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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힌디어와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 및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언어학적 요인을 대조 분석하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높임법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힌디어와 한국어
의 높임법 체계를 대조 분석하였고, 인도 델리에 위치한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한
국어학과 3-5학년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높임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말하기 응답형 담화 완성 테스트(ODCT)를 실시하였
다. 그리고 인도인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제 대화 관찰 조사도 실시하였다. 4
개월간 조사 참가자들이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한 발화를 관
찰자가 기록하였고 높임법 사용과 관련된 대표 발화들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다음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마련
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고, 수업 전후의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인 면담을 통해 
높임법 교육의 내용과 교수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I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았고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였
다. 또한 한국어 높임법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장에서는 한국어와 인도의 공식어인 힌디어의 높임법 체계를 대조 분석하고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기능 및 실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통점과 차이점
을 밝혀내었다. 또한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
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ODCT 조사 결과와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ODCT 조사 결과, 인도인 학습자 20명
과 한국어 모어 화자 8명의 사후 인터뷰 자료, 그리고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10명
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를 통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높임법 범주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및 객
체 높임법으로 구분하고 대우 대상은 1. 나이, 2. 지위, 3. 친밀도, 4. 장면의 사회
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체계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인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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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수-학습의 방법으로는 의사
소통 교수법을 선택하였고, 지도 방안으로는 역할극을 활용하였다. 역할극을 활용
함으로써 현재 인도 내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서 부족한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반영
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SA(Engage-Study-Activate)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4
차시에 걸친 수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다른 ODCT 설문조사와 사후 면담을 활용하
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 내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활용할 한국어 높임법의 효과적인 교
육 방안을 개발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한국 내의 힌디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인 힌
디어 학습자를 위한 힌디어 높임법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요어: 한국어 높임법 교육, 힌디어-한국어 높임법 대조, 높임법 사용의 사
회언어학적 요인,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경어법, 힌디어 높임법

* 학번: 2011-24275



- iii -

차  례 

국문 초록 ····················································································································· i
차  례 ······················································································································· iii

I. 서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 5

2.1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연구 ········································································· 5
2.2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대한 연구 ································································ 6

3.  연구 대상 및 방법 ························································································ 9

Ⅱ. 한국어와 힌디어 높임법의 이론  고찰 ····························· 13

1. 높임법의 체계 ······························································································· 13
1.1. 한국어 높임법의 체계 ··············································································· 13
1.2. 힌디어 높임법의 체계 ············································································· 21

2.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체계 대조 ······················································· 24
2.1 주체 높임법 ································································································· 25
2.2 상대 높임법 ································································································· 29
2.3 객체 높임법 ································································································· 31

3. 높임법 사용의 사회언어학적 이론 ····························································· 32
4. 한국어와 힌디어 높임법 사용의 사회언어학적 요인 대조 ····················· 35

Ⅲ. 인도인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분석 ··············· 42

1. 나이 요인에 따른 높임법 사용 양상 ························································· 43
1.1. 주체 높임법 ································································································ 43
1.2. 상대 높임법 ································································································ 52
1.3. 객체 높임법 ································································································ 56

2. 지위 요인에 따른 높임법의 사용 양상 ····················································· 58
2.1. 주체 높임법 ································································································ 58



- iv -

2.2. 상대 높임법 ································································································ 61
2.3. 객체 높임법 ································································································ 64

3. 친밀도 요인에 따른 높임법의 사용 양상 ·················································· 65
3.1. 주체 높임법 ································································································ 66
3.2. 상대 높임법 ································································································ 69
3.3. 객체 높임법 ································································································ 74

4. 장면 요인에 따른 높임법의 사용 양상 ····················································· 75
4.1. 주체 높임법 ······························································································ 75
4.2. 상대 높임법 ································································································ 77
4.3. 객체 높임법 ································································································ 79

Ⅳ. 인도인 학습자를 한 한국어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 ····· 81

1. 한국어 높임법의 교수-학습 목표 ······························································ 81
2. 한국어 높임법의 교수-학습 내용 ······························································ 82

2.1.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 지식  ·································································· 83
2.2.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지식 ······································································ 89

3. 한국어 높임법의 교수-학습의 방법 ·························································· 94
3.1.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적용 ································································ 94
3.2. 언어 교육에서의 역할극의 활용 ······························································ 98
3.3. ESA 수업 모형의 적용 ··········································································· 100

4. 한국어 높임법의 교수-학습의 실제 ························································ 103
4.1. 의사소통 교수법을 통한 높임법의 형태 학습 ····································· 106
4.2. 역할극을 통한 실제적 의사소통 연습  ··············································· 109

5. 한국어 높임법의 교수-학습 효과 검증 ·················································· 116

V. 결론 ··························································································· 125

* 참고문헌 ·············································································································· 127
* 부록 ······················································································································ 137
* Abstract ·············································································································· 151



- v -

표 차례

[표1] I-2의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3
[표2] I-18의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3
[표3] 수행한 실험의 상세 정보 ··················································································· 11
[표4] 헤마(Hema, 2012)에서 나온 힌디어 높임법의 체계 ···································· 22
[표5]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체계 대조 ······························································ 25
[표6] 힌디어의 높임의 어미 ························································································ 27
[표7] 인도인 학생 O-7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 37
[표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 41
[표9]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 ····· 44
[표10]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45
[표11]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45
[표12]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46
[표13] 한국어 모어 화자 K-6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57
[표14]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2

···························································································································· 48
[표15]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49
[표16] 한국어 모어 화자 K-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49
[표17]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5

···························································································································· 50
[표1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51
[표19] 한국어 모어 화자 K-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51
[표20]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0

···························································································································· 52
[표21]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2 ······ 54
[표22] 한국어 모어 화자 K-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55
[표23]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0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55
[표24]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2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 56
[표25]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56
[표26]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2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 57



- vi -

[표27]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58
[표28]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4 ··· 59
[표29]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60
[표30] 한국어 모어 화자 K-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61
[표31]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3 ··· 62
[표32]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8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63
[표33] 한국어 모어 화자 K-6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63
[표34]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8 ··· 64
[표35]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7 ··· 67
[표36]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68
[표37]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7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69
[표38]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3

···························································································································· 70
[표39]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7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71
[표40]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8

···························································································································· 72
[표41]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6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72
[표42] 한국어 모어 화자 K-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73
[표43]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9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 73
[표44]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9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74
[표45]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 74
[표46]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75
[표47]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3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 75
[표4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76
[표49]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6 ··· 77
[표50]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9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78
[표51]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0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 79
[표52]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0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 80
[표53] 한국어 높임법의 문법과 어휘의 교육 내용 ·················································· 83
[표54] 한국어 주체 높임법의 교육 내용 사례 - 1 ················································ 85
[표55] 한국어 주체 높임법의 교육 내용 사례 - 2 ················································ 75
[표56] 한국어 상대 높임법의 어말어미 교육 내용 사례 ········································· 87



- vii -

[표57] 한국어 객체 높임의 조사 ‘-께’의 교육 내용 사례 ····································· 88
[표58] 한국어 객체 높임법의 특수 어휘 교육 내용 사례 ······································· 88
[표59] 높임법의 사회적인 요인의 교육 내용 ···························································· 90
[표60] 나이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교육 내용 사례 ························· 91
[표61] 지위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교육 내용 사례 ························· 92
[표62] 친밀도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교육 내용 사례 ······················ 93
[표63] 장면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교육 내용 사례 ························· 94
[표64] 리틀우드(Littlewood, 1981)의 의사소통 교수법 활동 절차 ······················ 96
[표65] 리틀우드(Littlewood, 1981)의 역할극의 수준과 단계 ····························· 100
[표66] 한국어 높임법 교육 실험의 집단 구성 ······················································· 103
[표67]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절차 ····················· 105
[표6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수업 모형 구성 ················ 106
[표69]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실제 수업 모형 – 1차 수업 ········ 108
[표70]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수-학습 모형 – 2차 수업 ······· 112
[표71]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수-학습 모형 – 3-4차 수업

·························································································································· 115
[표72]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 ········ 117
[표73]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2 ········ 118
[표74]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3 ········ 119
[표75]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4 ········ 120
[표76]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5 ········ 120
[표77]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6 ········ 121
[표7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S8의 수업 후 피드백 면담 전사 자료 발췌 ······· 122
[표79]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S12의 수업 후 피드백 면담 전사 자료 발췌 ····· 123
[표80]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S12의 수업 후 피드백 면담 전사 자료 발췌 ····· 123



- viii -

그림 차례

[그림1] 이정복(2001)의 경어법의 사회적 요인 ······················································· 35
[그림2] 허머(Harmer, 2007)의 ESA 수업 모형 ···················································· 101



- 1 -

I. 서 론 

1. 연구 목   필요성 

본 연구는 사회언어학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사용 양상이 
상이함으로써 나타나는, 인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체계 및 사용 양상 
대조 분석을 바탕으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높임법 사용 교육 내용 및 방
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인도는 한국과 교역하는 나라 중 무역 규모 면에서 15번째1)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로, 한국과 인도 간의 외교적‧경제적 관계가 개선되면서 인도에서 한
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한국어교육은 1976년에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에서 시작되었고, 현재 7개 이상의 대학교와 교육기관에서 한
국어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에는 학사, 석사와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외의 교육기관에서는 1-3년에 걸쳐 수료할 수 있는 
과정이나 학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인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목적은 대부분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
이나 다국적 회사에 한국어 통‧번역사로 취업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취
업을 하거나 유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많다. 또한 인도는 한국인들이 많이 여
행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관광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
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대중문화 영역에서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취업 등의 실제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
국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한국어를 정확
하고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서 한국인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으면
서 의사소통 하는 것이다.

1) 2013년 기준, 인도와 한국의 교역액은 175억 7천만 달러 규모로 인도는 한국의 15번째
로 큰 무역국이다. (India-RoK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주한 인도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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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도에는 7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500
명 이상의 학습자들이 재학 중이지만 아직까지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적어 한국어교육의 여러 분야
에서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인도인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는 주로 한국어 문법 교육 위주로 이루어졌다. 힌디어와 
한국어는 문장 어순, 후치사, 조사 등 문법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인도인들은 한
국어 문법을 학습하는 것이 쉬운 편이다. 그러나 책에서 배우는 문법적 언어와 실
제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인 학습자들이 실제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한국과 인도는 사회･문화적 측
면에 차이점이 많고 그 차이점은 언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도인 학습
자들이 실제 사회생활에서 의사소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현재
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양국 간의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인들과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높임법의 사용이다. 높임법의 사용은 인도의 공식어인 힌
디어와 한국어 사이의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두 언어에서 높임법의 
체계와 실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높임법이라는 문법 
체계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인도인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도인 학습자 60명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설문조사에서 ‘한국어 
높임법 사용이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45%의 응답자들이 ‘매우 어렵다’고 답하였
고, 30%는 ‘어렵다’고 답하였다. 한국어 높임법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
자는 25%에 불과하였다. 

아래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유학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한국어 높임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여 상대의 오해를 사는 경우
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과의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를 알면서도 인
도와 한국 사회에서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의 차이
를 잘 몰라서 높임법을 부적절하게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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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하는 데에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IE: 어려운 게 많아요. 가장 어려운 게 우리는 문법은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는 상황과 상대에 따라 어떤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요. 
IR: 그렇군요. 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
습니까?
IE: 네. 최근에 통역 일을 할 때 저보다 1-2살 많은 한국인 남자한테 편하게 
반말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빠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저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에이전시에 항의했어요. 또 한 번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친구한테 존댓말을 했더니 왜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느냐고 
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표1] I-2의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IR: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하는 데에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IE: 네. 작년에 학교에서 한국인 학생 한 명과 언어 교환을 했는데요. 우린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좀 친했는데 저도 모르게 중간에 자주 반말을 했나 봐
요. 어느 날부턴가 그 친구가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 친구가 왜 그랬는
지 궁금했는데 나중에 다른 한국 친구가 저한테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친하지 않은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IR: 그렇지만 높임의 표현을 알면서도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반말을 하셨나
요?
IE: 사실 저는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말할 때 높임의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표2] I-18의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지 힌디어와 한국어의 높임법 대조 연구나 인도인 학습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
어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인도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주로 높임법의 문형에 초점을 두고 교육
을 하고 있어 한국 사회나 문화에 대한 교육은 크게 부족하다.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은 어법 뿐 만 아니라 높임법 사용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도 큰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공손하지 않은 말을 사
용하게 되고 그 결과, 본래의 의도와 달리 무례하다는 오해를 받는다. 이러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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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상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인도인 한국
어 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높임법 교수-학습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도인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예비 설
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3.3%의 응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이 가장 어려운 단계가 
중급단계라고 답하였으며 31.7%의 응답자들이 고급단계, 25%는 초급단계에서 높
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인도에서의 고급 
한국어도 한국 내 교육기관에서의 수준과 비교하면 중급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에 
중급 수준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예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1.7%의 응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서 가장 어려운 기능이 ‘말하기’라고 답하였고 28.3%가 ‘쓰기’라고 답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초점을 두어 힌디어권 학습자
의 한국어 말하기에 나타나는 높임법 사용의 오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
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필요
성을 바탕으로 네 가지를 연구 목적으로 설정한다.

 첫째, 인도의 공식어인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 체계를 대조 분석하고 힌디어
와 한국어 높임법의 기능 및 실현 방법을 자세하게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낸다. 

둘째, 실제 대화 분석과 ODCT(Oral Discourse Completion Test)2)를 통해 사
회언어학적인 요인에 따른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의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위에서 실시한 대조 분석과 오류 분석을 바탕으로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실제 수업을 구성해 보고 그 수
업이 인도인 학습자의 높임법 사용에 나타나는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ODCT(Oral Discourse Completion Task)는 DCT의 한 종류로 학습자가 구체 인 상황에 

해 들은 후 자신이 실제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화자라고 상상하면서 직  발화하

게 하는 방법이다. 유안(Yuan, 2001)은 ODCT를 통해 실제 발화와 매우 가까운 발화 자료

를 수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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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행 연구 검토  

 높임법의 사용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므로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국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
으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어 높임법 연구는 아직 존재하
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 높임법과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기
존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2.1. 한국어 높임법에 한 연구

허웅(1961)은 한국어 높임법을 화자가 높이는 대상을 기준으로 ‘상대존대’, ‘주
체존대’, ‘객체존대’의 3원적 체계로 나누었다. 이익섭(1974)은 허웅(1961)의 3원
적 체계를 기초로 하되 ‘누구를 누구와 대비해서’ 인지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 경어
법을 다시 ‘상대 경어법, 주체 경어법, 객체 경어법’으로 나누었다. 

성기철(1985)은 대우 현상을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 
화자가 인물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 인물의 사회적 지위 및 친족 관계를 언어에 
반영할 때 단위 문장 안에 작용하는 규칙을 대우법이라고 한다. 

고영근(1985)은 학자에 따라 높임법이 여러 가지 다른 명칭으로 불리어졌다고 
말한다. 청자를 낮추거나 높여 말하는 존비법‧공손법‧대우법, 객체를 높이거나 화자
를 낮추어 말하는 겸손법‧겸양법, 주체를 높이는 존경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든 
‘높임법’을 경어법‧존대법이라고 별도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한길(2002)은 높임법이 지역, 세대, 시대, 가정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높임법의 구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
대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지역으로는 중부 지방의 말을 기준으로 삼았다. 높임법은 
문법 형태소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았으며 낮춤과 높임의 실현이나 높임의 정도, 
실현의 제약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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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2007)은 한국어의 대우법을 크게 타인대우법과 자기대우법으로 구분하
였다. 타인대우법은 대우하는 대상에 따라 주체대우법, 객체대우법, 청자대우법 등
으로 상세 구분되고, 자기대우법으로는 화자가 자신을 대우하는 화자대우법이 있
다고 보았다. 김태엽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어 대
우법의 체계를 타인대우법과 자기대우법으로 나누어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였다. 
그 전까지의 한국어 대우법 체계는 타인대우법에 한정되어 논의된 측면이 있었다. 
둘째, 기존의 논의가 대부분 청자대우법의 체계를 높임과 낮춤의 이분화 대립으로 
기술된 반면, 김태엽의 논의는 타인대우법에 속하는 청자대우법, 주체대우법, 객체
대우법 등을 안 높임을 기준으로 높임이 대립하는 체계로 기술하였다. 셋째, 한국
어 대우법의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자기대우법에 해당하는 화자대우법을 안 낮춤을 
기준으로 낮춤이 대립하는 체계로 설명하였다.  

이정복(2001)은 화자가 주의를 기울이는 핵심요소로 경어법을 꼽았다. 경어법은 
한국말 문법을 이루는 통합 요소이면서 동시에 중추적인 요소이다. 경어법의 사용
은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 거리 및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화자들은 
대화 상황 및 서로의 관계에 따라 적절하게 경어법을 사용하며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어 화자들이 구사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사
회언어학적 방법을 적용해서 경어법에 접근하였다.

이경우(2004)는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대본을 분석하
여 친족관계와 혼인관계, 타인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상대 높임법 사용을 분석
하였다.

유완영(2013)은 중국어‧일본어 높임법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 높임법을 분석하였다.     

2.2.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한 연구

이 절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겠다. 특정 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높임법 교육 연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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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선광용(2007)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높임법 교육 방안을 만들었다. 이

를 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주체 높임법 교수법, 객체 높임법 교수법, 상대 높임
법 교수법으로 나누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정하였다. 또 설명하고 시범을 보
이는 단계, 연습하는 단계, 오류 수정 단계, 질문 및 대답 단계로 나누어 교육 방
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오류 분석의 기준이 불분명하며 오류 분
석 결과와 교육 방안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최선자(2007)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높임법 체계를 비교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오류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높임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각 언어의 높임법 체계를 비교하여 두 언어 
간의 특징, 유의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고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높임법 사용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역할극과 의사소
통 접근 교육법을 활용한 높임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오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높임법 교육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보라(2008)는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의 한국어 교재에 표현된 높임법을 문법
적인 내용과 실제 대화에서 나타난 내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재 분석 결과, 
높임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를 중요하게 반영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실제 대화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교재의 기술이 필요
하며 그것이 교재의 대화문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반복 연습을 통해 
높임법을 익히고, 높임법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복합적인 학
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와지 마이(2012)는 일본인 국제결혼 여성이 한국인 친족과 의사소통할 때 한
국어 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설문지 조사와 점검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높임법 인식 양상과 며느리로서 일본인 국제결
혼 여성의 높임법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고 일본인 국제결혼 여성의 높임법 사용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
도 아울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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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한계는 연구 대상이 며느리인 일본인 국제결혼 여성으로, 대화 상대가 남
편과 시부모,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수-학
습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  

헤마(Hema, 2012)는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을 대조 분석하고 두 언어의 높
임법과 관련하여 사회언어학적 요인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인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도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
으로 한국어 높임법을 가르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다. 이 연구는 한국
어 높임법의 체계를 기반으로 힌디어의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과 객
체 높임법으로 분류하였다. 힌디어의 높임의 접미사와 현재형 높임의 어말어미를 
주체 높임법으로, 2인칭 대명사와 명령형, 완료형, 미래형의 어말어미를 상대 높임
법으로, 높임의 특수 어휘(명사와 동사)를 객체 높임법으로 분류.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힌디어 높임법 체계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체계에서 현재
형의 어말어미를 주체 높임법에 포함시키고 미래형, 완료형, 명령형의 어말어미를 
상대 높임법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았다. 힌디어의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등의 문장에서 높임이나 낮춤의 어말어미는 문장의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에 따라 변한다. 문장에서 상대가 문장의 
주어로 나타날 때 높임의 어말어미가 사용되는 경우, 이는 상대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높여야 될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상대 높임법보다는 주체 높임
법으로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상대가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는 명
령형 문장에서 높임과 낮춤의 어말어미를 쓰는 것이 상대 높임법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한국어 높임법의 체계에 따르면 상대가 문장의 주어로 나올 때 선어말어미
나 어말어미가 변하는 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므로 이것을 주체 높임법에 포함
시키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는 어찌하여 현재형의 
어말어미가 주체 높임법에, 미래와 과거형이 상대 높임법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2인칭의 높임의 대명사도 상대 높임법보다는 주체 높임
법에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을 제대로 대조 

분석하고 인도인 학습자를 위해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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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상   방 법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개념 및 체계가 다르고 두 언어에서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이 다름으로 인해 인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을 배울 때 어려움을 겪고, 실제 사용할 때 부적절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나이, 지위, 친밀도와 장면 같은 요인들이 한국어와 힌디어 두 언어의 높임
법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각각 다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을 대조 분석해 봄으로써 양국어의 높임법
의 각종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실
제 대화 관찰과 말하기 응답형 담화 완성 테스트 (ODCT)를 통해 한국어 높임법 
사용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담화 완성 테스트(DCT)는 처음 블룸 쿨
카(Blum-Kulka, 1982)에서 사용된 이래 사회언어학과 화용론에서 흔하게 사용되
는 조사 방법이다. DCT는 조사 참가자에게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사
용할 발화를 종이에 쓰게 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참여자들의 응답을 받
을 수 있으며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캐스퍼 & 달(Kasper & Dahl, 1991)과 비브 & 커밍스(Beebe & Cummings, 
1996)는 DCT 방법으로 수집한 발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다. DCT 
조사는 응답자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발화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화자와 
청자가 없으므로 응답자가 심리적으로 그 상황을 상상하지 못하고 쓴 발화가 부자
연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DCT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말하기 응답형 담화 완성 테
스트(ODCT)이다. ODCT는 연구자가 응답자에게 말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
고 청자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응답자에게 발화를 말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언어
학과 화용론에 관한 연구는 물론 학습자들이 말하는 언어와 관련된 연구에서 
ODCT 조사 방법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
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ODCT를 사용하기로 하
였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ODCT 역시 제한점이 있다. 학습자가 제시된 상황에 대해 자
세히 생각하고 필요한 만큼 여유를 가지고 응답하기 때문에 그 발화가 자연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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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대상 내용 방법

2012년 12월
-
2013년 8월

인도의 한국어교
육기관에서 학습 
중인 인도인 한
국어 학습자 60
명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인도 한국어교육
기관의 높임법 교수-학
습의 문제점

온라인 설문 
조사
인터뷰

인도의 한국어교
육기관에서 학습 
중인 인도인 한
국어 학습자 60
명

다양한 상황에서 생산하
는 높임법의 사용 양상 
분석

말하기 응답
형 담화 완성 
테스트 
(ODCT)

한국어 모어 화
자 20명

다양한 상황에서 생산하
는 높임법의 사용 양상 
분석

말하기 응답
형 담화 완성 
테스트
(ODCT)

인도의 한국어교
육기관에서 학습 
중인 인도인 한
국어 학습자 20
명 

ODCT 실험 결과를 바탕
으로 한 사후 인터뷰 인터뷰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DCT나 ODCT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로 응답자의 
실제 언어 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연구 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학습자들의 실제 상황의 발화를 관찰하고 녹취한 자료 또
한 ODCT와 더불어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    

이렇게 ODCT와 실제 대화 관찰 자료를 통해 여러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라 
인도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높임법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교수-학습의 내용 및 방법을 실제 수업에 적
용해보고 사후 능력 테스트를 통해 학습자의 오류를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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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모어 화
자 8명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10명

말하기에서의 높임법 사
용 양상 분석

실제 대화 관
찰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20명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수-학
습 방안의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실제 수업 
진행 (90분+60분+60분
+60분)

실제 수업 진
행

[표3] 수행한 실험의 상세 정보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른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높
임법 사용을 분석한 자료이다. 연구의 일차적 대상인 높임법 범주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및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고 이를 1. 나이, 2. 지위, 3. 친밀도, 4. 장
면의 사회적 요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의 이차적 대상은 인도의 자와
할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힌디어권 학습자들이다.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습자들 중에서도 한국어를 공부한지 2년 이상 되었고 한국어
능력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한 중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인
도에서의 한국어 높임법 교육 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기초 설문조사를 하고, 말
하기 상황에서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할 목적으로 말하기 응답형 담화 
완성 테스트 (ODCT)를 한다. 조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높임법의 오류 특
성을 고려하고 여러 상황에서의 발화를 직접 말하게 하는 ODCT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ODCT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자료를 수집하
여 한국인들과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ODCT 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사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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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과 오류의 원인을 찾을 
목적으로 2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후 점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ODCT 조
사에 참석하였던 20명의 한국어 학습자 중 8명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사후 인터뷰에서는 ODCT 조사 당시 제시된 상황에서 사용하였던 표현을 왜 
선택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높
임법 사용 양상과 여러 사회언어학적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제 대화 관찰 조사도 실시하였
다. 4개월간 조사 참가자들이 여러 실제 상황에서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한 발화를 
관찰자가 기록하고 그 중 대표 발화들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와 다른 2명(자와할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석사 졸업생)이 관찰자의 역
할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색한 교수-학습 방안을 확인하는 실제 수업
은 인도인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 방안을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바탕으로 준비하였고 수업에서 학습
자들이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비슷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극을 사용하
였다. 실제 수업을 ESA (Engage-Study Activate) 수업 모형3)으로 실시하였다.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업 이후 한국어 높임법을 사
용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서 다시 ODCT 방법으로 조사를 해 보았다. 수업 전
과 후의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인 면담을 통해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효
과를 검증하였다.  

3) ESA 수업 모형은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활용되던 제시(presentation) - 연
습(practice) - 발화(production)의 PPP 수업모형에 대한 단점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변화와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 제시된 수업모형이다. (유현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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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와 힌디어 높임법의 이론  고찰 

1. 높임법 의  체 계

높임법은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므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
다. 연구자에 따라 높임법에 대한 정의와 높임법을 나타내는 동의어도 다양하게 
등장한다. 예를 들어 허웅(1961)과 서정수(1984)는 존대법, 이숭녕(1964)과 이정
복(1992)은 경어법, 이희승(1949), 고영근(1974), 구본관(2008)은 공대법과 존
비법, 성기철(1970), 이윤하(2001), 이주행(2004)은 대우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높임법을 나타내었다. 본고에서는 남기심·고영근(1993)이 정의한, 그리고 현재 일
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높임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높임법이란 화자가 의사소통을 할 때 청자나 문장상의 주체 또는 목적어, 부사
어 등으로 등장하는 객체의 나이, 지위,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와 대화의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높낮이의 정도를 선택하는 문법 방식이다. 

    1.1. 한국어 높임법의 체계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높임법의 
체계와 항목을 설정하였다. 학자마다 한국어 높임법의 체계가 달라 통일된 한국어 
높임법 정의와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높임법의 체
계 및 항목을 제시한 연구는 임호빈 외(2003), 최재희(2004), 국립국어원(2005), 
성광수 외(2005), 김종록(2008), 이해림(2010) 등이 있다. 임호빈 외(2003), 최
재희(2004), 국립국어원(2005), 성광수 외(2005), 김종록(2008)에서 한국어 높
임법의 체계를 설정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
임법으로 한국어 높임법을 분류하거나 여기에 어휘적 높임을 더하여 4분 체계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객체 높임법을 어휘적 높임법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
다. 그러나 4분 체계 중 객체 높임법에서는 높임을 부사격 조사 ‘-께’로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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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객체 높임법을 어휘적 높임법이라 할 수 없다. 따
라서 타당한 분류는 한국어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1.1.1. 주 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의사소통 시 화자가 문장의 주어를 어떻게 언어적으로 높이거나 
낮춰서 표현하느냐를 나타내는 높임법이다. 화자와 청자는 의사소통하는 데에 필
수적으로 있어야 하고, 문장의 주어는 화자, 청자 또는 제3자일 수 있다. 높임의 
기본 원칙은 자신이 문장의 주어일 때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것이며, 주체 높임법을 
사용할 때에는 주어가 이인칭이나 삼인칭이어야 한다. 대상을 높일 때는 서술어 
어간에 선어말어미 ‘-시-’를 붙여서 표현한다.

(1.1) 아버지,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1.2) 수진아, 동생이 온다.
(1.3) 어머니, 방을 청소하셨습니까?

(1.1)은 주체가 되는 인물인 선생님이 화자에 비해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
에 뒤에 ‘-시-’를 붙여 표현하였고, (1.2)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인물인 동생이 
화자에 비해 지위가 낮은 사람이므로 선어말어미 ‘-시-’를 붙이지 않았다. 대화에
는 청자, 화자는 물론 제3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1.1)에는 화자(나), 청자(아버
지), 그리고 주체(선생님)가 나타난다. (1.3)은 (1.1)처럼 주체가 되는 인물인 어
머니가 화자와 비교하여 지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선어말어미 ‘-시-’를 
붙여 쓴다. (1.3)에 나타난 인물은 2명밖에 없다. 즉, (1.3)에서 어머니가 청자임
과 동시에 주체이다. 이와 같이 주체 높임법이란 직접 주체를 높이는 것이다. 

(2.1) 할아버지, 엄마가 집에 갔어요?
(2.2) 교수님, 선배가 오늘 못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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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와 (2.2)에 나온 예시와 같이 주체가 화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자보
다 낮을 경우는 ‘-께서’, ‘-께’, ‘-시-’를 붙이지 않는다. 이것을 압존법이라고 한
다. 또, 주체가 화자보다 낮고 청자보다 높을 때도 주체 높임법을 쓸 수 있다. 

(3) [회사 사장이 대리에게] 김 과장이 퇴근하셨나?

이외에도 주체 대상의 신체부분이나 생활에 필수적인 사물, 개인적 소유물에 대
해서도 ‘-시-’를 붙인다.

(4.1) 교수님께서 키가 크십니다.
(4.2) 부장님 책이 진짜 많으시다.

앞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지위, 나이, 친소관계 등은 높임법의 결정 요소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화자의 심리적 요소다. ‘-시-’는 존대하는 대상에 대
한 개인적인 느낌을 표시하는 기능도 있다.

(5.1)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5.2) 대통령께서 미국에 도착하셨습니다.

(5.1)은 대상을 객관화해서 기술하는 것이고 (5.2)는 존대 대상을 얼마간 더 가
까운 개인적인 관계로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과 같은 공적인 담
화에서는 존귀한 대상에 대해서도 ‘-시-’를 넣어서 말하지 않는다. 

 주체 높임법의 기본적인 구성방식은 바로 ‘-시-’를 붙여서 쓰는 방법이나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부수적인 형식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격조사로 ‘이
/가’ 대신 존칭의 주격조사 ‘-께서’를 붙이는 경우와 ‘먹다~잡수시다’, ‘자다∼주무
시다’, ‘있다∼계시다’와 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6) 먹다∼잡수시다
(6.1) 동생이 밥을 먹었다.
(6.2) 할머니께서 아침을 잡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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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다∼주무시다
(7.1) 철수야, 어제 잘 잤어?
(7.1)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8) 있다∼계시다/있으시다
(8.1) 김 선생님께서는 사무실에 계십니까?
(8.2) 김 선생님께서는 힌디어에 관한 책이 있으십니까?

(8)에서 ‘있다’의 존대 형태는 ‘계시다’와 ‘있으시다’ 두 가지로 나타난다. 동사 
‘있다’의 존대 형태는 '계시다'이며, 형용사 ‘있다’의 존대 형태는 '있으시다'이다. 

 또 하나의 부수적인 형식으로는 주체를 가리키는 말 뒤에 ‘님’을 붙여서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9) 형∼형님 누나∼누님
아들∼아드님 딸∼따님

1.1.2 . 상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청자를 예우의 대상으로 삼는 높임법이다. 즉 말을 듣는 상대방
을 존대하거나 하대하는 높임법이다. 상대 높임법의 체계는 주체 높임법이 ‘-시-’
의 유무에 의해 이분되는 체계와 달리 다소 복잡하다. 이것 또한 상대 높임법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상대 높임법은 어말어미 형태의 변화에 따라 격식
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는 어말어미 높임의 정도에 따라 하십시오체, 하오
체, 하게체, 해라체 네 가지가 있다. 격식체는 화자의 권위가 담겨 있고 청자와 거
리가 멀게 느껴지는 체계다.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 두 가지가 있다. 비격식체
는 화자의 권위가 줄어들고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체계다. 현재 한국인들이 많
이 사용하는 체계는 비격식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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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는 상대 높임법에서 상대를 가장 정중히, 가장 공손히 대우하는 최상
급의 말투다.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에 쓰인다. 대표적
인 하십시오체 어미로는 ‘-십시오/(으)십시오’, ‘-습니다/ㅂ니다’, ‘습니까/ㅂ니까’ 
등이 있다.

(1.1) 교수님은 커피를 좋아하십니다. (평서문)
(1.2) 미국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의문문)
(1.3) 과일을 좀 더 드시지요. (명령문)
(1.4) 이제 식사하러 가십시다. (청유문)

하십시오체의 명령형어미 ‘-십시오’는 ‘-시지요’로 대치될 수 있다. 하십시오체
는 그 정중의 정도가 매우 커서 하위 내지 동위의 사람에게 쓰기는 적합하지 않으
므로 자신보다 상위의 인물에게만 쓰는 말투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윗사람에게
만 쓰인다는 점에서 동위 내지 하위의 사람에게도 쓰이는 해요체와 구별된다.

 나. 하오체

하오체는 나이가 있는 화자가 아랫사람이나 친구 사이에 사용하는 상대 높임법
이다. 상대방을 약간 높여 말하는 높임법이다. 대표적인 하오체 어미로는 ‘-오’, 
‘-소’, ‘-구려’ 등이 있다.

(2.1) 여보, 메일을 잘 받았소. (평서문)
(2.2) 영숙, 메일을 잘 받았소? (의문문)
(2.3) 여보, 거기 좀 가오. (명령문)
(2.4) 오늘 비가 오는구려. (감탄문)

이상과 같이 하오체는 하게체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 대우하는 것이다. 하오체는 
중세국어나 근세국어는 물론 개화기까지만 해도 매우 활발히 쓰이던 높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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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하오체 대신 해요체가 더 널리 사용된다. 하오체는 생명력
을 거의 잃어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드라마나 영화의 번역에서
는 널리 사용된다.

  다. 하게체

하게체는 어느 정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이나 친구에게 쓰는 상대 높임
법이다. 하게체는 상대가 아랫사람이지만 나이가 꽤 들어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울 
때 사용된다. 따라서 교수가 학생에게, 아버지가 성년이 된 아들 친구에게 쓰면 잘 
어울린다. 대표적인 하게체 어미로는 ‘-게’, ‘-네’, ‘-일세’, ‘-나’, ‘-세’ 등이 있
다.

(3.1) 이 아이가 내 딸이네. (평서문)
(3.2) 자네 어제 메일 보냈나? (의문문)
(3.3) 여보게, 시장에서 과일을 좀 사오게. (명령문)
(3.4) 자네, 회의에 같이 가세. (청유문)  
(3.5) 오늘 비가 오는구먼! (감탄문)

위의 예를 살펴보면 하게체는 말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고 말을 듣는 사람도 어
른스러운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에는 하게체가 별로 쓰이지 
않는다.

라. 해라체

해라체는 청자를 가장 낮추어 대하는 상대 높임법이다. 해라체가 쓰이는 대상은 
주로 나이 어린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이다. 한마디로 화자와 청자가 허물없이 친
한 사이에 널리 쓰인다. 대표적인 해라체 어미로는 ‘-아/어라’, ‘-다/는다/ㄴ다’, 
‘-느냐’, ‘-니’, ‘-자’, ‘-구나’ 등이 있다.

(4.1) 이제 곧 발표를 시작하겠다. (평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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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너는 어제 수진이를 만났니? (의문문)
(4.3) 너, 빨리 숙제를 해라. (명령문)
(4.4) 내일 우리 영화를 보러 가자.(청유형)
(4.5) 경치가 정말 아름답구나!(감탄문)

마. 해요체

해요체는 청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중히 대우해야 할 
사람에게 쓰는 높임법이다. 한마디로 해요체는 위아래사람에 두루 쓰이는 전천후 
말투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해요체 어미로는 ‘-아/어요’, ‘-지요’, ‘-네요’ 등
이 있다. 계사 ‘-이’ 다음에는 ‘어요’ 외에 ‘에요’가 쓰이기도 하고 ‘-이’와 이들의 
축약형인 ‘여요’와 ‘예요’가 쓰이기도 한다.

(5.1) 저는 밥을 먹었어요. (평서문)
(5.2) 어제 어디에 갔어요? (의문문)
(5.3)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어요. (명령문)
(5.4) 내일 같이 가시지요. (청유문)
(5.5) 인도 영화는 재미있군요! (감탄문)

그러나 예외가 있다. 집단은 개인보다 힘을 가지고 있고 조심스러운 대상이므로 
나이가 적고 지위가 낮은 개인이라도 집단을 이루었을 때에는 해요체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이것은 선
생님의 지위가 학생보다 낮아서가 아니라 교실 안에 있는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기 때문에 학생 개인을 대할 때마다 격식과 예를 갖추는 것이다.

   바. 해체 

해체는 해라체와 거의 동등한 등급이고 해라체보다는 화자와 청자 간의 친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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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느낄 수 있는 상대 높임법이다. 해체는 다른 유형들보다 사용빈도가 높으며 
성별이나 화자가 처한 상황에 크게 상관없이 다양하게 사용한다. 대표적인 해체 
어미로는 ‘-아/어’, ‘-지’, ‘-군’ 등이 있다. 

(6.1) 수진이 오늘 안 왔어. (평서문)
(6.2) 보통 몇 시에 점심을 먹어? (의문문)
(6.3) 내일 두 시에 우리 연구실로 와. (명령문)
(6.4) 우리 같이 밥을 먹자. (청유형)
(6.5) 그 식당 음식이 맛있더군! (감탄문)

또한 화자가 어리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윗사람에게도 해체를 사용할 수 있다. 
말을 배우는 유아가 어른들에게 말을 할 때나 아주 친밀한 사이인 가족과 동료 간
에 친근함의 표현으로 해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해체는 해라체보다 덜 
권위적이고, 상대를 얼마간이라도 더 조심스러워하는 말투다.

1.1.3.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즉 객체를 언어적으로 대상하며 표
현하는 높임법 체계를 말한다. 객체 높임법은 여격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를 이
용하여 높임을 실현하는 높임법이다.

(7.1) 이 약을 어머니께 갖다 드려라.
(7.2) 이 약을 남동생한테 갖다 줘.

(7.1)의 어머니는 화자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여격조사 ‘-에게’ 대신 ‘-께’를 써
야 한다. 반면 (7.2)의 남동생은 화자보다 높은 대상이 아니므로 ‘-한테’를 써도 
된다.

 



- 21 -

   1.2. 힌디어 높임법의 체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힌디어에도 높임법이라는 문법 형식이 있으며 이는 인도의 
언어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이나(Jain, 1969)에 따르
면 높임법은 인도 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인도인들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몇 가지의 높임법을 지킨다. 인도에서는 힌두교 철학의 영향으로 여러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사람을 높이거나 낮춰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카스트제도의 영향 역시 높임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높임법을 발달시키는 데 기여
하였다. 그러나 힌디어 높임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아 그 체계가 명
확히 분석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인도에서는 제2공식어인 영어의 사용이 활발하여 
외국인들이 힌디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인도인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국어나 외국어로서의 힌디어교육이 발달하지 못하였고 힌디어교육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몇몇 연구에서 인도 사회에서의 높임법의 중요성이나 사회 언어학적 요인에 대
한 정보가 일부 다루어졌고, 힌디어 높임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나 힌
디어 높임법을 깊이 분석하여 체계를 잘 분류한 연구는 드물다. 야무나 카쯔루
(Yamuna Kachru, 2006)는 힌디어 높임법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하면서 힌디어에
서의 높임의 대명사와 산스크리트어와 아랍어에서 비롯되어 과거 힌디어에서 많이 
사용된 높임의 특수 어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야무나 카쯔루는 2인칭 대명사를 
낮춤의 대명사 1) 뚬/Tum(너)과 높임의 대명사 2) 압/Aap(당신)으로 분류하였고 
3인칭 대명사를 낮춤의 대명사 1) 야흐/Yah (이 사람), 와흐/Wah (그 사람) 와 
높임의 대명사 2) 예/Ye (이분), 외/We (그 분)로 분류하였다. 라자 람 메흐로뜨
라(Raja Ram Mehrotra, 1986)는 친족 명칭과 존칭에 대해 논의하면서 인도 사회
에서의 높임법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라마칸트 악니호뜨리(Ramakant 
Agnihotri, 2007)도 힌디어 높임법에 대해 짧게 언급하면서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
로 힌디어의 경우에도 높임법이 언어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
다. 

헤마(Hema, 2012)는 한국어 높임법 체계를 기반으로 힌디어의 높임법을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었다. 힌디어의 높임의 접미사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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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Relation method
Subject Honorific Speaker ↔ Subject Honorific particle: -ji-  

Addressee honorific Speaker ↔ Addressee
polite pronoun: ‘tu’, 
‘tum’, ‘aap’
Sentence final ending 
(like ’iye’ khaiye)

Referent Honorifics Speaker ↔ Referent Polite Noun
Polite Verb

[표4] 헤마(Hema, 2012)에서 나온 힌디어 높임법의 체계

형 높임의 어말어미를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문법 요소로, 2인칭 대명사와 명령
형, 완료형과 미래형의 어말어미를 상대 높임법을 실현하는 요소로, 높임의 특수 
어휘(명사와 동사)를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요소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연구자
는 제시된 힌디어 높임법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체계에는 주체 높임법
의 실현을 위해 현재형의 어말어미가 사용되고 미래형, 완료형과 명령형의 어말어
미를 상대 높임법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힌
디어의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문장에서 높임이나 낮춤의 어말어미는 문장의 상대
가 누구인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에 따라 변한다. 대화의 상대방이 문
장의 주어로 나타날 때 높임의 어말어미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상대에 따라서
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상대 높임법
보다는 주체 높임법으로 분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명령형에서는 상대가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므로 높임과 낮춤의 어말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 높임법으로 생
각될 수 있으나 한국어 높임법에서는 상대가 문장의 주어로 등장할 때 선어말어미
나 어말어미가 변하는 것을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므로 한국어 높임법의 체계를 바
탕으로 한다면 이것을 주체 높임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마지
막으로 현재형의 어말어미가 왜 주체 높임법에 포함되었고 미래형과 과거형 어말
어미가 상대 높임법에 포함되었는지 이 연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인칭 높
임의 대명사도 상대 높임법보다는 주체 높임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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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지금껏 힌디어의 높임법을 제대로 분류하고 한국어 
높임법과 비교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높임법의 분류
를 기준으로 힌디어 높임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힌디어에는 한국어의 주체 높임법에 해당하는 문법 형식은 아주 잘 발달되어 있
으나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문법 장치가 없다. 힌디어에서도 주
체 높임법은 한 문장의 주어를 어떻게 언어적으로 예우하여 표현하느냐와 관련된 
높임법이며, 이는 그 대상을 높여 대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된다. 힌디어에
서는 대상을 높일 때에는 높임의 대명사와 접미사를 사용하고, 서술어 어간에 높
임의 종결 어미를 결합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객체 높임법의 부사격조사 ‘-께’나 
후치사는 없으며,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한다는 개념
이 존재하지 않는다. 힌디어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의 특수 높
임 어휘는 있지만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드리다’, ‘모시다’, ‘주무시다’, 
‘진지’, ‘댁’ 과 같이 그 자체로 높임의 뜻을 담은 특수한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다.

힌디어의 높임의 대명사로는 ‘आप(Aap/압)’, ‘ये(Ye/예)’, ‘वे(We/외)’ 등이 있고 
높임의 접미사로는 ‘जी (Ji/지)’, ‘साहब(Saahab/사하브)’, ‘बाब(ूBaabu/바부)’, ‘ौी
(Shri/스리)’, ‘ौीमान (Shriman/스리만)’, ‘ौीमती (Shrimati/스리마띠)’, ‘महोदय
(Mahoday/마호다이)’, ‘महोदया(Mahodaya/마호다야)’, ‘माननीय(Mananeey/마나니
야)’, ‘महामिहम (Mahaamahim/마하마힘)’ 등이 있다. 높임의 어미는 ‘-हैं(-Hain/-
행)’, ‘-ते हैं(-Te hain/-떼 행)’, ‘-रहे हैं(-Rahe hain/-라헤 행)’, ‘-चकेु हैं(Chuke 
hain/-쭈께 행)’ 등 문장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힌디어에 상대 높임법이 없다는 말은 상대를 높이거나 낮춰서 말하는 개념이 없
다는 의미는 아니다. 힌디어에서도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와 여러 요인에 따라 높
임 또는 낮춤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청자가 문장의 주어로 등장할 때에만 
선택하는 것이다. 3인칭에 대해 말할 때에는 청자의 나이나 지위 등에 의해 표현
을 바꾸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상대가 문장의 주어로 등장할 때 사용되는 높임
의 접미사 ‘님’, 선어말어미 ‘–시-’ 등은 상대 높임법이 아니라 주체 높임법에 포함
되며, 상대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인 인물과 상관없이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
라체, 하십시오체 등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힌디어 높임법의 체계를 
구성하자면 힌디어에는 상대 높임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힌디어에서는 문장의 
어미가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에 따라서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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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법의 
종류 형태 한국어 힌디어

주체 
높임법

높임의 
대명사 이분, 그분 등 आप (압), वे (외) 

등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 X

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

ते हैं (떼 행), रहे हैं 
(라헤 행), चकेु हैं 

(쭈께 행) 등

간접높임법
연세가 많으시다, 허리가 

아프시다, 시간이 있으시다 
등 표현

X

상대 
높임법 종결어미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X

바뀌기 때문이다. 

2 . 한 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체 계 조

한국어와 힌디어는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이다. 한국어의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힌디어에는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없고 주체 높임법만 존재한다. 힌디어 높임법은 실현 양상에 있어서 한
국어의 높임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힌디어권 학습자는 한국어의 높임법
을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 높임법의 기능과 형태, 실현 양상을 힌디어 높임법의 기능
과 형태, 실현 양상과 비교하여 한국어와 힌디어 높임법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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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높임법

높임의 
여격조사 -께 X

높임의 특수한  
 어휘

모시다, 드리다, 뵙다, 
생신, 연세, 말씀 등 X

[표5]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체계 대조

 

2.1. 주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가 되는 사람, 즉 주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말하는 사
람이 주체에 대해 공경하는 뜻을 나타낸다. 주체를 높이는 조건으로는 나이, 사회
적 지위 등이 있으며 높임의 대명사, 접미사, 조사, 어미, 특수한 어휘 등을 사용
하여 주어를 높인다.

        가. 대명사

한국어에는 높임의 2인칭 대명사로 ‘당신, 댁, 어르신’ 등이, 낮춤의 2인칭 대명
사로 ‘너, 자네’ 등이 있다. 높임의 3인칭 대명사로는 ‘이분, 그분’ 등이 있다. 힌디
어에서는 ‘당신, 댁, 어르신’ 등 높임의 2인칭에 대응되는 형태로 ‘आप (Aap/압)’이 
사용되고, 낮춤의 2인칭 대명사 ‘너, 자네’ 등에 대응되는 형태로 ‘तुम (Tum/뚬)’이 
사용된다. 높임의 3인칭 대명사인 ‘이분, 그분’ 에 대응되는 힌디어 형태는 각각 ‘ये
(Ye/예)’와 ‘वे (We/외)’이며, 예사말의 3인칭 대명사  형태는 각각 ‘यह (Yah/야흐/
이 사람)’와 ‘वह (Wah/와흐/그 사람)’이다. 

(1.1) 너는 의사야?
      क्या तुम डॉक्टर हो?
      Kya tum doctor ho?
(1.2) 당신은 의사세요? 

क्या आप डॉक्टर 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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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a aap doctor hain? 
(1.3) 그 사람이 의사예요?

क्या वह डॉक्टर है?
Kya wah doctor hai?

(1.4) 그 분이 의사세요?
क्या वे डॉक्टर हैं?
Kya we doctor hain?

  나. 접미사와 의존명사

한국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높임의 의존명사와 접미사는 ‘씨’와 ‘-님’
이다. 높임의 의존명사 ‘씨’에 대응되는 힌디어 의존명사는 ‘(Jee/지)’이고, ‘님’에 
대응되는 접미사는 경우에 따라 ‘जी(Jee/지)’, ‘साहब(Saahab/사하브)’, ‘बाब(ूBaabu/
바부)’, ‘ौी (Shri/스리)’, ‘ौीमान (Shriman/스리만)’, ‘ौीमती (Shrimati/스리마띠)’, 
‘महोदय(Mahoday/마호다이)’, ‘महोदया(Mahodaya/마호다야)’, ‘माननीय  (Mananeey/
마나니야)’, ‘महामिहम (Mahaamahim/마하마힘)’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2.1) 김수진 씨
      िकम सु िजन जी
      Kim Su Jin jee
(2.2) 아버님

िपताजी
Pitaajee

(2.3) 선생님
ौीमान / महोदय
Shreemaan/ Mahoday

(2.4) 대통령님
महामिहम राष्टर्पित
Mahaaamahim raashtrap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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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말 높임말
한국어 힌디어 한국어 힌디어

현재 갑니다 जाता है (jaataa   hai) 가십니다 जाते हैं (Jaate   hain)
과거 갔습니

다
जा चकुा है (Jaa 
chukaa   hai)

가셨습니
다

जा चकेु हैं (Jaa  
chuke hain)

미래 가겠습
니다 जाएगा (Jaayegaa) 가시겠습

니다 जाएंगे (Jaayenge)
명령 가라 जाओ (Jaao) 가십시오 जाइए(Jaaiye)

[표6] 힌디어의 높임의 어미

  다. 주격조사

한국어에서는 높임의 주격조사로 ‘-께서’가 사용된다. 힌디어의 주격조사인 ‘ने
(Ne/네)’는 한국어 주격조사 ‘이/가’와 ‘-께서’ 둘 다에 대응된다. 힌디어에는 ‘-께
서’에 대응되는 특별한 높임의 주격조사가 없다. 

(3.1) 김수진은 밥 먹었어요.
िकम सु िजन ने खाना खा िलया.
Kim Su Jin ne Khaanaa Khaa liyaa.

(3.2) 아버님께서 밥을 드셨어요.
िपताजी ने खाना खा िलया.
Pitaajee ne khaanaa khaa liyaa.

  라. 어미 

한국어 주체 높임법은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 ‘-(으)시-’에 의해 표현된다. ‘-
(으)시-’에 대응되는 힌디어 높임의 종결어미는 ‘-हैं (-Hain/-행)’, ‘-ते हैं (-Te 
hain/-떼 행)’, ‘-रहे हैं(-Rahe hain/-라헤 행)’, ‘-चकेु हैं(Chuke hain/-쭈께 행)’ 
등으로, 다양한 종결어미가 문장의 형태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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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는 주체 높임법이 선어말어미 ‘-(으)시-’나 주격조사 ‘-께서’, 의존
명사 ‘씨’ 등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
찮으시다’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높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언을 사용하
여 실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힌디어 주체 높임법에는 한국어와 달리 ‘드시다, 주무
시다, 계시다’ 같은 특수한 단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4.1)과 (4.2) 
의 힌디어 번역문에서는 ‘먹다’와 ‘드시다’를 똑같은 동사 ‘खा (khaa/카)’로 표현하
였다. 그러나 (4.2)에서 문장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라서 동사에 높임의 어미 Ô-
चकेु हÕ◌ै◌ं (chuke hain/쭈께 행)를 사용하였다.

(4.1) 김수진은 밥 먹었어요.
िकम सु िजन खाना खा चकुी है.
Kim Su Jin khaanaa khaa chuki hai.

(4.2) 아버님께서 밥을 드셨어요.
िपताजी खाना खा चकेु हैं.
Pitaajee ne khaanaa khaa chuke hain.

한국어 주체 높임법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경우에 따라 서술의 주체가 높임의 대
상이 아닐 때에도 ‘-(으)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 (4.3)과 같이 실
제로 높여서 표현해야 할 인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 즉 신체의 일부분, 소
유물, 병, 생각, 말, 사상 등을 나타내는 말이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에는 그 대상
을 높여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높임법을 간접 높임법이라고 한다. 

(4.3) 철수는 코가 크다.
छौल्सू की नाक बड़ी है.
Cheolsu kee naak badee hai.

(4.4) 할아버님께서는 코가 크시다.
दादाजी की नाक बड़ी है.
Daadaajee kee naak badee hai.

힌디어에는 이러한 높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예문(4.4)은 높임의 대상인 



- 29 -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4.3)은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 철수에 대
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두 문장 모두 주어인 코를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똑같이 
낮춤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बड़ी है (Badee hai/바리 해)’와 같이 나타내었다.  

2.2. 상  높임법

한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문장 안에 있는 인물에 기준을 두지 않고 그 문장을 듣
는 청자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대처하는 높임법이다. 주체 높임법이 주체를 높이 
대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두 단계로만 구분되는 것과는 달리 상대 높임법은 
그 높임의 대상이 현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바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이므로 높이는 
정도에 따라 더욱 세분된다. 상대 높임법을 나타내는 요소는 어말어미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상대 높임법의 체계는 6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의 명칭은 
해라체, 해체, 하게체, 하오체,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이다. 이중 해라체, 해체와 하
게체는 상대방을 높이지 않고 말을 할 때 사용하고, 하오체, 해요체와 하십시오체
는 상대방을 높여 말할 때 사용한다. 이 6등급의 높임 표현은 평서문, 의문문, 명
령문과 청유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힌디어에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문장의 모든 표현을 전체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힌디어에서는 청자가 문장의 주어일 때 청자의 
나이, 사회 지위 등에 따라 높임이나 예사말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상대 높
임법보다는 주체 높임법이라고 여기는 편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명령문의 경
우에도 화자와 청자의 사이에 따라 높임말이나 예사말을 쓰는 까닭은 상대가 그 
문장을 듣고 있는 청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그 문장의 주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어 높임법과 힌디어 높임법의 중요한 차이점은 이
후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

힌디어에는 한국어의 6등급의 종결어미 체계에 대응되는 형태로 명령에는 4등
급의 체계가, 다른 문장에는 높임말과 예사말 두 가지 등급만 있으며 마지막으로 
청유문에는 높임의 등급이 없다. 그러나 한국어는 상대를 높이고 낮추는 정도에 
따라 6가지로 높임의 등급이 나뉘므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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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쉽지 않다.  
힌디어에서는 종결어미의 형태가 청자인 상대 대신 문장의 주어에 따라 결정된

다. 한국어에서는 화자가 하오체,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경우 문장의 주
어가 아니라 청자를 높이는 것이고, 예사말의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경우 역시 주
어가 아니라 청자를 높이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힌디어에서는 화자가 높임이나 
낮춤의 어미를 선택할 때 청자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가 기준이 된다. 즉, 청자 요
인은 종결어미의 선택과 무관하며, 힌디어에는 상대 높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다. 이것은 다음 예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황 (1): 화자- 학생 청자- 교수
(5.1) अध्यापक महोदय , आज सुिजन कक्षा में नहीं आयेगी.

Adhyaapak Mahoday, aaj Sujin kakshaa men naheen aayegee.
교수님, 오늘 수진이는 수업에 못 올 거예요.

(5.2) अध्यापक महोदय , आज मेरे िपताजी आपसे िमलने आयेंगे.
Adhyaapak Mahoday, aaj mere pitaajee aapse milne aayenge.
교수님, 오늘 우리 아버지는 교수님을 뵈러 오실 거예요.

상황 (2): 화자- 학생 청자- 친한 친구인 학생
(5.3) िकम जोन्ग िमन , आज सुिजन कक्षा में नहीं आयेगी.

Kim Jong Min, aaj Sujin kakshaa men naheen aayegee.
김종민, 오늘 수진이가 너를 만나러 올 거야.

(5.4) िकम जोन्ग िमन , आज मेरे िपताजी तुमसे िमलने आयेंगे.
Kim Jong Min, aaj mere pitaajee tumse milne aayenge.
김종민, 오늘 우리 아버지는 너를 만나러 오실 거야.

위에 예문 (5.1)와 (5.3)에서 전혀 다른 나이와 사회적 지위의 청자가 있더라도 
문장의 주어에 따라 같은 등급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였다. 예문 (5.2)와 (5.4)도 
마찬가지다. 상황 (1)과 (2)에서 청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문장의 주어로 등장하는 
인물에 따라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힌디어
와 한국어 높임법의 이러한 차이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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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인 힌디어의 간섭으로 인해 한국어 발화에서 부적절한 상대 높임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상대에게 존경의 의미
를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1인칭 대명사에는 ‘저’ 또는 ‘저희’가 있다. 힌디
어에는 상대 높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인도인 학습자들이 ‘나’와 ‘저’, ‘우리’와 
‘저희’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상대 높임법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 
낮을 경우에 ‘-께서’나 ‘-시-’를 붙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압존법이라고 하며, 
힌디어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6.1) दादाजी , भैया जी आ गए.
Daadaajee, Bhaiya Jee aa gaye.
할아버님, 형님이 오셨어요.

위의 예문 (6.1)의 힌디어 표현에서는 청자가 문장의 주어보다 더 높은 사람이
더라도 주어는 여전히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높임의 접미사 ‘님’에 대응되는 ‘जी 
(Jee/지)와 높임의 종결어미 ‘-시-’에 대응되는 어미를 사용해서 ‘आ गए (Aa gaye/
아 가예)라고 표현하였다. 힌디어에서의 이러한 개념 때문에 한국어로 같은 표현
을 할 때 인도인 학습자들이 예문 (6.1)와 같은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손성에 맞지 않은 표현으로 인해 인도인 학습자는 예의가 없다는 오해
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상대 높임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요구된다.

2.3. 객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그 행위가 미치는 대상에 대한 존대 여부를 표현하는 높임법이
다.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한 동사에는 ‘모시다(데리다), 드리
다(주다), 뵙다(보다), 여쭙다(묻다)’ 등이 있으며, 부사어로 표현되는 객체를 높이
는 경우에는 높임의 의미를 가진 동사와 여격조사 ‘-께’를 함께 사용하여 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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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다. 그러나 힌디어에는 높임의 여격조사 ‘-께’에 대응되는 형태가 없다. 높임
의 어휘가 몇 가지 있으나 대부분은 산스크리트어나 아랍어에서 비롯된 외래어로 
현재는 잘 쓰이지 않는다. 이러한 어휘를 사용하면 대상을 높일 수 있으나 일반 
어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대상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어들은 
높임의 어휘가 아닌 고급 수준의 힌디어 어휘로 분류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라
고 본다.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흔히 쓰이는 높임의 어휘들은 힌디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7.1) 철수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다.
यौंग-ही दादीजी को लेकर घर आयी.
Yeong-Hee daadeejee ko lekar ghar aayee.

(7.2) 영희는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
यौंग-ही छोटे भाई को लेकर घर आयी.

        Yeong-Hee chhote bhaai ko lekar ghar aayee.

(7.1)에서는 높임의 의미를 가진 ‘모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여서 표현하였다. 이때 할머니는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7.2)에서는 목
적어인 동생이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임의 의미가 없는 ‘데리다’를 사용하였
다. 그러나 힌디어 번역문 예문을 보면 두 문장에서 같은 동사 ‘लेकर (lekar/레까
르)’를 사용하였다.  

3. 높임법  사용의  사회언어학  이 론

높임법은 해당 언어 사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언어 현상이다. 높임
법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말이라도 대화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 
형식을 택해야 하는데, 이때 각 상황에서 어떤 언어 형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해
가 없다면 높임법을 적절히 구사하지 못해 예의에 어긋난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 
자체에 실패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즉 높임법을 
적절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사회언어학적 규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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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언어학적 규칙이란 말을 하는 주체가 청자에게 의사소통을 하고자 할 때 청
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본인과 청자의 관계,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사
회적으로 통용되는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한 규칙으로, 순수언어학적 규칙, 즉 
협의의 문법 규칙과 대비된다(박영순, 1995). 생성문법과 사회언어학의 비교를 통
해 사회언어학적 규칙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촘스키(Chomsky, 1965)는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과 언어 수행
(language performance)이라는 두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생성문법에서 언어학의 
주된 과제는 언어 능력, 즉 동질적인 언어 공동체에서 화자-청자가 구사하는 문장
의 문법성을 판단하거나 문법적으로 다양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규명하
는 것이다. 즉, 생성문법에서는 언어 공동체의 동질성을 전제로 사회와 언어를 분
리시키고, 언어를 추상적이고 자율적인 기호 체계로 규정한다. 반면, 구체적인 상
황에서의 언어의 실제 사용인 언어수행은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 비중 
있게 취급하지 않는다. 언어의 지시적인 기능만을 중요하게 간주하며 언어의 변이
(variable)는 화자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자유변이(free variation)로 보고, 언어 
이론의 대상으로 의미 있게 취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성문법과 달리 사회언어학에서는 언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 행위
의 하나의 형태로 보고, 그러한 언어는 독립적인 추상적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문
맥(social context)과 관련 있는 구체적인 체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언어학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언어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언어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이질적(heterogeneous)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회는 개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마다 다른 언어 경험을 겪기 때문에 각각 다양하
게 변이된 언어들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사회언어학에서는 일부 언어 
변이들이 모두 문법적으로 동일한 지시적 의미를 갖더라도 그 중 하나가 선택될 
때는 화자 개인의 자의에 의한 것보다 그 말이 선택될 순간의 사회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았다. 언어 선택 과정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고 본다. 언어의 변이
는 각기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요인에 따라 선택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언어학적 규칙은 언어 사회마다 체계가 다르다. 화자가 말을 할 때
는, 언어 형식 선택에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이 어떤 것인지, 같은 요인들이라도 어
느 정도로 언어 형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언어 사회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다. 화자가 외국인일 경우, 화자의 모국어 사회에서의 규칙을 목표 언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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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대로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 
카날과 스와인(Canale & Swain, 1980)과  바흐만(Bachman, 1990)에 의하면  

사회언어학적 규칙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에 속한다. 카날과 스와인은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를 다음 네 
가지로 들었다. 첫째,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의미 있는 담화나 문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적 문맥에 맞추어 적절한 표현을 구사하는 사회
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그리고 의사소통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이다. 바흐만은 지식과 그 지식을 문맥화
된 의사소통적 언어 속에서 사용하는 능력을 ‘의사소통 언어 능력(communicative 
language ability: CLA)’ 이라고 하였는데,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은 
이 구성요소 중 하나로 기존의 의사소통 능력 개념에 해당한다. 이 ‘언어 능력’ 개
념은 언어가 매개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지식의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
며, 카날과 스와인이 정의한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언어 기능 측면과 사회언어학 
측면의 화용적 범주로 분류하여, 언어기능 측면을 ‘언표내적 능력(illocutionary 
competence)’, 사회언어학 측면을 ‘사회언어학적 능력’으로 분류하였다.

여러 언어 현상 중 높임법은 ‘사회 기본 질서를 잡아주는 예와 표리 관계에 있
는’ (서덕현, 1996) 언어 행위이다. 모국어 화자는 외국인의 높임법 문법 규칙 오
류는 관대하게 받아들이더라도, 사회언어학적 규칙 오류 표현은 무례하게 받아들
일 수 있다. 따라서 예의에 어긋나는 높임법 사용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
다. 언어 교수-학습의 목표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에는 
사회언어학적 규칙을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높임법 선택 과정에는 사회적 요인의 작용에 대한 교수-학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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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이정복(2001)의 경어법의 사회적 요인

4. 한 국어와  힌디어 높임법  사용의  사회언어학  요인  

조

 한국어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요인 연구를 살펴보면 그 요인으
로 나이, 친밀도, 성별, 지위, 친인척 관계 등이 거론된다. 그 밖에 성기철(1991)
은 언어적 제약 및 격식성을 추가하였고, 박경래(1999)는 화자의 심리를 넣었다. 
왕한석(2010)은 청자를 어른과 어린이로 분류하고, 어른은 다시 한 번 지인과 모
르는 사람으로 구분, 지인은 또 한 번 친척, 동료, 동창 등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요인을 적용시켰고, 직장 관계에서의 사회적 요인으로 직위, 나이, 성별 등
을 들었다. 이정복(2001)은 사회적 요인을 “높임법 구사 시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정도와 사용 형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언어 외적 요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높임법의 사회적 요인을 [그림1]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정복(2001)은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대화 참여자가 가진 개별적 특성
과 그들 사이의 관계적 특성을 구분하였다. 개별 참여자 요인에는 화자 요인과 청
자 요인이 있는데 화자 요인에는 화자의 나이, 지위 등이 있고 청자 요인에는 청
자의 나이, 지위 등이 있다. 관계 요인은 대화에 참여하는 객체가 특정 기준에서 
값의 차이를 보이고, 그 차이가 높임법 구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예시로 
지위, 나이, 성별 등의 차이가 있으며, 친밀성 또한 대화 참여 객체들 사이의 관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상황 요인은 대화 상황의 특성이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끼
치는 특성 자체를 가리킨다. 예시로는 공적, 사적 장소 구분 등이 있다. 

그 밖에 높임법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대화의 목적을 들 수 있다. 높임법은 
명령인지, 질문인지, 단순 진술인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특히 한국어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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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법이 대화의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한국어 교육에는 문장 종결
법을 높임법 실현 요소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본고는 앞서 기술한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높임법 실현 요소를 나이, 지위, 친
밀도와 장면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어서 높임법을 실현하는 구체적 요인들을 분
석해본다.

      4.1. 나이

나이는 한국어 높임법 사용에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다. 나이 요인에는 1. 
화자의 연령대, 2. 청자의 연령대, 3. 화자와 청자의 연령차이라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화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해요체나 해체를 주로 구사하다가 20대에 이르러서
는 비교적 완전한 높임법을 사용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이 다양해지는 취업이나 결
혼 이후에는 더 다양한 높임법 사용이 가능해진다. 청자의 연령대 또한 높임법에 
영향을 준다. 연장자가 청소년에게 말할 때와 성인에게 말할 때는 종결어미를 비
롯한 높임법 사용이 다르고, 어른이 어린이와 유아어로 대화하기도 한다. 화자와 
청자의 연령 차이에는 손위, 동년배, 손아래의 구분이 있다. 이 구분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한국어에서 화자와 청자의 연령 차이에 대해 엘빈-트리프
(Ervin-Tripp, 1972)는 두 살 차이로 한국어 호칭이 달라진다고 지적하였고, 이
익섭(1994)도 이 논문과 같은 관점을 보였다. 분기점이 두 살인 것은 상대적인 것
으로 시대와 계층, 연령대에 따라 연령 차이의 용인 정도가 다를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나이가 높임법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메
흐로뜨라(Mehrotra, 1986)는 인도 사회에서 친족 명칭을 선택할 때 나이 차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 화자가 상대보다 나이가 많으면 보통은 친밀하지 않아도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위 차이가 크지 않으면 보통 나이의 사회적 요인이 
높임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청자의 나이가 화자보다 적으면 지위 차이
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높임의 사용을 선택한다. 지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러한 
경우에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흔하다. 그리고 청자의 나이가 화자보다 많지만 지
위는 낮은 경우에도 반말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한 살의 나이 차이



- 37 -

상황: 인도 A대학교에서 인도인 학생이 택시 운전기사와 이야기하는 상황
나이: 대학생 – 20대 후반     택시 운전기사 – 30대 후반 
친밀도 : 모르는 사이

대학생: सरोिजनी  नगर  चलोगे ? (사로비니 나가르 갈 거야?)
운전기사: हाँ , चल लूँगा . सरोिजनी  में कहाँ जाओगे? (네, 갈래. 사로비니 어디
에 갈 거야?) 
대학생: माकेर् ट जाऊँगा , और कहाँ . िकतना लोगे? (시장에 가겠지. 요금 얼마 받
을 거야?)
운전기사: सौ रूपये दे देना. (100루피 주면 돼.)
대학생: यार ! पचास में चलना है तो बताओ. (말도 안 돼! 50루피로 가고 싶으면 
이야기해.)

[표7] 인도인 학생 O-7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도 중요하지만 인도 사회에서는 2-5살 정도의 나이 차이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다. 아래의 대화 관찰 자료를 보면 인도 사회에서 작용하는 나이 요인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다.

위 상황에서 20대 후반의 인도인 학생이 택시에 타기 전에 30대 후반의 운전기
사와 이야기하고 있다. 화자인 대학생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친밀하지 않은 사
람에게 반말을 하였다. 인도 사회에서 택시 운전기사는 낮은 수준의 직업이고 대
학생이 운전기사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이다. 한편 택시 운전기사도 자신보다 지위
가 높고 친밀하지 않은 손님에게 반말을 사용한다. 상대의 나이가 자신보다 적고, 
그 나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인도의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는 여전히 나이 차이
가 조금 더 중요해서 이런 대화가 드물지만 대도시에서는 나이가 많고 지위는 낮
은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와 한국 사회에서 작용하는 
나이 요인의 차이가 인도인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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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지

언어 공동체에 따라 지위의 세부 내용 및 하위 유형이 다르다. 친척 간에는 항
렬, 군대에서는 기수나 계급,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은 학번, 회사나 정부 조직에는 
직위, 직급에 따라 지위가 결정된다. 지위 요인도 직장 지위와 사회적 지위가 나눠
진다. 직장은 비혈연 관계로 수직 관계가 엄격히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원은 간
부 및 상사에게 높임말을 사용한다. 직장에서는 나이보다 직위가 더욱 중요한 기
준으로 작용한다. 나이가 많은 하급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화자
의 선택사항이지만 나이가 적은 상급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과거의 사회계급은 양반과 평민을 구분하여 언어에도 그 영향이 뚜렷하였으나, 
사회구조가 변함에 따라 지금은 사회계급이 거의 없어졌다.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으로 규정된다. 보통 힘과 사회적 지위가 동일시되는데, 힘과 사회적 지위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는 선생님과 학생, 의사와 환자 등이다. 

 인도에서 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자와 화자의 
사회적 신분이다. 상대의 나이가 많더라도 계급이 낮으면 낮춤의 말을 쓰는 경우
가 많다. 지위 다음으로 힌디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는 친
밀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상대의 지위가 자신보다 낮아도 나이가 많으면 보통 높임말을 사용
하지만 인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계급제도인 카
스트의 영향이 여전히 강력하여 계급이나 지위에 따라 높임의 표현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도의 작은 도시나 시골에서는 아직도 나이가 훨씬 많은 낮
은 카스트의 사람이 높은 카스트의 사람에게 높임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러나 최근 대도시에서는 현대 교육과 서양문화의 영향 때문에 카스트라는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대도시에서는 카스트보다 경제적‧직업적 지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한국과 인도 사회에서 높임법의 사용에서 지위 요인의 차이에 대해 말하자면 한
국에서는 보통 지위가 자신보다 높을 때 꼭 높임법의 표현을 사용하고 지위가 낮
은 경우에는 나이, 친밀도, 장면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서 표현을 하지만 인도에서
는 이와 다르다. 인도에서 상대의 지위가 높은 경우에서는 나이, 친밀도와 장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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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따라 상대를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것이다. 최근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에도 나이가 자신보다 적거나 사이가 친밀하면 높임말을 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상대의 지위가 자신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대의 나이, 친밀도, 장
면 등과 상관없이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앞의 [표7]에서는 택시 운전기사
가 자신보다 지위가 높고 친밀하지도 않은 손님에게 나이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반
말을 하였다. 그리고 손님인 대학생은 지위가 상대보다 높아서 나이, 친밀도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반말을 하는 것이다. 힌디어와 한국어에서 높임법의 사용에 
지위 요인의 영향력 차이 때문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하게 표현을 하
는 경우가 많다.

      4.3. 친 도

친밀도는 높임법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의 하나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유대와 친
밀성을 먼저 살펴보자. 유대는 힘과 유대라는 개념과 함께 브라운과 길만(Brown 
& Gilman 1960)이 처음 사용하였고, 한국어 높임법에 힘과 유대 개념을 사용한 
연구는 유송영(1994, 1996), 박경래(1999) 등이 있다.

 육체적인 힘, 나이, 성, 교회, 정부, 군대, 가족 안에서의 역할은 힘의 관계를 
이루는 요인이고, 동지애, 동일한 학교나 직업, 취미, 고향 등은 유대 관계를 이루
는 요인이다(유송영, 1996). 유대(감)의 토대는 유럽에서 계급 이동이 제한되었을 
때 자주 사용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유대(감)는 공통의 계급 성원권에 기반하였다. 
반면 친밀성은 산업화가 계급 상향 이동 가능성을 증대시킨 후 친숙성의 토대를 
가리킨 것으로, 공유되는 가치관이나 경험 등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다.(왕한석, 
2010) 

엘빈-트리프(Ervin-Tripp, 1972)는 한국어 체계는 친밀성과 유대가 구분될 수 
있다고 보며, 이 체계 내에서는 유대 관계에서 친밀성을 알리는 호칭 형태들이 있
다고 보았다. 그는 이 두 개념을 덜 친숙함의 유대감과 친숙함의 친밀성으로 나누
어 보았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동창생은 유대감이 있을 수 있으나 모두 친밀하지
는 않을 수 있다. 유대감은 동일 집단 구성원이 가지는 감정으로, 직장에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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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동일 성별 등의 특질을 공유하는 관계를 일컫고, 친밀감은 사람 간의 사이가 
가깝다는 것을 뜻하는 감정적인 관계로, 소속 관계 내에서의 친분을 뜻한다.

론과 수잔나(Ron & Suzanne, 1983, 1985)는 거리 개념을 사용하였고, 이정복
(2001)은 힘과 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정복은 ‘거리’를 “사람들 사이에 존
재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멀고 가까움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허상희(2010)
에서는 화자와 청자 간 유대감이 있으면 거리는 그만큼 가까울 것이고, 유대감이 
없으면 거리가 멀 것이므로 유대를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보았다.

한국에서는 친밀관계가 아주 중요하여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이, 지위 등
과 상관없이 높임의 말을 사용하지만 힌디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대가 자
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지위가 낮으면 친밀하지 않아도 반말을 쓰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라 하더라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면 보통 
반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최근 대도시에서는 나이와 지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상
대와 친밀하지 않더라도 반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서로 친밀해지면 상대의 나이
나 지위가 다소 높아도 높임법을 쓰지 않고 편하게 말한다.
    

4.4. 장면

높임법 사용은 언어 행위가 일어날 때의 장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장면’은 대화가 이뤄지는 장소나 영역, 상황을 말한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로 나누어진다. 

 보통 높은 등급의 높임법은 공적인 장소에서 적용된다. 한국어에서는 격식 여
부에 따라 종결어미가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로 구분되기도 한다. 화자와 청자가 나
이나 지위가 비슷한 친구 직장 동료인 경우, 비공식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는 해체나 해라체 등의 낮은 등급 높임법 형식을 사용하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높
은 등급의 높임법 형식을 사용한다.   

한국어와 달리 인도 사회에서는 장면이 높임법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방송 같은 특이한 상황 외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 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장
면의 영향력은 나이, 지위와 친밀도의 요인에 비해 작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회
사의 공적 분위기에서 상사나 동료의 나이가 적거나 친밀도가 높아도 반말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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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인도 A대학교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하는 상황

학생 I-13 (학생 I-8에게): तुम्हारी बात भी सही है लेिकन मुझे लगता है िक 
िहन्दी में बोलते समय भी एज  इम्पोटेर्न्ट है.... (너의 말도 맞지만 내 생각으로는 
힌디어로 말할 때도 나이가 중요하다....)
교사 (I-5): OOO जी आप क्या सोचते हैं? (OOO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I-5: सर , OOO ने जो बोला मुझे भी वैसा ही लगता है. (저도 I-13의 말
에 동의해요.) [I-13에게 반말을 사용]

[표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않는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원래 높이지 않는 상대를 회사나 학교 수업 같은 공적 
장면이라고 해서 따로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적인 장면에서는 본래 높이는 사
람과 대화할 때에도 높임의 정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도에
서는 보통 반말하는 상대에게는 공적‧사적 장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고, 높임말을 
하는 상대에게는 사적인 상황일 경우 높임의 수준이 다소 낮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를 보면 인도 사회에서 작용하는 장면의 요인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위 상황은 수업 시간에 교사와 인도인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공적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은 대화할 때 서로 반말을 사용한다. 또한 교사
에게 말을 할 때에도 발화에서 주어로 나오는 반 친구를 높이지 않고 말을 한다.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사회언어학적인 요인들의 이런 차이점 때문에 인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학습과 사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사회와 인
도 사회에서 나이, 지위, 치밀도와 장면의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높임법 사용의 사회언어학적
인 요인들을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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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인도인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분석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와 힌디어 두 언어는 높임법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높임법의 체계와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사회언어학적 
요인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언어적 요인의 차이와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 차이로 인하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
어 높임법 사용 양상에 차이가 나타난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
법을 사용할 때 힌디어 높임법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거나 한국어 높임법의 
사회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
는 경우가 있다. 

이 장에서는 나이, 지위, 친밀도와 장면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라 인도인 한
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인도 
델리에 위치한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중급
이며 한국어를 2년 이상 공부하고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한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비교 집단인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을 대상으
로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말하기 응답형 담화 완성 
테스트(ODCT)를 선택하여 연구 실험 참석자에게 한국의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참석자가 그 상황에서 자신을 화자로 상상해서 직접 발화하
게 하였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할 목
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들이 해당 높임법을 사용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 점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 주로 ‘어떤 발화를 왜 선택하
였는지’, ‘어떤 사회적 요인 때문에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사후 인터뷰의 대상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20명과 한국어 모
어 화자 8명이었다.4) 더불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4개
월간의 실제 대화 자료도 분석하였다. 관찰자는 대상자가 높임법을 사용한 실제 
4) 사후 인터뷰 자료에 표기된 IR(interviewer)은 연구자이며 IE(interviewee)는 인도인 한

국어 학습자 또는 한국어 모어 화자이다. ODCT 조사에 참석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는 
각각 I-1, I-2, I-3…,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각각 K-1, K-2, K-3… 그리고 실제 대화 
관찰 조사 참석자인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는 각각 O-1, O-2, O-3...으로 표시하였다.  



- 43 -

Situation 1. You (A) are a 30 years old employee in a company and B is 
your boss. You have a close friendly relation with him. You just came 
across him in the office and you want to say “You are looking busy”. How 

발화를 기록하고 24시간 내 사후 인터뷰를 통해 대상자가 그 발화를 하였던 이유
와 발화 사용에 영향을 미친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찾아보았다.  

이 장에서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인도인 한국어 화자의 실제 대화 자료 및 사후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
상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의 특징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
서는 한국어의 높임법 범주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및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
고 대우 대상은 1.나이, 2. 지위, 3. 친밀도, 4. 장면의 사회적 요인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한다. 분석의 기준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의 부적절한 
사용의 가장 큰 원인인 사회적 요인에 따라 상황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다시 말
하자면 인도인 학습자들의 힌디어 높임법의 어떤 사회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부적절하게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하였는지를 분석의 바탕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한국인 화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친밀도 요인으로 인
해 높임말을 하지만 인도인 학습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나이 요인으로 인해 반말을 
한다면 해당 자료를 나이 요인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 나이  요인 에  따른 높임법  사용 양상

1.1. 주체 높임법

힌디어와 한국어 두 언어에서 나이는 높임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어에서 화자는 문장의 주어의 나이에 따라 선어말어미 
‘-시-’, 존칭 주격조사 ‘-께서’, 호칭 ‘님’, 높임의 어휘 ‘드시다’, ‘주무시다’, ‘계시
다’ 등의 주체높임 표현을 사용한다. 이 절에서는 인도인 한국어 화자의 나이 요인
에 따른 한국어 주체 높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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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you say that?
상황 1. 당신(A)은  회사에 다니는 30세 대리이고 B는 32세 부장입니다. 당신
은 부장과 친한 사이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부장에게 ‘너무 바
빠 보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Yrs

B: 32 Yrs

A (You): 
Executive 

(대리)
B: Your Boss 

(부장)

Very close/
Friendly

친한 사이
In company

회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많이 바빠 보이시네요./바쁘신가 봐요./바쁘세요? 
  [‘-시-’ 사용] 45% 85%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요./바쁜가 봐요./바빠요?/바쁜가 봐./
바빠?   [‘-시-’ 사용하지 않음] 55% 15%

[표9]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 
위의 표에서는 회사의 공적 장면에서 30세인 회사 대리가 친한 사이인 32세 과

장에게 바빠 보인다고 말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
고 지위도 높으나 화자와 청자는 친한 사이이고 나이 차이는 2살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85%가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
여 “많이 바빠 보이시네요./바쁘신가 봐요./바쁘세요?” 등의 높임 표현을 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15%는 ‘-시-’를 사용하지 않고 “바빠 보이네요./바쁜가 봐요./
바빠요?” 등으로 대답하였다. 반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45%만이 높
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55%는 ‘-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사후 인터뷰에서 다수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았다. 모든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선어말어미 ‘-시-’를 배웠으
며 ‘-시-’의 실현법도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높임
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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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이 상황에서 상대가 당신보다 지위가 높은 부장인데 왜 높임의 선어말어
미 '-시-'를 안 쓰고 '바쁜가 봐요'라고 하셨어요?
IE: 나이가 저보다 2살만 많아서 '-시-'를 안 썼어요.
IR: 그럼 상대의 지위, 장면 등 상관없이 나이 차이 크지 않으면 '-시-'를 사
용하지 않나요?
IE: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상대와 친구 사이라서 그 정도의 높임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IR: 그럼 상사랑 친하지 않은 경우에 나이 차이 크지 않아도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죠?
IE: 네. 친하지 않으면 상사를 적절하게 높여서 말을 해야겠죠.

[표10]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IR: 이 상황에서 상대가 당신보다 지위가 높은 부장인데 왜 높임의 선어말어
미 '-시-'를 사용하지 않고 '바쁜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IE: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고 친해서 '-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IR: 왜 상대의 높은 지위와 공적인 장면 등을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IE: 생각했는데 어떤 장면이라도 비슷한 나이의 친한 사람한테 너무 높여서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해요. 
IE: 그럼 ‘-시-’의 사용을 결정할 때 나이와 친밀도 중 무엇을 더 중시하세
요?
IR: 가장 먼저 나이를 보는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크지 않으면 높임법을 많
이 신경 쓰지 않아요.  

[표11]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이가 겨우 2살에 불과하므로 청자를 높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이들이 많
았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상대와 친한 사이라도 나이가 자신보다 많고 
상사라면 ‘-시-’라는 높임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표10]과 [표11]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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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이 상황에서 상대가 당신보다 지위가 높은 부장인데 왜 높임의 선어말어
미 '-시-'를 안 쓰고 '바빠요'라고 하셨어요?
IE: 제가 말한 것도 존댓말 아니에요? ‘바빠?’라고 하면 반말이지만 ‘바빠요’는 
존댓말이죠?
IR: 네. 존댓말을 사용하셨지만 동사에 '-시-'를 안 붙였잖아요. 그것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시-'를 언제 쓰는지 아시죠?
IE: 네. '-시-'를 언제 사용하는지 알아요. 근데 '-시-'를 안 써도 반말 아니
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비슷한 나이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표12]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위, 친밀도, 장면 등의 요인도 고려하고 있지만 나이의 요인을 높임법의 사용에 가
장 큰 비중으로 고려하고 있다. 사후 인터뷰 참가자들은 상대와의 나이 차이가 2
살에 불과하므로 높임의 정도가 낮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지위와 장면의 요
인에 따르면 이 상황에서는 상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
를 사용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만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에서 나이 요인의 비중에 
차이가 있어 다수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였다. 이 
상황에서 나이 요인 외에 친밀도 요인도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표8]의 인터뷰 자료에서 따르면 [I-11] 학습자는 높임법의 사용을 결정할 때 나
이를 친밀도보다 먼저 고려한다고 답하였다. 

이 상황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해요체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인 상대
를 높이고는 있지만 ‘-시-’를 사용하지 않아 높임의 정도를 적절히 실현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청자와 화자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해요체만 사용해
도 문장의 주어인 상대를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다음 [표
12]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사후 인터뷰에서는 나이의 요인이 높임법의 선어말
어미 ‘-시-’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13]의 K-6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나이 차이가 2살에 불과하더라도 제대로 높여 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친밀도보다는 나이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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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12. You are at a party where you meet your boss (B) who has 
come with his wife and 13 year old daughter. Your want to compliment 
your boss by saying that his daughter is beautiful. How will you say it?

위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상대의 나
이와 지위가 자신보다 높을 때 지위 요인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나
이 요인을 고려하였으며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도 이것을 중시하였다. 반면 인도
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 상황에서 상대의 나이를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으로 친밀
도를 고려하여 나이 차이가 작고 친밀한 사이이므로 높임의 정도가 낮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주체 높임법을 사용할 때에 나이라
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R: 친한 사이인 친구에게 말을 할 때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IE: 상사니까 높여서 말을 해야죠.
IR: 2살 차이 친한 사이인데도 ‘-시-’를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IR: 2살만 많아도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친해도 보통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높여서 말하는데 상대가 상사라면 꼭 ‘-시-’를 사
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IR: 네. 그러나 높임의 표현을 결정하실 때 나이와 지위 중 어떤 것을 가장 먼
저 고려하셨어요?
IE: 지위를 가장 먼저 고려한 것 같아요.                            

[표13] 한국어 모어 화자 K-6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다음 상황에서는 파티라는 사적 장면에서 26세인 회사 대리가 40세인 부장을 
만났는데, 부장의 13세 딸이 부장과 함께 있다. 세 명은 모두 아는 사이지만 친밀
하지 않으며, 대리는 자신의 상사인 부장에게 ‘당신의 딸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상황이다. 이때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부장의 딸을 문장의 주체로 지칭할 때 
모두 ‘따님’이라는 높임의 호칭을 사용하였지만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58.25%가 ’딸’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였고 5%는 ‘그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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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2. 26세인 당신은 어떤 파티에서 당신의 상사 (B)를 만나게 됐습니다. 
상사(40세)는 그의 아내와 13세 딸(C)과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상사에게 ‘딸
이 예쁘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26 
Yrs

B: 40 Yrs
C: 13 Yrs

A (You): 대리
B: 부장

C: 부장의 딸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Party
파티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따님이 아주/너무 예쁘네요./예쁘게 컸네요./자제분이 너무 
예쁘네요.                       [‘님 사용’] 36.75% 100%

딸이 예뻐요./..................... [‘님’ 사용하지 않음] 58.25% 0%
그녀가 너무 예뻐요./..................... [‘님’ 사용하지 않음] 5% 0%

[표14]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2 
한국 사회에서는 높임의 대상과 관계가 있는 인물이나 대상이 발화에서 나타날 

때에도 제대로 높임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발화에서 등장하는 다른 대상
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임의 대상에게 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위의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13세인 부장의 딸이 자신보다 나이
가 적고 지위가 낮아도,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부장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표
현하기 위하여 부장의 딸을 높여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도 사회에
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상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경우 반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힌디어에서 발화를 할 때에는 문장의 
주체의 나이와 지위가 가장 중요하며, 그 주체와 관계된 사람들의 나이, 지위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따
님’이라는 호칭을 학습한 후에도 실제 생활에서 발화를 할 때에는 제대로 사용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49 -

IR: 부장의 딸은 당신보다 어린데 왜 ‘딸’이라고 안 하고 ‘따님’이라고 하셨어
요?
IE: 그냥 딸이라고 하면 부장님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IR: 그럼 혹시 부장이 아니라 친구나 당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딸이라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IE: 그런 경우는 편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그냥 ‘딸’이라고 말하죠.

[표16] 한국어 모어 화자 K-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IR: 이 상황에서 부장의 딸에 대해 말할 때 왜 ‘따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딸’이라고 하셨어요?
IE: 부장님 딸의 나이가 저보다 많이 어려서 그렇게 말했어요.
IR: 그럼 당신은 ‘따님’이란 호칭을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
요?
IE: 제 생각으로는 부장님 딸의 나이가 저보다 많거나 지위가 저보다 높으면 
‘따님’을 써야 된다고 봐요.

[표15]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다음 표에 나타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는 주어
의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그 지위가 화자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높
임 표현의 사용 여부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상황에서는 C라는 아이가 부
장의 딸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아이의 나이가 자신보다 적어서 높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통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가 ‘따님’, ‘아드님’ 같은 높임의 호
칭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부장의 딸이 자
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에만 ‘따님’과 같은 높임의 호칭을 사용해
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따님’이란 호칭을 쓰는 이유에 대하여 부장의 어린 
딸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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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5. You (A) are a 30 years old employee in a company and B (28 
years old) is your department manager (부장). You just missed a phone 
call to your desk and you think it might have been your department 
manager’s call. You go to him and ask if he called you. How would you 
ask?
상황5. 당신(A)은 회사의 30세 대리이고 (B)는 28세 부장입니다. 어느 날 당
신의 데스크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당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부장이 전
화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장 사무실로 가서 당신에게 전화
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Yrs

B: 28 Yrs

A (You): 
Executive 

(대리)
B: Department 

manager 
(부장)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In Company

회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혹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전화하셨습니까?/전화 하셨나요?/
혹시 저 찾으셨습니까?/호출하셨나요?     [‘-시-‘ 사용] 56.7% 100%

전화했습니까? 전화했어요?    [‘-시-‘ 사용하지 않음] 43.3% 0%
[표17]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5

 위의 표에 제시된 상황은 30세인 회사 대리가 28세인 부장에게 전화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이 경우에 예외 없이 높임의 선
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여 “혹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전화하셨습니까?/혹시 
저 찾으셨습니까?/전화 하셨나요?/호출하셨나요?”와 같이 답하였다. 그러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56.7%만 ‘-시-’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학습자들은 “전화했
습니까?/전화했어요?”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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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부장한테 왜 ‘전화했어요?’라고 하고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안 붙
였어요?
IE: 사실, 부장의 지위가 저보다 높아서 높임말을 써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데 부장의 나이가 저보다 적어서 높임말 하기가 좀 그래서 ‘-시-’를 안 썼죠.
IR: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부장이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에요?
IE: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요’를 붙였으니 전체적으로 
높임말이기 때문이에요.

[표1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IR: 부장은 당신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왜 ‘-시-’를 붙여서 말하셨어요?
IE: 일단은 회사의 공적인 장면이고 부장이기 때문에 나이를 떠나서 높임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죠.
IR: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한테 높임말 안 하고 싶은 경우 ‘-시-’
를 안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IE: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19] 한국어 모어 화자 K-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표19]의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대화의 장면이 공적이므로 
나이의 요인을 떠나 ‘-시-’를 사용하여 높임의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였다. 반면
에 [표18]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는 상대인 부장의 나이가 자신보다 적으므로 
‘-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적절한 표현은 장면의 요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자료를 종합하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나이
가 높임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까닭은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높임법을 사용할 때 작용하는 나이 
요인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나이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른 적절한 한국어 주체 높임법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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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10. You (25 yrs old) are in a restaurant. You want to ask the 
waiter (21 yrs old) to give you some water.  How will you say it?
상황 10. 25세인 당신(A)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21세인 웨이터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25 
Yrs

B: 21 Yrs

A (You): 
Customer
B: Waiter

Unfamiliar
서로 모르는 

사이
Restaurant

식당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저기요, 물 좀 주세요./주시겠어요?/주실 수 있나요?  
  [높임의 호칭과 해요체 사용] 58.3% 100%
이름 (야/헬로 등의 부름말), 주세요./주실 수 있나요?
주시겠어요?     [낮춤의 호칭과 해요체 사용] 16.7% 0%
이름 (야/헬로 등의 부름말), 물 좀 줘.   
  [낮춤의 호칭과 해체 사용] 25% 0%

[표20]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0

       1.2. 상  높임법

[표20]의 상황에서는 25세인 손님이 식당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21세의 웨이
터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한다. 이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전부 웨이터를 
부를 때 ‘저기요’라는 부름말과 해요체를 사용하면서 “물 좀 주세요./주시겠어요?/
주실 수 있나요?” 등의 표현을 하였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58.3%
는 높임의 해요체를 사용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똑같은 표현을 하였다. 그러나 
16.7%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높임의 종결어미는 사용하였지만 웨이터를 부
를 때 이름 또는 ‘야/헬로’ 등의 부름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25%의 인도인 한국
어 학습자들은 낮춤의 해체와 이름 또는 ‘야/헬로’ 등의 부름말을 사용하면서 “물 
좀 줘.”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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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2. You (A) are a 45 years old bookshop owner. A 20 years old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적고 지위가 낮아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서
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보통 반말의 종결어미 해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이 차이
가 너무 큰 경우, 예를 들면 50-70대의 사람이 10-20대의 사람한테 말할 때에는 
간혹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하
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인도 사회에서는 식당에서 웨이터한
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 사회의 같은 상황에서 반말을 사용
하는 경우 청자는 화자가 예의가 없으며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을 할 것
이다.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된다면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이 힘들어지고 향후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 사회에서는 나이의 사회적 요인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처음 만
나거나 서로 모르는 사람도 나이가 비슷하거나 적어 보이면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
가 흔하다. 특히 상점, 시장, 식당, 버스, 지하철 등의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나이 요인에 따라 낮춤의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도 사회는 계급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식당, 상점 등의 서비스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은 계급이 낮다는 인
식이 남아 있어 나이, 친밀도, 장면과 상관없이 반말을 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보
편화되어 있다. 게다가 식당과 같은 서비스 업종과 관련된 장소에서 일하는 상대
의 나이가 화자보다 적을 경우 반말을 사용할 확률은 더 높아진다. 

인도 사회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생활을 할 
때에도 처음 만나거나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을 낮춰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자신이 상대보다 지위가 높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음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음 표에 제시된 상황은 45세 서점 주인이 20세 손님에게 ‘당신이 찾는 책은 
지금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전부 하십시오체 또는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도인 학습자들의 경우 
73.3%의 응답자들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지만 26.7%는 해체를 사용하여 ‘지금 
그 책이 없어.’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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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 comes to your shop and asks for a particular book which is not 
available in your shop right now. 
You have to tell him that you don’t have that book now. How would you 
say that?
상황2. 당신(A)은 45세이고, 서점 주인입니다. 20세 손님(B)이 와서 어떤 책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지금 당신의 서점에 없습니다. 손님한테 그 책이 지
금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45 

Yrs
B: 20 Yrs

A (You): 
Shop owner
B: Customer 

Unfamiliar
서로 모르는 

사이
Shop
가게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지금 그 책이 없습니다./없어요./없는데요. 
   [하십시오체/ 해요체 사용] 73.3% 100%

지금 그 책이 없어.   [해체 사용] 26.7% 0%
[표21]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2

IR: 나이가 자신보다 25살이나 적은 사람한테 왜 존댓말을 사용하셨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손님이 가게 주인보다 지위가 높은 인물로 인식되
므로 손님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인도 사회에서는 나이, 친밀도를 비롯한 
다른 사회적 요인에 따라 반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후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모어 화자는 가게와 같
은 공적 장면에서 손님의 나이가 자신보다 적어도 높임의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
였다. 반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는 장면에 상관없이 상대의 나이가 자신보다 25
살 적으면 반말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
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장면 요인의 비중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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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학습자의 배경: 인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지 2주일 된 27살 인도인 
상대 나이: 10대 후반-20대 초반 
상대 지위: 커피숍 직원
친밀도: 서로 모르는 사이 
상황: 서울에서 어떤 커피숍에서

IE: 가게 같은 데서 손님한테 항상 높임말을 해요. 손님이 아이인 경우 나이 
많은 가게 주인이 반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한테는 반말을 하지 않아
요.
IR: 서로 친밀한 사이라도 손님한테 존댓말로 말해요?
IE: 같은 동네의 아는 젊은이한테 반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도시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보통 존댓말 하는 것 같아요. 

[표22] 한국어 모어 화자 K-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IR: 손님한테 왜 반말을 사용하셨어요?
IE: 가게 주인의 나이가 손님보다 20살 많으면 반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
아요?
IR: 그럼 나이가 손님보다 10-20살 많은 경우에 반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세
요?
IE: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 상황에서 저
는 그냥 반말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사용했어요. 

[표23]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0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아래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 27세의 한국어 학습자가 서울에 위치한 
한 커피숍에서 주문 중인 상황으로, 10대 후반-20대 초반 쯤의 커피숍 여자 직원
이 ‘포인트 카드를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자 인도인 학생이 반말의 종결어미 해체
를 사용하여 ‘아니, 없어.’라고 답하였다. 인도 사회에서는 이 발화가 그리 부적절
하지 않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예의 없는 태도로 여겨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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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그 커피숍 직원한테 반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IE: 그 직원이 저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그리고 손님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높임말 사용하지 않는 게 무슨 문제 있어요?

[표25]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커피숍 직원: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학생: 아니, 없어.

[표24]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2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는 본인이 사용한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무의식
적으로 부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한 까닭을 물어보았을 때 학습자는 상대인 직원이 자
신보다 어려 보여서 반말을 사용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커피숍에서 일하는 직
원은 계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나 지위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부적절
한 발화를 하면 상대가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위 논의의 결론에 따르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상대 높임법
을 사용할 때 나이 요인의 영향력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1.3. 객체 높임법

이 절에서 나이의 사회적 요인에 따라 한국어 객체 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분석
한다. 객체 높임법이란 발화에서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등장하는 대상을 여격조사 
‘-께’, 특수 어휘 ‘드리다’, ‘모시다’ 등을 사용하여 높이는 것이다. 

 앞에서도 우리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낮춤의 표현을 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았다. 그러한 부적절한 높임의 발화는 대상이 처음 만난 사람이
거나 친밀하지 않은 사이일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상대의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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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학습자의 배경: 26살 남자 대학생  
상대 나이: 30대 초반  
상대 지위: 통역 아르바이트 의뢰인 
장면: 일하는 중  
친밀도: 친밀하지 않은 사이
상황: 델리의 한 커피숍에서 어떤 인도 문화 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의뢰인: 좋은 책인 것 같은데요. 잠깐 빌려 주실 수 있나요?
학생: 네. 그럼 그 책을 제가 내일 선생님에게 줄 거예요.

[표26]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2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또는 장면이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무시하고 나이 요인만 고려한 경우에도 발생한
다. 이 절에서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가 나이의 사회적 요인 때문에 발화에 나온 
객체를 제대로 높이지 않는 상황을 살펴 볼 것이다.

아래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는 26세인 인도인 남자 대학생이 통역 일을 하면서 
30대 초반의 의뢰인에게 말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화자보다 나이가 많고 서
비스를 받는 사람으로서 지위도 높은 의뢰인이 통역자인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에
게 특정 책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인도인 학생은 높임의 조사 ‘-께’
와 높임의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는 대신 ‘-에게’와 ‘주다’를 사용하면서 “그 
책을 제가 내일 선생님에게 줄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이런 경우에 한국어에서는 
의뢰인이 높여야 할 인물이고 나이도 화자보다 많으므로 반드시 ‘-께’와 ‘드리다’ 
등 높임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인도 사회에서도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손님이 일하는 사람에 비해 지
위가 높게 여겨지므로 손님에게 낮춤의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만큼 손님을 높이지는 않는다. 또한 상대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를 평등하게 대하여 높여 말하지 않는다. 한국과 인도의 이러한 사회적 
차이로 인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를 할 때 객체인 의뢰인을 제대로 높이
지 않았다. 다음 표에 나온 사후 인터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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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상대가 당신의 의뢰인이고 나이도 많은데 왜 ‘선생님께 드릴게요.’ 대신 
‘선생님에게 줄 거예요.’라고 하셨어요? 혹시 둘이 친한 사이인가요?
IE: 친하지 않은데 그 한국 사람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 아니잖아요. 나
이가 저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께’, ‘드리다’ 등 사용하면 아저씨 
느낌 나고 분위기 좀 딱딱해질 것 같아요. 
IR: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분은 당신에게 높임말을 쓰나요, 반말을 쓰나
요?
IE: 반말 하지 않아요. 음… 잘 기억 안 나는데… 편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표27]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2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학습자는 객체의 나이가 자
신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께’, ‘드리다’ 등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 거리감
을 유발하고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때 
인도인 학습자는 지위, 장면 등의 다른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
만 생각하여 한국어의 객체 높임법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더불어 나이 요인이 한
국어 높임법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
하여 나이가 5-7살 많은 사람은 높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2 . 지  요인 에  따른 높임법 의  사용 양상

2.1. 주체 높임법

지위는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나이가 적어도 다수의 상황에서 높임의 대상이 된다. 가족 관계나 아주 친
밀한 관계에서는 지위가 높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높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공식
적인 장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어에서는 공적 맥락의 경우 비록 상대의 나이
가 적거나 지위가 낮을 지라도, 혹은 서로 친밀할 지라도 높임법을 사용하여 예의 
바르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지위가 낮으면 나이, 친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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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4. You (A) are a 30 years old manager in a company. One 
morning you find that your working desk is dirty. You call the cleaner (35 
years old) and ask him/her to clean it. How will you say it?
상황4. 당신(A)은 회사의 30세 과장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책상이 더러워 보
여서 청소 직원을 불러 청소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Yrs

B: 35 Yrs

A (You): 
Manager 

(Boss) (과장)
B: Employee 

(청소하는 
직원)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Company

회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 님, ....씨, 여사님, 여기 청소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높임의 호칭 사용] 36.7% 55%
저기요/죄송한데요, 청소 좀 해 주세요./부탁합니다.
  [높임의 호칭 사용하지 않음] 28.3% 45%
이름, (야/헬로 등의 부름말), 청소 좀 하세요./해요.
  [높임의 호칭 사용하지 않음]   35% 0%

[표28]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4

장면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주체를 높이지 않는 발화가 일반적이다. 이 절에
서는 지위 요인과 관련하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본다. 

위의 표는 회사라는 공적인 장면에서 30세의 과장이 청소하는 직원에게 책상 
청소를 부탁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55%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청소 직원
에게 말할 때 상대의 이름에 ‘님’ 또는 ‘씨’를 붙이거나 ‘여사님’ 같은 높임의 호칭
을 사용하였고 45%는 ‘저기요’라고 부르거나 ‘죄송한데요.’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
다. 이름으로 부르거나 ‘야/헬로’ 등의 부름말을 사용하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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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청소 직원의 나이가 당신보다 많은데 왜 이름을 부르고 이름에 ‘씨’나 ‘님’ 
같은 호칭을 안 붙였어요?
IE: 호칭을 꼭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과장이면 청
소 직원한테 ‘씨’와 ‘님’같은 높임말 할 필요 없잖아요.
IR: 그 직원은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서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름을 부
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IE: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만약 저보다 나이 10-20살 많은 어른이라면 높임
말을 쓰겠지만 4-5년 차이라면 지위 낮은 사람한테 높임말 하지 않아도 된다
고 생각해요.
[표29]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었다. 반면에 42.5%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름 또는 ‘야/헬로’ 등의 부름말
을 사용하거나 ‘님’, ‘씨’, ‘저기요’ 등의 호칭 없이 ‘청소 좀 하세요./해요.’라고 하였
다. 28.33%의 인도인 학습자들이 ‘저기요/죄송한데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님’, ‘씨’, ‘여사님’ 같은 호칭을 사용한 인도인 응답자는 35%에 불과하였다.  

회사라는 공적인 장면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화의 주체를 높이는 호
칭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위 표에 제시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후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면, 학습자
가 인도 사회의 지위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도 사회에서는 지
위가 낮은 사람을 공적 장면에서 높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
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가 회사에서 청소 직원을 부를 때 적절한 호칭을 사용하
지 않은 것이다. 만약 청소 직원의 나이가 자신보다 10-20살 정도 많을 경우에는 
학습자도 높임말을 사용하겠지만, 제시된 상황에서는 나이 차이가 5살에 불과하여 
높임의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답하였다. 반면 다음 표
에 제시된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상대의 지위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회사 같은 공적 장면에서는 보통 반말이나 낮춤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과 한국어 모어화자 K-2의 사후 인터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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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상대가 당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인데 왜 이름에 ‘님’ 붙이셨어요? 
IE: 한국에서 회사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통 높임말을 사용하는데요. 상
대의 지위가 낮아도 회사에서 보통 반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높여서 말을 하죠.
IR: 나이 차이 크지 않아도요?
IE: 나이 차이 크지 않고 친한 사이라면 밖에서 만날 때나 같이 밥 먹을 때 
반말해도 되는데 회사에서는 보통 '님'이나 '씨'를 붙여서 불러요.
IR: 회사에서 지위가 자신보다 아무리 낮아도 ‘야’ 등의 부름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IE: 아무리 지위 낮고 친한 친구라도 이런 낮춤의 호칭을 절대 사용하지 않
거든요. 
[표30] 한국어 모어 화자 K-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지위와 높임의 관계가 다르게 설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면 공식적인 상
황에서도 높여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님’, ‘-시-’ 등 높임의 문법적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반면,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지위와 나이 상관없이 공식적
인 장면에서 상대를 높여서 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위에 따른 주체 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론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위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른 적절한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힌디어 높임법에서 지위 요인의 영향력이 한국어와 다르게 작
용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2. 상  높임법

다음 상황은 30세 회사 과장이 30세 대리에게 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
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과장과 대리는 서로 친밀하지 않은 사이이다. 이 상황에서 
45%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수정 부탁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55%의 한국어 모어 화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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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3. You (A) are a 30 years old manager in a company. Your 30 
years old subordinate employee submits a report to you which has too 
many errors. You have to tell him to submit it again. How would you say 
that? 
상황3. 당신(A)은 회사의 30세 과장입니다. 나이는 동갑이지만 당신과 친하지 
않은 사이인 대리가 제출한 보고서에 오류가 많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Yrs

B: 30 Yrs

A (You): 
Manager 

(Boss) (과장)
B: Employee 

(대리)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Company

회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수정 부탁합니다. 
    [‘하십시오체’ 사용] 5% 45%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세요./제출해 주세요.  [‘해요체’ 사용] 71.7% 55%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해체‘ 사용]   23.3% 0%

[표31]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3

해요체를 사용하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세요./제출해 주세요.”라고 응답하였고 
해체를 사용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없었다. 이 상황에서 100%의 한국어 모어 화
자들이 상대 높임의 어말어미 하십시오체와 해체를 사용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상대의 지위가 자신보다 낮아도 높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
다. 게다가 회사의 공식적인 장면에서는 높임법을 더욱 충실하게 지켜야 하므로 
가장 높은 수준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화자가 45%였다.

그러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71.7%가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하
십시오체를 사용한 인도인 학습자는 5%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3.3%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해체를 사용하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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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이 상황에서 상대의 지위가 낮고 나이도 똑같은데 만약 ‘해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IE: 이런 경우에 반말로 말하면 안 되는데요. 만약 아주 친한 사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친하지 않으면서 회사에서 반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표33] 한국어 모어 화자 K-6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인도 사회에서는 지위의 사회적 요인이 친밀도와 장면보다 높임법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바와 같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장면과 친
밀도에 맞지 않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일할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인도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서 지
위 요인의 적절한 비중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IR: 이 상황에서 직원에게 반말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IE: 만약 제가 과장이라면 대리에게 반말해도 되지 않아요? 나이도 저보다 많
은 게 아닌데요. 
IR: 그럼 이 상황에서 대화의 장면이 어디인지 상대가 어느 정도 친밀한지 등
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IE: 고려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과장이 같은 나이의 부하 직원에게 높임말을 
안 써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표32]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8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23.3%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회사의 공식적인 장면에서 친밀하지 않은 
직원한테 반말로 말하는 이유를 사후 인터뷰에서 알아보았다. 다음 표에 나온 인
도인 학습자 I-18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친밀도나 장면의 요인보다 상대의 지위
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적절하게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어 모어 화자 K-6은 나이와 지위 요인과 상관없이 회사라는 공적 장면에서 해체
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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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8. Your professor (B) gave you (A) a document to hand over to 
one of your seniors C. You go to the professor’s office to inform that you 
gave the document to your senior. How will you say it?
상황 8. 당신의 교수(B)가 당신에게 어떤 서류를 당신의 선배(C)에게 전달하라
고 했었습니다. 당신은 교수의 연구실에 가서 그 서류를 선배에게 줬다는 정보
를 교수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23 

Yrs
B: 40 Yrs
C: 25 Yrs

A (You): 
Student

B: Professor

A-B (친한 
사이)

A-C (친하지 
않은 사이)

School
학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선배한테/에게 전달했습니다./전해줬습니다./전달했어요./ 
줬어요. [-에게 + 주다] 60% 90%

선배님께 전달했습니다./전해줬습니다./전달했어요./줬어요.
 [님께 + 주다] 18.3% 10%

선배님께 드렸습니다./드렸어요. [님께 + 드리다] 21.7% 0%
[표34]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8

    2.3. 객체 높임법

한국어 높임법에서는 상대가 객체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객체를 높
이지 않지만 힌디어 높임법에는 그러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인도인 한국어 학습
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힌디어에서는 객체가 자신보다 지위가 높으면 
발화의 청자가 누구인지와는 상관없이 높임법을 사용한다.  

위에서 제시된 상황은 일찍이 교수가 23세 학생에게 어떤 서류를 주며 25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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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학생이 교수의 연구실에 가서 선배에게 
서류를 전달했다고 말씀드리는 상황이다. 화자인 학생은 교수와 친한 사이이고 선
배와 친하지 않은 사이이다. 이 대화에서는 화자의 발화에서 등장한 객체의 나이
가 화자보다 많고 지위도 높으나 발화의 청자인 상대가 화자와 객체 두 사람보다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90%의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한테’, ‘-에게’ 등의 여격조사와 ‘전달하다’, ‘주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였고, 10%
의 한국어 모어 화자만이 높임의 여격조사 ‘-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도인 한
국어 학습자들은 60%가 ‘한테’, ‘-에게’ 등의 여격조사와 ‘전달하다’, ‘주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였고 18.3%가 높임의 여격조사 ‘-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21.7%
의 인도인 응답자들이 높임의 여격조사 ‘-께’와 높임의 동사 ‘드리다’를 모두 사용
하여 “선배님께 드렸습니다./드렸어요.”라고 말하였다.

한국어 높임법에는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압존법이 존재한다. 압존법에 따라 상
대가 발화에서 목적어나 부사어 등으로 등장하는 객체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객체를 높이지 않는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러한 압존법의 사
용은 약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회사의 사장이나 부장 앞에서 자신의 
상사인 과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는 교수에게 그 교수보다 나이가 적고 지위가 
낮은 다른 교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높임의 표현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와 객체의 지위‧나이 차이가 큰 경우에는 여전히 압존법을 지켜야 한
다. 본 상황에서 교수는 선배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선배를 높여 ‘선배님께 드렸다’라는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로부터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압존법 같
은 개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3. 친 도 요인 에  따른 높임법 의  사용 양상

친밀도는 힌디어와 한국어 두 언어의 높임법 사용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
적 요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관계나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나이, 지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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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7. You (A) are talking to your close friend B (same age) about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서로 친근하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
나 친밀도는 높임법의 사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친밀
한 관계라 할지라도 높임법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함께 
근무하는 부장이나 사장, 교수 등과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해도 공식적인 장면에서
는 제대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며, 사적인 장면에서 친근하게 대화할 때에도 어
느 정도는 높임의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본래 가장 높은 단계의 높임 표현을 사
용해야 하는 대상에게 하십시오체 대신 해요체를 사용하거나 ‘-께서’ 같은 조사를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주무시다’, ‘드
리다’ 등의 높임의 특수 어휘 대신에 ‘자다’, ‘주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친밀도 요인이 나이나 지위 요인에 비해 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작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 사회에서는 장면보다 나이와 지위 요인이 높임법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
지만 나이 차이가 작고 친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나이와 친밀도 요인이 합쳐져 지
위와 장면 요인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힌디어에서는 지위가 높은 상대일지라도 
상대와 자신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서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공적 장면에서 
반말을 사용하거나 낮은 단계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할 때 
힌디어에서의 친밀도 요인의 영향을 받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장에서는 친밀도 요인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높
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할 것이다. 

3.1. 주체 높임법

이 절에서는 친밀도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따른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
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주체 높임법 사용 양상을 비교해 보고, 인도인 학습자가 
부적절하게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하는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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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cholarship application. You want to tell him that your professor (C) 
wrote a recommendation letter(추천서) for you yesterday. How will you 
say that?
상황 7. 당신(A)은 친한 친구인 B에게 본인의 장학금 신청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수가 어제 추천서를 써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
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23 

Yrs
B: 23 Yrs
C: 35 Yrs

A (You): 
Student

B: Student
C: Professor

very close
친한 사이 
(A-B-C)

Hostel
기숙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교수님이/께서 추천서를 써주셨어요./써주셨어./써주셨다. 
  [‘-시-’ 사용] 25% 95%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주었어요./써주었어. 
  [‘-시-’ 사용하지 않음] 26.7% 5%
교수님이 추천서를 썼어요./적었어요./썼어. 
  [‘-시-’ 사용하지 않음] 48.3% 0%

[표35]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7
 

[표35]의 상황에서 동갑인 화자와 청자, 그리고 발화에서 주어로 등장하는 교수 
3명은 서로 친한 사이이다. 화자와 청자는 기숙사라는 사적 장면에서 대화하고 있
고, 화자는 청자에게 교수가 어제 추천서를 써줬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25%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
하여 ‘추천서를 써주셨어요./써주셨어./써주셨다.’라고 말하였고 나머지 75%는 ‘-
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75%의 응답자 중 26.7%는 ‘추천서를 써주었어요./써
주었어.’와 같이 대답하였고 48.3%의 학습자들이 ‘써주시다’나 ‘써주다’ 대신 ‘쓰다’
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추천서를 썼어요./적었어요./썼어.’라고 말하였다. 반면에 한
국어 모어 화자의 95%는 문장의 주체인 교수를 높이기 위해 선어말어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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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추천서를 썼어요.’라고 하셨는데 ‘쓰셨어요.’나 ‘써 주셨어요.’ 같은 표현
을 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IE: 친구와 이야기할 때 높임법에 신경 많이 안 써서 그렇게 말했어요. 
IR: 그럼 친구에게 말고 일반적으로 교수님에 대해 무얼 말할 때 ‘-시-’를 
사용하세요?
IE: 당연하죠. 
IR: 아~ 그럼 여기는 상대인 친구가 친한 사이라서 주체 높임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IR: 네. 그리고 우리가 교수님이랑도 아주 친해요. 그래서 높임법을 많이 신
경 쓰지 않았어요.
IE: 만약 대화를 할 때 교수님도 거기에 계셨다면 어떨까요? 똑같이 말할 거
예요? 아니면 ‘-시-’를 사용하실 거예요?
IE: 교수님이 거기 계시면 ‘-시-’를 사용했을 거예요.

[표36]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를 붙였고, 서술어로 ‘쓰다’ 대신 ‘써주시다’를 사용하였고, 5%의 한국어 모어 화
자만이 ‘-시-’를 사용하지 않았고 ‘추천서를 써주었어요./써주었어.’라고 대답하였
다. 그러나 60%의 인도인 학습자들이 선택한 ‘추천서를 썼어요./적었어요./썼어.’ 
등의 표현으로 대답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국어 높임법에서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는 상대를 높이고 선어말어미 ‘-시-’는 
발화에 등장하는 주체를 높인다. 본 상황에서는 발화의 주체인 교수를 높이기 위
해 ‘-시-’를 사용하여 “써주셨다./쓰셨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며, 상
대인 친구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하십시오체 대신에 해요체나 해체를 사용하
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75%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체 높임법의 선어
말어미 ‘-시-’를 사용하지 않았다. 사후 인터뷰에서 따르면 화자가 발화의 주어와 
청자와 친밀한 사이인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또한 발화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보
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이가 없는 것도 화자의 높임법 설정에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다음 표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3와 I-18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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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왜 ‘적었어.’라고 하고 ‘적으셨어.’나 ‘적어 주셨어.’ 라고 안 하셨어요?
IE: 음… 그걸 써야 되는데…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주 안 쓰는 것 같
아요.
IR: 그럼 친구에게 말고 일반적으로 교수님에 대해 무얼 말할 때 ‘-시-’를 
사용하세요?
IE: 네. 다른 데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IR: 그리고 만약 대화를 할 때 교수님도 거기에 계시면 어떨까요? 똑같이 말
할 거예요? 아니면 ‘-시-’를 사용했을까요? 
IE: 교수님 계시면 –시-’를 꼭 사용해야죠.

[표37]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7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Situation 13. In a company meeting, your boss (부장),with whom you have 
friendly relationship, asks you to prepare a report about your section as 
soon as possible. You want say that you will submit  (제출하다) it by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3와 I-17의 사후 인터뷰 자료를 보면 친밀도의 사회
적 요인을 잘못 적용해 한국어 주체 높임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와 친밀한 관계라는 이유로 발화의 주체인 교수에 대해 높임의 
말을 사용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
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문장의 주어일 때 상대방과의 친밀도나 대화의 맥락에 
상관없이 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인 학습자들은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의 중요성과 실
현 양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힌디어에 높임의 선
어말어미 ‘-시-’에 대응되는 문형이 없고 인도 사회의 사적인 장면에서 높임법 
사용의 개념과 빈도가 한국 사회와 다르다는 점도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체 
높임법 사용상 오류를 범하게 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3.2. 상  높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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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How will you say it?
상황 13. 회사 미팅에서 당신(26세)과 아주 친한 사이인 부장(30세)이 보고서
를 하나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다음날까지 제출하겠
다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26 

Yrs
B: 30 Yrs

A (You): Boss 
(부장)

B: Subordinate
very close
친한 사이

Company 
Meeting

회사 미팅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네, 부장님.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준비하겠습니다.    [하십시오체 사용] 45% 70%

네, 부장님. 내일까지 제출할게요./제출하면 안 될까요? 
   [해체 사용] 55% 30%

[표38]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3
 

[표38]에 제시된 상황은 26세 회사 대리가 회사 미팅의 공적인 장면에서 친한 
사이인 30세 부장에게 보고서를 내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70%의 한국
어 모어 화자들이 이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준비하겠습니다.” 등의 표현으로 답하였고 30%
의 한국인 응답자들이 해요체를 사용하여 “내일까지 제출할게요./제출하면 안 될까
요?” 등의 표현으로 답하였다. 반면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55%가 ‘해
요체’를 사용하였고 45%의 응답자들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중 해요체를 사용한 응답자도 30%에 달했지만 다수의 한국인 
응답자들은 이러한 공식적인 장면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과반수(55%)가 해
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원인은 힌디어에서 장면이라는 요인이 높임법의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 사회에서 높임의 표현을 결정할 때에는 보
통 나이, 지위, 친밀도의 요인이 먼저 고려되고 장면은 그 다음으로 고려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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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회사 미팅이라는 공적 상황에서 부장한테 말하고 있는데 왜 ‘제출할게요.’
라고 하고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안 하셨어요?
IE: 부장과 친밀한 관계라면 ‘-ㅂ니다/습니다’보다 ‘-아요/어요’로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IR: 그럼 어떤 경우에 ‘-ㅂ니다/습니다’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IE: 제 생각으로는 부장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아니면 친한 사이가 아니
라면 그 정도로 높여서 말해야 돼요.

[표39]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17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Situation 8. Your professor (B) gave you (A) a document to hand over to 
one of your seniors (선배) (C). You go to the professor’s office to inform 
that you gave the document to your senior. How will you say it?
상황 8. 당신의 교수(B)가 당신에게 어떤 서류를 주며 당신의 선배(C)에게 전
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교수의 연구실에 가서 그 서류를 선배에게 줬다는 
정보를 교수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Position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Situation/
Context Indian  Native 

이다. 이러한 원인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사후 점검 인터뷰에도 드러난다. 
사후 인터뷰에서 인도인 학습자 I-17은 공적 장면이라도 청자와 친밀한 사이라면 
해요체가 하십시오체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다음은 인도 델리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인도인 학생이 교수가 부탁한 서류를 선
배에게 전달하였다고 교수에게 말하는 상황이다.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장면이고 화자인 학생은 교수와 친한 사이이며 선배와는 친하지 않은 사이이
다. 이 상황에서는 90%의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선배한
테/에게/께 서류 전달했습니다./줬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10%만이 해요
체를 사용하여 “선배한테/에게/께 전달했어요./줬어요./드렸어요.”라고 표현하였다. 
반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61.7%가 해요체를 사용하였고, 38.3%만이 하
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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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위 친밀도 장면 Learners Koreans
A (You): 23 

Yrs
B: 40 Yrs
C: 25 Yrs

A (You): 교수
B: 학생
C: 학생

A-B (친한 
사이)

A-C (친하지 
않은 사이)

School
학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선배한테/에게/께 서류 전달했습니다./줬습니다. 
   [하십시오체 사용] 38.3% 90%
선배한테/에게/께 전달했어요./줬어요./드렸어요. 
   [해요체 사용] 61.7% 10%

[표40]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8

IR: 교수님한테 왜 ‘선배에게 줬습니다.’라고 안 하고 ‘줬어요.’라고 하셨어요?
IE: 친한 사이인 교수님에게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습니다체’를 사용하면 
약간 거리감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 다른 학과 교수님이나 
우리 학과장님한테 말할 때 ‘-습니다체’를 사용해요. 
IR: 아, 그럼 지위가 높은 분이라도 친한 사이라면 보통  ‘해요체’를 쓰시나
요?
IE: 네.

[표41]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6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IR: 친밀한 교수님한테 말할 때 왜 ‘선배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하고 ‘전달했

  아래의 사후 인터뷰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는 친 한 사람에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면 거리감이 느껴질 것 같아 해요체를 사용하 다고 응답하 다. 이 학습자

는 친하지 않은 교수들과 화할 때에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친한 사람과 화

할 때에는 지 가 높더라도 하십시오체 신 해요체를 사용한다고 답하 다.

다음 표에 제시된 인터뷰 자료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 K-2는 사적인 상황에서
는 해요체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지위가 높은 대상과 대화할 때 보통 
하십시오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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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두 달 전 한국에 온 27세 인도인 회사원이 31세 한국인 동료와 식사자
리에서 이야기할 때  
친밀도: 친한 사이 

인도인 회사원: ooo 씨 술 잘 마시잖아요.
한국인 회사원: 그런데 저 내일 아침에 회사 가야 돼서 못 먹어요.
인도인 회사원: 괜찮아! 조금만 먹어요.

[표43]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9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어요.’라고 안 하셨어요?
IE: 교수님처럼 지위가 아주 높은 분과는 친한 사이라도 최대한 높임의 표현
을 사용하죠. 같이 식사할 때나 그런 가벼운 분위기에서는 해요체도 많이 쓰
는데 연구실이나 그런 데서는 하십시오체를 써요.

[표42] 한국어 모어 화자 K-2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 인도인 한
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지위와 상대 높임법의 사용에 대해 다른 개념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지위 요인의 영향
력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나이, 친밀도, 장면 등의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서 상대 
높임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위의 대화 관찰 자료에는 두 달 전 한국에 와서 회사에 다니는 27세의 인도인 
회사원이 31세 한국인 동료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둘은 친하지만 서로 존댓말을 하는 사이이다. 그러나 [표43]에 나온 발화와 같이 
때때로 인도인 회사원은 자신도 모르게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후 점
검 인터뷰에서 이 학습자는 친밀한 사람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정도의 상대 높임법
을 택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상대 높임법의 형태와 사
용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 사회에서의 높임법 사용에 친밀도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이해하여 부적절한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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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그 친구 분과 보통 존댓말로 이야기 하셨는데 서로 반말할 때도 있어요? 
IE: 아니요. 우리 반말 하지 않아요. 친하지만 서로 존댓말을 해요. 
IE: 그런데 아까 식사시간에 이야기할 때 반말을 몇 번 하셨는데요. 
  (상황 제시와 설명)
IR: 아~ 우리 친해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중간에 그 정도 표현을 하는 게 
반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IE: 그럼 혹시 그 친구 분도 중간에 그렇게 반말을 쓰시던가요?
IR: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도…

[표44]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9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상황: 23세인 인도 A대학교 학생은 한국인 친구의 어머니와 처음 통화 할 때
장면: 사적인 전화 통화 
친밀도: 아는 사이 

학생: 네. 그럼 저녁 7시 OOO 식당에서 어머님을 만날게요.
[표45]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보통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한국어 높임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외국인 화자가 한국어를 전공하였고 높임법의 실현을 
알면서도 자주 반말을 하면 일부러 높이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고 대인관
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3. 객체 높임법

[표45]에는 인도 A대학교에 다니는 23세 학생이 친한 한국 친구의 어머니와 통
화할 때 발화한 문장이 있다. 한국 친구의 어머니가 인도에 방문하여 셋이 함께 
저녁을 먹으려 하는 상황으로 인도인 학생은 친구의 어머니를 만난 경험이 없으
며, 친구의 어머니와 처음 통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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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친구 어머니와 처음 이야기할 때 왜 ‘만나요.’라고 말하고 ‘봬요.’라고 안 
하셨어요? 
IE: 친한 친구의 어머니와 편하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딱딱하게 높임말 할 
필요 있어요? ‘만나요.’도 존댓말이잖아요.

[표46]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이 상황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은 친한 친구의 어머니와도 친밀감을 느
껴서 ‘뵐게요.’라는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만날게요.’라는 표현을 사
용하게 되었다. 사후 인터뷰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은 친한 친구의 어머
니와 편하게 이야기할 때 높임의 특수한 어휘를 쓰는 정도의 높임 표현을 하면 딱
딱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친구의 부모님과 아무리 친해도 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사
용한다. 그래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친밀도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잘못 고
려하여 이런 부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하면 실례를 범하게 된다.  

4. 장 면 요인 에  따른 높임법 의 사용 양상

4.1. 주체 높임법 

인도에서는 지위와 나이가 장면보다 높임법의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적 장면을 매우 편하게 인식
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상황: 델리에 있는 A대학교 커피숍에서 인도인 한국어 교수한테 밀크티를 주
문하는 것이 괜찮으냐고 물어볼 때
인도인 학습자의 나이: 23세
상대 나이: 40대 
상대 지위: 교수
장면: 사적
학생: (교수한테) 선생님, 밀크 티 괜찮아요? 

[표47]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3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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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여기 교수님한테 말하는데 왜 ‘괜찮으세요?’ 안 쓰고 ‘괜찮아요?’ 사용하셨
어요?
IE: 음… 그냥 신경 안 썼어요. 거기 수업 아니었잖아요. 그냥 선생님과 같이 
차 마시고 있으니까 편하게 말했어요.
IR: 아, 네. 그럼 혹시 수업이나 연구실에서 그런 경우에 ‘괜찮으세요?’라고 말
할 거예요?
IE: 네. 당연하죠.

[표4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3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위의 실제 대화는 23세인 인도인 대학생이 대학교 캠퍼스의 커피숍에서 교수와 
대화하는 상황으로, 학생이 교수에게 밀크티를 주문하는 것이 괜찮은지를 물어보
고 있다. 학생은 지위가 높은 교수에게 말할 때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
하지 않고 “선생님, 밀크 티 괜찮아요?”라고 말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교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될 대상이다.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는 ‘-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높임의 주격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해요체보
다 높은 단계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도인 학습자들이 한국
에서 사회생활을 하며 이러한 발화를 계속 하는 경우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
을 줄 수 있다.   

사후 인터뷰에서는 이 학습자에게 왜 교수와 대화할 때 교수를 제대로 높이지 
않았는지를 물어 보았다. 학습자는 커피숍에서 함께 차를 마시는 것이 사적 장면
이므로 높임의 선어말어미 사용하는 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 낮은 사람을 높일 지의 여부를 감정과 장면에 
따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장면에 상관없이 무조건 높
임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지위에 맞는 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77 -

Situation 6. You (A) are a 30 years old employee in a company and B (28 
years old) is your department manager (부장).  You are in a restaurant for 
dinner with many other employees. You want to ask 부장 if he drinks 
alcohol (술). How will you ask?
상황6. 당신은 회사의 30세 대리이고 B는 28세 부장입니다. 당신은 부장이 합
석한 상태에서 여러 동료와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부장에게 술을 마실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Yrs

B: 28 Yrs

A (You): 
Executive 

(대리)
B: Department 

manager 
(부장)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Restaurant

식당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약주 하십니까?/한 잔 하시겠습니까?/ 술 괜찮으십니까?  
   [하십시오체 사용] 33.3% 55%
술 한 잔 하시겠어요?/술 괜찮으세요?/주량이 어떻게 되세
요?/술 드시나요?/술 괜찮아요?      [해요체 사용] 66.7% 45%

[표49] 인도인 학습자들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6

4.2. 상  높임법

 

위의 표에서는 30세인 회사 대리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28세의 부장에게 술
을 마실지 물어보는 상황이 등장한다. 제시된 장면은 사적인 장면이며, 화자와 청
자가 친밀하지 않은 사이이다. 이 상황에서 55%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높임의 
어말어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약주 하십니까?/한 잔 하시겠습니까?/술 괜찮으
십니까?”와 같이 응답하였고, 나머지 45%가 해요체를 사용하여 “술 한 잔 하실 거
예요?/술 괜찮으세요?/주량이 어떻게 되세요?/술 드시나요?/술 괜찮아요?”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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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부장한테 “술 한 잔 하시겠어요?” 대신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IE: 회사에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겠지만 같이 밥 먹을 때는 “-습니까”라는 
표현이 좀 딱딱한 것 같아요. 
IR: 그럼 식사 같은 사적인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세
요?
IE: 아니요. 절대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위가 저보다 높아도 나이가 저보다 어려서 ‘하시겠어요?’라고 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IR: 아, 만약 부장이 나이가 많았으면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했을까요?
IE: 음… 나이가 4-5살 많아도 저는 ‘하시겠어요?’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보
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하시겠습니까?’라고 말할 거예요.

[표50]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I-9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을 하였다. 그러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33.3%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
였고 66.7%가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는 모두 높임의 종결어미이지만 하십시오체가 해요체보다 
한 단계 높은 표현이다. 대상을 친근하게 대우할 때에는 해요체를 사용하지만 상
대와의 지위 차이와 거리감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 하십시오체를 사용한다. 
본 상황에서는 상대가 화자보다 지위가 높은 부장이며 화자와 청자의 사이가 서로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5%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가장 높은 단계의 높임 표현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 상황에서 지위보다 나이와 장면의 사회적 요인을 더 중시하여 친근
하게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다음 표에 나타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후 인터
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I-9의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위 상황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는 높임법을 사
용할 때 지위보다 나이 요인을 더 중시하고 있다. 1.1.절의 [표1] 상황1 에서도 
대부분의 인도인 학습자들이 지위가 높은 상대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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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4세인 인도 A대학교 학생이 23세 한국인 친구와 인도와 한국의 선물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장면: 학교 식당 
친밀도: 친밀한 사이 

인도인 학생: 저는 보통 아버지의 생일 때 옷 같은 걸 선물로 줘요. OOO 씨
는 아버지에게 어떤 선물을 주세요? 

[표51]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0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발췌

IR: 아까 한국인 친구들과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의 생일’과 ‘아버지에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생신’ 같은 높임의 어휘 그리고 ‘-께’ 같은 조사를 왜 사용

회사의 공적인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하였는데, 이 상황 역시 같은 
맥락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도인 화자들이 지위 요인보다 나이 요인으
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3. 객체 높임법

앞에 [표47]와 [표49]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나이, 지위와 친밀도 요인
의 영향을 받아 장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발화를 자주 한다는 사례들을 제시하
였다. 그러나 [표51]처럼 인도인 학습자들이 사적인 장면에서 높임의 정도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에 나온 실제 대화 관찰 자료도 그런 상황을 나타
낸다. 

[표51]의 대화 관찰 자료는 24세의 인도 A대학교 학생이 학교 식당이라는 사적
인 장면에서 23세인 한국인 친구와 한국과 인도의 선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 상황에서 인도인 학생은 자신과 친구의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 높임의 조사 ‘-께’와 높임의 동사 ‘드리다’ 대신 ‘-에게’와 ‘주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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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셨어요?
IE: 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높임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반말은 
안 하지만 높임의 어휘 정도 쓰는 것에 신경 안 써요.
IR: 만약 잘 모르는 한국인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 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높임의 어휘를 사용하실 거예요?
IE: 네.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밀하지 않으면 높임
말을 사용해요.

[표52]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0의 사후 점검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사후 점검 인터뷰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O-10은 인도 사회에서는 친한 사
이인 친구와 이야기할 때 편하게 말을 하고 높임법의 사용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
문에 한국인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응답하였다. 힌디어에 높임의 조
사와 특수 동사 어휘가 없는 것도 인도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
용하는 까닭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ODCT와 실제 대화 관찰 자료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 표현의 사용에서 사회언어학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르

게 작용한다. 인도에서 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청자
와 화자의 사회적 ‘지위’이고 그 다음이 ‘나이’와 ‘친밀도’, 그리고 마지막이 ‘장면’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어의 경우에는 ‘나이’와 ‘지위’가 높임법의 실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장면’과 ‘친밀도’라는 요인의 영향력은 그에 비해 작다. 그
러나 상황에 따라 장면과 친밀도는 나이와 지위의 요인에 비해 높임법의 사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국어와 힌디어 높임법에서 사회언어학적 요인들
의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한 높임 표현
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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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도인 학습자를 한 한국어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

II장과 Ⅲ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한국어 
높임법 오류의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 표현의 사용에서 나이, 지위, 친밀도와 장면의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의 영향력
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어와 힌디어 높임법에서 사회언어학적 요인의 
비중 차이 때문에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부적절한 높임 표현을 하게 된다. 둘
째는 힌디어에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대 높
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없는 힌디어를 모어로 익힌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는 상대와 
객체에 따라 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는 인도
인 학습자들이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의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대로 인지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문
법의 형태를 주로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모국어에서 학습한 높임법
의 지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인 학습자가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나이, 지위, 장면과 친밀도의 영향,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 형태의 대
조, 그리고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의 형태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 학습자를 위
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선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
표를 토대로 하여 교수-학습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 국어 높임법 의  교 수 -학 습  목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높임법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본 절



- 82 -

에서는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마련하고자 한다. 
언어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에

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와 의도를 적절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잘 해
석하고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언어 교육의 목표
는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Ⅲ장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분석에서 인도인 학
습자들은 실생활에서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하거나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그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름
을 알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한국어 화자들이 실제 상황에
서 높임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볼 기회가 없고, 실생활에서 직접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마련할 교
수-학습 방안의 목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인들과 적절한 높임의 말을 하면서 성공적으
로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체계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인 학습자를 위해 
마련한 높임법 교육 방안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체계를 잘 알고 한국어 높임의 
문법과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
학적인 요인을 정확히 알고 그 요인에 따라 적절한 높임의 표현을 할 수 있다. 

(3)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인들과 적절한 높
임법을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2 . 한 국어 높임법 의  교 수 -학 습  내용

III장에서 인도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의 양상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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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 높임법 - ‘-님’, ‘-께서’, ‘-시-’와 간접 높임법
2. 상대 높임법 -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의 사용, 압존법
3. 객체 높임법 - 조사 ‘-께’, ‘드리다‘, ‘뵙다’, ‘모시다’ 등 특수 어휘의 사용

[표53] 한국어 높임법의 문법과 어휘의 교육 내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인도인 학습자들이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의 비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인 
학습자들의 높임법 사용 양상에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 측면과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측면에서 교수-학습하는 것이 필요하
다. 먼저 힌디어 높임법과 대조하면서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에 대해 교육한 뒤 한국
어와 힌디어 높임법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에 대해 교육한다.  

2.1.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 지식  

Ⅲ장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분석에서 인도인 학
습자들은 한국어 높임법의 문법과 어휘 사용에서 오류를 자주 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에 참석한 모든 학습자들이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에서 2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로서 수업시간에 한국어 높임법에 관련된 
문법을 전반적으로 학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한계와 교수-학습 방안의 문
제점으로 인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 내 대부분
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교사는 영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데 영어의 높임법 
개념 및 체계가 한국어와 많이 달라 인도인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인도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를 가르칠 때에는 영어로 설명하
는 것보다 힌디어 높임법의 형태와 비교하며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리라 본
다. ODCT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에
서 오류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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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어 높임법 형태는 주체 높임법에서 사
용되는 높임의 접미사 ‘–님’, 선어말어미 ‘-시-’와 간접 높임법, 상대 높임법에서 
사용되는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의 사용과 압존법, 그리고 객체 높임법에서 사
용되는 조사 ‘-께’와 높임의 특수 어휘였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내용을 설정할 때에는 위의 문법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학습
자들이 이러한 문법 형태들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
요가 있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한국어 높임법 형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1.1. 주 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은 힌디어에도 잘 발달되어 있으며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높임의 대
명사와 선어말어미에 대응되는 형태가 힌디어에도 존재하므로 인도인 학습자들에
게 한국어 주체 높임법의 형태를 힌디어의 형태와 비교하면서 가르치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한국어에는 높임의 2인칭 대명사로 ‘당신, 어르신’ 등이, 예사말의 2인
칭 대명사로 ‘너, 자네’ 등이 있다. 높임의 3인칭 대명사로는 ‘이분, 그분’ 등을 사
용한다. 힌디어에서는 ‘당신, 어르신’ 등 높임의 2인칭에 대응되는 형태로 ‘आप 
(Aap/압)’이 사용되고, 낮춤의 2인칭 대명사 ‘너, 자네’ 등에 대응되는 형태로 ‘तुम 
(Tum/뚬)’이 사용된다. 높임의 3인칭 대명사인 ‘이분, 그분’ 에 대응되는 힌디어 
형태는 각각 ‘ये(Ye/예)’와 ‘वे (We/외)’이며, 예사말의 3인칭 대명사 형태는 각각 ‘य
ह (Yah/야흐/이 사람)’와 ‘वह (Wah/와흐/그 사람)’이다. 한국어 주체 높임법의 선어
말어미 ‘-(으)시-’에 대응되는 힌디어 높임의 종결어미는 ‘-हैं (-Hain/-행)’, ‘-ते 

हैं (-Te hain/-떼 행)’, ‘-रहे हैं (-Rahe hain/-라헤 행)’, ‘चुके हैं (Chuke hain/-쭈께 
행)’ 등으로, 문장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가 사용된다. 힌디어와 한국어에
서 이 형태들의 사용법을 비교하면서 가르치면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 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힌디어와 한국어 문장을 제시하면서 한국어의 높임
의 대명사와 선어말어미의 사용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 힌디어와 한국어 문장
에서 대비되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하면서 학습자가 쉽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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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언제 올 거야?
तुम कब आओगे?
(뚬 까브 아오게?)

선생님, 언제 오실 거예요?
आप कब आयेंगे?
(압 까브 아엥게?)

그는 뭘 하는 거야?
वह क्या कर रहा है?
(와흐 꺄 까르 라하 해?)

그분은 뭘 하시는 거예요?
वे क्या कर रहे हैं?
(외 꺄 까르 라헤 행?)

[표54] 한국어 주체 높임법의 교육 내용 사례 - 1

철수가 밥을 먹었어요?
छौल्सू ने खाना खा िलया?
(철수 네 카나 카 리아?)

할아버님께서 식사를 하셨어요?
दादाजी ने खाना खा िलया?
(다다지 네 카나 카 리아?)

수진이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शायद सुिजन के पास समय नहीं है. 
(샤야드 수진 께 빠스 사마이 나힝 
해.)

교수님께서 시간 없으신 것 같아
요.
शायद िशक्षक महोदय के पास 
समय नहीं है.
(샤야드 식샥 마호다이 께 빠스 
사마이 나힝 해.)

[표55] 한국어 주체 높임법의 교육 내용 사례 - 2

식하게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힌디어와 한국어 두 언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높임법의 형태도 있지
만 그렇지 않은 형태도 있다. 한국어 높임법의 주격조사인 ‘-께서’와 높여서 표현
해야 할 인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상을 높여서 말하는 간접 높임법은 힌디어
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형태들도 힌디어와 대조를 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설명
하면 학습자들이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할 때 도움
이 될 것이다.

2 .1.2 . 상  높임법

힌디어에는 상대 높임법의 개념이 없어서 인도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상대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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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말어미 상황/상대/장면 예문

하 십 시
오체

나이 많음
지위 높음
공적 장면

(1) 과장님, 제가 미팅에 좀 늦을 것 
같습니다.
सर , लगता है मैं आज मीिटंग में थोड़ा लेट  
हो  जाऊँगा.
(2)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अब मैं अपना ूेजेंटेशन शुरू करंूगा.

해요체
나이 많거나 비슷함
지위 높거나 비슷함
사적 장면
친밀도 높음

(1) 누나, 제가 좀 늦을 것 같아요.
दीदी , लगता है मैं आज में थोड़ा लेट हो 
जाऊँगा.
(2) 과장님, 고기 좀 더 드세요.

법을 사용할 때 자주 오류를 범한다. 따라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상대 높임법의 형태를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힌디어에서는 상대가 누구인지
가 문장의 구조와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로 주체에 따라 높임법의 형태가 
설정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상대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사회 지위
가 높은지 낮은지, 대화의 장면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그리고 상대와의 친밀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높임법의 사용이 설정된다. 한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을 나타
내는 요소는 어말어미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상대 높임법의 체계는 6등
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의 명칭은 해라체, 해체, 하게체, 하오체, 해요체와 하십시
오체이다. 이중 해라체, 해체와 하게체는 상대를 높이지 않고 말할 때 사용하고, 
하오체,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는 높임말을 할 때 사용한다. 이 6등급의 높임 표현
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과 청유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6등급의 어말어미 
중에서 하십시오체와 해요체, 해체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고 외국인 학습자
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을 마
련할 때 하십시오체, 해요체, 해체의 어말어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 나이, 지위, 장면 요인에 따라 이 세 가지 
어미의 사용법을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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सर , मांस थोड़ा और खाइए.
(3) 철수 씨, 우리 내일 만날까요?
छौल्सू जी , हम कल िमलें क्या?

해체
나이 적거나 비슷함
지위 낮거나 비슷함
사적 장면
친밀도 아주 높음

(1) 수진아, 우리 내일 만날까?
सुिजन , हम कल िमलें क्या?
(2) 언니, 밥 먹었어?
दीदी , तुमने खाना खा िलया?

[표56] 한국어 상대 높임법의 어말어미 교육 내용 사례
     

위 표와 같이 한국어와 힌디어에서 하십시오체, 해요체와 해체의 사용법을 대조
하면서 가르치면 학습자가 힌디어와 한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의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다.  

2 .1.3. 객체  높임법

한국어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한 동사에는 ‘모시다(데리다), 
드리다(주다), 뵙다(보다), 여쭙다(묻다)’ 등이 있으며, 부사어로 표현되는 객체를 
높이는 경우에는 높임의 의미를 가진 동사와 여격조사 ‘-께’를 함께 사용한다. 그
러나 힌디어에는 높임의 여격조사 ‘-께’에 대응되는 형태가 없다. 높임의 어휘는 
몇 가지 있으나 대부분 산스크리트어나 아랍어에서 비롯된 외래어로 현재는 잘 쓰
이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인 학습자들이 이러한 외래어 높임 어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객체 높임의 특수 어휘를 가르칠 때 학습자들의 이 배경 지식을 활
용하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높임의 여격 조사 ‘-께’에 대응되는 
형태가 힌디어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칠 때 ‘-에게’와 ‘-께’의 사용 차이를 
힌디어와 한국어 예시 문장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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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상황/상대 예문

-에게
나이 적거나 비슷
함
지위 낮거나 비슷
함

(1) 어제 남동생에게 전화했어요. 
कल छोटे भाई को फोन िकया.
(2) 친구에게 선물을 줄 거예요.
दोःत को उपहार दंगाू .

-께 나이 많음
지위 높음

(1) 어제 교수님께 전화했어요.
कल ूोफ़ेसर साहब को फोन िकया.
(2)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게요. 
दादीजी को उपहार दंगाू .

[표57] 한국어 객체 높임의 조사 ‘-께’의 교육 내용 사례

밥을 먹다
진지를 
잡수시다

철수가 밥을 먹었어요?
छौल्सू ने खाना खा िलया?

선생님께서 진지를 잡수셨습
니까?
गरुुदेव ने भोजन महण कर 
िलया?

자다
주무시다

수진이 잘 잤어요?
सुिजन ठीक से सोई?

교수님께서 잘 주무셨어요?
गरुूजी से ठीक से रािऽ 
िवौाम िकया?

[표58] 한국어 객체 높임법의 특수 어휘 교육 내용 사례

위 표에서 나온 힌디어의 높임 특수 어휘들은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이
를 활용하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 어휘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높임법 문법과 어휘를 공부한 후에도 높임법을 부적
절하게 사용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학습자가 단순히 높임법 형태의 의미만 알
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 내용에서 높임법 문법과 어휘의 형태적인 지도 이외에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높임법의 사용에 대해서도 교수-학습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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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지식

한국어 높임법 교수-학습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
인들과 적절한 높임의 말을 사용하면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게 하는 것이다. 따
라서 한국어 높임법의 교육 내용 설정 시 다양한 실제 한국 생활에서의 높임법 사
용 자료를 제시하고 높임법의 사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도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언어와 문화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언어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문화도 이해해야 한다.5) 브라운(Brown, 2007)은 언어가 문화의 일부
분이고 문화가 언어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토말린(Tomalin, 2008)은 읽기, 쓰
기, 듣기와 말하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 이외에 문화가 다섯 번째 기능 (The fifth 
skill)이라고 하였다. 민현식(2008)도 ‘목적’과 ‘목표’를 구별하면서 제2언어를 숙
달할 목표 사항들을 사용(언어 상황, 언어 주제, 언어문화), 의미(언어 기술), 형
식(문법)의 3차원 영역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높임법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므로 한국어교육 내용에 한국 사
회･문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인도 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는 주로 문법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문화 교육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수업에서 문법 형태를 설명하고 그 형태를 사용하여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 
네 가지 기능을 연습하지만 한국 문화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교육은 소홀하기 때
문에 수업에서 학습한 언어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형태와 표현을 문법적으로 잘 이해한 후에도 실제로 의사소통
을 할 때는 그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한국 사회의 문화에 대한 내용과 실제 의사소통에서의 사
회･문화적 요인을 포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에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포함하였다. 한
국어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인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한 언어를 학습할 때 언어적 능력 만 충분하지 않고 학습자가 언어의 문화적인 부분의 학
습도 중요하다. 피터슨 & 콜트레인 Peterson, E., & Coltrane, B. (2003). Cultur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ERIC Clearinghous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 90 -

나이
상대나 객체의 나이가 
많은 상황

상사, 교수님, 나이 많은 친구나 모르는 
사람 등

상대나 객체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적은 상황 친구, 형제, 동기 등
상대나 객체의 지위가 
높은 상황 회사상사, 교수, 손님, 아버지 등

지위 상대나 객체의 지위가 
낮은 상황 회사부하, 제자, 후배, 동생 등

친밀도
친밀한 관계 친한 친구나 가족

소원한 관계 처음 만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친밀하지 않은 사람

장면
공식적인 장면 학교(수업), 회사, 은행, 우체국, 출입국 

관리소 등
비공식적인 장면 학교(수업 외), 집, 사적 만남 장소 등 

[표59] 높임법의 사회적인 요인의 교육 내용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인도와 한국 문화에서 나이, 지위, 친밀도와 장면의 

요인들이 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대화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서 인도
와 한국 사회에서의 발화의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 토론한다. 학습자들에게 한국 
사회에서 높임법의 적절한 표현과 부적절한 표현의 차이를 힌디어 표현들과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한다. 

다음은 나이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양상 교육 내용의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는 상대의 나이가 화자보다 1. 적고, 2. 같고 3. 많은 세 가지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나이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적절한 표현을 가르친다. 동일한 상황에
서 한국과 인도 사회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각각 제시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상황
을 만들 때 다양한 친밀도의 상대를 제시하면서 나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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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대화 참여자/상황 한국어 표현 힌디어 표현

화자: 25세; 청자: 20세 
친밀도: 친하지 않은 사
이
장면: 사적

철수/철수야, 점심을 
먹었어? (×)
철수(씨), 점심을 먹
었어요?/드셨어요? 
(√)

छौल्सू , तुमने लंच   
कर िलया? (Ø)
 छौल्सू (जी ) आपने लंच 
/भोजन कर िलया? (√) 

화자: 25세; 청자: 25세 
친밀도: 아주 친한 친구 
사이
장면: 사적

수진 씨/선생님, 점심
을 먹었습니까?/드셨
어요?  (×)
수진/수진아, 점심을 
먹었어?/먹었어요? 
(√)

सुिजन मैम , आपने लंच/
भोजन   कर िलया? (Ø)
सुिजन , तुमने / आपने 
लंच कर िलया? (√)

화자: 25세; 청자: 28세 
친밀도: 아주 친한 사이
장면: 사적

철수 (씨). 점심을 먹
었어? (×) 
형/철수 형/ 선생님, 
점심을 먹었어요?/드
셨어요? (√)

छौल्सू (जी ),   तुमने 
लंच कर िलया? (Ø)
 भैया / छौल्सू भैया / 
सर आपने लंच /भोजन 
कर   िलया? (√)

[표60] 나이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교육 내용 사례

인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다음은 지위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양상 교육 내용의 사례이다. 이 
자료의 모든 상황에서 화자는 청자보다 나이가 1살 많지만 청자의 지위가 화자보
다 1. 높고 2. 같고 3. 낮은 세 가지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친밀도는 첫째와 둘째 
상황에서는 높지만 셋째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친하지 않은 사이이다. 이 모
든 상황에서 힌디어와 한국어로 표현한 문장 중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
지 살펴보고, 지위에 따른 높임법 사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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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대화 참여자/상황 한국어 표현 힌디어 표현

화자: 대리; 청자: 과장 
화자: 25세; 청자: 24세
친밀도: 아주 친한 친구 
사이
장면: 공적

철수, 점심을 먹었어? 
(×)
철수 씨, 점심을 먹었
어요? (×)
과장님, 점심을 드셨어
요? (√) 

छौल्सू ,   तुमने लंच 
कर िलया? (Ø)
 छौल्सू (जी ) आपने  
लंच  कर िलया? (Ø)
सर /मैनेजर साहब ,  
आपने लंच /भोजन कर  
िलया? (√)

화자: 과장; 청자: 과장 
화자: 25세; 청자: 24세
친밀도: 아주 친한 사이
장면: 공적

철수/철수야, 점심을 
먹었어? (×)
철수 씨/선생님/과장님, 
점심을 먹었어요?/드셨
어요? (×)

छौल्सू तुमने लंच   कर 
िलया? (Ø)
 छौल्सू (जी ) आपने  
लंच /भोजन कर िलया? 
(√) 

화자: 과장; 청자: 대리 
or
화자: 손님; 청자: 웨이
터 
화자: 25세; 청자: 24세 
친밀도: 친하지 않은 사
이
장면: 공적/사적

야/저기! 물   좀 갖다 
줘/갖다 줄래/갖다 줄 
수 있어? (×) 
OOO 씨,   저기요! 물 
좀 갖다 주세요/갖다 
주시겠어요/ 부탁드려
도 돼요? (√)

ओये , हैलो ! ज़रा   
पानी  देना /दो? (Ø)
हैलो OOO जी /भैया / 
भाई साहब ! जरा पानी 
देंगे क्या /दे सकते   हैं 
क्या ? / मांग सकता 
हँ ू क्या? (√)

[표61] 지위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교육 내용 사례

 

  

다음은 친밀도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양상 교육 내용의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친밀도가 다른 세 가지 상황에서 힌디어와 한국어로 표현한 문장 중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부적절한지를 살펴보면서 학습자가 그 차이를 잘 이해할 
수 있고 한국 사회에서 친밀도의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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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도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대화 참여자/상황 한국어 표현 힌디어 표현

친밀하지 않음
화자: 가게 주인 (50
세)
청자: 손님 (20세)
장면: 가게

학생, 어떤 색깔을 좋
아해? (×)
손님, 어떤 색깔을 좋
아하시나요? (√) 

कौन सा कलर पसंद 
करते हो , बेटा? (Ø)
आप कौन सा कलर 
पसंद करते हैं? (√) 

조금 친밀함 
화자 : (30세)
청자 : 회사동료 (29
세)
장면: 회사 미팅

OOO(씨)가 말한 것과 
같이… (×)
OOO선생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 

जैसा िक OOO ने 
बोला.. .. (Ø)
जैसा िक ौी OOO  
जी ने बोल...◌ा(√) 

매우 친밀함
화자: 아들 (20세)
청자: 엄마 (50세) 
장면: 집

엄마, 저/나 김치찌개 
싫어하는데 다른 것으
로 만들어 줘./줘요./주
세요. (√) 

मां /मम्मी /अम्मा (जी), 
मुझे िकमची िचगे पसंद 
नहीं है , कुछ और बना 
दो /दीिजये. (√) 

[표62] 친밀도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교육 내용 사례

장면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대화 참여자/상황 한국어 표현 힌디어 표현

화자: 25세 
청자: 25세

철수/철수야, 네가 아
까 이야기했던 것과 

छौल्सू ,   तुमने अभी 
जो  बोला उसके बारे में 

다음은 장면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양상 교육 내용의 사례이다. 
이 자료에 나온 두 상황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나이, 지위, 친밀도 등 모든 요
인들이 동일하고 장면의 요인만 달라졌으며 그에 따라 높임의 표현도 달라짐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사적과 공적 장면에서 높임법 사용의 차
이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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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도: 아주 친한 동
학 친구
장면: 같이 공부하는 
사적 장면

관련 질문 하나 있어./
있는데. (×) एक ूश्न है. (Ø) 

화자: 25세 
청자: 25세
친밀도: 아주 친한 동
학 친구 
장면: 학과 세미나의 
공적 장면

철수/철수야, 네가 아
까 이야기했던 것과 
관련 질문 하나 있어./
있는데. (×)
철수 선생님, 아까 말
씀하신 것과 관련 질
문 하나 있습니다./있
는데요.. (√)

छौल्सू ,   तुमने  अभी 
जो बोला उसके बारे में ए
क ूश्न है. (Ø)
 छौल्सू जी , आपने अभी 
जो कहा उसके बारे में 
एक   ूश्न है. (Ø) 
(√) 

[표63] 장면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교육 내용 사례

3. 한 국어 높임법 의  교 수 -학 습 의  방 법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의 효과적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교수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실생활의 언어 사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역할극을 활용하였다. 이 장에서는 의사소통 교수법과 외국어 교육에서의 
역할극 사용에 대한 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3.1. 의사소통 심 교수법의 용 

의사소통 교수법은 기능적 교수법이다. 제2언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은 
외국어 학습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 언어 사용 능력은 실제로 언어를 사용해봐야 
개발되기 때문에 언어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실제 언어를 사용해 볼 기회가 주
어져야 한다. 교실에서 시행하는 의사소통 활동은 학습자에게 그러한 기회를 제공
해준다. 박원(1996)은 의사소통 교수법의 기본 원리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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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학습자들이 짝을 짓거나 소그룹을 만들어 
의견 교환을 하거나 학습 활동을 한다. 학습자들은 경쟁보다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2) 상호작용 학습(Interactive Learning): 의사소통 능력의 핵심은 상호작용성
에 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3) 학생중심의 학습(Learner-centered Teaching): 학생중심의 학습은 교사중
심 학습과 반대되는 수업 형태이다.

의사소통 교수법은 하나의 교수법이라기보다 언어교수학법의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교수법 관점에서는 의사소통 경험을 통해 언어의 규칙과 어휘
를 습득하고, 매 학습이 종료될 때마다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학
습 진도는 문법의 명시적인 양보다는 의사소통의 유창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러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의사소통 능력 개발에 언어 교육 목표를 둔다.
(2) 언어는 사회언어학적 배경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3) 언어 학습에서는 형태보다 언어의 기능과 의미가 중요하다.
(4) 정확성보다는 유창성 개발에 초점을 둔다.
(5) 문법보다는 언어 사용의 규칙을 중시한다.
(6) 교재와 방법론에서 언어의 다양성이 중심 개념이 된다.
(7)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광범위한 의사소통 과정을 터득할 수 있게 유도하고, 

학습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배우게 한다.
(8) 오류나 시행착오를 긍정적인 중간언어 현상으로 본다.
(9) 읽기와 쓰기는 바람직하다면 첫날부터 시작 가능하다.
(10) 학습자는 사전 연습이 없더라도 언어를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11)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해 시청각 교육기구 및 다양한 활동을 최대한 활용

한다.

 리틀우드(Littlewood, 1981)는 교실 내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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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mmunicative activities 
(전 의사소통 활동)

Structural activities 
(구조적 활동)
Ouasi-communicative activities 
(준 의사소통 활동)

Communicative activities 
(의사소동 활동)

Functional communication activities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
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

[표64] 리틀우드(Littlewood, 1981)의 의사소통 교수법 활동 절차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적 활동
을 제시하였다.

첫 단계는 보통 교사의 지시나 도움이 필요한 활동이 제시되고, 그 후 단계는 
학습된 의미에 속하는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자는 언어 
형태 습득을 위한 부분 기술 활동이고, 후자는 의사소통 기능의 습득을 위한 통합 
기능 활동으로 구분하며 이 둘은 서로 연속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수행
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첫 활동 영역에서 의사소통적 활동을 통해 익힌 지식을 
상호작용 활동으로 유도하며 언어의 기능적 의미를 습득하도록 하는 기능적 의사
소통활동에 주력하고, 그 후 목표 언어의 일정한 맥락 속에 사용되는 사회적 의미
를 습득하게 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학습자가 기능적 의미를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 차이 활동, 문제 해결 활동 
등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상호작용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1).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Functional communication activities)

의사소통 기술의 핵심은 특정 상황에서 의도된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할 언어를 
고르는 능력이다. 리틀우드(Littlewood, 1981)는 정보 공유 및 처리와 관련된 네 
가지 주요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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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제한된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 활동
ㄴ. 부제한의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 활동
ㄷ. 정보의 공유 및 처리 활동
ㄹ. 정보 처리 활동

문제 해결활동은 상호작용 활동이 병행될 때 기능적 의미 습득 및 효율적 활동
이 가능하다. 한편 리틀우드(Littlewood, 1981)는 외국어의 사회적 의미를 효율적
으로 습득하기 위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 교실에서 외국어만 사용하기
  b. 외국어를 교수매체로 사용하기
  c. 토론이나 대화 모임 갖기
  d.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화나 역할 놀이하기

        (2).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Social Interaction Activities)

사회적 상호작용 활동이란 사회적 상황에 직면할 때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는 것
이며 가장 단순한 상호작용 유형이다. 이 활동에서는 게임의 요소를 도입해서 정
보를 점차 알아낸다.

사회적 상황으로서의 교실수업(The Classroom as a Social Context): 교실은 
그 자체가 실제 사회적 장면-외국어 학습을 위한 인위적 환경이다.

시뮬레이션과 역할극 (Simulation and Role playing): 교실 외부에서 발생 가능
한 상황을 묘사하거나, 의사소통상호작용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창조한다. 이 모든 
활동이 시뮬레이션과 연관되지만 교사의 통제와 학습자의 창의성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이처럼 교사가 목표어를 교실에서 사용하고 학습자에게도 사용하게 함으로써 실
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리틀우드(Littlewood, 1981)
는 언어 학습에서의 의사소통 활동 기여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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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 과제 학습 제공
 동기 향상
 자연적 학습 제공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상황 창출

이와 같이 의사소통 활동의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교실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체
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또한 상호작용 활동을 통해 목표언어의 사회적 의미
를 습득하도록 해야 하며, 학습자의 동기와 의욕을 높여 학습자 스스로 상황에 따
른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바탕으로 리틀우드(Littlewood)의 기능
적 의사소통 활동(Functional communication activities) 및 시뮬레이션과 역할극 
(Simulation and Role playing) 활동에 초점을 두고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실생활에서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을 연습시키고, 수업에서 실생활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서 배운 내용을 
연습하게 할 목적으로 역할극 활동을 사용한다. 다음 절에서는 언어 교육에서의 
역할극 사용에 관한 이론에 대해 논의한다.  

3.2. 언어 교육에서의 역할극 사용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역할극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적절한 
한국어 높임법 사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시킨다. 이 절에서는 언어
교육에서의 역할극에 대한 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어 높임법은 특성상 듣는 사람을 고려해 높임법을 선택하게 된다. 청자와 
화자가 달라지면 높임법도 달라진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의 교육도 실생활에 도
움이 되도록 실제 담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역할극은 다양한 상
황에서의 한국어 높임법을 교육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역할극은 여러 연
구에서 실생활의 언어를 가르치는 데에 좋은 도구로 언급된 바 있다.6) 본 연구에
6) 역할극은 학습자가 실생활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이상적인 도구이다. (Maley & Duff, 

1982); (Marienelli, 1983); (Siskin & Spinelli, 1987); (Snyman & De Kock, 1991); 
Brown (1987); Oller (1977); Nunan (1989); Golebiowska(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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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역할극을 활용하여 현재 인도의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고려한 실제 상황에서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을 교육하는 방
안을 제시한다. 

언어는 사회생활에서 개인 간의 사고 과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개인의 생각과 감
정을 표현한다. 한편 역할극은 협동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역할극을 통해 
극중 인물이 되어 그 인물의 생각과 사고 과정을 실현하고 사고의 폭과 삶의 경험
을 넓힐 수 있다. 역할극은 언어 사용 능력에 효과적인 도구다. 

데이비스(Davies, 1990)는 학습 내용과 실제 사회의 언어 사용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역할극이라고 보았다. 동일(Dougil, 1987)도 수동적인 태
도의 학생들을 역할극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
다. 또한 그는 역할 놀이 학습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② 언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예측성을 깨닫게 한다.
③ 교실 내 활동과 실제 생활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④ 창의성 및 전인적인 성장을 촉진한다.
⑤ 자신감을 발달시키고 동시 유발을 할 수 있다.
⑥ 능력이 다양한 대다수 구성원을 만족시킨다.

역할극은 학습자들이 누구인지 가정하여 말하게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어떤 인
물이며, 어떤 상황인지 가정하여 상상하도록 한다. 역할극은 학습자들이 교실 밖의 
상황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가르치는 방법이다. 역할극 도입
에는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학습자들 모두가 어떤 인물이 되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교사는 언어의 정확성이 중요한 활동
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상황 설정이 복잡하지 않도록 상황을 
단순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능 표현이나 도움 표현이 적절히 제공돼야 한다.

역할극의 상황은 실생활과 연결되어야 하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
야 한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직접 반영해야 한다. 상황
이 간단해야 팀에 속하는 구성원 모두가 각 상황에서 자신의 표현을 할 수 있다.

역할극의 단계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한다. 리틀우드(Littlewood)는 역할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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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역할극 
(Control)
↓
창의적인 역할극 
(Creativity)

암기한 대화의 재연 단계
(Performing memorized dialogues)
문맥 상황에 맞는 연습단계
(Contextualized drills)
역할극 연습 단계
(Role-playing)
즉흥극 연습단계
(Improvisation)

[표65] 리틀우드(Littlewood, 1981)의 역할극의 수 과 단계

의 수준과 단계를 학습자의 창의성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리틀우드(Littlewood)는 역할극을 교사의 통제 정도를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분

류하였다. 그 중에서 ‘암기한 역할극 단계’와 ‘문맥 상황에 맞는 역할 연습 단계’는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에게 적절하며, ‘창의적 역할극 연습 단계’ 와 ‘즉흥적 역할극 
연습단계’는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에게 적절하다. 

  3.3. ESA 수업 모형의 용

본고에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바탕으로 한국어 높임법의 교육 방안 수업 모
형으로 허머(Harmer, 2007)의 ESA 수업 모형을 택한다. PPP 모형은 외국어 교
육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업모형이지만 Lewis(1996), Woodward(1993), 
Scrivener(1994) 등의 연구자들이 이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허머(Harmer, 
2007)는 PPP 수업 모형의 대안으로 참여(Engage)-학습(Study)-활동(Activate), 
즉 ESA 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ESA는 PPP 모형을 확대해 학습자가 지식을 스
스로 구성하고 내재화하는 것을 강조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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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허머(Harmer, 2007)의 ESA 수업 모형

        (1) 참여(Engage)

참여(Engage) 단계는 PPP 수업 모형의 제시(Presentation)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수업 내용 주제를 제시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주
제에 대해 협의한다. 참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의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목표와 연관된 과제나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논의에 흥미를 느끼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습 내용과 관련된 그림, 사진 등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해 학습에 몰
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습자들이 목표어 내용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하는 시작이며 배경 지식을 일깨우는 단계이다.

        (2) 학습(Study)

학습(Study) 단계는 PPP 수업 모형의 연습(Practice)와 유사한 단계다. 허머
(Harmer, 2007)는 이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보다는 다양한 과제나 활동에 집중해
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단계에서는 언어가 구성된 구조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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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다. 즉,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나오는 문법 오류나 어휘를 연습하
는 단계다. 교사는 목표 문형을 제시할 때 학습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도록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속 언어 지식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일부 통제하는 활동이지만 학습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어
휘를 찾거나 모둠활동 통해 언어 구조와 의미를 명시화하는 활동을 권한다.

        (3) 활동(Activate)

활동 단계는 PPP의 마지막 단계인 발화(Production)단계와 비슷하지만 자연스
러운 의사소통 활동을 더 강조한다. 즉, 학생들이 상호작용 하는 중에 언어를 사용
해 의사소통 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특정 언어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수행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도록 돕는
다.

교사는 학생들이 개인의 생각이나 상황, 경험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개별
화 학습을 하며 역할극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고루 
쓰도록 돕는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도중에 오류가 생기더라도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본 절에서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앞서 논의했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을 바탕으로 높임법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업 활동으로 리틀우드
(Littlewood)의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 (Functional communication activities) 및 
시뮬레이션과 역할극 (Simulation and Role playing) 활동을 사용하고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교육 내용을 연습하고 활용하도록 역할극을 사용한다. 또한 허머
(Harmer)의 ESA 수업모형을 교육의 접근법과 수업 모형으로 사용한다. 

먼저 참여(Engage) 단계에서 교사가 학습자들과 수업 목표에 대해 재미있게 이
야기하며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공부 내용을 제시한다. 다음 학습 단계에서
는 리틀우드의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을 도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에게 한
국어 높임의 형태와 기능을 가르친다.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형태와 기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높임법 사용에 한국과 인도 사회에서의 나이, 지위, 
친밀도, 장면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활동
(Activate)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역할극을 통해 실생활에서의 한국어 높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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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수 20명 (남 – 14명; 여 – 6명)
학습자들의 소속기관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 5명-5년; 7명-4년; 8명-3년

[표66] 한국어 높임법 교육 실험의 집단 구성

사용을 이해시킨다. 또한 학습자들이 그룹 활동으로 역할극을 창의적으로 준비하
며 한국 높임법의 실제 사용을 연습한다. 

4. 한 국어 높임법 의  교 수 -학 습 의  실 제

Ⅱ장에서의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 대조 분석과 Ⅲ장에서의 인도인 한국어 학
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대조 및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시
제 대화 관찰 자료 분석의 결과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높임법 사용에서 범하
는 오류의 주요 원인은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적 차이와 실현의 차이, 사
회언어학적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 높임법과 객체 높
임법 등 힌디어에 없는 높임법 개념 또는 주체 높임법의 사용 차이에 대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현재 인도 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는 주로 
문법 위주로 한국어 높임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문화와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에 대
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또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업 외 
실생활에서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교수-학습 방법의 
설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네루대학교 한국어학과 3-5학년의 한국어 중
급 수준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 학습자 20명
은 학습자들의 높임법 사용 양상 설문조사 결과와 면담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한국어 높임법 교육 실험의 수업 구성은 다음과 같았다.

인도인 학습자 20명을 대상으로 4차시에 걸쳐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실제 수업



- 104 -

회차 장소 대상 내용 비고

 
1차  

네루
대학교, 
델리, 
인도

3-5학년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20명)

한국어 높임법
의 형태 학습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를 
힌디어 높임법의 형태와 
비교하며 교육한다.

 
2차  

한국어 높임법
의 사회언어학
적 요인

한국어와 힌디어 높임법
의 사용에 나이, 지위, 친
밀도와 장면의 사회적 요
인들이 미치는 영향과 두 
언어에서의 영향력 차이
에 대해 교육한다. 

 
3차  

나이와 지위의 
사회언어학적 
요인이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에 미치는 영
향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에
서 의사소통할 때 작용하
는 나이와 지위라는 사회
적 요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역할극을 통해 
나이와 지위에 따른 한국
어 높임법의 사용을 실습
한다.  

4차
친밀도와 장면
의 사회언어학
적 요인이 한
국어 높임법의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에
서 의사소통할 때 작용하
는 친밀도와 장면의 사회
적 요인의 차이에 대해 

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교육 내용과 방법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업 후 동일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후 면담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연구자가 교사가 되어 
4차시의 수업(90분 x 1차시, 60분 x 3차시)을 실시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지도하
였다. 수업 후 실시한 ODCT 설문조사와 면담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 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
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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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미치는 
영향

설명하고 역할극을 통해 
친밀도와 장면에 따른 한
국어 높임법의 사용을 실
습한다.  

[표67]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절차

단계 활동

참여 
(Engage)

도입 
교사가 수업의 학습 목표 내용을 설정하고 학습자
들과 간단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습자들
의 흥미를 유발하고 점점 논의를 학습 목표의 내용
과 연결시킨다.

제시
교사가 학습자와의 학습 내용을 제시하고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사전 이해를 검증하고 내용을 소
개한다. 

학습 
(Study)

설명  및 
연습

교사가 제시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학습자들이 그 
내용에 대해 서로 논의 하게 하고 개인과 그룹 활
동을 통해 내용을 연습하게 한다.

활동 
(Activate) 활동 교사가 학습자들의 배운 내용을 창의적으로 사용하

게 하고 그룹 역할극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언어 

 

1차시 수업에서는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를 힌디어 높임법의 형태와 비교하며 교
육하였으며, 2차시 수업에서는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사용에 나이, 지위, 친밀
도, 장면의 사회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과 두 언어에서의 그 영향력의 차이에 대
해 교육하였다. 그리고 3-4차시의 수업에서는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의사소
통할 때 작용하는 나이, 지위, 친밀도와 장면의 사회적 요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
고 역할극을 통해 나이와 지위, 친밀도와 장면의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
용을 실습하였다. 4차의 수업에서 모두 의사소통 교수법을 사용하였고 ESA 수업 
모형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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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의 연습을 시킨다. 

정리 교사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학습
자들의 내용 활용에 대해 피드백을 준다.

[표6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수업 모형 구성
 

먼저 도입 단계에서 교사가 한국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고 주제
를 학습 목표의 내용과 연결시키면서 수업 내용을 도입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 학
생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그 다음 교사가 한국어 높임법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사전에 지닌 높임법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설명과 연습 단계에서 
힌디어 높임법과 비교하면서 한국어 높임법을 자세히 이해시킨다. 두 언어에서 높
임법의 형태와 사용을 비교하면서 힌디어와 한국어로 예시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
들이 짝 활동으로 읽기 쓰기와 말하기 연습을 하게 한다. 그 다음 활용의 단계에
서 학습자들을 그룹으로 나눈 뒤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한국 높임
법의 형태들을 사용하게 하고 교사가 학습자들의 언어 사용을 관찰하면서 오류를 
수정하고 학습자들의 질문에 답해 준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지금
까지 배운 학습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적절한 과제를 제
공해 줌으로써 다음 수업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4.1. 의사소통 교수법을 통한 높임법의 형태 학습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4차
시에 걸친 실제 수업을 진행한다. 우선 인도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높임법의 형
태를 잘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1차시 수업에서 의사소통 교수법을 통하여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를 가르쳤다. 수업에 참석하는 학습자들은 모두 중-고급 수
준의 학습자이므로 높임법의 중요한 형태를 학습한 경험이 있으나 교육 내용이나 
교수법의 문제로 인해 연구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앞서 형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높임법의 사회적 요인과 실제 사용에 대한 수업을 하기
로 하였다. 한 차시의 한국어 높임법 형태 수업은 도입, 검증, 제시 및 연습, 활용, 
정리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 실제 수업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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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활동내용 활동방법

도입
(25분)

 출석
 수업 환기
 수업 내용

에 대한 
학 생 들 의 
흥미 유발

 학 습 자 들
의 한국어 
높 임 법 에 
대한 사전 
이해 검증 

1. 간단한 이야기로 
수업 시작 

2. 한국 사회와 문
화 이야기로 수
업 내용 도입 및 
흥미 유발

3. 학습자들이 사전
에 지닌 높임법
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다.

1. 인사와 간단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한다.

2.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고 주제
를 힌디어와 한국어에서
의 높임법 개념 및 사용
과 연결시키면서 수업 내
용 도입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
발한다.

3. 교사와 학습자들이 구어
로 높임법의 개념과 체계
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
사가 학습자들이 사전에 
지닌 높임법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제시 
및 

연습 
(10분)

 한국어 높
임법의 형
태 제시 
및 설명 

1. 대화 자료 제시
를 통해 한국어 
높임법의 중요성 
및 사용에 대해 
이해시키고 높임
법을 설명한다.

1. PPT를 활용하여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 자료를 제
시한다. 

설명 
및 

연습 
(25분)

 한 국 어 와 
힌디어 높
임법 형태
의 대조 
학습과 연

1. 한국어와 힌디어 
높임법 형태를 
대조하여 설명한
다.

2. 짝 활동으로 높

1. 힌디어와 비교하면서 한
국어 높임법의 형태들을  
자세히 이해시킨다.

2. 학습자들이 짝 활동으로 
높임법의  형태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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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임법의 형태를 
연습한다.

한 힌디어와 한국어 문장
을 만들고 논의하면서 연
습하게 한다.

활용
(20분)

 한국어 높
임법의 형
태를 그룹 
역할극 활
동을 통해 
활용

 학습자들이 배운  
높임법의 형태들
을 사용한 역할
극을 만들어서 
그룹 활동으로 
높임법을 활용한
다.

1.  학습자들을 그룹으로 나
누어 다양한 한국어 높임
법의 문법 형태를 사용해
서 간단한 대화를 만들게 
하고 앞으로 나와서 역할
극을 하게 한다.  

정리
(10분)

 학습한 내
용 정리 

 배운 내용을 정
리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 준
다.

1. 수업에서 학습한 모든 내
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서 설명하고 학습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해 준
다. 

2. 학습자들의 높임법 사용 
오류를 지적해 주고 추가 
설명을 한다.

[표69]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실제 수업 모형 – 1차 수업

먼저 도입 단계에서 인사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간단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업의 주제를 힌디어와 한국어에서의 높임법의 개념 및 사용
과 연결시키면서 수업 내용을 도입하고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
였다. 그 다음에 검증 단계에서 교사가 학습자들과 구어로 높임법의 개념과 체계
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습자들이 사전에 지닌 높임법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
다. 제시 단계에서는 PPT를 활용하여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에 대한 자료를 제시
하고 학습자들에게 배울 내용을 소개하였다. 설명 및 연습의 단계에서 한국어 높
임법의 형태를 힌디어와 비교하며 자세히 이해시킨다. 두 언어에서 사용되는 높임
법의 형태들을 비교하면서 힌디어와 한국어로 예시 문장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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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활동으로 높임법의 형태들을 사용하면서 힌디어와 한국어로 문장을 만들고 서
로 논의하면서 연습하게 하였다. 활용의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을 그룹으로 나눈 뒤 
다양한 한국어 높임법의 문법 형태를 사용해서 간단한 대화를 만들게 하고 교실 
앞쪽으로 나와서 역할극을 하게 한다. 다른 학생들은 역할극을 관찰하고 역할극이 
끝난 후 오류를 지적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학습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과제로 인도와 
한국 사회에서 높임법의 사용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가지고 오
라고 하였다. 

4.2. 역할극을 통한 실제  의사소통 연습  

2-4차시 수업에서는 한국어 높임법의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 요
인들이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한국
어와 힌디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었다. 2차시 수업에서는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높임법의 사용과 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을 자
세히 설명하고, 토론과 그룹 활동을 통해 나이, 지위, 친밀도와 장면의 요인에 따
라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을 활용하게 하면서 힌디어 높임법과 한국어 높임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게 하였다. 3차시 수업에서는 힌디어 높임법과 한국어 
높임법에서 작용하는 나이와 지위 요인의 영향에 대해 가르치고, 역할극을 통하여 
이 요인들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였다. 4차시 수업에서는 친밀
도와 장면의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대해 가르쳤다. 또한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업 전에 실시하였던 ODCT 조사를 재실시하였고, 
학습자들의 사후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
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교육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다. 2차시 수업의 모
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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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활동내용 활동방법

도입
(5분)

 출석
 수업 환

기
 수업 내

용에 대
한 학생
들의 흥
미 유발

1. 간단한 이야기로 
수업 시작 

2. 한국 사회와 문화 
이야기로 수업 내
용 도입 및 흥미 
유발

1. 인사와 간단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한다.

2.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주제
를 인도 사회와 한국 사
회의 실제 상황에서 높임
법의 사용과 연결시키면
서 수업 내용을 도입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
의 흥미를 유발한다.

제시
(10분)

 한국 사
회와 인
도 사회
에 서 의 
높 임 법 
사 용 의  
중요성에 
대한 이
해 도모

1. 높임법의 개념, 높
임법의 중요성,  실
제 상황에서 높임
법의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1. 한국 사회와 인도 사회에
서의 높임법의 실제 사용
에 대해 학습자들과 깊이 
논의하면서 두 언어에서 
높임법의 사회언어학적 
부분에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2. 한국 사회와 인도 사회에
서 나이, 지위, 장면, 친
밀도의 사회적 요인들이 
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해 설명
하고 논의한다. 

설명 
및 

연습 
(20분)

 높임법의 
사 회 적 
요인 이
해

1. 한국과 인도 사회
에서 높임법의 사
용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언어학적 
부분에 대해 이해
시킨다.  

1. 한국어와 힌디어의 다양
한 실생활 상황에서 작용
하는 여러 사회적 요인들
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2. 여러 사회적 요인들이 나
타난 다양한 실제 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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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이, 지위, 장면, 
친밀도 등 중요한 
사회적 요인들이 
나타난 다양한 실
제 상황의 대화 
자료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대화를 힌디어와 한국어
로 제시함으로써 두 언어
에서 높임법의 실제 사용 
양상에 대한 이해를 강화
시킨다. 

3. 같은 상황을 두고 인도 
사회에서 힌두어로 대화
할 때와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로 대화할 때 높임
법 사용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게 한다. 다양한 
실생활 상황에서 작용하
는 여러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잘 설명한다.

활용
(20분)

  한 국 어
와 힌디
어 높임
법의 여
러 사회
언어학적 
요 인 의 
영향 및 
차 이 를 
이해시킬 
목적으로 
연습 및 
토론

1.그룹 활동을 통해 
나이, 지위, 장면과 
친밀도의 사회 요인
이 나타나는 실제 힌
디어와 한국어 대화
를 만들고 비교함으
로써 두 언어의 높임
법의 공통점과 차이
점을 이해한다.

1. 학습자들이 논의한 사회언
어학적 요인을 생각하면서 
두 개의 실제 대화 상황을 
만들게 한다. 다음 모든 학
습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
누고 한 그룹이 상황-I의 
대화를 힌디어로, 상황-II
의 대화를 한국어로 만들
도록 한다. 두 번째 그룹이 
반대로 상황-I의 대화를 
한국어로, 상황-II 대화를 
힌디어로 만들게 한다.

2. 대화를 만든 후에는 각 그
룹에서 나온 학생들이 역
할극을 하게 한다. 

3. 같은 상황의 힌디어 대화
와 한국어 대화에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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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높임법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설명하면서 논의한
다.

정리
(5분)

 학 습 한 
내용 정
리

1. 한국어 높임법의 
사회적 요인과 실
생활에서의 높임
법의 적절한 사용
에 대한 학습자들
의 이해 검증 

2. 학습한 전체 내용 
정리

1.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
인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높임법의 사
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도를 검증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한다. 학습자들이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에
서의 사회언어학적 요인들
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
고 다음 수업에 참여하도
록 하며 수업을 마무리 한
다. 

[표70]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수-학습 모형 – 2차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주제
를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의 실제 상황에서 높임법의 사용과 연결시키면서 수업 
내용을 도입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다음 제시 단계
에서는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의 높임법의 실제 사용에 대해 학습자들과 깊이 
논의하며 높임법의 사회언어학적 측면으로 학습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또한 힌
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도 논의하
였다. 학습자들이 인도 사회와 한국 사회에서 의사소통할 때 작용하는 높임법의 
여러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고, 힌디어 높임법과 
한국어 높임법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서로 논의하게 하였다. 

설명 및 연습 단계에서는 한국어와 힌디어의 다양한 실생활 상황에서 작용하는 
여러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설명하였고, 여러 사회적 요인들이 나타난 다양한 
실제 상황의 대화들을 힌디어와 한국어로 제시함으로써 두 언어에서의 높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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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활동내용 활동방법

도입
(15분)

 출석
 수업 환기
 수업 내용

에 학생들
의 흥미 
유발

1. 인사 및 지난 수
업의 학습 내용 
복습

2. 인사와 학습한 
내용(한국어 높
임법의 형태 및 

1. 학습자들과 인사와 간단
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
하고 1-2차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한다. 한국어 높임법
의 형태, 힌디어와 한국

실제 사용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켰다. 또한 학습자들이 인도 사회에서의 힌디어 
대화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같은 상황의 한국어 대화를 읽고 높임법 사용의 차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생활 상황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력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자
들이 앞서 논의한 사회언어학적 요인을 고려하며 두 개의 실제 대화 상황을 만들
게 한다. 다음으로 모든 학습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상황-I의 
대화를 힌디어로 만들고 상황-Ⅱ의 대화를 한국어로 만들도록 하고, 두 번째 그룹
은 반대로 상황-I의 대화를 한국어로, 상황-Ⅱ의 대화를 힌디어로 만들게 하였다. 
대화를 만든 후에는 각 그룹의 학습자들이 앞에 나와서 역할극을 하도록 하고, 똑
같은 상황의 힌디어와 한국어 대화에서 찾을 수 있는 높임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과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검증하고 학습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학습자들에게 다음 수업 시간까지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에서의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오도록 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3차시 수업에서는 힌디어와 높임법과 한국어 높임법에 작용하는 나이와 지위 요
인의 영향에 대해 다루었다. 각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활용은 역할극을 통
해 수행하도록 하였다. 4차시 수업도 3차시와 동일한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친밀
도와 장면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대해 수업하였다. 3-4차시 수업
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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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법 사용의 
사회언어학적 요
인)에 대한 간단
한 복습

어 높임법의 실제 사용 
및 그 사용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
들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한다. 
특히 나이와 지위의 사회
적 요인에 초점을 둔다.

제시
(10분)

 높 임 법 의 
실제 사용
에서 작용
하는 사회
적 요인의 
영향 이해

1. PPT를 통해 한
국어 높임법이 
들어간 대화 자
료 제시 및 나이
와 지위의 사회
적 요인에 대해 
설명

1. PPT를 통해 학습자들에
게 나이와 지위의 사회언
어학적 요인에 관련된 대
화 자료를 제시하고 높임
법의 사용에 작용하는 나
이와 지위 요인의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할 
때에는 힌디어 높임법과 
한국어 높임법에 작용하
는 나이와 지위 요인의 
영향력 차이에 대해서도 
이해시킨다.

설명 
및 

연습 
(10분)

 그룹 활동
을 통해 
높 임 법 의 
실제 사용 
연습

1. 그룹 활동을 통
해 한국 사회에
서 나이와 지위 
요인에 따른 높
임법의 사용이 
나타나는 역할극
준비

1.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
누고 나이와 지위 요인에 
따른 한국어 높임법을 사
용하여 각 2개씩 역할극
을 만들게 한다. 대화에
서는 학습한 한국어 높임
법의 표현을 사용하게 한
다.

활용  실제 상황  그룹별로 역할극 1. 학생들이 그룹별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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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에서 나이
와 지위 
요인에 따
른 한국어 
높임법 활
용 및 연
습

을 통해 나이와 
지위 요인에 따
른 한국어 높임
법을 활용

역할극을 수행하면서 실
제 상황에서의 한국어 높
임법의 사용을 연습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2. 교사가 역할극에 나타난 
높임 표현의 오류를 지적
해주고 추가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모한다.

정리
(15)분

 학습한 전
체 내용 
정리, 질
문 시간, 
다음 수업 
소개

1.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서 작용하
는 나이와 지위
의 영향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말해 
준다.

1. 학습자들이 궁금해 하거
나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추가 설명한다. 

2. 다음 수업의 내용을 소개
하고 학생들이 장면과 친
밀도의 사용에 대해 깊이 
생각해 오도록 한다.

[표71]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수-학습 모형 – 3-4차 수업

3차시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는 인사와 간단한 이야기로 수업을 시작하고 1-2차
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였다. 한국어 높임법의 형태,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실제 사용 및 그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언어학적 요인들에 
대한 내용을 나이와 지위의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간략히 설명하였다. 다음
으로 설명 및 연습 단계에서 PPT를 활용해 학습자들에게 나이와 지위의 사회언어
학적 요인에 관한 대화 자료를 제시하고, 높임법의 사용에 작용하는 나이와 지위
의 요인의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힌디어 높임법과 
한국어 높임법에서 다르게 작용하는 나이와 지위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충분
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용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그룹별로 만든 역할극을 수행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의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을 연습하고 이해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역할극에 사용된 
높임 표현의 오류를 지적해주고 추가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모하였다. 마지막 정
리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궁금해 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점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 116 -

Situation 1. In a company meeting, your 32 years old boss (부장), with 
whom you (27 yrs) have friendly relationship, asks you to prepare a 
presentation for next business meeting as soon as possible. You want to 
say that you will submit it by tomorrow. How will you say it?
상황 1. 회사 미팅에서 당신(27세)과 아주 친한 사이인 부장(32세)이 다음 비
즈니스 모임을 위한 발표를 하나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합니다. 당
신은 다음날까지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Situation/
Context

Indian  Learners‘ 
Responses

다음 수업의 내용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장면과 친밀도의 사용에 대해 깊이 생각
해 오도록 과제를 제시하며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4차시의 수업에서는 친밀도와 
장면의 요인에 따라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대해 가르쳤으며, 이는 3차시 수업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5 . 한 국어 높임법 의  교 수 -학 습  효과  검증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다양한 상황의 설문지를 만들어 수업 이후 ODCT 조사
를 하였고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수업 이후 
개인 면담을 통해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수업 이후에 실시한 ODCT 조사의 대표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업 전후 인도
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높임법 사용의 오류가 상당히 줄었
음을 알 수 있다. 수업 후 설문조사에서는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의 누락, 부
적절한 상대 높임법 사용, 높임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흔하게 등
장하던 오류들이 줄었다. 또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나이, 지위, 친밀도와 장
면의 사회적 요인을 잘 판단하게 되었고, 맥락에 맞게 높임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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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도 장면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27 
Yrs

B: 32 Yrs

A (You): Boss 
(부장)

B: Subordinate 
(대리)

very close
친한 사이

Company 
Meeting

회사 미팅
수업 후의 응답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십시오체 사용] 65%

내일까지 제출할게요./제출하면 안 될까요?  [해요체 사용] 35%
[표72]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1

Situation 2. You (27 yrs old) are in a Korean restaurant. You want to ask 
the waiter (20 yrs old) for some Kimchi.  How will you say it?
상황 2. 27세인 당신(A)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20세인 웨이터에게 
김치를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27 
Yrs

B: 20 Yrs
A (You): 손님

B: 웨이터
Unfamiliar

서로 모르는 
사이

Restaurant
식당 수업 후의 응답

위의 상황은 회사 미팅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이가 자신보다 5살 많은 상
사인 부장에게 발표를 다음날까지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사후 인
터뷰에서 65%의 인도인 학습자들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고 35%의 학습자들만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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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3. You (A) are a 35 years old employee in a company and B(38 
years) is your boss. You have a close friendly relation with him. You went 
to his office to discuss something and see that he is busy with some work. 
You want to say, “If you are busy, I will come later.” How would you say 
that?
상황 3. 당신(A)은  회사에 다니는 35세 대리이고 B는 38세 부장입니다. 당신
은 부장과 친한 사이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어떤 일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부
장의 방에 들어갔는데 부장이 바빠 보입니다. 부장에게 지금 바쁘면 나중에 다
시 오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여기요/저기요,  김치 좀 주세요./주실 수 있어요?/
주시겠어요?  [높임의 호칭과 해요체 사용] 80%

이름 (야/헬로 등의 부름말), 김치 좀 줘요./줄 수 있어요?/
주세요.       [낮춤의 호칭과 해요체 사용] 20%

이름 (야/헬로 등의 부름말), 김치 좀 줘.
[낮춤의 호칭과 해체 사용] 0%

[표73]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2

위의 상황은 27세인 손님이 친분이 없는 20세의 식당 웨이터에게 김치를 달라
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80%의 응답자들이 ‘해요체’와 적절한 호칭
을 사용하였다. 20%의 응답자들은 이름이나 야/헬로 등의 부름말을 사용해서 웨
이터를 불렀으나 ‘해요체’를 택하였다. 반말의 ‘해체’를 사용한 응답자는 하나도 없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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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ou): 35 
Yrs

B: 38 Yrs

A (You): 
Executive 

(대리)
B: Your Boss 

(부장)

Very 
close/Friendly

친한 사이
In company

회사 수업 후의 응답

지금 바쁘시면 이따가 다시 올게요./오겠습니다. 
[‘-시-’ 사용] 85%

지금 바쁘면 이따가 다시 올게요./오겠습니다.
[‘-시-’ 사용하지 않음] 15%

[표74]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3

Situation 4. You (A) are a 40 years old Indian restaurant owner. A 19 
years old boy comes to your restaurant and asks for Beef Curry which is 
not available at that time. You have to tell him that you don’t have that 
dish now. How would you say that?
상황 4. 당신(A)은 40세이고, 인도 식당 주인입니다. 19세 손님(B)이 와서 비
프 카레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비프 카레는 지금 당신의 식당에서 제공할 수 없
는 메뉴입니다. 손님한테 그 음식이 지금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40 Yrs

B: 19 Yrs

A (You): 식당 
주인

B: 손님 

Unfamiliar
서로 모르는 

사이
Restaurant

식당 수업 후의 응답

위 상황은 35세인 회사 대리가 친한 사이인 38세의 부장에게 지금 바쁘면 잠시 
후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사후 ODCT 조사에서 수업 참석자 중 15%만
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 외에 85%는 ‘-시-’를 사용
하여 적절하게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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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비프 카레가 없습니다.    [하십시오체 사용] 35%
지금 비프 카레가 없어요./없는데요.    [해요체 사용] 65%
지금 비프 카레가 없어.    [해체 사용] 0%

[표75]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4

Situation 5. You (A) are a 32 years old director in a company. B is your 
40 years old driver. One morning after reaching your office you realize that 
you have left your phone in the car. You call your driver and ask him to 
bring the phone.  How will you say it?
상황 5. 당신(A)은 회사의 35세 사장이고 B는 40세의 회사 자동차 운전기사 
입니다. 어느 날 당신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두고 회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불러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
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32 
Yrs

B: 40 Yrs

A (You): 사장
B: 운전기사 

직원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Company

회사 수업 후의 응답

....씨, 기사님, 제 휴대전화를 좀 갖다 주세요/주시겠어요? 
[높임의 호칭 + 해요체 사용] 75%
이름, (야/헬로 등의 부름말), 내/제 휴대전화를 좀 갖다 줘. 
[높임의 호칭 사용하지 않거나 해체를 사용]   25%

[표76]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5

위에서는 40세인 인도의 식당 주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손님에게 주문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에 35%의 학습자들이 하
십시오체를, 65%가 해요체를 사용하여 학습자들 모두 존댓말로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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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6. Your professor (43 years old B) asked you (25 years old A) 
to convey a message to  your 조교 (26 years old C). After some time, 
you go to the professor’s office to inform that you conveyed the 
information to 조교. How will you say it?
상황 6. 교수(43세 B)가 당신(25세 A)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학과 조교(26
세 C)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후 교수 연구실에 가서 그 메시
지를 조교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25 
Yrs

B: 43 Yrs.
C: 26 Yrs

A (You): 교수
B: 학생
C: 조교

A-B-C 서로 
친한 사이

School
학교 수업 후의 응답

조교한테/에게/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줬습니다.
 [하십시오체 사용] 60%
조교한테/에게/께 전달했어요./줬어요./드렸어요. 
[해요체 사용] 40%

[표77] 수업 후 조사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 상황 6

위 상황은 35세 회사 사장이 40세인 운전기사 직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
지고 오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이때 25%의 학습자들이 이름이나 ‘야/헬로’ 등의 
부름말을 사용하거나 해체를 사용해서 부적절하게 표현하였고, 75%는 높임의 의
미를 담은 부름말과 해요체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위의 상황은 25세의 대학생이 26세 조교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교수에게 말
하는 장면이다. 60%의 학생들이 장면에 맞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해서 말하였고 
40%는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수업 전과 후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을 보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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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수업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배운 높임법의 내용과 비
교해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IE: 똑같은 문법 내용을 학교에서도 배웠는데 이 수업에서 힌디어 높임법과 
비교해서 가르쳐서 쉽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는 책에서 높임의 
표현이 나오면 선생님이 그것의 의미는 설명하시지만 자세히는 가르쳐주지 않
아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어요.
IR: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IE: 가끔씩 내용이 너무 많고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재미없었어요. 그
리고 한국 음악이나 비디오 같은 것도 있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좋았어요. 
IR: 나이, 지위, 친밀도, 장면 등에 대해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IE: 네.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복잡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배워야 되니까…

[표78]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S8의 수업 후 피드백 면담 전사 자료 발췌

IR: 수업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배운 높임법의 내용과 비
교해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IE: 학교에서는 높임법에 대한 특별 수업이 없어요. 그냥 책에서 ‘-시-’, ‘-

습자들의 오류가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 참석한 학습자들과 개인 인터뷰를 통해 교수-학습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다. 면담에서는 학습자들에게 교육 내용
과 방법의 여러 측면에 대해 성실한 피드백을 부탁하였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수업을 통해 한국어에서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적인 요인들을 
잘 이해하였으며 이것이 앞으로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고 대답하였다. 학습자들의 대표적인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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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같은 거 나오면 그 때 배워요. 그리고 학교에서 문장 마지막에 ‘요’를 붙이
면 존댓말이고 ‘요’를 안 붙이면 반말이라고 배웠는데 ‘ㅂ니다/습니다’, ‘-아/어
요’ 등 이런 차이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IR: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IE: 그거 재미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한국 가면 도움
이 많이 될 것 같아요. 
IR: 가르치는 방법이 괜찮았어요? 문제점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다
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세요?
IE: 제 생각으로는 문제점이 없었는데요. 근데 만약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화하
는지 그런 것을 듣거나 볼 수 있으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아요.

[표79]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S12의 수업 후 피드백 면담 전사 자료 발췌

IR: 수업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배운 높임법의 내용과 비
교해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IE: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하세요. 그리고 보통 문장 만들기 같
은 재미없는 과제를 많이 주시는데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토론 하면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실제 이야기 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됐어요.   
IR: 사회 문화적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IE: 힌디어와 비교하면서 가르쳐서 잘 이해했고 사실은 제가 힌디어 말하면서
도 생각을 못 한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문법보다 사회에 대해 이런 것을 배
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IR: 가르치는 방법이 괜찮았어요? 문제점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좋겠다
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세요?
IE: 가르치는 방법이 좋았어요. 근데 수업에 학생이 너무 많아서 role play 할 
때 좀 복잡했어요. 이런 수업에서는 학생의 수가 조금 적으면 좋겠다고 생각
해요. 그리고 듣기 자료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표80]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S12의 수업 후 피드백 면담 전사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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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학습자들의 개인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한국어 높임법의 교육 내용
과 방법에 대한 수업 참석자들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학습자들은 한
국어 높임법을 힌디어와 대조하면서 가르치는 방식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도와 한국 사회에서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실제 상황의 의사소통에서 높임법의 사용에 대한 교육도 효과가 있었다고 대답하
였다. 교육 방안의 제한점으로는 음성-비디오 자료를 쓰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디오 자료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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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힌디어와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 및 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언어학적 요인을 대조 분석하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높임법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먼저 힌디어와 한국어의 높
임법 체계를 대조 분석하고 델리에 위치한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에 재학 중인 3-5
학년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높임의 사용 양상을 분석
할 목적으로 말하기 응답형 담화 완성 테스트(ODCT)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제한
된 실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도인 학습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제 대
화 관찰 조사도 실시하였다. 4개월 간 조사 참가자들이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한
국어 높임법을 사용한 발화를 관찰자가 기록하고 높임법 사용과 관련된 대표 발화
들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
임법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 전과 후
의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인 면담을 통해 그 내용과 교수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I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설정하
였다. 또한 한국어 높임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Ⅱ장에서는 한국어와 인도의 공식어인 힌디어의 높임법 체계를 대조 분석하고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기능 및 실현 방법을 자세하게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
점을 밝혀내었다. 또한 힌디어와 한국어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
학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ODCT 조사 결과와 
한국어 모어 화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ODCT 조사 결과, 인도인 학습자 20명
과 한국어 모어 화자 8명의 사후 인터뷰 자료, 그리고 10명의 인도인 한국어 학습
자의 실제 대화 관찰 자료를 통해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
상을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높임법 범주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및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하고 대우 대상은 1.나이, 2. 지위, 3. 친밀도, 4. 장면의 사
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에서 살펴본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체계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인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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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한 한국어 높임법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교수-학습의 방법으로는 의사
소통 교수법을 선택하였고, 지도 방안으로는 역할극을 활용하였다. 역할극을 활용
함으로써 현재 인도에서 행하는 한국어 높임법 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을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네루대학교에서 4차시에 걸친 수업을 실시하고 이후에 
다른 ODCT 설문조사와 사후 면담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교육 후 
실시한 ODCT 설문조사와 면담에서 실험집단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능력이 상당
히 향상되었고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인도 내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활용할 한국어 높임법의 효과적인 교
육 방안을 개발한 데에 의의가 있으며, 한국 내의 힌디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인 힌
디어 학습자를 위한 힌디어 높임법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
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수와 실제 
대화 자료의 양이 적다는 점과 인도 내 교육기관에서의 실제 수업 상황을 관찰한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한국어 높임법의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에 초점
을 두었기 때문에 문법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문제점과 인도인 한국
어 학습자들이 범하는 오류의 원인을 깊이 살피지 못하였으며, 인도와 한국의 사
회언어학적 차이와 힌디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차이의 비중을 분석하는 데에는 연
구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였다. 한편, 한국어 높임법의 교육 방안은 음성 녹음 및 
비디오와 같은 자료를 많이 사용하지 못한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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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1. You (A) are a 30 years old employee in a company and B is your 
boss. You have a close friendly relation with him.
You just came across him in the office and you want to say “You are looking 
busy”. How would you say that?
상황 1. 당신(A)은  회사에 다니는 30세 대리이고 B는 32세 부장입니다. 당신은 
부장과 친한 사이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부장에게 ‘너무 바빠 보
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살

B: 32 살

A (You): 
Executive 

(대리)
B: Your Boss 

(부장)

Very close/
Friendly

친한 사이
In company

회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Situation 2. You (A) are a 45 years old bookshop owner. A 20 years old boy 
comes to your shop and asks for a particular book which is not available in 
your shop right now.  You have to tell him that you don’t have that book now. 
How would you say that?
상황2. 당신(A)은 45세이고, 서점 주인입. 20세 손님(B)이 와서 어떤 책을 찾습니
다. 그런데 그 책은 지금 당신의 서점에 없습니다. 손님한테 그 책이 지금 없다는 

부록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높임법 사용 양상 설문지

상황 1

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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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45 

Yrs
B: 20 Yrs

A (You): Shop 
owner

B: Customer 
Unfamiliar

서로 모르는 사이
Shop
가게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Situation 3. You (A) are a 30 years old manager in a company. Your 30 years 
old subordinate employee submits a report to you which has too many errors. 
You have to tell him to submit it again. How would you say that? 
상황3. 당신(A)은 회사의 30세 과장입니다. 나이는 동갑이지만 당신과 친하지 않은 
사이인 대리가 제출한 보고서에 오류가 많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말하고 싶
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Yrs

B: 30 Yrs

A (You): 
Manager 

(Boss) (과장)
B: Employee 

(대리)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Company

회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상황 3



- 139 -

Situation 4. You (A) are a 30 years old manager in a company. One morning 
you find that your working desk is dirty. You call the cleaner (35 years old) 
and ask him/her to clean it. How will you say it?
상황4. 당신(A)은 회사의 30세 과장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책상이 더러워 보여서 
청소 직원을 불러 청소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Yrs

B: 35 Yrs

A (You): 
Manager 

(Boss) (과장)
B: Employee 

(청소하는 
직원)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Company

회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Situation 5. You (A) are a 30 years old employee in a company and B 
(28years old) is your department manager (부장). You just missed a phone 
call to your desk and you think it might have been your department manager’s 
call. You go to him and ask if he called you. How would you ask?
상황5. 당신(A)은 회사의 30세 대리이고 (B)는 28세 부장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데스크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당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부장이 전화 했을지
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장 사무실로 가서 당신에게 전화를 했는지 물어
봅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상황 4

상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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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ou): 30 
Yrs

B: 28 Yrs

A (You): 
Executive 

(대리)
B: Department 

manager 
(부장).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In Company

회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Situation 6. You (A) are a 30 years old employee in a company and B 
(28years old) is your department manager (부장). 
You are in a restaurant for dinner with many other employees. You want to 
ask 부장 if he drinks alcohol (술). How will you ask?
상황6. 당신은 회사의 30세 대리이고 B는 28세 부장입니다. 당신은 부장이 합석한 
상태에서 여러 동료와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부장에게 술을 마실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Yrs

B: 28 Yrs

A (You): 
Executive 

(대리)
B: Department 

manager 
(부장)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Restaurant

식당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상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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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7. You (A) are talking to your close friend B (same age) about your 
scholarship application. You want to tell him that your professor (C) wrote a 
recommendation letter(추천서) for you yesterday. How will you say that?
상황 7. 당신(A)은 친한 친구인 B에게 본인의 장학금 신청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
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수가 어제 추천서를 써줬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
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23 

Yrs
B: 23 Yrs.
C: 35 Yrs

A (You): 
Student

B: Student
C: Professor

very close
친한 사이 
(A-B-C)

Hostel
기숙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Situation 8. Your professor (B) gave you (A) a document to hand over to one 
of your seniors C. You go to the professor’s office to inform that you gave 
the document to your senior. How will you say it?
상황 8. 당신의 교수(B)가 당신에게 어떤 서류를 당신의 선배(C)에게 전달하라고 
했었습니다. 당신은 교수의 연구실에 가서 그 서류를 선배에게 줬다는 정보를 교수
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23 A (You): A-B (친한 School 인도인 한국어 

상황 7

상황 8



- 142 -

Situation 9. You are going somewhere in a taxi.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and you want to ask the taxi driver to stop (세우다) the taxi right 
there. How will you say it?
상황 9. 30살인 당신(A)은 택시를 타고 어딘가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31살인 택시 기사 (B)한테 거기 세워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0 

Yrs
B: 31 Yrs.

A (You): 
Customer

B: Taxi driver

Unfamiliar
서로 모르는 

사이
Street
 길에서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Yrs
B: 40 Yrs.
C: 25 Yrs

Student
B: Professor

사이)
A-C (친하지 
않은 사이)

학교 한국어
학습자

모어 
화자

Situation 10. You (25 yrs old) are in a restaurant. You want to ask the waiter 
(21 yrs old) to give you some water.  How will you say it?
상황 10. 25세인 당신(A)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21세인 웨이터에게 물
을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Position Social Distance/ Situation/ Indian  Native 

상황 9

상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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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11. You (37 yrs old) call your colleague and very close friend’s (B, 
35 yrs) home. His/her  8 years old son (C) picks up the phone. You want to 
ask him if his mother is at home. How will you ask?
상황 11. 37살인 당신(A)은 친한 친구인 35살 동료 집에 전화합니다. 친구의 8살 
아들이 전화 받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집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
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37 
Yrs

B: 35 Yrs
C: 8 Yrs

A (You): 
회사원

B: 회사 동료 
친구

C: B의 아들

Very close
친한 사이

Restaurant
식당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나이 지위  Relationship
친밀도

Context
장면 Learners Koreans

A (You): 25 
Yrs

B: 21 Yrs.

A (You): 
Customer
B: Waiter

Unfamiliar
서로 모르는 

사이
Restaurant

식당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상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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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12. You are at a party where you meet your boss (B) who has come 
with his wife and 13 year old daughter. Your want to compliment your boss by 
saying that his daughter is beautiful. How will you say it?
상황 12. 26세인 당신은 어떤 파티에서 당신의 상사 (B)를 만나게 됐습니다. 상사
(40세)는 그의 아내와 13세 딸(C)과 같이 있습니다. 당신은 상사에게 ‘딸이 예쁘
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A (You): 26 

Yrs
B: 40 Yrs
C: 13 Yrs

A (You): 대리
B: 부장

C: 부장의 딸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Party
파티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Situation 13. In a company meeting, your boss (부장),with whom you have 
friendly relationship, asks you to prepare a report about your section as soon 
as possible. You want say that you will submit  (제출하다) it by tomorrow. 
How will you say it?
상황 13. 회사 미팅에서 당신(26세)과 아주 친한 사이인 부장(30세)이 보고서를 하
나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다음날까지 제출하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Native 

Koreans

상황 12

상황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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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ou): 26 
Yrs

B: 30 Yrs

A (You): Boss 
(부장)

B: Subordinate
very close
친한 사이

Company 
Meeting

회사 미팅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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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1. In a company meeting, your 32 years old boss (부장), with whom 
you (27 yrs) have friendly relationship, asks you to prepare a presentation for 
next business meeting as soon as possible. You want to say that you will 
submit it by tomorrow. How will you say it?
상황 1. 회사 미팅에서 당신(27세)과 아주 친한 사이인 부장(32세)이 다음 비즈니
스 모임을 위한 발표를 하나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고 합니다. 당신은 다음
날까지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27 
Yrs

B: 32 Yrs

A (You): Boss 
(부장)

B: Subordinate 
(대리)

very close
친한 사이

Company 
Meeting

회사 미팅
수업 후의 응답

Situation 2. You (27 yrs old) are in a Korean restaurant. You want to ask the 
waiter (20 yrs old) for some Kimchi.  How will you say it?
상황 2. 27세인 당신(A)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20세인 웨이터에게 김치
를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 검증 목 인 사후 설문지

상황 1

상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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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27 
Yrs

B: 20 Yrs.
A (You): 손님

B: 웨이터
Unfamiliar

서로 모르는 
사이

Restaurant
식당 수업 후의 응답

Situation 3. You (A) are a 35 years old employee in a company and B(38 
years) is your boss. You have a close friendly relation with him. You went to 
his office to discuss something and see that he is busy with some work. You 
want to say, “If you are busy, I will come later.” How would you say that?
상황 3. 당신(A)은  회사에 다니는 35세 대리이고 B는 38세 부장입니다. 당신은 
부장과 친한 사이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어떤 일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부장의 
방에 들어갔는데 부장이 바빠 보입니다. 부장에게 지금 바쁘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35 
살

B: 38 살

A (You): 
Executive 

(대리)
B: Your Boss 

(부장)

Very 
close/Friendly

친한 사이
In company

회사 수업 후의 응답

 

상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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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4. You (A) are a 40 years old Indian restaurant owner. A 19 years 
old boy comes to your restaurant and asks for Beef Curry which is not 
available at that time. You have to tell him that you don’t have that dish now. 
How would you say that?
상황 4. 당신(A)은 40세이고, 인도 식당 주인입니다. 19세 손님(B)이 와서 비프 
카레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비프 카레는 지금 당신의 식당에서 제공할 수 없는 메
뉴입니다. 손님한테 그 음식이 지금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40 
Yrs

B: 19 Yrs

A (You): 식당 
주인

B: 손님 

Unfamiliar
서로 모르는 

사이
Restaurant

식당 수업 후의 응답

Situation 5. You (A) are a 32 years old director in a company. B is your 40 
years old driver. One morning after reaching your office you realize that you 
have left your phone in the car. You call your driver and ask him to bring the 
phone.  How will you say it?
상황 5. 당신(A)은 회사의 35세 사장이고 B는 40세의 회사 자동차 운전기사 입니
다. 어느 날 당신 휴대전화를 자동차에 두고 회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를 불러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Situation/
Context

Indian  Learners‘ 
Responses

상황 4

상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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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도 장면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

A (You): 32 
Yrs

B: 40 Yrs

A (You): 사장
B: 운전기사 

직원

Not very close
친밀하지 않은 

사이
Company

회사 수업 후의 응답

Situation 6. Your professor (43 years old B) asked you (25 years old A) to 
convey a message to  your 조교 (26 years old C). After some time, you go to 
the professor’s office to inform that you conveyed the information to 조교. 
How will you say it?
상황 6. 교수(43세 B)가 당신(25세 A)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학과 조교(26세 
C)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잠시 후 교수 연구실에 가서 그 메시지를 조
교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Age
나이

Position
지위

Social Distance/
 Relationship

친밀도

Situation/
Context

장면

Indian  Learners‘ 
Responses

인도인 학습자들의 
응답A (You): 25 

Yrs
B: 43 Yrs.
C: 26 Yrs

A (You): 교수
B: 학생
C: 조교

A-B-C 서로 
친한 사이

School
학교 수업 후의 응답

상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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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of Korean Honorifics for Indian 
Students

Satish Chandra Satyarth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Korean Honorifics education for Indian learners and 
attempts to find an efficient and effect teaching method. The paper conducts 
extensive research to analyze the social factors influencing the usages of 
Korean honorifics by Indian learners and Korean natives. 

Honorific system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ocieties and cultures of 
India and Korea and both Hindi and Korean have highly developed honorific 
systems. honorifics play a prominent role in the selection of appropriate 
grammar and vocabulary when communicating in Hindi and Korean. The 
inappropriate use of honorifics can negatively influence the soci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the speaker. Thus it is very important for a 
Korean language learner to understand various aspects of the Korean honorific 
system. The use of Korean honorifics is highly influenced by social factors 
like Age and social status of speaker and listener, solidarity between them as 
well as the context. These factors also influence the use of honorifics in 
Hindi but the impact of these socio-linguistics factors varies in the two 
languages and Indian students often make mistakes when using Korean 
honorifics in real-life situations due to these variations.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honorific 



- 152 -

systems in Hindi and Korean and highlight the sociolinguistic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is paper also aims to analyze the usage of Korean honorifics 
by Indian learners in order to find and understand the errors and their causes. 
On the basis of the conversation and error analysis the paper aims to prepare 
an effective teaching plan of Korean honorifics for Indian students. This paper 
aims to become a starting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instructional material and methodology to teach Korean honorifics to Indian 
Korean learners.     

Chapter 1 has a brief introduction of honorific system in Hindi and Korean 
and the subject, objectives and methodology of this research. It also explores 
previous research on Korean honorific system and its education.

Chapter 2 explains the honorific system of Hindi and Korean and offers a 
detailed contrastive analysis of the functions of the honorific grammatical 
forms in the two languages. It also discusses the socio-linguistic factors 
influencing the usage of honorifics in Hindi and Korean.

In Chapter 3, the paper presents the detailed analysis of usage of Korean 
honorifics by Indian learners and Korean natives.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ODCT on 60 intermediate level Korean language students of 
Jawaharlal Nehru University, Delhi and 20 native Korean speakers. 20 Indian 
and 8 Korean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fter the survey. The real 
conversation data of 10 Indian students was also collected and used for 
research. 

Chapter 4 presents a teaching plan and instructional material of Korean 
honorifics for Indian students based on the conversation and error analysis 
conducted in chapter 3. The paper proposes use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pproach with for the education of Korean honorifics for Indian 
learners. Role-plays should be used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use 
honorifics in realistic situations inside the classroom. To test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ructional material, classes were conducted at 
Jawaharlal Nehru Universty, Delhi with 20 students out of 60 who par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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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ODCT research earlier. Communicative teaching methodology is used for 
teaching and role-play was used as a tool to teach real langage use to 
students. ESA (Engage-Study-Activate) language teaching approach was 
implemented in the class. The students were tested with a different ODCT 
questionnaire after the class to test the effect of instructional material and 
teaching methodology and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errors related to 
Korean honorifics reduced significantly. Students were also interviewed after 
the class and their opinion was asked on the instructional material and 
teaching methodology. Most of the students gave a positive response about 
the content and the teaching method of the class. They suggested that the 
use of audio-visual material could make the class more interesting and 
effective.

Chapter 5 presents contains a brief summary of the paper. It also presents 
the limitations of and the course of future research in the field of Korean 
honorifics education for Indian learners.

* Key words: Korean Honorifics Education, Contrastive Analysis of Hindi 
and Korean Honorifics, Social Factors and Korean Honorifics, Ind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Honorifics, Hindi Honorifics 

* Student ID Number: 2011-2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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