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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4.4, 629-638. Language is communicated 

through discourse which consists of texts between a speaker and a hearer 

(receiver). Linguists have defined a text as the unit beyond a sentence. A text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textuality which identifies the properties and charac-

teristics of a text.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extuality which is uttered in 

hospitality English on the basis of seven criteria (cohesion, coherence, inten-

tionality, acceptability, informativity, situationality, and intertextuality) suggested 

by Beaugrande and Dressler(1981). This paper shows all seven kinds of the 

textuality mentioned above are used in hospitality English discourse. We 

furthermore suggest that the seven criteria of textuality must be taught to the 

learners in the hospitality English. (Chungwo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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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에서 호텔 ․ 관광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통사, 의미, 그리고 음성적인 면을 학습하는데 치중하며, 호텔 ․ 관광영어 

교수자들도 이러한 면들을 교수하며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호텔 ․ 관광영어 학습자들이 호텔 및 관광관련 산업체에서 그들이 학

습한 호텔 ․ 관광영어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그들이 학습한 호텔 ․ 관광영어의 통사

적, 의미적 그리고 음성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들 문장이 실생활에서 활용되

는 문장을 넘어선 담화의 이해와 활용을 학습해야할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담화를 구성하는 호텔 ․ 관광영어의 텍스트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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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Text)와 텍스트성(Textuality)

2.1 텍스트의 의미

Hjelmslev(1961)에 의해 텍스트의 개념이 처음으로 논의 되었으며, 그는 언어연구 분석대상으로 과정(process )과 체

계(system)의 개념을 도입하여 과정을 텍스트로 체계를 언어로 간주하였다. Halliday(1973:107)는 문장이 통사적 단위

이고 텍스트는 조작적 단위이며, 기능 ․ 의미적 개념으로서 길이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문장의 내적 구성과 의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적 전언과 맥락간의 관계로부터 구성된다고 하여 텍스트의 의미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Beaugrande(1979)는 텍스트를 복합 체계들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정의하였다.

2.2 텍스트성의 의미

텍스트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른바 텍스트 문법(text grammar)을 제안하여 언어를 분석하며, 문장 문법과 텍스트 문

법 간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장 문법의 규칙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장에 적용되지만, 그 텍스트가 

문법적이라든지 적격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기준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Beaugrande(1985:47)는 텍스트의 정의

에 맥락이 필요하며, 맥락은 문장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요소로 주장한다. 그는 의사소통과정에서 발화는 담화 참여자들

의 정보처리과정에서 그 발화가 담당하는 기능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하며 텍스트성을 판정하는 일곱 가지 기준을 제시하

였으며, 이 일곱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의사소통적 발화체(communicative occurrence)를 텍스트라 규명하였다. 텍

스트성은 언어의 구성요소인 텍스트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규명된다. Beaugrande and Dressler(1981)가 제안하는 텍스

트성 기준인 cohesion, coherence, intentionality, acceptability, informativity, situationality, intertextuality를 호텔 ․ 관광

영어의 텍스트에 적용하여 텍스트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 호텔 ․ 관광영어의 텍스트성 분석

3.1 응집(Cohesion)

응집이라는 용어는 Halliday와 Hasan(1976)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들은 한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의미관계

를 응집으로 규명하였다. 응집은 언어체계의 일부로서 언어의 연쇄적 구성을 통해 표현된다고 한다. 텍스트성 이론에서 

응집의 개념은 통사구조나 문법구조를 의사소통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화체로 만드는 정보처리조작과정을 거쳐 나

온 결과이며 다른 텍스트성의 요인들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가진다.

3.1.1 재언급(Recurrence)

(1) Caller: May I speak to Mr. Lee, please?

 Agent: I’m afraid Mr. Lee just stepped out of the office. (노선희,20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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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청자 Agent는 화자 Caller가 발화의 일부분인 Mr. Lee를 다시 사용한 재언급의 용례이다. 한 텍스트에서 사용

되었던 요소를 다른 텍스트의 일부분에서 다시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언급은 담화에서 발화를 계획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다시 표현을 해야 할 경우 많이 사용되어지나 (1)에서는 청자인 Agent가 화자인 Caller의 발화문

에 현시된 Mr.Lee를 재 언급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아닌 청자Agent가 통화하기를 요구하는 Mr.Lee가 부재중임을 확실하

게 화자Caller에게 전달하며 화자와 청자와의 발화를 연결한다.

3.1.2 대용(Pro-form)

(2) Doorman: Good morning, ma’am. Welcome to the Golden Hotel. Do you have any bags that I can help you with?

Guest: Yes. I have a couple of bags in the trunk.

Doorman: Let me unload them, ma’am. Our bellman will take care of your baggage afterward. (노선희, 2016: 36)

대용은 화자의 텍스트의 일부분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 (2)에서 Doorman은 Guest의 발화 텍스트의 

일부분인 bags의 반복사용을 피하여 대용어인 them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방조응(anaphoric)은 호텔관광영어의 담화

에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앞 text에서 규명되었던 사람과 물건을 재언급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3) Here he comes, our award winner. It’s John Doe.

(3)에서 대용어 he는 (2)에서와는 달리 대용어를 규명하는 규명어가 나중에 언급되는 후방조응(cataphoric)의 사례이

다. 이러한 후방조응은 청자가 화자에게 궁금증을 제시하며 극적인 반전효과를 의도하는 발화문에 사용되어진다. 이러

한 후방조응을 듣는 청자는 전방조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용어의 의미해석에 부여하게 되며, 화자가 의도하는 청자의 

‘주의환기(attention-getter)’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호텔 ․ 관광영어의 담화에서는 이러한 후방조응의 용례를 찾아보

기가 힘들다. 서비스현장에서는 청자와 화자간의 발화는 상호협력적 관계에서 긴장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

에 이러한 후방용례의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4) Receptionist: Front Desk. Thank you for calling. This is Dustin speaking. What can I do for you?

Guest: I just checked into room 1012. But I don’t think this is my room. There are a basket of fruit and a bottle of 

wine on the table. I wish those were mine, but someone else’s name is written on welcome card. My name 

is Cindy collins, but the name on the card is Gerald Pearson. (노선희, 2016: 36)

(4)에서 청자인 Guest의 발화 텍스트에서 자기가 투숙한 객실(1012실)의 테이블에 놓여 있는 welcome카드에 적혀진 

이름이 본인 이름과 다르다는 사실을 화자 Receptionist에게 알리면서 대용어 someone else를 먼저 말하고 이 대용어에 

대한 지시어 Gerald Pearson을 표현하면서 Guest의 불편한 심리적 상황을 표출하며 화자인 Receptionist에게 항의 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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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RO: How was your stay with us?

Guest: Everything was good. (노선희, 2016: 78)

(5)에서 청자Guest는 퇴숙하면서 ‘우리 호텔에서 잘 지내셨는지?’에 대한 화자 GRO의 발화에 Everything was good

이라는 발화로 응답한다. 여기서 Guest의 발화 텍스트 일부분인 everything은 텍스트의 앞에서나 뒤에서 그 지시어와 의

미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추상적인 대용어를 문외적대용어(exophoric)로 Halliday 와 Hasan(1976)은 정의하였

으며, 텍스트에서 지시어와 대용어를 결속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응집력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3.1.3 생략(Ellipsis)

(6) Receptionist: Good morning, sir?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Guest: Three nights.

(6)에서 청자 Guest는 화자 Receptionist의 발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에 대하여 생략된 간결표현 ‘Three 

nights’로 답한다. 표현이 반복되어야 할 텍스트에서 단어 및 일부 텍스트를 생략한 경우이다. 생략을 사용함으로써 담화

표현의 간결성과 명료성이 성립되었지만, 생략을 호텔 ․ 관광영어담화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면 대고객서비스를 주목적

으로 하는 호텔 및 관광관련분야의 영어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더불어 오해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생략

은 바람직하지 않다.

3.1.4 연결(Conjunction)

(6) Bell Captain: Let me show your room, sir. Here is the light switch for the bathroom. The temperature controller is 

right here. A safe is in the built-in closet right here. Your minibar is in the cabinet over there, and 

the price list is on the shelf. (노선희, 2016: 40)

(6)에서 화자 Bellcaptain은 청자 Guest에게 객실사용법을 설명하면서 Your minibar is in the cabinet over there를 발

화하면서 후행 발화문 the price list is on the shelf를 and로 연결하여 부가적이며 순차적인 의미로 두 발화문을 연결시킨다.

(7) Guest: Because of the noise from the next door, I woke up several times in the middle of the night.

Cashier: Oh, please accept my apologies, Mr. Logan. The guest next door to you were having a bridal shower.

(노선희, 2016: 66)

(7)에서 화자 Guest는 발화문 I woke up several times in the middle of the night에 대한 이유를 Because of로 표현하여 

본인이 잠을 설친 이유를 설명하며 호텔에 유감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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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Passenger: Excuse me, my wife and I were assigned separate seats. Could we sit together?

Cabin Crew: I understand, sir. Just a moment while I check. (이금실 ․ 한천영, 2009 : 23)

(8)에서 청자인 Cabin Crew는 본인이 확인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화자인 Passenger에게 요청한다. 여

기서 Just a moment 요청발화를 연결사 While을 발화하여 I check과 의미연결 관계를 성립시킨다.

3.2 결속성(Coherence)

결속성은 텍스트성을 구분하는 일곱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결속성은 한 텍스트를 의미있

게 만든다. Halliday and Hasan(1973)은 결속성은 전제(presupposition)와 함의(implication)같은 논리적 구조뿐만 아니

라 지시어, 조응과 같은 통사적 자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Robert de Beaugrande와 Wolfganf U. 

Dressler(1981)는 결속성을 ‘의미의 연속체(continuity of senses)’와 ‘개념과 관계의 배열 내에서의 상호 인접성과 관련

성(the mutual access and relevance within a configuration of concepts and rel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속성은 텍스

트가 유의적이려면 그 텍스트의 발화문 사이의 배경지식 간에 의의의 연속성(continuity of sense)이 이루어져야 한다.

(9) Order Taker: Good morning. Room service. Sharon speaking. How may I help you?

Guest: Good morning. I am in room 1004. I’d like to order the continental breakfast for two, please.

Order Taker: What kind of juice would you like, sir?

Guest: One orange juice and one grapefruit juice with a croissant, please.

Order Taker: I’m terribly sorry, but we are out of grapefruit juice. Instead of grapefruit juice, would you like to 

try our strawberry juice? Strawberries are in season now.

Guest: Oh, that sounds great! (노선희, 2016:115)

(9)에서 화자 Order Taker와 청자 Guest간에 룸서비스주문의 텍스트가 이루어진다. 손님은 continental breakfast를 

주문하는 상황에 continental breakfast의 메뉴구성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고 있는 Order Taker는 음료수로 커피 주문을 

받지 않고 ‘What kind of juice would you like, sir?’의 발화로 쥬스를 주문받으며 Guest의 ‘I’d like to order the 

continental breakfast for two, please’와 의미의 결속관계를 맺으며 결속성을 유지한다.

3.3 의도성과 용인성(Intentionality and Acceptability)

응집과 결속성은 텍스트중심적(text-centered) 개념이지만, 의도성과 용인성은 화자와 청자사이의 의사소통에 관계되

는 사용자중심(user-centered)개념이다. 의도성은 텍스트 발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며 지식배분, 제보, 목적달성 등 텍스

트발화자가 자기의 발화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10) Guest: Hi, Miranda. This is Henry Moyer in Room 1212. I’d like to order room servic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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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oday’s soup?

Order Taker: It’s tomato-based Manhattan clam chowder, sir. (노선희, 2016:115)

(10)에서 화자 Guest의 발화 ‘What is today’s soup’에 대하여 청자 Order Taker는 정보를 제공하는 ‘It’s tomato-based 

Manhattan clam chowder, sir’를 발화함으로써 손님에게 soup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성취한다. 손님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 관광영어에서는 손님이 직원에게 요청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발화가 다수 발생하여 직원이 

손님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본인의 상식과 지식을 고객에게 제보하려는 의도적인 발화가 자주 발현된다.

용인성은 텍스트 수용자의 태도를 반영하며 발화문이 발화수용자에게 유용하고 적합하면 그 발화를 받아들이게 된

다. Grice가 제안한 ‘당신은 청자와의 대화에서 당신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방향의 요청에 기여하라’는 ‘협동의 원리

(Cooperative Principle)’는 의도성과 용인성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11) Passenger: Excuse me, my wife and I were assigned separate seats. Could we sit together?

Cabin Crew: I understand, sir. Just a moment while I check........Thank you for waiting. We have some empty 

seats in the middle of the cabin. Would that be all right?

Passenger: That’s fine

Cabin Crew: Come this way, please. Here we are. Enjoy your flight. (이금실 ․ 한천영,2009 : 23)

(11)은 항공기내에서의 발화이다. 항공기내에서 승객이 가족과 좌석이 함께 앉도록 배정되지 않아 떨어져서 여행해야

하는 승객과 승무원간의 담화이다. 승객은 Excuse me의 발화로 바빠서 자신의 불편함을 들어주지 못하는 승무원의 주의

를 환기시키려는 발화자의 의도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승객의 주의 환기에 승무원은 ‘Just a moment while I check’의 발

화로 손님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안정시키고 좌석상황을 확인하는 동안 기다릴 것을 요청하면서 손님의 좌석재배치요구

를 용인하려는 의도를 화자인 손님에게 표출하여 협동의 원리를 따르며 발화문의 텍스트성을 유지하고 있다.

3.4 상황성(Situationality)

상황성 또한 텍스트성의 중요판정 기준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기준과 상호 작용한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인 상황

맥락으로 간주되어지며 텍스트성이론에서는 담화 참여자가 주변상황을 수동적으로 관찰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

황맥락을 만들어나간다고 본다.

상황성은 담화 참여자의 상황처리과정에 따라 상황점검과 상황관리로 구분된다. 상황점검은 텍스트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며, 상황관리는 담화참여자가 자기의 발화 의도에 맞도록 자

신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다.

(12) Receptionist: Good evening. Front desk. Ted speaking. How may I help you?

Guest: I just checked into room 707, but there is a problem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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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ist: What exactly is the problem?

Guest: There’s hot water coming out.

Receptionist: I’m sorry, Ms. Murphy. I’ll send someone up immediately. (1 hour later...)

Guest: Hello. May I speak to Ted?

Receptionist: Speaking . How can I help you?

Guest: I asked you to send someone up about an hour ago, but no one has showed up yet. It’s been a long day, 

and I desperately need a hot shower. I really need you to do something about it right now.

Receptionist: I’m terribly sorry for the inconvenience, Ms Murphy. I will have the repairman rush there now.

Guest: No, no. I can’t just sit here and wait another hour for someone to appear. I want you to change my room.

Receptionist: I’m sorry, but we have a full house today, ma’am. There is nothing I can do. (노선희, 2016:136)

(12)에서 청자 Guest는 자신이 투숙하고 있는 객실에 문제가 있다( there is a problem with it)는 발화로 자신이 처한 상

황맥락을 화자Receptionist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객실의 문제점(There’s hot water coming out)을 수정하지 않고 상황을 

점검(situation-monitoring)을 하고 있으며 ‘I really need you to do something about it right now’를 수행하며 객실교환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의도하며 계속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론적으로‘ I want you to change my room’의 발화로 일관되게 

객실교환의 의도를 주장하며 상황을 점검한다.

(13) Receptionist: Good evening. Front desk. Ted speaking. How may I help you?

Guest: I just checked into room 707, but there is a problem with it.

Receptionist: What exactly is the problem?

Guest: There’s hot water coming out.

Receptionist: I’m sorry, Ms. Murphy. I’ll send someone up immediately. (1 hour later...)

Guest: Hello. May I speak to Ted?

Receptionist: Speaking . How can I help you?

Guest: I asked you to send someone up about an hour ago, but no one has showed up yet. It’s been a long day, 

and I desperately need a hot shower. I really need you to do something about it right now.

Receptionist: I’m terribly sorry for the inconvenience, Ms Murphy. I will have the repairman rush there now.

Guest: No, no. I can’t just sit here and wait another hour for someone to appear. I want you to change my room.

Receptionist: I’m sorry, but we have a full house today, ma’am. There is nothing I can do. 

Guest: Can I speak to the manager?

Receptionist: Sure. One moment, please.

Manager: This is the front desk manager, Dewey Carson. I heard you are not happy with our service. I sincerely 

apologize for the unpleasant experience you just had.

Guest: I never expected such bad service at your hotel. The room has a couple of major issues, and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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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ionistwas being so stiff and totally lacks flexibility. I’m really disappointed.

Manager: I understand, ma’am. Again, I’m very sorry for the oversight. I’ve upgraded your room to a suite. I’ll 

send up a bellman with a new key right away. I assure you that it won’t happen again. 

(노선희, 2016;136)

(13)의 상황맥락은 (12)와 연결되는 담화이다. (12)에서 객실교체를 요청하는 Guest의 요청에 호텔직원은 ‘I will have 

the repairman rush there now’와 ‘I’m sorry, but we have a full house today, ma’am. There is nothing I can do’의 발화로 

객실을 교체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계속적으로 점검하며 일관되게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에 

Manager와의 통화를 요청하여 계속 객실의 문제점과 호텔직원의 근무태도에 불평하는 Guest에게 중간조정(mediation)

을 거쳐 ‘I understand, ma’am. Again, I’m very sorry for the oversight. I’ve upgraded your room to a suite’의 발화로 상

황맥락을 수정하여 관리하는 상황관리의 단계로 접어들어 결국 손님이 의도한 객실교체로 귀결이 된다. 손님은 자신의 

의도를 수정하지 않고 객실교체의 목적을 달성한 상황점검의 예이고, 호텔직원의 입장에서는 객실교체가 어렵다는 상

황을 중간조정을 거쳐 손님의 불평이 더 커지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도로 객실교체로 수정한 상황관리의 예이다.

3.5 정보성(Informativity)

모든 텍스트에는 최소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정보가 새로운 것인지 오래된 것인지, 예측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

능한 것인지의 문제이다. 발화된 텍스트에 새 정보나 상대방이 예측 불가능한 정보가 함축되어있으면 그 텍스트에는 정

보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4) Guest: I’d like to exchange US dollars for Korean currency, please. What’s the rate today?

Cashier: Today’s exchange rate is 1,100 won to the dollar. How much would you like to change?

Guest: 300 dollars, please.

Cashier: How would you like your bills, sir?

Guest: I want some 50,000 won bills and some 10,000 won bills. (노선희, 2016:65)

(14)에서 화자Guest는 청자Cashier에게 ‘What’s the rate today?’, ‘How much would you like to change?’, ‘How 

would you like your bills, sir?’의 계속되는 요청발화로 청자Cashier에게서 화자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Today’s exchange rate is 1,100 won to the dollar’, ‘ 300 dollars’, ‘ I want some 50,000 won bills and 

some 10,000 won bills’발화를 얻게 되어 화자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갖게 되는 목적을 이루게 된다.

(15) Agent : Good morning, Ms. Wilsen. How can I help you?

Guest : Hello. Is there a swimming pool in this hotel?

Agent : Yes, it is. It is in the fitness club on the 3rd floor. You can also find a gym, a sauna, a barbershop,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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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y salon in it.

Guest : Can I use the pool for free?

Agent : Yes, Ms. Wilsen. The pool and the gym are complimentary for all of our hotel guests. (노선희, 2016: 53)

(15)에서는 화자Guest는 자신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를 청자Agent에서 알아내며 확인하는 담화이다. Guest는 

‘Can I use the pool for free?’의 발화로 수영장 사용이 무료인지 아니면 유료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정보를 청자

Agent에게서 ‘The pool and the gym are complimentary for all of our hotel guests’의 발화를 이끌어내어 수영장사용료

가 호텔의 모든 투숙객에는 무료라는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며 불확실한 정보를 확실한 새 정보로 얻어내는 목적을 성

취한 발화이다.

3.6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화자와 청자가 발화하고 받아들이는 텍스트의 발화에서 상호텍스트는 항상 존재한다. 인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발화

되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상호텍스트성이라 할 수 있으며 텍스트와 비텍스트를 구분 짓는 핵심적 요소

라고도 할 수 있다.

(16) Cashier: Good morning. How may I help you?

Guest: Good morning. I’m supposed to leave today, but my flight doesn’t depart until late evening. Can I stay In 

my room until this afternoon? I’m in room 1202.

Cashier: Let me check if the room is available first... Yes, the room is available tonight, Mr. Hunt. You can stay 

in your room until 6 P.M., but will be charged 50 % of the room rate. (노선희, 2016: 63)

(16)에서 Guest의 발화에서 Guest는 오후까지 현재의 객실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한다는 발화문(Can I stay in my 

room until this afternoon? I’m in room 1202)을 말한다. ‘my flight doesn’t depart until late evening’발화는 Guest가 객

실에 오후까지 머물기를 희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발화로 두 개의 발화는 상호텍스트성을 가지어 하나의 텍스트를 이

루게 된 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호텔 ․ 관광영어에 나타나는 화술 텍스트(narrative text)에서 원인, 이유, 목적, 시간적 

인접성 등의 의미적 연관성으로 자주 발화된다.

4. 결론 및 제언

문장의 범위를 넘어선 담화에서의 발화는 담화참여자인 화자와 청자 간의 유기적 관계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고

객과 직원간의 발화가 활발하게 소통되어지는 호텔 및 관광관련업체인 환대산업체(hospitality industry)에서의 발화는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텍스트의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텍스트이해를 위해서 텍스트와 비텍스트를 구분하는 텍스트

성의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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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Beaugrande and Dressler(1981)가 제안하는 텍스트성 기준인 cohesion, coherence, intentionality, 

acceptability, informativity, situationality, intertextuality를 호텔 ․ 관광영어의 텍스트에 적용하여 호텔 ․ 관광영어의텍

스트성을 분석하였다. 호텔 ․ 관광영어발화에 나타나는 텍스트성은 cohesion, coherence, intentionality, acceptability, 

informativity, situationality, intertextuality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호텔 및 관광 산업현장에서 호텔 ․ 관광영

어 학습자들의 고객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된 일곱 가지의 텍스트성을 호텔 ․ 관광영어학습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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