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사용된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oh에 대한 비교연구

서 혜 진·이 상 도

[국문초록]

본 논문은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감탄사로 사용된 ‘oh’와 담화표지로 사용

된 ‘oh’의 기능을 비교분석하여, 담화표지가 ‘화용화 과정’(Claridge and Arnovick)을 

통하여 등장하게 되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결과, 감탄사 ‘oh’가 감정을 

표출하는 본연의 기능은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유사한 빈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oh’가  화용화 과정의 특징인 어휘 문법적 의미를 고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호격으로 사용된 감탄사 ‘oh’는 현대영어에서 빈도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청

자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사용되던 초기현대영어에서의 기능이 현대영어에서 쇠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영어에서 담화표지 ‘oh’의 두 가지 기능(Heritage)은 초

기현대영어에서도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초기현대영어에서보다는 현대영어에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화용화의 다른 특징인 의미의 확장과 주관화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주제어 : 담화표지 oh, 감탄사 oh, 정보관리표지, 초기현대영어, 현대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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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초기현대영어에서 사용된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oh의 쓰임과 

현대영어에서 사용된 oh를 비교분석을 통해 담화표지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담화표지가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을 거쳐 등

장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화용화(pragmaticalization) 과정을 통하여 등장하게 되었는지

에 관련된 논란에 기여하고자 한다. 

1970년대 사회언어학과 화용론의 등장과 더불어 대화 순서를 중요시하는 대화분석

을 토대로 하는 담화분석이 활발해지면서 담화표지(discourse markers)라는 용어가 나

타나게 되었다. 담화표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전개되어 왔지만, 공통적으로 담화표

지는 인접한 담화 요소들 간의 응집성(coherence)을 보여주며, 통사적으로 생략가능하

다(Schourup, 1999). 담화표지라는 개념은 Schiffrin(1987)에 의해 구체적으로 연구되

고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을 Fraser(1990, 1996, 1999)은 화용표지

(pragmatic markers)의 하위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Redeker(1990, 1991)은 

담화 운용소(discourse operator)라고 칭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대표적인 담화표

지로는 oh, well, now, but, you know 등이 있으며,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품사 중에서 

감탄사는 통사적 기능이 미미하여 생략 가능하고 기능적으로 담화표지와 매우 유사하

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실제적으로 담화표지를 논한 많은 학자들이 감탄사의 담화표지어로서의 기능을 인

정하고 감탄사를 그들의 논의에 포함시켰다. Schiffrin(1987)은 열한 개의 담화표지에 

대표적인 감탄사 oh를 포함시켜 이의 설명에 소단원 하나를 할애하였으며, 

Redeker(1990)의 경우, 담화표지를 관념표지(ideational markers)와 화용표지(pragmatic 

markers)로 구분하고 감탄사를 화용표지의 일종으로 간주하였다. Fraser(1996) 또한, 

Shiffrin(1987)의 담화표지보다 조금 더 확장된 화용표지라는 개념에 감탄사가 포함되

는 것으로 보았다. 많은 감탄사 중에서 담화표지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은 감탄사 oh이다. Heritage(1984), Schiffrin(1987)과 같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o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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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정보에 대한 태도나 입장에 변화가 생겼음을 드러내는 담화표지 역할을 수행

한다는 것이 잘 밝혀졌다. 

Kurylowicz(1965)에 따르면, 문법화는 어휘(lexicon)가 그 의미가 약화되면서 문법

적인 지위(grammatical status)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문법화 과정

을 통해 담화표지의 등장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담화표지는 기존의 

어휘적 의미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며, 통사적으로 생략

이 가능하여 특별히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담화

표지의 발전을 문법화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담화표지의 특성을 고

려하여 담화표지의 등장을 화용화로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Heine, 

2013). 본 논문에서는 담화표지가 화용화 과정을 통해 등장하게 되었다는 이론에 기

반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화용화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최근 담화

표지어의 등장과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

으로 Aijmer(1997)의 I think, Barth-Weingarten and Couper-Kuuhlen(2002)의 though, 

Mulder and Thompson(2008)의 but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 연구 중 감탄사에

서 발전한 담화표지에 대하여 통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는 미흡하기에, 본 연구

에서는 oh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Ⅱ.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oh

1. 감탄사로서의 oh

역사적으로 감탄사는 라틴 문법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하나의 품사로 인식되었다. 

라틴 문법학자들이 규정한 감탄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감탄사는 1) 

단어가 아니라고 간주되는 항목을 포함하고, 2) 통사적으로 독립적이며, 3) 감정이나 

정신 상태를 나타낸다(Ameka, 1992: 102). Ameka(1992)는 gee, ouch, oops와 같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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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독립된 발언으로 사용되고 다른 품사들과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지 않으며 다

른 품사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일차 감탄사(primary interjection)라 칭하고, 그 이외

의 감탄사를 이차 감탄사(secondary interjection)로 구분한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이

차 감탄사는 본래 다른 품사에 속하지만, 홀로 발언을 이루며 사용되어 화자의 정신적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들의 집합이다. 그 예로는 help!, damn!, shame!과 같은 표현들

이 포함된다. 

Norrick(2009)은 화용표지1)로 사용되는 감탄사에 대한 코퍼스 분석에서  

Ameka(1992)의 구분을 이용하였다. Norrick(2009)은 다섯 개의 코퍼스 자료에서 

대화 시작에 자주 사용되는 감탄사의 빈도수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에 따르면 

yeah, oh, and, well, okay의 순서대로 대화 시작에 자주 사용된다. Ameka(1992)의 

구분에 따르면, 이 중 홀로 독립된 발언으로 사용되어 놀람을 나타내고 다른 품

사로 사용되지 않는 oh는 일차 감탄사에 속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yeah, and, 

well, okay는 이차 감탄사에 속한다. Norrick(2009)은 일차 감탄사인 oh가 다른 감

탄사와 결합하여 자주 사용됨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Aijmer(2002)의 담화

불변화사2)에 대한 코퍼스 분석에 의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감탄사 

oh는 모든 감탄사 중에서 가장 많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밝

혀졌다. Aijmer(2002)은 기본적으로 ʻ놀람ʼ이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 oh는, 

이러한 감탄사로서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담화표지어로서 사용된다고 주장하

였다. Oh의 담화표지어로서의 역할은 Heritage(1984), Schiffrin(1987)과 같은 학자

들의 연구에 의해 잘 밝혀져 있다. 

2. 담화표지로서의 oh

담화표지어로서 oh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기능은 

담화표지 oh의 대표적 기능으로 널리 알려진, Heritage(1984)가 정보상태변화의 표식

(changes of state of information or knowledge token)이라 명명한 기능이다. 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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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oh가 정보 수용의 의미로 사용되어 대화 상대에 의해 ‘새로운 정보 인식’의 

표지로 사용됨을 의미한다(서혜진과 이상도, 2014).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1) A: ... Well lately in the morning Rosemary's been picking me up. You know so I 

(haven't been) ever taking a train in the morning.

B: Oh that's great.

 (Heritage 1984: 302)

위의 대화에서 A는 “최근 Rosemary가 자신을 태워주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기차 

탈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B는 oh로 시작하는 응답을 함으로써 

ʻ그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것ʼ을 보여주고 있다. Schiffrin(1987, 1999)은 이를 

정보관리의 표지(a marker of information management)라 칭하였다. Aijmer(2002)의 

경우 특정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담화표지로 사용되는 oh가 깨달음의 도달을 

나타내고 대화의 수정 상황에서 명확화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oh가 대화상대의 발언에 대한 응답의 시작으로 사용될 뿐 아

니라 화자 자신의 발언 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oh는 화자가 대화 

도중 무엇인가 막 기억해냈을 때 사용되어 ‘기지(旣知)의 정보를 재인식’하는 기능을 

나타낸다(서혜진과 이상도, 2014).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이러한 기능을 살펴볼 수 있

다.

(2) Zelda: and uh-Oh! We- when we go to the kids, we always eat out.

(Schiffrin 1999: 283)

위의 상황에서 Zelda는 머릿속에 있던 관련 정보를 새롭게 인식하고 oh라는 표현

을 사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Heritage(1984)는 대화순서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이러

한 기능을 정보상태변화의 표식에서 논외로 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담화표지 o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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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포함하기로 한다.

두 번째 담화표지어로서의 oh의 기능은 Heritage(1998, 2002)에 의해 태도상태변화

의 표식(changes of state of orientation or orientation token)이라고 명명되었다. 이 기

능은 대화 상대자의 평가나 진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불만, 반대 등)를 가지고 있음

을 나타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대화에 잘 나타난다.

(3) A: In fact it had lost its popularity, didn't it?

Girls' High. And Central High.

B: No.              Oh no.

(Schiffrin 1999: 285)

위의 대화에서 A는 여학교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B는 동

의하지 않는다며 no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연이어 oh no라고 덧붙여 강한 반대

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위의 예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Norrick(2009)은 oh가 no와 

결합하여 강한 거절이나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ijmer(2002) 또한 oh but, oh because와 같은 oh를 포함하는 연어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 반대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담화표지어로서의 기능은 Aijmer(2002), Norrick(2009)과 같은 학자들의 

현대영어를 기반으로 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Aijmer(2002)은 

London-Lund Corpus를 기반으로 하여 now, oh, just, sort of, and that sort of thing, 

actually와 같은 담화 불변화사의 사용빈도와 쓰임을 분석하였고, oh의 담화표지어로

서의 기능 뿐 아니라 감탄사로서의 기능 또한 밝혀내었다. Norrick(2009)은 미국과 영

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녹음과 영상 자료의 집합체인 Saarbrücken Corpus of Spoken 

English를 포함하는 다섯 개의 코퍼스 자료를 분석하여 oh, yeah, wow와 같은 감탄사

의 담화표지로서의 사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화자의 인지 상태변화

를 나타내거나 부정적 태도를 표출하는 oh의 담화표지어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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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화용화 과정을 통한 담화표지의 등장

담화표지가 갖는 통사적 독립성, 다른 성분과 융합(fusion)의 부족, 의미-화용론적 

영역(scope)의 증가, 생략가능성, 명제진리치와의 무관성, 독특한 문법적 지위와 같은 

특징 때문에 Norde(2009)는 담화표지의 발전을 문법화가 아닌 화용화로 설명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문법화는 접어화나 굴절어미화를 통한 통사적인 결합을 

포함하지만, 담화표지는 오히려 통사적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며, 따라서 다른 문장 성

분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Heine, 2013). 또한 문법화의 경우, 그 영역의 

축소를 특징으로 하지만 담화표지는 문장내의 성분 뿐 아니라 문장을 넘어선 담화영

역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함께, 담화표지는 생략된다 할지라도 

명제의 진리 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그 어떤 전통

적인 문법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Claridge and Arnovick(2010)은 화용화라는 용어의 필요성

을 역설하며, 이는 의미적인 특징과 통사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

면, 전자는 본래의 어휘-문법적인 의미 유지, 화용적 기능의 강화를 통한 의미의 확장, 

주관화의 증가를 포함하고 후자는 영역의 확장, 탈범주화, 통사적 생략가능성을 의미

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감탄사는 본래 통사적 영역을 문장으로 간주하고, 전통적

인 문법범주에서 그 지위가 약화되고 있으며, 통사적으로 생략가능 함으로 앞서 제시

된 화용화의 통사적 특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Claridge and Arnovick(2010)이 제시한 위의 화용화의 특징 중, 의미적 특징을 논의의 

중심으로 삼아, 초기현대영어에서 감탄사로 주로 사용되던 oh가 현대영어에서 담화표

지어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화용화로써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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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의 oh의 사용비교

Taavitsainen(1995)은 감탄사를 담화표지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보고자 

Helsinki Corpus의 초기현대영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일차 감탄사의 사용을 분석하

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사용한 초기현대영어 자료들은 문어 자료이기에 구어 

자료를 기반으로 한 현대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대

부분의 감탄사는 문어에서도 직접화법에서 사용되어 구어에서 사용된 감탄사를 모방

하기 때문에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한 현대영어와의 비교 또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현대 초기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현대영어에 대한 연구에는 코퍼

스 자료가 이용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영어에서 사용된 oh의 분석

을 위해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된 방대한 미식영어 말뭉치자료, 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이하 COCA)를 이용한다.3)

Person(2009)은 감탄사 중, 특히 oh에 초점을 맞추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The 

First Folio and Early Quartos에서 Heritage(1984, 1998, 2002)가 제안한 oh의 정보상

태변화에 대한 표식과 태도상태변화에 대한 표식의 기능을 입증하였다. 그에 따르면, 

Old English Dictionary에 oh와 O가 초기의 사용에 있어서 혼용되었다고 적혀있으며, 

그가 분석에 사용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oh와 O가 대부분의 경우 혼용되어 사

용되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자료에서 오히려 O의 사용빈도가 oh보다 많음을 지적하

고(oh/O의 총 빈도수 2140 번 중, 절반이상인 1271번에서 O가 사용됨), 그의 연구에

서는 oh와 O를 혼용하여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Taavitsainen(1995)도 그

의 초기현대영어 분석 자료에서 O가 oh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였으며, 초기현대영어의 

O가 현대영어의 oh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도 초기현대영어의 분석에 있어서 oh와 O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현대영어에서

의 O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COCA에서 품사를 감탄사로 제한하여 검색한 결과 

O는 O Lord, O God 등의 형태로 감탄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현대영어의 분석에 있어서도 oh와 O를 모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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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의 감탄사로서의 oh/O와 담화표지로서

의 oh/O의 빈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초기현대영어 말뭉치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Helsinki Corpus에서 EModE 섹션의 소설(fiction)과 희극(comedy) 장르를 이용하였

고, 이에 따라 현대영어 말뭉치자료인 COCA에서도 구어, 허구, 잡지, 신문, 학술의 

다섯 가지 장르 중 소설, 영화대본 등의 문어자료를 포함하는 허구 장르를 빈도수 분

석에 사용하였다. Helsinki Corpus의 경우, 자료 자체가 소설이나 희극의 일부를 발췌

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oh/O의 총 빈도수가 108번에 불과하여서 이 모두를 분석대

상에 포함 시켰다. 하지만 COCA의 경우에는 oh/O를 감탄사로 품사를 제한하여 검색

한 결과 총 47,096 개의 예시가 도출되어, 이 중 COCA에서 제공하는 100 개의 표본

(sample)을 이용하였다.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oh의 사용에 대하여 Jucker(2002)은 oh가 초기현대

영어에서는 담화표지보다는 감탄사로서의 역할이 강하였고, 현대영어에서는 담화표지

의 기능에 충실하여 작동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Helsinki Corpus와 

COCA에 등장한 oh/O의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사용 빈도수 분석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림 1>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oh/O의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사용빈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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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1>에서 보면 초기현대영어에서는 oh/O가 감탄사로서 84번, 담화표지로

는 15번 사용되었으나, 현대영어에서는 감탄사로서 42번, 담화표지로는 49번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Jucker(2002)의 주장대로 oh/O가 초기현대영어에

서는 감탄사로서의 기능에 충실했던 반면에, 현대영어에서는 담화표지어로서의 기능

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절에서 논의하

고자 한다.

1. 감탄사 oh의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의 비교분석

Taavitsainen(1995)은 초기현대영어에서 사용된 oh/O의 기능을 감탄사와 담화표지

로 구분하지 않고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가 제시한 

oh/O의 기능 중 감탄사로 분류될 수 있는 기능을 ʻ순수감정표출ʼ, ʽ호격수반ʼ, ʽ강조ʼ의 
세 가지 그룹으로 정리하여 빈도수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림 2>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감탄사로서의 oh/O의 사용 빈도수

위의 <그림 2>를 통해 ʽ놀람ʼ, ʽ안타까움ʼ 등의 감정을 표출하는 본연의 감탄사로서
의 기능은 초기현대영어나 현대영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사용된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oh에 대한 비교연구  201

하지만 현대영어에서는 초기현대영어에 비해 호격을 수반하여 사용되는 빈도가 현저

히 감소한 것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Taavitsainen(1995), 

Jucker(2002), Person(2009)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원문이나 기원문의 

앞에 사용되어 강조하는 기능으로 사용된 감탄사의 경우, 초기현대영어에서는 15번 

관찰되었으나 현대영어에서는 2번밖에 발견되지 않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는 현대영어에서 소원문이나 기원문의 사용 자체가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

기 때문에 감탄사로서의 강조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1) 순수 감정 표출의 감탄사 oh/O

Schiffrin(1999)은 oh가 감탄사로 사용되어 놀람, 두려움, 고통과 같은 감정을 표출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Aijmer(2002)은 무의미한 감탄사(expletive)와 함께 사용된 oh는 

홀로 사용되는 oh보다 더 많이 놀람(분노, 동정, 실망 등)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 예

로, oh god/gosh/goodness/golly, oh Christ/Crikey/crumbs, oh (bloody) hell, oh 

heavens, oh dear 등을 제시하였다. Ameka(1992)의 감탄사 구분법에 따르면, 여러 개

의 단어가 결합하여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감탄사라기보다는 감탄구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Oh (my) god/gosh/goodness의 기본적 의미를 놀람이라는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영어 자료인 COCA에서 발췌한 다음의 예시

는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4) Perino: And We're going to show little success entrepreneur tomorrow. 

Bolling: I can't wait.

Perino: I'm going to say that now because we'll have to keep it in the show.

Beckel: I'll bring them tomorrow.

Guilfoyle: Oh my gosh!  

(Rosen's Controversial Comments, Fox Five, 04/12/2012 in COCA)

위의 예시에서 Guilfoyle은 다음 날의 초대 손님에 대한 언급에 대하여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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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h!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한 놀람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영어에서 

이러한 oh를 포함하는 감탄구가 놀람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목격되었다.

초기현대영어에서 또한 감정을 드러내는 순수 감탄사로서의 기능이 현대영어에서

만큼이나 자주 발견되었으며, 다음의 예시 맥락을 통해 감정 표출의 감탄사로서의 전

형적인 기능을 살펴볼 수 있다. 

(5) O fie! Take away thy hand, what is't thee dost?

  (Taavitsainen 1995: 455)

(5)에서 O는 초기현대영어에서 사용되던 감탄사 fie를 수반하여 사용되어 화자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를 통해하여 이러한 감탄사

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감정표출 기능은 초기현

대영어에서나 현대영어에서 거의 유사한 비율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대

영어에서도 초기현대영어에서처럼 oh의 감탄사 고유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Claridge and Arnovick(2010)이 화용화의 의미적 특징으로 제시한 

본연의 어휘-문법적 의미 고수가 oh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2) 호격을 수반한 감탄사 oh/O

초기현대영어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oh/O의 사용은 호격과 함께 사용되어 

감탄문 앞에서 접두사처럼 사용되는 경우이다(Taavitsainen 1995).  

(6) a. O my God, my God why haste thou forsaken me?

b. O sir, from hensforthe loke that ye take me for a man of great subtaunce.

c. O noble Codrus, howe worthy had you ben...

d. ...he cry'd out, Oh Traitor! Oh Villain! now will I confess the whole Truth.

(Taavitsainen 1995: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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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는 성서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과 관련된 설교에서 인용된 문장

으로 신을 부르는 호격 앞에 O가 사용된 경우이며, (6b)와 (6c)는 Elyot관련 문서에서 

발췌된 것으로 명사의 호칭과 O가 사용된 예시를 보여준다. (6d)는 Raleigh관련 문서

에서 oh가 호격과 사용된 예를 나타낸다. 현대영어에서 위와 같이 사용된 예를 찾기 

위해 COCA에서 연어(collocation)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oh/O의 바로 뒤에 등장하는 

명사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예문을 찾을 수 있었다. 

(7) My wife Hannah asked me why I was so quiet during dinner. “Just thinking,” 

I said. She laughed as if to say, “Oh brother, there he goes thinking again.”

(The Hipster's Hopper, O'connor, 2004, in COCA)

(7)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보면, 주인공이 배우자가 한 말을 상상하며 본인을 의

미하는 brother이라는 호칭 앞에 oh라는 감탄사를 덧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예를 통하여 현대영어에서도 oh/O가 호격과 함께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

었다. 하지만 <그림 2>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용빈도측면에서 초기현대영어와는 5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현대영어에서는 아주 낮은 빈도로 사용되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이에 대하여 Taavitsainen(1995)은 초기현대영어에서 감탄사가 상황에 대한 단

순한 반응뿐 아니라 청자에게 호소하기 위한 호격의 기능으로도 빈번히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Helsinki Corpus 자료에서 호격을 수반하여 사용된 감탄사 oh/O는 

30%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호격을 수반하여 

사용되는 감탄사 oh/O는 COCA에서 100개의 포본 중 단 7개에서만 발견되었다. 이러

한 감탄사 oh/O의 호격 기능 감소는 감탄사에서 비롯된 oh/O가 담화표지어로 발전되

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3) 강조의 감탄사 oh/O

Taavitsainen(1995)은 초기현대영어에 사용된 감탄사 분석에서 oh/O는 감탄문 앞에

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과 같은 예시가 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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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O how glad cham...

b. O what a happy man shall I be, what a good housewife thou.

c. O that were a young wench for thy sake...

d. O if my Dame should know on't!

(Taavitsainen 1995: 454)

(8a)와 (8b)는 감탄문에 앞서 사용된 O이며, (8c)와 (8d)는 소원문 앞에서 사용된 O

로서 이러한 쓰임은 현대영어에서도 나타난다. 

(9) a. It was the first time I'd heard the name Brian Bossert, and , oh,  how　I wish it had 

been the last. 

(All the lives he led, Frederik, 2011 in COCA)

b. “Oh, how wonderful.”     

 (The Zoo Team, Steele, 2010 in COCA)

c. “Oh, how she loved these precious people.”

 (Breach of trust, Mills, 2009 in COCA)

(9a)는 소원을 나타내는 문장 앞에 사용된 예를 보여주며, (9b)와 (9c)는 감탄문 앞

에 사용된 예시를 나타낸다. 위와 같은 예를 통해, 현대영어에서도 초기현대영어에서

처럼 감탄사 oh/O가 감탄문 앞에서 사용되어 감탄의 내용을 더욱 강조하거나, 소원문 

앞에서 사용되어 소망을 더욱 간절하게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이러한 강조의 기능에 있어서도 현대영어에서는 그 사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oh/O의 강조의 감탄사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영어에서 초기현대영어만큼 감탄문이나 소원문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

도 있다. 따라서 이를 감탄사 oh/O의 기능 약화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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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화표지 oh의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의 비교분석

<그림 3>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담화표지로서의 oh/O의 사용 빈도수

<그림 3>에서 oh/O가 담화표지 기능 중 태도상태변화의 표식으로 사용된 빈도는 

초기현대영어에서나 현대영어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정보상태변화 표식으로 사용된 

경우,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대영어에서 초기현

대영어에서보다 4배 이상의 빈도로 oh/O가 자주 사용된 것은 이들이 감탄사에서 시작

하여 담화표지로 그 기능이 확장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정보상태변화의 표식

COCA에서 확인한 현대영어에서 oh./O의 정보 수용의 담화표지적 기능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10) Kotb: Look at that.

Gifford: No, but that's when I had must unpacked from coming back from Seattle and 

that's all my scripts and everything on there.

Kotb: That's on a -- that's a mess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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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fford: Yeah, but that's not a desk I work at.

Kotb: You just put things on that desk?

Gifford: That's a -- that's a desk to put stuff on.

Kotb: Oh.

Gifford: That's right. Yeah.

(Today, NBC, 01/27/2012 in COCA)    

위의 예시 맥락에서 Kotb는 Gifford의 정신없는 책상을 보고 당황스러움을 표출하

고 있으며, 이에 대해 Gifford는 방금 막 씨애틀에서 돌아와서 그렇다며 그 책상은 일

하는 책상이 아니라 물건을 쌓아두는 책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Kotb는 oh를 독립

된 발언(응답)으로 사용하여 Gifford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놀

람이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감탄사 oh처럼, 독립된 발언으로 사용되는 담화표지 oh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감탄사 oh와 가장 유사하다. 자신이 이전에는 무관심했던, 

잘못 알고 있었던, 잘 모르던 정보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표지로 사용된 oh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ʻ놀람ʼ의 의미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시된 정보의 수용을 나타내는 oh의 담화표지적 기능은 초기현대영어

에서도 발견된다. Taavitsainen(1995)은 초기현대영어에서 oh/O가 동의 즉,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

하였다. 

(11) O yes, who knowes this woman, who?

(Taavitsainen 1995: 455)  

위의 예문에서 O가 yes와 같이 사용되어,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윌리엄 셰익

스피어의 작품에서 oh의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연구한 Person(2009)도 다음과 같은 

예시 맥락을 통해 초기현대영어에서도 oh/O가 정보 수용의 담화표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사용된 감탄사와 담화표지로서의 oh에 대한 비교연구  207

(12) Othello: He hath confest.

Desdemona: What, my Lord?

Othello: That he hath vs'd thee

Desdemona: He will not say so.

Othello: No: his mouth is stopp'd.

            Honest Iago hath ‘tane order for’t.

Desdemona: Oh, my feare interprets. What is he dead?

(Person 2009: 90) 

위의 예시 맥락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 하나인 Othello에서 Othello가 Iago의 계략에 

의해 Cassio가 자신의 부인 Desdemona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이를 비난하는 장면에서 발췌된 것이다. 위의 대화에서 Othello가 Cassio가 죽었다고 

말하자 Desdemona는 새롭게 제공된 Cassio의 죽음이라는 정보에 대해 oh, my feare 

interprets.라고 응답하며 놀람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Schiffrin(1999)은 담화표지 oh가 친숙한 정보의 인식을 나타나내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화자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잊혀 있다가 인지과정 중 새롭게 인식된 

정보를 언급함에 앞서서 oh를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Norrick(2009) 또한 화자가 oh 

yeah가 방금 막 무엇인가 기억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를 ʻ기
지의 정보 재인식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새로운 정보 인식’의 표지는 일

반적으로 대화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응답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발

언의 앞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ʻ기지의 정보 재인식ʼ으로서의 담화표
지는 한 명의 화자의 발언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대영어에서 oh/O가 

화자의 발언 내에서 즉, 발언의 시작위치가 아닌 중간이나 마지막 위치에서 사용되어 

ʻ기지의 정보 재인식ʼ의 표지로 사용된 예시는 다음과 같다.

(13) I remember interviewing a bar owner, you know, outside of Harare, the capital, and he 

was oh yeah, you know, 10 years ago if I was there'd be, you know, those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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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they'd be here offering the sex...

(How the West Fueled the AIDS Epidemic, NPR FreshAir, 02/27/2012 in COCA)

위의 예시 상황에서 화자는 과거 짐바브웨에서 술집 주인을 인터뷰하던 기억을 회

상하다가, 그의 머릿속 인지과정에서 갑자기 떠오른 관련 정보 즉, 십년 전 그 당시의 

짐바브웨에서 청소부들이 성 접대를 제공하던 문화를 언급하기 위해서 oh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현대영어에서도 ʽ기지의 정보 재인식ʼ을 나타내는 oh/O의 담화표지적 기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된다. 

(15) Lysander: And run through fire I will for thy sweet sake. Transparent Helena, nature her 

shewes art, That through thy bosome makes me see thy heart. Where is Demetrius?　Oh 

how fit a word Is that vile name, to perish on my sword!

(Person 2009: 88)

위의 예문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 A Midsummer Night Dream에서 발췌한 것으로 

Lysander이 Helena에게 Demetrius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평

소에 Demetrius에 대해 가지고 있던 증오심을 표출하면서 그러한 발언 앞에 oh를 사용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Lysander이 Demetrius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존의 부정적

인 생각이 그에 관한 질문을 통해 촉발되어 갑자기 터져 나온 것으로, 담화표지 oh가  

ʻ기지의 정보 재인식ʼ 기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예시들을 통하여 현대

영어에서 발견되는 정보상태변화의 표식으로서의 oh/O의 담화표지적 기능(ʻ새로운 정
보 인식ʼ과 ʻ기지의 정보 재인식ʼ의 기능 모두)이 초기현대영어에서도 사용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데, 이는 Claridge and Arnovick(2010)이 화용화의 특징으로 주장한 화용

론적 의미 확장 및 주관화가 이미 초기현대영어에서의 oh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정보상태변화의 표식으로서의 담화표지 oh는 ʻ놀람ʽ이라는 기본 의미를 바탕
으로 하여, 청자가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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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속의 정보를 재인식하는 과정에 사용됨으로써 매우 주관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그림3>을 통해 현대영어에서 정보상태변화 표식으로 사용된 빈도가 초기현대영어에

서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는 초기현대영어에서부터 확장된 oh

의 화용론적 의미가 현대영어에서 더욱 공고히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태도상태변화의 표식

Heritage(1998)는 oh가 화자의 정보나 지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낼 뿐 아니

라 화자의 태도(orientation)이나 의식(awareness)의 변화를 나타낼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태도상태변화의 표식이라고 명하였다. Heritage(1998, 2002)

는 주로 부정적 태도나 의식을 표출하는 데 사용되는 태도상태변화 표식이 oh의 강조 

기능을 수반하여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Schiffrin(1999) 또한 화자의 정보에 대한 태

도는 정보의 수용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며, 담화표지 oh가 강도측면

에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Norrick(2009)은 oh가 비동의, 거절, 거부를 나타내는 no와 함께 쓰여 그 의미를 강조

하는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담화표지어로서의 oh의 두 번째 

기능인 태도상태변화의 표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이 oh(,) no라고 볼 수 있다. 

COCA를 통해 살펴본 현대영어에서의 그 전형적인 사용은 다음에 잘 나타나 있다.

(16) Cynthia Mcfadden: Of course, everything has to be approved by Martha. And without you, 

there isn't a company.

Martha Stewart: Oh no, no, that's not true at all. That's not true at all.

(Nightline, ABC, 11/19/2009 in COCA)

위의 예시 맥락에서 oh no는 의미를 강화시키는 요소인 no의 반복적 사용과 부정

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at all과 같은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 대화 상대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초기현대영어에서 또한 태도상태변화의 표식으로서 oh/O가 사용되는 것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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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aavitsainen(1995)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oh가 초기현대영어에서 불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이전 발언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7) Rlaleigh: To whom speak you this? You tell me News I never heard of.

Attorny:　Oh Sir, do I? I will prove you  the notoriousest Traitor that ever came to the 

Bar...

(Taavitsainen 1995: 457)

위의 예시에서 Raleigh가 자신이 들어본 적 없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변호사에게 

명령을 내리자, 변호사는 oh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역할이 그러한 것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결국에는 새로운 소식을 전하면서 Raleigh의 명령에 따르고 있지만, 담화표지 

oh를 사용함으로써 그 명령에 대해 대부정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태도상태변화 표식으로서의 담화표지 oh가 발견되며, 그 예

는 다음과 같다.

(18) Beggar:　What would you make me mad? Am not I Christopher Slie, old Slies sonne of 

Burton-heath, by birth a Pedler, by education a Cardmaker, by transmutation a 

Beare-heard, and now by present profession a Tinker. Aske Marrian Hacket the fat 

Alewife of Wincot, if shee know me not: if she say I am not xiiii.d. on the score for 

sheere Ale, score me vp for the lynguist knaue in Christen dome. What I am not 

bestraught: here's

3..Man: Oh this it is that makes your Ladie mourne

2.Man: Oh this is it that makes your seruants droop.

(Person 2009: 96)

The Taming of the Shrew에서 발췌된 위의 예문에서 Sly는 자신이 화를 냈다고 비

난당하자 자신은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단지 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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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두 명의 하인은 그의 습관성 만취가 그의 부인을 슬프게 만들며 하인들을 떠나게 

만든다고 응답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인들이 주인의 의견과 다른 자신의 의견

을 제시하면서 oh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다. 이에 대하여, Person(2009)은 하인들이 

주인이 취했던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주인이 화났는지 또는 취했는지를 그들 

스스로 직접 판단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 위해 oh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한다. 앞선 발

언에 대한 이러한 독립적인 관점이나 의견 또한 결국에는 대화 상대방의 의견에 비동

의를 나타내기에 일종의 부정적 태도나 의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

에서도 oh가 태도상태변화의 표식으로 사용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태도

상태변화의 표식으로 사용되는 oh는 감탄사 oh가 가진 본연의 ʻ놀람ʼ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 매우 주관적으로 사용되어 문장단위를 넘어서 화용적인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Claridge and Arnovick(2010)이 화용화의 특징으로 제시한 화용론

적 의미 확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초기현대영어에서 감탄사 oh/O의 사용을 분석한 Taavitsainen(1995)과 셰익스피어

의 작품 안에서 oh/O의 담화표지적 기능을 분석한 Person(2009)의 연구는 현대영어에

서 사용되는 oh/O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연구가 부족하였다. 

Taavitsainen(1995)는 현대영어의 감탄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초기현대

영어에서 사용된 감탄사의 예시 분석에만 치중하였고, Person(2009)은 Heritage(1984, 

1998, 2002)가 제안한 현대영어에서의 oh의 담화표지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며 그가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새롭게 발견한 담화표지 oh의 기능을 현대영어와 비교

분석 없이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현대영어 말뭉치 자료인 COCA의 

예문을 인용하여 현대영어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된 감탄사와 담화표지 oh/O의 기능을 

그들이 제시한 초기현대영어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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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가 화용화 과정을 통해 등장하게 되었음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비교분석 결과,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감탄사 oh/O의 본연의 기능은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유사한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Claridge and 

Arnovick(2010)이 화용화의 특징으로 제시한 담화표지가 본래의 어휘-문법적 의미를 

고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초기현대영어에서 가장 빈번했던 호격에서의 감탄사 

oh/O의 쓰임은 현대영어에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청자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초기현대영어에서의 감탄사로서의 기능이 현대에 와서 쇠

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탄문이나 소원문 앞에서 사용되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기

능으로 사용된 감탄사 oh/O는 초기현대영어에서보다 현대영어에서 낮은 비율로 발견

되었으나, 이는 현대영어에서 감탄문이나 소원문을 사용하는 비율 자체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oh/O의 감탄사 기능 축소로 보기는 어렵다. 

담화표지 oh/O의 기능은 크게 정보상태변화의 표식과 태도상태변화의 표식으로 나

누어지며, 이 두 가지 기능의 oh/O는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하지만 현대영어에서 정보상태변화의 표식 oh/O의 빈도가 초기현대영어에서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은, 감탄사 oh가 초기현대영어에서부터 Claridge and Arnovick(2010)이 

제시한 화용화의 특성(화용론적 의미 확장과 주관화)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현대영어

에 와서야 그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초기현대영어와 현대영어

에서 모두 발견되었지만 양쪽 모두에서 사용 빈도가 낮았던 태도상태 변화의 표식은, 

ʻ놀람ʼ이라는 의미를 벗어나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보상태변화의 표식
보다 더욱 주관화되고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영어에서 그 사용

빈도가 정보상태변화 표식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그 의미가 확고

하게 자리 잡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oh/O가 화용화

를 통해 감탄사에서 시작되어 담화표지로 발전하였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에 대해 코퍼

스분석을 이용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담화표지oh/O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로 초기현대영어뿐 아니라 중세영어, 

고대영어와의 비교분석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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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1) Fraser(1996)이 주장한 문장의 명제적 의미와 별개이지만 화자의 숨겨져 있는 대화의도가 
담겨있는 언어적 단서들의 집합인 담화표지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의 화용표지를 의미한

다.

2) Aijmer(2002)은 본 논문에서 담화표지라고 칭하는 부류를 그의 저서에서 담화불변화사로 
칭하고 있다.

3) 초기현대영어분석에 사용한 Helsinki Corpus와 셰익스피어 작품은 영국영어이나 현대영어
분석에 이용한 COCA는 미국영어이기에 이와 같은 차이가 연구 결과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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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n Interjection oh and 
Discourse Marker oh in Early Modern English and 

Modern English

Suh, Heajin · Lee, Sang D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uses of interjection oh and discourse marker oh in early 

modern English and modern English.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it suggests that 

the evolution of discourse markers be accounted for in terms of pragmaticalization, 

which is proposed by Claridge and Arnovick. With respect to oh as interjection, its 

original function of showing ʻsurpriseʼ was found in both early modern English and 

modern English with similar frequency. This implies that the interjection oh has 

maintained the lexico-grammatical meaning, characteristic of one of the 

pragmaticalization properties. The use of interjection oh in vocatives, however, was much 

more common in early modern English than in modern English, which means the 

function of oh as interjection has been weakened in modern English. When oh is 

employed as a type of discourse marker, the two functions of it, which Heritage 

identifies in modern English, also appeared in early modern English. In general, oh as 

discourse marker was more frequently used in modern English than in early modern 

English. It verifies the other two properties of pragmaticalization, that is, the expansion 

of meaning by strengthening pragmatic functions and the increase in subjectification. 

 

Key Words: discourse marker oh, interjection oh, a marker of information management, 

Early Modern English, Moder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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