연구는 제시된 세 개의 연구를 제외하

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연구의 한계점으로는. ,

의 경우처럼Aijmer 비교적 적은 숫자의 문장이 분석되었거나, sort

of와 kind of가 표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분석 대상에서hedge

제외시키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의 연. , Park(2015)

구를 제외하고는 사용에 있어 미국영어와 영국영어를 비교한hedge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 C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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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표현으로 사용되는BNC hedge sort of와 kind of를 먼

저 구분하고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 분포도 그리고 함께 자주 사용

되는 단어들의 종류와 의미군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와. Grices

가 제시한 바와 같이 교차분석을 통하여 관측빈도수과David(2007)

기대빈도수를 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sort of와 kind of가 가지

는 특정 품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3.

연구 질문3.1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sort of와 kind of가 수식

하는 단어의 품사별 분포도가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 어떠한 양

상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각 표현과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종hedge

류와 의미군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에 있어1) sort of와 kind of가 표현으hedge

로 사용되는 비율은 어떠한가?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에서2) sort of와 kind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

어의 품사별 분포도는 어떠한가?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에서3) sort of와 kind of가 특정 품사에 가지

는 상대적 선호도는 어떠한가?

4) sort of와 kind of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단

어의 종류와 의미군은 무엇인가?

자료 수집 과정 및 분석3.2

자료 수집 과정3.2.1

그리고 와 에 의하면 표현은Lakoff(1973) Grices David(2007) hedge

정중함이나 모호함 그리고 어조의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의사소통 전략이며 화자가 명제에 대하여 거리감을 주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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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미국영.

어 그리고 영국영어에서 사용되는 sort of와 kind of의 예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미국영어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hedge COCA

에서 kind of를 포함하고 있는 개의 문장과190,753 sort of를 포함하

고 있는 개의 문장을 찾고 이 중에서 각각 개의 문장을83,353 1,000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또한 영국영어에서 사용되는 표현을. hedge

분석하기 위하여 에서BNC kind of를 포함하는 개의 문장과15,814

sort of를 포함하는 개의 문장을 찾고 이 중에서 각각 개22,559 1,000

의 문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무작위로 추출된 총 문장에서. 4,000

사용된 sort of와 kind of를 와 표현으로 분류하고hedge non-hedge

표현으로 분류된 예들은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에 따라 재분hedge

류하였다 다음은 그리고 와 가 제시. Lakoff(1973), Grices David(2007)

하는 정의에 따라 혹은 표현으로 분류한 예시이hedge non-hedge

다.

(2) a. My guess is it’s going to kind of go away as a political

issue, with some of the blow-back to some of the

politicians. <COCA: CBS, 2015-02>

b. You're going to start treating people as products and then

you get, sort of, liability things starting to fly.

<BNC: S_conv, 1985-1994>

와 의 예문을 살펴보면(2a) (2b) sort of와 kind of는 주어진 명제에

대하여 거리감을 주거나 톤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sort of와 kind of를 표현으로hedge

분류하였고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가 명사인 경우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접속사 부사 전치사인 경우 모두 표현으로 분류하, , , hedge

였다.

(3) a. Do not approach if you are wearing any kind of perfume

or frag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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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A: FOX, 2014-04>

b. Well, I suppose it will depend on what sort of questions

you want to ask.

<BNC: W_fict_prose, 1985-1994>

와 의 예문을 살펴보면(3a) (3b) sort of와 kind of는 주어진 명제에

대하여 거리감을 주거나 톤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기보다

는 의 종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명사인‘~ ’ perfume,

fragrance 그리고, questions를 각각 수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 종류 혹은 유형 으로 해석이 될 경우 표현‘~ ’ ‘ ‘ non-hedge

으로 분류하였다.

자료 분석3.2.2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서 무작. , COCA

위로 추출된 개의2,000 sort of와 kind of를 과 표hedge non-hedge

현으로 분류하고, sort of와 kind of가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별 명사( ,

동사 형용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 빈도수를 구하였다 더불어 빈, , , , ) .

도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정

을 시행하였으며 품사별 분포에 있어(X²) sort of와 kind of의 상대

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 COCA

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개의BNC 2,000

sort of와 kind of를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별로 빈도수를 구하고 각

각의 표현이 에서 어떠한 상대적 품사 선호도를 가지는hedge BNC

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에서 사용되는 sort of와 kind of의 품

사분포도 비교와 관련하여 장르적 특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각의

경우 구어와 문어의 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미국영어 영국영어.

모두 약 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에 장르적 차이에서 오8:2

는 품사분포도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sort of와 kind of가 선호하는 단어의 종류와 의미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단어의 품사는 비교적 빈도수가 높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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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리고 형용사로 제한하였으며 의 리스트와 비교 기능을COCA

이용하여 sort of와 kind of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선호

하는 단어들을 추출하였다 배타적 선호도 분석 시 특정 단어가 특.

정 표현과의 사용이 다른 표현과 사용되는 빈도수보hedge hedge

다 적어도 배 이상이며 절대 빈도수가 이상인 경우에만 분석에3 25

포함하였다 이때 자료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BNC

의 경우BNC kind of와 사용되는 동사와 형용사의 빈도수가 매우 낮

았기 때문이다.1

연구 결과 및 논의4.

표현으로 사용되는4.1 Hedge sort of와 kind of의 비율분석

혹은 표현으로서Hedge non-hedge sort of와 kind of가 어떠한

비율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와 에서BNC COCA sort of와

kind of가 포함된 문장 개를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 중에1,000

서 표현으로 사용되는 빈도수를 구하였다hedge .

표 과 의 분포도1. hedge non-hedge (COCA)

hedge non-hedge

sort of (1000) 821 (82%) 179 (18%)

kind of (1000) 735 (74%) 265 (26%)

표 에서 나타나듯이 에서 무작위로 뽑은 각 개의 예1 COCA 1,000

중 sort of는 개82%(821 ), kind of는 개 가 표현으로74%(735 ) hedge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sort of와 kind of가 미국영어에서

로 사용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hedge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추출된 전체 개수에서 로 사용되는 비. , hedge

율은 sort of 가(82%) kind of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74%)

1 에서BNC kind of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의 빈도수는 모두 이하였으며9
형용사의 경우에는 개의 형용사를 제외한 모든 경우 그 빈도수가 이하4 25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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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와 는. Conrad Biber(2000) kind of와 sort of 등이 표현으로hedge

빈번히 사용되는 이유로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화자가 발화hedge

를 준비하고 수정할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어조를 조

절하고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표 과 의 분포도2. hedge non-hedge (BNC)

hedge non-hedge

sort of (1000) 825 (83%) 175 (17%)

kind of (1000) 818 (82%) 182 (18%)

또한 를 이용하여 영국영어에서 사용되는BNC sort of와 kind of

를 분석한 결과 미국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sort of 그리고 kind of

모두 로 사용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hedge

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추출된 전체 개수에서 로 사용되는 비. hedge

율은 미국영어와 달리 sort of 와(83%) kind of 가 거의 비슷한(82%)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해보면 미국영어 그리고 영국영어 모두. sort

of와 kind of가 표현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hedge

보다 훨씬 높았으며 로 사용되는 비율에 있어서는 미국영어, hedge

에서는 sort of가 kind of보다 조금 높았고 영국영어에서는 거의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sort of와 kind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의 품사별 분포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 sort of와 kind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

어의 품사별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와 에서 두 개의COCA BNC

표현이 수식하는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관측 빈hedge

도수를 구하였다.

미국영어 분석4.2.1 (COCA)

다음 표 은 에서 사용되는 표현3 COCA hedge sort of 다음에 나

타나는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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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ort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의 품사별 관측빈도수 (COCA)

명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형용사 부사

관측

빈도수

442

(54%)

247

(30%)

48

(6%)

36

(4%)

32

(4%)

16

(2%)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영어에서 sort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

의 품사는 명사와 동사가 가장 선호되며 그 다음으로 전치사 접속, ,

사 그리고 부사의 순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사별.

빈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정

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품사별 빈도수의 차이는(chi-square test)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X²=1032.75, p<0.01).

다음 표 는 에서 사용되는 표현4 COCA hedge kind of 다음에 나

타나는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빈도수를 구한 결과이다.

표 4. kind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의 품사별 관측빈도수 (COCA)

명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형용사 부사

관측

빈도수

422

(57%)

176

(24%)

38

(5%)

13

(2%)

76

(11%)

10

(1%)

분석 결과 미국영어에서 kind of가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는 명사

와 동사가 가장 선호되며 그 다음으로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 ,

고 부사의 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사별 빈도수.

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정 을 시행한 결(X²)

과 품사별 빈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X²=1099.28, p<0.01).

표 과 표 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표현3 4 hedge sort of와 kind of

는 명사 그리고 동사와의 결합 빈도수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으

며 이 두 가지의 품사가 관측빈도수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80%

나타났다 이는 두 표현이 명사 그리고 동사와 가장 빈번히. hedge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두 표현이 명사 그리고 동. hedge

사와 가장 빈번히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결과(Aijmer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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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 빈도수Park 2015) (raw

에 있어 두 표현 중frequency) hedge sort of는 동사가, kind of는

명사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여준 의 연구와는 달리 본Park(2015)

연구에서는 두 헤지 표현 모두 원 빈도수 에 있어(raw frequency)

명사와의 사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석에. COCA

있어 구어자료만을 분석한 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문Park

어 구어 구분 없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다음 표 는 함께 사용되는 단어의 품사에 대하여5 sort of와 kind

of가 가지는 상대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표 5. sort of와 kind of의 교차분석 결과 (COCA)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sort

of

관측빈도수 442 247 32 16 48 36

기대빈도수 455.9 223.2 57.0 13.7 45.4 25.9

kind

of

관측빈도수 422 176 76 10 38 13

기대빈도수 408.1 199.8 51.9 12.3 40.6 23.1

교차분석 결과 의 종류와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별 분포도는hedge

관련이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품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와 관련(X²=39.02, p<0.01).

하여 kind of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 sort of는 동사 접속사 부사, , ,

전치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ind of의 명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살펴보면 관측빈도수는

로 기대빈도수 보다 가 크고422 408 14 , sort of의 관측빈도수는 442

로 기대빈도수 보다 가 더 작은 것으로 보아 명사의 대한 선456 14

호도는 상대적으로 kind of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sort of

의 동사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관측빈도수는 그리고 기대247

빈도수는 약 으로 관측빈도수가 기대빈도수보다 더 높은 반223 24

면 kind of의 경우에는 관측빈도수가 그리고 기대빈도수가 약176

으로 관측빈도수가 기대빈도수보다 약 더 낮은 것으로 보아20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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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는 kind of보다 sort of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 sort of와 kind of가 형용사와 사용될 때 관

측빈도수와 기대빈도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kind of의 경우 관측

빈도수가 기대빈도수보다 더 크고25 sort of는 관측빈도수가 기대

빈도수보다 더 작기 때문에25 kind of가 sort of보다 형용사에 대

한 상대적인 선호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표 그리고 표 를 종합해 보면 미국영어에서는 절대빈도3, 4, 5

수에 있어 kind of, sort of 모두 명사 그리고 동사를 가장 선호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상대적 선호도에 있어서는 sort of는 동사,

접속사 부사 전치사를 그리고, , kind of는 명사와 형용사를 상대적

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영어4.2.2 (BNC)

다음 표 은 에서6 BNC sort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의 품사별 빈

도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6. sort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의 품사별 관측빈도수 (BNC)

명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형용사 부사

관측

빈도수

574

(70%)

152

(18%)

26

(3%)

30

(4%)

28

(3%)

15

(2%)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국영어에서 sort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

의 품사는 명사와 동사가 가장 선호되며 그 다음으로 접속사 형용, ,

사 전치사 그리고 부사의 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품사별 빈도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X²=1758.02, p<0.01).

다음 표 은 에서 사용되는7 BNC kind of가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

별 분포도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김선희 이신웅·

표 7. kind of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의 품사별 관측빈도수 (BNC)

명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형용사 부사

관측

빈도수

780

(95.3%)

16

(2%)

3

(0.4%)

8

(1%)

9

(1.1%)

2

(0.2%)

표 에서 보여주듯이 영국영어에서7 kind of와 함께 사용되는 단

어의 품사는 명사가 이상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며 그 다음으로95% ,

동사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부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 , , .

어 kind of가 수식하는 품사별 빈도수의 차이는 sort of와 마찬가지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X²=3647.63, p<0.01).

표 과 표 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영국영어에서 표6 7 hedge

현으로 사용되는 sort of와 kind of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가장 빈번

히 수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다른 품사와도 비교적 빈번히. ,

사용되는 sort of와 달리 kind of의 경우에는 명사수식이 압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의 연구결과와도. Aijmer(1984)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가 에서 사용되는. Aijmer London-Lund Corpus

sort of와 kind of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ort of의 경우 수식하는

단어의 품사별 빈도수는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그리고 부사의, , ,

순이며 kind of의 경우 이상이 명사와 사용된다는 점에서 본 연90%

구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을 분석한 와 의 연구BNC World Edition Grices David(2007)

결과에 따르면 sort of의 경우에는 동사 명사 형용사 그리고, , kind

of의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 명사의 순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 Aijmer (1984)

하다 특히 와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Grices David sort of와 kind of

의 경우 모두 동사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와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표현 모두 명사와 가Aijmer hedge

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자료.

의 종류 예 구어 혹은 문어 방송영어 혹은 일반적인 대화 나 추출( : , )

방법 예 전수 조사 혹은 무작위 추출 그리고 분석방법 등에 기인( : ),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와 의 연구에서는. Grices David kind of

의 경우 의 예를 분석하였고4,825 sort of의 경우 개의 예만을570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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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은 영국영어에서 사용되는 두 표현이 특정 품사8 hedge

에 대하여 가지는 상대적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

행한 결과이다.

표 8. sort of와 kind of의 교차분석 결과 (BNC)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sort

of

관측빈도수 574 152 28 15 26 30

기대빈도수 679.9 84.4 18.6 8.5 14.6 19.1

kind

of

관측빈도수 780 16 9 2 3 8

기대빈도수 674.1 83.6 18.4 8.5 14.4 18.9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표현의 종류와 수식하는 단어의hedge

품사별 분포도는 관련이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품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X²=192.086, p<0.01).

도와 관련하여 kind of는 명사 그리고 sort of는 동사 형용사 부사, , ,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Sort of의 명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살펴보면 관측빈도수 574

는 기대빈도수 약 보다 이 낮은 반면680 106 kind of의 관측빈도수

는 으로 기대빈도수 약 보다 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명780 674 106

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는 kind of가 sort of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sort of의 동사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관측빈도

수는 그리고 기대빈도수는 약 로 관측빈도수가 기대빈도수보152 84

다 더 높고68 , kind of의 경우 관측빈도수가 그리고 기대빈도16

수가 약 로 관측빈도수가 기대빈도수보다 약 더 낮다 이는84 68 .

동사에 대한 상대적인 선호도는 sort of가 kind of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약하면, sort of의 경우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와, , , ,

결합할 때 관측빈도수가 기대빈도수보다 높고 kind of의 경우에는

관측빈도수가 기대빈도수보다 모두 낮은 것으로 보아 영국영어에서

sort of는 명사를 제외한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에 대한, , , ,

상대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kind of의 경우에는 명사에 대한



김선희 이신웅·

상대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sort of는 동사와 부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높고 kind of의 경

우명사와 형용사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여준

와 의 연구와는 다소 상이하지만Grices David(2007) , kind of의 경우

명사 그리고 sort of의 경우에는 동사에 대한 강한 상대적 선호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해 보인다.

4.3 sort of, kind of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의 종류와 의미군

의 그리고 기능을 이용하여 표현COCA list compare hedge sort

of와 kind of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두 표현이 선호하는 단어의 종류와 의미hedge

군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4.3.1 sort of, kind of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

표 9. sort of, kind of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동사

sort of 빈도수 kind of 빈도수
1 get 549 get 1081
2 be 533 go 752
3 have 492 have 732
4 go 402 like 674
5 take 401 be 593
6 like 340 look 590
7 make 338 make 542
8 look 309 take 525
9 say 297 feel 493
10 do 281 think 431
11 come 264 do 394
12 feel 255 come 393
13 think 251 give 312
14 put 231 put 289
15 give 210 know 268
16 see 177 want 238
17 try 159 say 211
18 know 128 see 201
19 set 128 keep 198
20 work 127 work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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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는9 sort of 그리고 kind of와 빈번히 사용되는 동사들을 빈도

순으로 개씩 추출한 결과이다 흥미롭게도 상위 개의 동사 중20 . 5 4

개가 일치하고 개중에서는 개의 동사가 일치하였다 대부분20 18 .

get, have, go, be, make, like, say 등과 같은 매우 빈도수가 높은

동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대부분의 고빈도 동사들은 특정

표현에 대한 배타적 선호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hedge .

다만 sort of와 함께 사용되는 동사의 빈도수가 kind of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이유는 kind of의 전체 빈도수 가(43,645) sort

of 의 총 빈도수보다 약 두 배가량 더 높기 때문이며 표 에(23,700) 9

서 보이는 상위 개의 동사가 전체 동사 수 대비 차지하는 비율은20

sort of가 약 그리고25% kind of가 약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21%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은 의 의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동사가10 COCA compare

특정 표현과의 결합이 다른 표현과의 결합보다 적어hedge hedge

도 약 배 이상인 개의 동사를 추출한 결과이다 이를 통하여 각3 20 .

각의 표현이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동사의 종류와 의미 군을hedge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10. sort of, kind of가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동사

sort of (w1) w1 w2 w1/w2 kind of (w2) w2 w1 w2/w1
1 place 44 15 2.9 1 doubt 37 1 37.0
2 2 freak 57 8 7.1
3 3 upset 39 6 6.5
4 4 hurt 50 11 4.5
5 5 shock 54 14 3.9
6 6 relax 29 8 3.6
7 7 scare 37 11 3.4
8 8 worry 44 14 3.1
9 9 mess 25 8 3.1
10 10 spend 29 10 2.9
11 11 ride 26 9 2.9
12 12 struggle 26 9 2.9
13 13 hope 100 35 2.9
14 14 suck 31 11 2.8
15 15 share 36 13 2.8
16 16 wish 52 19 2.7
17 17 want 238 87 2.7
18 18 learn 115 43 2.7
19 19 need 44 17 2.6
20 20 act 51 2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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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에 나타나듯이10 sort of의 경우 배타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동

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kind of의 경우 사람의 감정’

및 소망 과 관련된 동사들과 다소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으‘ ’ ‘

로 드러났다 특히 그 비율이 배 이상인 단어들을 살펴보면. 3 freak,

upset, hurt, shock, scare, worry 등과 같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았으며 소망 및 요구 의 의미를 가진’ ‘ ’ ‘ hope,

wish, want, need 등의 단어들도 kind of와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Grices David (2007) , sort of의

경우 say, talk, ask, call, explain 등과 같은 의사소통과 관련된 동

사와 see, look, show, watch 등과 같은 인식 동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존재하며 kind of와는 이러한 동사들과 거의 결합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동사들

은 sort of 뿐만 아니라 kind of와도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예를 들어 동사. look과 함께 사용되는 kind of의 빈도수는

그리고590 sort of의 빈도수는 로 오히려309 kind of와의 사용이

더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사. , say의 경우 sort of와의 빈

도수는 그리고297 kind of와의 빈도수는 이며 동사211 , see의 경우

에는 sort of와의 빈도수는 그리고177 kind of와의 빈도수는 로201

say와 see 두 단어 모두 두 표현과 빈번히 함께 사용되는 것hedge

으로 드러났다.

4.3.2 sort of, kind of와 함께 사용되는 형용사

Sort of와 kind of가 공통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형

용사의 종류와 의미군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사의 분석방법과 동일

하게 의 그리고 기능을 이용하여 두 표현COCA list compare hedge

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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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sort of, kind of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형용사

sort of 빈도수 kind of 빈도수
1 interesting 149 hard 465

2 political 145 political 374
3 social 96 funny 355

4 public 89 interesting 340
5 hard 81 weird 326
6 new 78 like 276

7 weird 75 fun 240
8 personal 71 crazy 236

9 big 69 social 236
10 moral 63 strange 210

11 strange 62 cool 209
12 military 55 sad 198

13 emotional 54 scary 193
14 national 54 public 191

15 cultural 52 nice 188
16 physical 51 economic 187
17 special 51 new 185

18 religious 46 military 174
19 little 44 personal 162

20 spiritual 44 cultural 160

표 은 각각의 표현11 hedge sort of와 kind of와 결합하는 형용사

를 빈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가장 빈번히 결합하는 개의 형용. 20

사 중에 개가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사의 경10

우와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결합하는 형용사의 대부분이

interesting, political, social, public, hard, weird, personal 등과 같이

비교적 빈도수가 높은 형용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동사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kind of와 함께 사용되는 형용사의 빈도수가 sort

of와 함께 사용되는 형용사의 빈도수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이유는

kind of의 전체 빈도수 가(30,076) sort of 의 총 빈도수보다 약(12,327)

배가량 더 높기 때문이다2.5 .

다음 표 는 의 의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형용사12 COCA compare

가 특정 표현과의 결합이 다른 표현과의 결합보다 적hedge hedge

어도 배 이상인 상위 개의 형용사를 비율이 높은 순으로 추출한3 20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표현이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형. hedge

용사의 종류와 의미군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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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sort of, kind of가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형용사

sort of (w1) w1 w2 w1/w2 kind of (w2) w2 w1 w2/w1

1 1 tricky 28 0 56.0
2 2 neat 90 6 15.0

3 3 cool 209 16 13.1
4 4 spooky 26 2 13.0

5 5 embarrassing 68 6 11.3
6 6 eerie 31 3 10.3

7 7 scary 193 19 10.2
8 8 frustrating 28 3 9.3

9 9 cute 137 16 8.6
10 10 crazy 236 28 8.4

11 11 expensive 25 3 8.3
12 12 sexy 58 7 8.3

13 13 scared 66 8 8.3
14 14 fun 240 31 7.7

15 15 raw 29 4 7.3
16 16 tired 77 11 7.0

17 17 awkward 46 7 6.6
18 18 creepy 52 8 6.5

19 19 detailed 25 4 6.3
20 20 intimate 25 4 6.3

표 에서 나타나듯이12 sort of의 경우 배타적으로 선호되는 형용

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kind of의 경우에는 cool,

embarrassing, scary, frustrating, awkward, fun, creepy 등과 같이

감정표현과 관련된 형용사들과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

다 다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 예. ( : cool, fun 보다 부정)

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 예( : embarrassing, frustrating, scary)

와 더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kind of가 동사와 사용

될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kind of의 경우에는

외모와 관련된 형용사 예( : cute, neat, sexy 와도 빈번히 사용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와 는Grices David(2007) kind of의 경우 fun, cool, calm, funny 등

과 같이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와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kind of의 경우 감정적인 형용사와 빈번히 사용된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지만 비교적 부정적인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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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와 더 빈번히 사용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한편 sort of는 kind of와 비교하여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 예( :

blue, black 에 매우 배타적인 선호도를 가진다는 와) Grices

의 주장은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David(2007) .

kind of 그리고 sort of와 함께 사용되는 형용사 black의 빈도수는

각각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85, 29 , blue의 경우에는 그 빈도수가 각

각 로 오히려61, 14 kind of가 sort of보다 상대적으로 더 빈번히 사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는 의미 분석에.

있어본 연구는 를 이용하여 미국영어를 분석하였으며COCA , Grices

와 의 경우에는 를 이용하여 영국영어를 분석하였기 때문David BNC

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연구 결과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미.

국영어와 영국영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두 연구의 결과

를 종합해보면 sort of의 경우 영국영어에서는 색깔과 관련된 형용

사에 대한 배타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kind

of, sort of 모두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어야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5.

본 연구에서는 영국영어와 미국영어에서 sort of와 kind of가

표현으로 사용되는 비율을 구하고 각 헤지 표현이 어떠한 품hedge

사 분포도를 가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각 표현이 특정 품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를 가지는지 알아hedge

보고 더불어 두 표현이 공통적 혹은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단hedge

어의 종류와 의미군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미국영어 영국영어 모두, sort of와 kind of가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압도적으로hedge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미국영어에서. , sort of는 빈도수에 있어

명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부사의 순으로 함께 사용되었으, , ,

며, kind of의 경우 명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 접속사 그리고 부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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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함께 사용되었다 미국영어에서 두 표현은 모두 명. hedge

사 동사의 순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차분,

석을 통한 상대적 선호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sort of는 동사 접속사, ,

부사 전치사를 그리고, kind of는 명사와 형용사를 상대적으로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국영어에서. sort of는 빈도수에 있어

명사 동사 접속사 형용사 전치사 그리고 부사의 순으로 함께 사용, , , , ,

되었으며, kind of의 경우 명사 동사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그리고, , , ,

부사의 순으로 함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어에서와 마찬가.

지로 두 표현 모두 명사와 동사의 순으로 가장 빈번히 함께 사hedge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차분석을 통한 상대적 선호도 분석에

따르면 kind of는 명사에 대해서만 상대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sort of의 경우에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품사에 대하여 상대적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하면 두 표현 모두 미국영어 그리고 영국영어에서 명hedge

사와 동사의 순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선

호도에 있어서는 kind of의 경우에는 명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sort of의 경우에는 동사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양상은 영국영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두 표현이 공통적 혹은 배타적으로 선호하는 단어의, hedge

종류와 의미군을 분석한 결과 두 표현 모두 빈도수가 매우, hedge

높은 동사와 형용사와는 빈번히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ort of의 경우 배타적으로 결합하는 동사와 형용사의 의미군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nd of의 경우 다소 부정적인 감

정을 표현하는 동사나 소망 및 요구 를 의미하는 동사와도‘ ’ ‘ ’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kind of의 경우 동사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형용사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비교적 부정적인 감

정을 표현하는 단어에 대하여 배타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표현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hedge

의하면 sort of와 kind of를 포함하는 표현들은 매우 중요한 담화hedge

표지 중 하나이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러한 표현들은 의사소통능력. h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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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전략적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 (strategic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언어교육 현장에서 강조되고competence)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kind of와 sort of가 가지는

의 기능은 한국의 영어교육현장 혹은 학습 자료에서 거의 다루어hedge

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있어 학습자들에게 sort of와 kind of는

단순히 종류 혹은 유형의 의미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 .

한 맥락에서 교사는 먼저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표현의 중요성을hedge

학습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서 주요한 표현hedge

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표현들과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어휘를 용례와

함께 선별하여 그 기능과 의미를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의사소통에 있어 표현의 다양한 기능과 중요성을hedge

고려할 때 표현과 관련된 좀 더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hedge

져야 할 것이다 다만 코퍼스를 이용한 표현 연구에 있어 연. hedge

구 자료의 장르 어휘 추출방법 그리고 분석방법 등과 관련하여 구, ,

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는 본문에서 언급되

었듯이 연구 자료의 종류 그리고 자료의 추출 및 분석방법 등에 따

라 연구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

법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만이 다른 연구 결과와의 타당하고 엄밀한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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