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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한국어 주체존대 선어말어미 ‘-시-’의

공손 전략과 그 유용적 확장:

판매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백 수 연

언어학과 언어학 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본고는 한국어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가 판매담화에서 원래의 문법

적인 쓰임에서 벗어나 비규범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화용론의 공손성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시-’가 비규범적으로 쓰이는 것이 ‘-시-’의 본래

기능이 주체 존대, 주어 존대, 경험주 존대, 청자 존대, 사회적 지시소

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문으로 분석된 것이 상당수 실

제 발화 자료가 아닌, 연구자들의 직관에 따라 만들어진 문장들이며, 때

문에 자연스러운 발화에서는 그러한 기존 이론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

례들이 다수 관찰된다. 이에 착안하여 연구자는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의 비규범적 쓰임은 주로 대화 참

여자들의 ‘판매(자)와 구매(자)’라는 목적과 역할, 사회적 위계, 그리고

담화의 맥락이 분명하게 정해진 판매 담화에서 발견된다. 일상적인 판매

담화에서 어떻게 ‘-시-’가 비규범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관찰하기 위해,

약 3개월간 서울 각지의 백화점 및 길거리의 화장품 매장들, 카페, 보험

판촉 전화, 홈쇼핑 채널 등 실제 판매 상황에서 발화되는 구어 자료를

동의하에 수집하여 전사하였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를 구문별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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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시-’가 본래의 기능

에서 벗어나 비주체를 존대하기 위해 사용된 ‘-시-’의 비주체 존대 쓰임

이 첫 번째 부류이고, 술어가 둘 이상 등장하는 구문에서 각각의 술어에

모두 결합하여 잉여적인 ‘-시-’가 나타나는 ‘-시-’의 중첩이 두 번째 부류

이다. 첫 번째 부류 ‘-시-’의 비주체 존대 쓰임은 ‘-시-’가 빈번하게 결합

하는 술어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인 술어와 결합하는 경우, ‘~이다’와 결

합하는 경우, 존재 술어와 결합하는 경우, ‘~가 맞다’와 결합하는 경우

등의 네 가지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였고, 두 번째 ‘-시-’의 중첩은 ‘-도/

면 괜찮다’ 구문, 본동사 + 보조 동사 구문, 의존명사절 구문, ‘-는 것’

명사절화 구문 등 구문별로 하위 범주를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이렇듯 화자가 ‘-시-’를 다양한 술어들과 결합시켜 비주체를 존대하거

나 다양한 구문들에서 중첩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화용론의 ‘공손성 이론

(politeness theory)’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어져 온 화자 입장의 기존 공손성 이론과, 최근 대두된 청자

입장의 공손성 이론 두 가지를 도입하여 현상을 설명한다. 기존 공손성

이론으로는 ‘복잡한 표현이 더 간접적이고, 더 간접적인 표현이 더 공손

한 표현’이라는 Leech의 공손성 원리 이론, 그리고 ‘대화 참여자들은 여

러 언어 표현을 이용해 개인적 욕구인 체면(face)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Brown & Levinson의 공손 전략 이론이

있다. 이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하면, 화자는 ‘-시-’의 비규범적인 쓰임을

통해 언어 표현을 복잡하게 만듦으로써 더 간접적이고 따라서 더 공손한

문장을 발화하며, 이것은 곧 잠재적 구매자인 청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판매’라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공손성 이론에 따르면 한 언어 표현의 공손성은 청자의

평가에 달린 것이며, 청자가 간접적인 표현을 무조건 공손하다고 평가하

는 것은 아니다. Terkourafi에 따르면 한 표현이 공손하다는 평가를 받

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 공동체 안에서 관습화(conventionalized) 되어

야한다. 그러나 ‘-시-’는 문법적 표지로써, 존대법이 없는 언어에서 ‘공손

하다’고 여겨지는 관습화된 표현들과는 다른 범주이다. 문법 표지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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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는지, 즉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이 익숙한

경우 공손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판단하려면 청자의 반응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이 사용된 문장을 예

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 ‘-시-’의 비규범적인 사용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익숙하고 또 자연스럽다고 (문법적이라고) 느껴지

는가, 둘째로는 표현에 대한 친숙도 및 문법성 정도가 공손함 평가에 영

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 ‘-시-’의 비규범적인

쓰임은 언어 사용자들에게 공손성을 평가받기에 충분히 익숙해진 표현이

었다. 즉, 친숙도와 공손함 사이의 관계는 ‘익숙한 표현일수록 공손한 표

현이라고 여겨진다’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공손

성 이론을 증명하는 동시에, 문법 표지인 ‘-시-’가 비문법적으로 사용되

었을 경우에도 그것의 공손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하

는 결과이다.

주요어 : 주체 존대, 청자 존대, ‘-시-’, 공손성 이론, 판매 담화,

화용론, 친숙도와 공손성

학번 : 2014-22248



- iv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 배경 ······················································································ 3

1.2. 연구 목적 ······················································································ 4

제 2 장 ‘-시-’에 관한 선행연구 ····································· 6

2.1. 주체 존대설 ·················································································· 6

2.2. 주어 존대설 ·················································································· 8

2.3. 경험주 존대설 ··········································································· 11

2.4. 청자 존대설 ··············································································· 12

2.5. 사회적 지시설 ··········································································· 14

2.6. 요약 및 정리 ············································································· 15

제 3 장 ‘-시-’의 쓰임과 유형 분석 ···························· 17

3.1. ‘-시-’의 비주체존대 쓰임 ······················································ 19

3.1.1. 일반적인 술어와 결합하는 경우 ·················································21

3.1.2.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 ·····························································22

3.1.3. 존재 술어와 결합하는 경우 ···························································24

3.1.4. ‘~가 맞다’와 결합하는 경우 ·······················································25

3.2. ‘-시-’의 중첩 ············································································· 26

3.2.1. ‘-도/면 괜찮다’ 구문의 경우 ·······················································28

3.2.2. 본동사 + 보조 동사 구문의 경우 ···············································30

3.2.3. 의존명사절 구문의 경우 ·······························································31

3.2.4. ‘-는 것’ 명사절화 구문의 경우 ···················································32



- v -

제 4 장 공손성 이론의 적용 ········································· 35

4.1. 전통적인 공손성 이론 소개 및 적용 ····························· 35

4.1.1. Leech의 공손성 원리 ································································36

4.1.2. 이론의 적용 ···················································································38

4.1.3. Brown & Levinson의 공손 전략 ········································40

4.1.4. 이론의 적용 ···················································································41

4.2. 최근의 공손성 이론 소개 및 적용 ····································49

4.2.1. 공손함과 불공손함 ·····································································50

4.2.2. 관습화(Conventionalization) ·············································51

4.2.3. 이론 적용을 위한 조건 ·····························································53

제 5 장 표현 친숙도와 공손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 56

5.1. 소개 ························································································ 56

5.2. 결과 분석 ··············································································· 58

5.2.1. 연령⋅쇼핑 경험이 친숙도에 미치는 영향 ·············· 59

5.2.2. 친숙도, 자연스러움, 공손함의 관계 ························· 67

5.2.2.1. 문장의 친숙도와 자연스러움,

친숙도와 공손함 관계 ··············································· 68

5.2.2.2. 문장들 사이의 공손함 관계 ····································· 73

5.3. 이론의 적용 ··········································································· 78

제 6 장 결론 ······································································ 82

참고문헌 ··············································································· 88

Appendix ·········································································· 92



- vi -

Abstract ········································································· 100



- vii -

표 목 차

[표 1] 자료 소개 ················································································· 17

그 림 목 차

[그림 1] 기존 공손성 이론에서의 공손성과 간접성 관계 ········· 52

[그림 2] 공손성과 관습화된 간접성의 관계 ································· 52

[그림 3] 연령대, 쇼핑 경험과 <1>-1번 문장의 친숙도 ·············· 60

[그림 4] 연령대, 쇼핑 경험과 <1>-3번 문장의 친숙도 ················ 60

[그림 5] 연령대, 쇼핑 경험과 <2>-1번 문장의 친숙도 ············· 63

[그림 6] 연령대, 쇼핑 경험과 <2>-3번 문장의 친숙도 ············· 64

[그림 7] 연령대별 <3>번 그룹 문장들에 대한 친숙도 ··············· 65

[그림 8] 연령대, 쇼핑 경험과 <4>-1번 문장의 친숙도 ············· 66

[그림 9] 연령대, 쇼핑 경험과 <4>-2번 문장의 친숙도 ············· 67

[그림 10] <3>-2 문장과 <4>-2 문장의 친숙도와 자연스러움 · 70

[그림 11] <2>-2 문장과 <4>-1 문장의 친숙도와 공손함 ········· 71

[그림 12] <1>-3 문장과 <2>-3 문장의 친숙도와 공손함 ········· 72

[그림 13] <3>-2 문장과 <3>-3 문장의 공손함 ··························· 74

[그림 14] <1>-1 문장과 <2>-1 문장의 공손함 ··························· 76

[그림 15] <1>-1 문장과 <3>-1 문장의 공손함 ··························· 77

[그림 16] <3>-2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공손함 ···························· 80



- 1 -

제 1 장 서론

한 언어 표현은 단순히 그 표현의 의미 뿐 아니라 화자의 의도, 화자

와 청자의 관계, 그것이 발화되는 상황 맥락 등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 해석된다. 이러한 언어 외적인 부분을 고려

하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언어 표현은 한 언어 공동체가 소위 ‘규범적’으

로 정해 둔 문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쓰임에 따라 그 의미와 용법이 확장되기도 한다. 때문에 때때로 어떤

표현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의미 기능을 수행

하면서 언어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표현들 중에는 특히 판매 상황에서 유독 비규범적1)으로 사용되

는 한국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예로 들 수 있다.

‘-시-’가 규범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한국어를 연구

하는 많은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발견한 현상이며(임홍빈 1985, 성기철

1985, 임동훈 2000) 최근까지도 관련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이래호

2012, 이수연 2012, 목정수 2013, 민지혜 2014, 김은혜 2014, 김영일

2016), ‘-시-’의 이러한 비규범적 쓰임은 한국어의 규범적 사용을 장려

하는 국립국어원에서도 몇 해 전부터 교정하기를 권장하는 용법이기도

하다2). 그러나 이러한 ‘-시-’의 쓰임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고쳐야

1) 이때 ‘규범적’이란 표준 국어 대사전 및 국어 문법 교과서 등에서 제시하는

용례 및 뜻풀이에 맞게 쓰이는 등 이미 합의된 기준을 따른다는 뜻이다. ‘-시-’

의 기능의 경우, 규범적 쓰임이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

체’의 상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7차 교육과정 이후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간접

존대를 포함한 주체 존대 기능으로 한정된다(오현아 2014).
2) 국립국어원은 2011년 출간한 표준 언어 예절 책자의 경어법 부분에서, 청자

의 소유물이나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물에 ‘-시-’를 사용하여 높임으로써 ‘-시-’

를 남용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2013년에는 유투브 안내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KHnL03oHjD0&feature=youtu.be)을

올림으로써 해당 용법을 고쳐야 한다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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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왜 이러한 쓰임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

선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3) 또한 비문법적인 것은 틀린 표현

이라는 인식과 그것에서 비롯된 교정 노력은 한 언어 표현이 실제로 언

어 사용자들에 의해 다양한 발화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의미 및 기능이

확장되는 것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비규범적 ‘-시-’와 같이 이

미 상당히 많은 한국어 화자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연구하려면 문법이라

는 틀에서 조금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현대 한국어 화자가 언제나 ‘-시-’를 비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완전히 비규범적으로 쓰이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이러

한 ‘-시-’의 사용은 판매 상황을 경험해 본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대체

적으로 익숙한 변용(variation)이며, 판매 담화 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담화에서도 ‘-시-’의 변형된 쓰임이 종종 발견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러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5세기 중세 국어에서 분명하게 청자

높임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선어말어미 ‘-이-’가 사라진 뒤, 비교적 불규

칙적으로 사용되어 그 기능과 의미가 모호했던 ‘--’은 종결어미 위치에

서 청자 높임법과 합류되어 ‘-습니다’류를 형성했다(강미화 2014). 강미

화(2014)는 ‘--’의 이러한 변화가 ‘주체=화자, 객체=청자’인 상황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판매 담화에서 ‘-시-’의 존

대 대상인 주체가 일반적으로 2인칭 주어인 청자로 상정되는 경우와 유

사한 환경이다.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은 이러한 상황이 더 일반화되

어 주어가 청자가 아닌 경우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단계에서 나타난 변용

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시-’의 비규범적 용법은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더 널리 쓰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러한 예상에 기초하여, 본고는 직접 수집한 실제 구어 자료를 통해 ‘판

매 담화’라는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규범에서 벗

어나 사용이 되는지 분석하고, 화자들이 이 표현을 비규범적으로 사용하

3) 이미 이에 관한 연구 또한 많이 진행되었으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관점

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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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시-’의 확대된 쓰임을 관찰하고 규정

해보고자 한다.

1.1. 연구배경

규범적이지 않은 ’-시-’의 쓰임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임홍빈 1985, 성기철 1985, 임동훈 2000, 박석준 2002, 2004, 양영

희 2002, 곽숙영 2009, 이정복 2010, 이래호 2012, 이수연 2012, 목

정수 2013, 민지혜 2014, 김영일 201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쟁점

은 모두 ‘-시-’의 의미 및 기능을 기존의 규범에 맞춰 정의하려고 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시-’가 그러한 새로운 정의로도 분석할 수 없는 용

례가 발견된 경우에도 적법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

다. 이는 말실수가 아닌, 화자가 분명히 ‘-시-’의 의미와 기능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발화한 많은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게 했으며, 따라

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시-’의 의미 및 기능을 완전히 연구하지 못했다

는 한계를 만들었다.

또한, 문법에 맞는 ‘-시-’의 의미 및 기능만 연구하려는 목적 때문에,

연구자들은 일상에서 한국어 사용자들이 실제로 발화한 구어 자료가 아

니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말이 될 법한 가상의 문장을 조합하여 그것을

예시로 삼아 관찰했다는 것도 그간 진행된 ‘-시-’의 의미 및 기능 연구가

현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었다.

물론 인터넷 상에서 게시판 글이나 댓글에 나타난 문장을 예시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거나(이정복 2010, 김영일 2016) 직접 대화 자료를 녹음

또는 전사하여 ‘-시-’의 확장된 의미 및 기능을 관찰한 연구가 없었던 것

은 아니다(이수연 2012, 민지혜 201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도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해석은 주로 연구자의 주관에 의

한 것이 많았으며, 따라서 그 동기를 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었

던 연구가 많지 않았다. 또한 연구자는 일상 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위 논문들에서조차 예시로 사용되지 않은, ‘-시-’가 쓰인 더 복잡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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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었다.

(1) 800원만 더 주시면 되세요.

(2) ‘드시고 가시는 거세요?

이러한 유형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

래 규범에서 더 벗어나게 된 ‘-시-’의 새로운 용법이다. 분석 자료를 한

층 확장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실제 발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해야 보다

현대 한국어 사용자의 실상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느꼈으며 또

한 ‘-시-’의 비규범적 용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기존의 형태론, 통사

론, 의미론 그리고 사회언어학의 관점에서 제시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화용론에서 다루는 이론에 기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

다. 덧붙여 술어구에서의 중첩 등 기존에는 분석되지 않았던 ‘-시-’의 비

규범적인 용법을 새로운 연구에 착수함으로써 분석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 연구의 출발점으로 잡았다.

1.2. 연구목적

기존 연구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여겼던 점이 실제 발화와는 거리가 있

는 예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발화

된 문장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았다. 그렇게

수집된 구어 말뭉치에서 ‘-시-’가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되었는지 관찰함

으로써, 규범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시-’가 실제로 어떤 구문에서 어떤

결합 방법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비규범적인 ‘-시-’ 용법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그러한 ’-시-’의 쓰임은 어떤 동기에서 기인하는

지, 또 새롭게 파악한 ‘-시-’의 쓰임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알맞을

지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이때의 ‘-시-’가 표면적인 의미에는 크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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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된 언어 자원이

라는 점에서, 통사론이나 의미론이 아닌 화용론의 관점에서 그 동기를

이해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기존 연구들이 다소

모호하게 주장했던 ‘-시-’의 전략적 기능을 정의내리는 것과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우선 그간 ‘-시-’의 비규범적인 쓰임에 대해 기

존 연구들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고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소개하고, 그것

과 본 연구의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론 그리고 설명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직접 수집한 자

료를 소개하고 실제로 ‘-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료에서 발견된

발화들을 구문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4장에

서는 80년대 후반부터 화용론에서 발전을 거듭해 온 공손성 이론을 적

용하여 ‘-시-’의 비규범적인 쓰임에 대한 설명과 그 동기를 제시한다. 또

한 최근의 공손성 이론은 기존의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러한 이론들을 적용하면 어떠한 설명이 가능한지도 대입해 볼 것이다.

최근의 공손성 이론은 그것을 밑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그것이 실제로 작용을 하는지 증명하기 위해 5장에서는 발화 자료

를 예시로 삼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론에 적용해 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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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에 관한 선행연구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을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기존 연구들의 논점

들은 ‘-시-’가 무엇을 존대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설명을 제시한다. 이러

한 논의들은 주체 존대설(허웅 1962, 이정복 2010), 주어 존대설(안명

철 2003, 목정수 2013), 경험주 존대설(임홍빈 1985), 청자 존대설(이

래호 2012, 이수연 2012, 김영일 2016), 사회적 지시설(임동훈 2006)

등으로 다양하게 나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간략히 소개하고, 각 논의

의 한계는 어떠한지 수집한 발화 자료의 예시를 통해 짧게 설명할 것이

다.

2.1. 주체 존대설

‘-시-’의 의미․기능에 관한 주장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시-’가

주체를 존대한다는 주체 존대설이다. 이때 과연 ‘주체’란 무엇인가에 대

해 학자들 간에 여러 이견이 있어 왔으나, 본고에서는 허웅(1962), 김

영일(2016)에서 내린 정의를 따른다. 즉 주체란, 주로 주어가 지시하는

인물로 문장이나 담화에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 세계에 존재

하며 문장에서 묘사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행위주가 되는 인물이다(허웅

1962, 김영일 2016). 때문에 반드시 주체가 문장의 주어로 나타날 필

요는 없으며, 의미상의 주어 역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3) ㄱ. 아버지가 미역국을 드신다.

ㄴ. 할아버지가 손이 아프시다.

ㄷ. 어머니께 돈이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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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은 주체 존대 ‘-시-’의 일반적인 용법이며, (3ㄴ)은 이중 주어 문

장에서 ‘-시-’가 사용된 경우이고, (3ㄷ)은 여격 주어 문장이다. (3ㄴ)과

(3ㄷ)은 ‘-시-’가 주어가 아닌 주체를 존대한다는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예시이다. 주체 존대설은 주어 존대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

받는 (3ㄴ), (3ㄷ)과 같은 이중 주어, 여격 주어 문장에서 ‘-시-’가 누구

를 존대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3ㄴ)에서 ‘아프

다’는 상태 술어의 주어는 ‘손’이지만, 그것은 ‘할아버지’의 일부이다. 그

러므로 더 상위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존대하기 위해 ‘-시-’가 쓰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3ㄷ)의 ‘돈’ 역시 ‘-시-’의 존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어머니’의 소유물이므로 ‘어머니’를 존대하기 위해 ‘-시-’가 술

어에 결합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간접 존대라고 한다(허웅

1962).

주체가 문장 내부의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이정복

(2010)에서는 청자를 상황 주체로 설정하기도 한다.

(4) ㄱ. 생일 선물이 고민이세요?

ㄱ‘. (선생님은) 생일 선물이 고민이세요? (김영일 2016:62)

(4ㄱ)에서 주어로 나오는 ‘생일 선물’은 ‘-시-’의 존대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지만, (4ㄱ‘)처럼 청자를 주어로 설정하면 청자가 술어가 나타내

는 동작 ‘고민’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이정복(2006, 2010)에서는

실제로 문장 내부에서 문법 요소로 나타나진 않지만, 발화된 술어가 함

의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될 수 있거나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주

목하는 잠재적인 주체를 ‘상황 주체’라고 설정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 ‘-

시-’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주체 존대설은 그러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주체를 가

리키지 않는 주어가 존재하는 문장에 ‘-시-’가 쓰일 경우, 간접 존대로

설명을 하더라도 어떤 부류의 주어는 ‘-시-’의 존대를 받고 어떤 부류의

주어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박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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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또 주어로 나타나지 않은 주체는 어차피 주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가 아니라 주어를 존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목정수 2013). 덧붙여 다음과 같이 청자를 상황 주체로 설정해도 도무

지 주체를 존대한다고 볼 수 없는 사례들도, ‘-시-’가 단순히 주체 존대

의 의미․기능만 갖추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증거이다.

(5) 지금 견본 나와 있는 건 없으시고 판매 되시는 것만 있으시거든

요?

(5) 문장은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에서 추출한 예시이다. 이 문장

에서는 ‘-시-’가 존대하는 주어가 ‘나와 있는 것(은)’, ‘(판매 되는) 것’

등으로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때문에 문법상 술어와 호응할 주어를

더 설정해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시-’의 존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주체가 생략된 주어로 설정될 수 없다. 청자를 상황 주체로 설정하

는 방법 또한 불가능하다. ‘없다, 판매되다, 있다’ 등의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 함의하는 동작 또는 상태가 청자가 주체로써 등장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므로 청자가 현재 상황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 의미 및 기능이 주체 존대에 그친다는 것은 다소 부분적인 해석

이라고 하겠다.

2.2. 주어 존대설

‘-시-’가 주어를 존대한다고 보는 입장은 ‘-시-’의 문법적인 역할에 중

점을 두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안명철(2003), 목정수(2013)와 같은

논의가 있다.

안명철(2003), 목정수(2013)에서는 ‘-시-’의 의미 및 기능이 문장 안

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설정될 수 있는 통사적 주어를 존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체 존대설을 논의한 많은 연구자들도 지적했듯, 주체는 곧 주

어가 지시하는 인물을 뜻한다(허웅 1962, 김영일 2016). 그렇다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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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 주어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안명철(2011, 목정수 2013에서 재인용)은 ‘-시-’를 실현시키는 ‘진성

주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화용적으로 [+존대]를 가지게 된 진성 주어뿐이고, 이것이 무엇인

지 파악함으로써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많은 논의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안명철(2003:24)에 의하면 ‘-시-’는 다음과 같

은 ‘주어 존대 규칙’을 따른다.

① 화용론적으로 [+존대]가 부여되는 명사구만이 ‘-시-’를 실현한다.

② 화용론적으로 [+존대]가 부여되는 명사구는 한 성분절(또는 성분

문)에서 하나뿐이다.

③ 화용론적으로 [+존대]가 부여되는 명사구는 그 문장의 주어이다.

④ 어휘적 존칭어간은 [+존대] 주어와 통사적 호응관계를 보이는 것

이 아니라 의미론적 호응관계에 놓여있다.

⑤ 처격어나 관형어 또는 화용론적 주제어가 존대되는 대상인 경우,

이와 관련된 주어가 존대자의 의지나 통제 또는 판단과 같은 전적

인 작용역에 있을 때 이 주어는 환유적으로 존대자와 일치되어

[+존대]를 부여받아 ‘-시-’를 실현한다

즉, 주어로 나타나는 대상 또는 인물이 ‘-시-’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

라, [+존대]를 부여받아 ‘-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이 곧 그 문장

의 주어이고, 만일 존대되는 대상이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존대를

마땅히 받아야 할 인물의 소유물이거나 관련된 대상이므로 [+존대]를

받아 ‘-시-’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안명철 2003).

목정수(2013)는 더 나아가, 주격조사가 반드시 ‘-이/가’로 고정될 필

요는 없으며, ‘-은/는’이나 ‘-을/를’ 역시 주어를 나타내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이/가’로 격을 부여받은 대상이 아니라, 주어가

문장에서 다른 격표지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가’가 결합

하는 명사구가 반드시 주어인 것이 아니므로 존대를 받을 수 있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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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어 자리에 실현시킬 수 있다면 그때의 ‘-시-’는 주어를 존대하는 것

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고의 중점인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에 관해서는, 청자를 각각의 경우에서 생략된 주어로 설정할 수 있

기 때문에 곧 주어가 되는 청자를 존대한다고 설명한다(목정수 2013).

그러나 안명철(2003)이나 목정수(2013)의 주장처럼 ‘-시-’가 주어 또

는 주체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시-’를 실현시키는 것이 곧 주어

라는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주장으로 보인다. 다른 논

의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시-’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하는 대상에도

‘-시-’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

처럼 ‘-시-’를 실현시킬 수 없는 대상들만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임에도

‘-시-’가 실현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6) ㄱ.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ㄴ. 대통령께서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임동훈 2006:301)

(6)의 두 문장은 공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 방송에서와, 사적인 관

점에서 같은 사건을 묘사한 문장이다. 만일 ‘-시-’를 실현시키는 것이 주

어라면 (6)의 ‘대통령’은 주어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

시-’를 실현시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문장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

의 의도와 발화의 외부적 맥락에 따라 달린 것이다. 물론 안명철

(2003), 목정수(2013)도 ‘-시-’의 실현에 있어서 화용적인 동기의 필요

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으로 여겨진

다.

또한 목정수(2013:96)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어 주어로서의 청자

를 설정하고 이 주어가 ‘-시-’를 실현시킨다고 하였다.

(7) ㄱ. 손님, 지불 금액이 모두 십만원이세요.

ㄴ. 손님, 옷이 좀 커 보이십니다.

ㄱ‘. 손님, 손님(=당신?)은 지불 금액이 모두 십만원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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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손님, 손님(=당신?)은 옷이 좀 커 보이십니다.

그러나 연구자의 직관으로는 (7ㄱ)과 (7ㄴ)보다 (7ㄱ‘)과 (7ㄴ’)가 더

부자연스러우며, 설정한 주어로서의 청자 역시 술어의 ‘-시-’를 실현시키

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술어 ‘-이다’와 ‘보이다’가 주어로 설정된

‘손님’을 논항으로 요구하거나 이와 호응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

이다. 이것은 ‘-시-’가 주어로 인해 실현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무리한

논항 설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때문에 이 문장들에서 ‘-시-’는 (숨겨진

것이든 ‘-이/가’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든) 주어가 아니라 이외의 다른 요

소로 인해 실현되었다고 본다.

2.3. 경험주 존대설

임홍빈(1985)은 통사적 문장 요소인 문법적 주어와 의미론적 요소인

의미상 주어를 구분 없이 통합해버리는 ‘주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의 존대를 받는 것이 주어, 주제 외에 무엇이 있는지 살

핀다. 그에 따르면 주어나 주제 외에도 ‘-시-’가 ‘계사 구성의 보어, 속격

구성의 소유주, 목적 대상이나 여격 대상, 혹은 청자’(임홍빈

1985:334)를 존대한다고 한다.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

는데, 바로 문장이 묘사하는 사건에서 사건을 경험하는, 화자의 시점이

놓인 인물 또는 그와 관련된 대상이라는 것이다(임홍빈 1985). 때문에

비록 주어로 나타난 것이 존대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경험주와

관련이 있으면 ‘-시-’에 의해 존대를 받을 수 있다.

(8) ㄱ. 아버님은 차가 고장나셨다.

ㄴ. *아버님은, 철수가 차를 운전하다가 종로에서 고장을 내어,

차가 고장나셨다. (현재 ‘아버님’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에 의하여

별로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 (임홍빈 198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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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ㄱ)에서 표면적으로는 ‘-시-’로 존대를 받은 대상이 ‘차’이지만, ‘아버

님’이 그로 인해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시-’는

‘아버님’을 존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반면 (8ㄴ)에서 ‘아버님’은 차가

고장난 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시-’가 ‘차’를

존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는 양영희(2002)의 ‘화제의 중심인물’ 존대설이

있다. 이때 ‘화제의 중심인물’은 완전히 경험주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담

화 안에서 여러 단서로 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추론 가능한 인물이

므로 ‘-시-’의 존대를 받는다(양영희 2002). 다음의 예문에서는 ‘색깔’이

‘-시-’가 결합한 술어의 주어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시-’는 그 색깔의

옷 또는 화장품 등을 직접 착용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님’

을 존대하는 것이다.

(9) 그 색깔은 어머님께 잘 받으신다. (양영희 2002:79)

그러나 ‘-시-’가 경험주 또는 중심인물을 존대한다고 여기는 논의라면,

그러한 인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쓰인 ‘-시-’를 설명할 수 없다.

(10) ㄱ. 라떼랑 바닐라라떼는 따뜻한거 맞으시구요?

ㄴ. 삼천오백원짜리 오겹솜도 있으세요.

(10ㄱ)의 술어는 ‘옳다/그르다’의 의미로 사용된 ‘맞다’이며, (10ㄴ)의

술어는 존재 술어 ‘-이다’이다. 이 두 문장에서 각 술어가 서술하는 사건

을 경험하거나 현재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존재할 수 없다. 이 경

우 과연 ‘-시-’가 존대하는 것이 경험주나 화제의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봐야 할 것이다.

2.4. 청자 존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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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진행된 논의로는 ‘-시-’가 청자를 존대하기 위하여 비규범

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논의가 있다. 이래호(2012), 이수연(2012), 김영

일(2016) 등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시-’가 반드시 주어 때문에 실현되

었다고 분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규범적으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주

어를 존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화자가 눈앞의 청자를 고려하여 존대의 의

미가 있는 ‘-시-’를 사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이정복(2010)과

비슷한 관점이지만, 이중 이수연(2012)와 김영일(2016)은 화자가 청자

를 ‘상황 주체’로 설정하여 그를 존대하고자 ‘-시-’를 사용했다고 주장하

는 것은 아니다4). 이 연구들에서는 이때 쓰인 ‘-시-’는 분명 문장의 주

어를 존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규범에 맞지 않지만 화자가 문장 밖의 청

자를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비규범적인 ‘-시-’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수연 2012, 김영일 2016).

(11) ㄱ. 이 제품은 이번에 나온 신상품이세요. (김영일 2016:63)

ㄴ. 저희 오늘은 9시까지 하세요. (이수연 2012:86)

(11ㄱ)은 전형적으로 ‘-시-’의 비규범적 용법이라고 여겨지는 사물 주

어 존대의 사례이고, (11ㄴ)은 ‘-시-’를 과도하게 사용한 나머지 청자나

그와 관련된 대상이 아니라 화자 자신을 높이게 된 사례이다. 이것은 기

존의 주체 존대, 주어 존대, 경험주 존대 등의 논의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관점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논의와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러

나 해당 논고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들을 더 확보했다는 것과, 무엇보다

본고는 화자가 ‘-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청자를 ‘존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략으로써 ‘-시-’를 활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즉 청자 존대는 전략적 자원으로 ‘-시-’를 활용해야한다

는 화자의 의도에서 결과로써 생겨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나 원인

4) 그러나 이래호(2012)에서는 이정복과 맥락을 같이 하여, 문장 내부의 주어가

아니라 청자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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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청자를 애초에 ‘왜’ 그리고 ‘어떻게’ 존대하려고 하는지 그 의

도는 공손성 이론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2.5. 사회적 지시설

‘-시-’가 대인 관계를 언어로 나타내는 대우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임동훈(2006)이 주장하는 사회적 지시설이다.

말을 할 때 화자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실제 세계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

들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사회적 지시라고 한다(Levinson

1983, Fillmore 1997, 임동훈 2006에서 재인용). 대우법이라는 특정

한 언어 체계를 이루는 ‘-시-’ 역시 이러한 사회적 지시를 위해 쓰이는

언어 표현 중 하나이며, 화자는 이것을 자신이 인식하는 인물 간의 관계

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임동훈 2006). 즉, 규범에 맞지 않

는 경우일지라도 화자의 관점에서 그가 인지하는 인물과 인물, 또는 인

물과 사물의 관계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시-’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경우의 ‘-시-’는 통사적으로도 규범적이지 않은 분포를 보인

다. 일반적으로 ‘-시-’는 동사구와 결합하여 사건을 서술한다. 그러나 다

음의 예문에서처럼, 만약 사건에서 명사구가 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

이 된다면 명사구가 존대 대상에 결속되어 ‘-시-’가 결합하는 것이 절 단

위인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임동훈 2006:303-304).

(12) ㄱ. 김 선생님은 [강아지가 암놈이 아니]세요?

ㄴ. [다녀가신 지가 벌써 이태가 되]셨는데 그래도 용하시게 제

있는 데를 찾아오셨군요.

ㄷ. [방송에 편지가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임동훈(2006)은 최근 들어 나타나는, 자연스럽지 않은 ‘-시-’의 사례

들 역시 화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인지하는 인물 간의 상하관계를 ‘-시

-’를 사용하여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화자가 청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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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었다고 인지하면 그것이 존대를 받지 못하는 사물일지라도 ‘-시-’

를 통해 의도적으로 존대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12ㄷ)의 예문과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가 언어 사용자가 인지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중요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화자가 존대할 의도가 없는 경우 혹은 화자가 상하 관계라

고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를 쓰는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낼 방

법이 없다. 또한 화자가 청자 또는 존대할 인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대상에까지 존대의 작용역을 확대시켜 ‘-시-’를 사용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며, 다음의 예문과 같이 ‘-시-’를 중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역시 설명하기 어렵다. 화자가 상하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시-’를 사용

한다면, 한 번의 사용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인지한 관계를 드러낼 수 있

기 때문이다.

(13) 나머지 400원 주시면 되시거든요?

2.6. 요약 및 정리

지금까지 ‘-시-’에 존대의 의미․기능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을 존대를

하는가, 또 없다면 과연 ‘-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기존

논의들에서 어떻게 설명해왔는가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미

대부분 지적했듯이, 언제나 ‘-시-’가 규범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시-’가 비규범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발화 맥락과 상황이 판매 담

화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모든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공

통점이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시-’의 비규범적인 쓰임을 다양한

관점과 입장에서 규명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

시-’가 문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원인과 그러한 상황에서의 ‘-시-’의 정

체를 완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논의는 찾기 어려웠다. ‘-시-’

를 주체 존대 혹은 주어 존대 표지로만 설명한다면, 가상으로 설정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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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주체가 아닌 경우나 동작 및 상태의 주체가 인물로 나타나지 않는

사건에서 ‘-시-’가 쓰인 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경험주가 존대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론 역시 경험주가 존재하지 않

는 상황에서 ‘-시-’가 쓰인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기존 논의에서처럼

통사 및 의미론적인 설명으로는 ‘-시-’의 비규범적인 사용의 원인과 실태

를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화자가 문장 밖

에 존재하는 청자를 의도적으로 존대하기 위하여 ‘-시-’를 사용한다는,

바로 화용론에 기초한 설명이다.

그러나 ‘화자의 의도가 그렇다’라는 식의 설명에 만족한다면 상당히 설

득력이 떨어지고 전문적이지 않은 주장이 될 것이다. ‘-시-’가 화용적 기

능을 수행하여 화제의 중심인물, 경험주 또는 눈앞에 있는 청자를 존대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청자를 의식해서’라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시-’의 쓰임이 화자의 전략에서

기인하였다면, 정확히 그것이 어떤 전략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

요하다. 제 3장과 4장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와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실제 자료에서 발견된, 기존 논의에 맞지 않는 사례들을 분

석하고 그 사례들을 화용론의 이론인 공손성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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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의 쓰임과 유형 분석

다양한 일상 담화의 장르 중 판매 담화를 수집할 자료의 장르로 선정

한 이유는, 앞서 선행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적했다시피 ‘-시

-’의 규범적이지 않은 용례가 판매 담화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 담화는 판매 상황이라는 담화의 맥락과 목적, 그리

고 담화에 판매자와 구매자로써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위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판매자는 판매를 성공시켜야만 하지만 구매자는 구

매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때문에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대화

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해야하므로 구매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적인 요건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언어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때문에 판매 담화에서 언

어 표현을 통한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을 관찰할 수 있다고 여겨졌기에

판매 담화를 분석하기 좋은 자료로 선정하였다.

다음은 수집한 자료를 표로 설명한 것이다.

표 1 -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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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은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대략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수집 장소는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관악구, 노원구에 위

치한 백화점 2곳, 화장품 로드샵 4곳, 카페 1곳이었으며 판촉 전화로

수집한 자료의 수집 장소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TV 홈쇼핑 채널을 통해

얻은 자료의 장소 역시 미정으로 남겨두었다. 화장품 가게에서 이루어지

는 판매 담화를 가장 많이 녹취하였으며, 카페에서 발생하는 직원과 손

님의 대화, 보험 가입 권유 전화, 홈쇼핑을 통한 화장품과 식기 판매 대

화도 일정 시간 녹취하여 대략 4~5개의 다른 장르의 자료를 수집하였

다. 녹취 자료에 등장하는 화자는 총 25명으로, 그 중 16명이 녹취 및

연구 목적으로 자료가 쓰이는 것에 동의하였다. 화자의 성별은 여성이

21명, 남성이 4명으로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연령대는 알 수 없는 경

우가 많아 조사하지 않았다. 녹취된 자료의 분량은 총 6시간 45분 40초

이며, 그 중 동의를 받은 4시간 33분 5초만을 예시에 사용하였다. 전사

와 분류 작업은 모든 분량에 대해 실시했다.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시-’의 정의 중 가

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이라고 판단한 ‘주체 존대설’을 기준으로 하여5), ‘-

시-’가 주체 이외의 대상과 호응하는지, 즉 ‘비주체 존대’의 용법으로 사

용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을 첫 번째 분류

기준인 ‘-시-’의 비주체 존대 쓰임이라고 명명할 것이다. ‘-시-’의 비주체

존대 쓰임의 하위분류는 ‘-시-’가 어떠한 술어와 결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나누었다. ‘-시-’가 주체를 존대하는 규범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술어와 결합되어야하므로, 술어의 종류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시-’

의 용례와 분포를 파악할 때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주체 대신 비주체가

나타나서 비규범적으로 사용된 ‘-시-’의 용례를 구문별로 분석할 때에도

술어가 기준이 되어야한다.

술어를 기준으로 비규범적인 ‘-시-’의 용례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네

5) 발화에 따라 주어 존대설, 경험주 존대설 등 ‘-시-’의 의미․기능을 인정하는

논의들의 기준으로도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중 청자 존대설은 문장 내에서 분

석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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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하위분류를 구분해 낼 수 있었다.

① ‘-시-‘ + 일반적인 술어 (약 31.6%)

② ‘-시-’ + ‘~이다’ (약 20%)

③ ‘-시-’ + 존재술어(많다/적다/있다/없다) (약 22.1%)

④ ‘-시-’ + ‘~가 맞다‘ (약 26%)

두 번째 분류로는 첫 번째 분류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시-’가 한 술어구6)에 두 번 이상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분

류하였다. 이것을 ‘-시-’ 중첩 현상으로 부를 것이다. 첫 번째 분류 기준

과 독립적으로 설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 비주체 존대로 쓰이면서

두 번 이상 나타난 경우도 존재했으나, 분석은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에 대해 각각 시행하였다. ‘-시-’ 중첩 현상에 관한 용례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하위분류로 구분하였다.

① ‘-도/면 괜찮다’ 구문에서 ‘-시-’가 두 번 이상 결합하는 경우 (약

10%)

② 본동사+보조동사 구문에 ‘-시-’가 두 번 이상 결합하는 경우 (약

39.7%)

③ 의존명사절+보조동사 구문에 ‘-시-’가 두 번 이상 결합하는 경우

(약 23.5%)

④ ‘-는 것’ 명사절을 형성하여 술어가 추가된 구문에 ‘-시-’가 두 번

이상 결합하는 경우 (약 26%)

3.1. ‘-시-’의 비주체 존대 쓰임

6) 여기서 한 술어구란 독립적인 술어가 두 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라 본동사

와 보조동사 구성, 또는 내포문으로 명사절을 지닌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술어가 하나의 사건을 묘사하면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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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이 잦고 규범적이지 않은 발화가 많은 구어 자료에서 ‘-시-’가 주

체를 존대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주어가 분명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아서 ‘-시-’가 무엇을 존대하

는지 알기 힘든 발화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한 발화들 중 어떤 것이

비주체 존대로 사용된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택한 방법은, ‘청자가 아닌’

생략된 주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었다.7) 그래서 다음의 예시와

같이 생략된 주어를 문맥에 맞춰 복원했으나 그 주어가 주체가 아닌 경

우를 ‘-시-’의 비주체 존대 쓰임으로 구분하였다8).

(14) (피부가) 너무 건조하니까 (화장이) 촉촉하게 마무리되시면 좋

겠다 (하시면)

지금 하시면 다 10퍼센트 (할인) 되시거든요

(이 제품은) 원래 토너로 나오신 제품이니까요

또한 ‘-시-’의 비주체 존대 용법으로 분류한 발화들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주체가 아닌 통사적 주어가 분명히 나타나며 맥락상 다른 생략된

주어가 없다고 여겨지는 용례들이다. 이것은 많은 연구들에서 ‘-시-’의

잘못된 용법이라고 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기도 하다.

(15) ㄱ. 포인트 적립 되시구요,

ㄴ. 추가할인 적립 되셨구요.

ㄷ. 보습이 같이 되시는 타입이세요.

7) 생략된 주어가 청자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는 주체 존대 쓰임이라고 간주

하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4‘) (고객님은) 메이크업을 진하게 안하시는 편이신거에요?
8)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주체의 소유물 혹은 일부가 주어인 경우, 여격 주어를

청자로 설정 가능한 경우도 주체 존대 쓰임이라고 간주하고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14‘’) (고객님의) 피부 타입은 어떻게 되세요?

(14‘’‘) (고객님께) 진한 컬러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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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톤 다운된 컬러 나시는 거거든요.

3.1.1. 일반적인 술어와 결합하는 경우

‘-시-’가 비주체를 존대하는 경우, 주체를 존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술

어에 제약 없이 다양한 술어와 결합한다.9)

(16) ㄱ. 의료 보험에서 혜택을 많이 주시다보니까

ㄴ. 5겹은 한 겹 한 겹 떼어지시는 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ㄷ. 이거는 펄감이 많이 좀 진하세요.

ㄹ. 프레즐 10분 정도 걸리시는데 괜찮으세요?

(16ㄱ)은 치과 보험 가입을 권하는 전화에서 추출한 발화로, 예전에

비해 저렴해진 치과 치료의 원인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발화된 문장이다.

이때, 비록 처격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혜택을 주’는 행위주는 ‘의료 보

험’으로, ‘-시-’가 존대할 수 있는 인물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술어 ‘주

다’에 ‘-시-’를 결합함으로써 비주체인 ‘의료 보험’을 존대하며 규범적인

쓰임에 어긋난 사례가 되었다.

(16ㄴ)의 경우 소모품인 화장솜을 홍보하면서 발화된 문장이다. 손님

으로서 대화에 참여한 연구자는 일반적인 화장솜을 구매하길 원했으나,

판매원은 조금 더 비싸고 기능이 좋은 5겹 화장솜을 권하며 홍보하는

상황이다. 이 역시 주체나 경험주가 될 수 없는 화장솜을 관형어절의 술

어에 ‘-시-’를 결합해 존대하며 비규범적으로 ‘-시-’를 사용하고 있다.10)

9) 박석준(2002)은 ‘-시-’의 근본적인 의미․기능인 ‘존대’의 속성과, 인물 명사

를 주어로 삼는 특성, 그리고 [ʃɪ]라는 음운적인 이유로 결합이 불가능한 술어

를 나열하였다. 의미상 부정적이거나 하대하는 뜻을 지닌 ‘간음하다, 기생하다,

난잡하다, 사악하다, 파렴치하다, 천박하다’와 같은 술어, 인물 명사 또는 이중

주어를 허용하지 않는 ‘가동되다, 건국되다, 난무하다, 날조되다, 되새김질하다,

중차대하다’ 등의 술어, 그리고 어간이 [ʃɪ]로 끝나서 발음이 중복되는 ‘눈부시

다, 모시다, 부시다’와 같은 술어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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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ㄷ)은 색조 화장품인 아이섀도우의 색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화이다. 이 문장은 이중 주어 문장으로, ‘진하다’라는 상태 술어에 결

합한 ‘-시-’의 존대를 받는 것은 ‘펄감’이라기보다는 ‘이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이 ‘-시-’의 존대를 받는다고 하더라

도 ‘이것’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 역시 ‘-시-’의 비주체 존대의

용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6ㄹ)과 같은 문장은 흔히 카페나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

면 듣게 되는 발화이다. 이때 ‘(시간이) 걸리다’와 결합한 ‘-시-’가 존대

하는 것은 ‘프레즐’이며, 생략된 다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프레즐 굽

는 것’, ‘프레즐 준비 시간’ 등 그것을 비주체로 밖에 설정할 수 없다. 빵

을 굽는 사람인 직원을 경험주로 설정한다면, 이것은 주문을 받고 빵을

굽는 직원인 자신을 존대하는 경우가 되어 ‘-시-’의 규범적 쓰임에 어긋

나게 된다.11)

3.1.2. ‘~이다’와 결합하는 경우

소위 ‘계사’로 구분되는 ‘-이다’의 경우 거의 모든 대화 상황에서 ‘-시-’

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술어 중 하나이다. 주목할 점은 ‘-이다/이에요/입

니다’ 등 화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거의 대부분 ‘-이에요’와 결합한 ‘-세요’의 형태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김현주(2012)는 ‘-시-’가 다른 청자 존대 어미보다 유달리 ‘-에요’와 빈

번하게 결합하는 이유를 역사언어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내려고 하였

다. ‘-시-’ + ‘-이에요’가 더 고형(古形)인 ‘-시-’ + ‘이어요’에 비해 더

강하게 한 단위로 처리되어 두 개의 별도 형태소로 분석되기가 어려우

며,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이 ‘-시-’가 존대하는 주체를 분석해내기가 힘

들다는 것이다(김현주 2012). 이러한 분리의 어려움 때문에 즉각적인

10) ‘생각하시면 돼요’에서 ‘-시-’는 생략된 주어인 ‘고객’을 존대하기 위해 사용

된 것으로 규범적인 용법이다.
11) 마지막 술어인 ‘괜찮으세요?’의 ‘-시-’는 청자이자 여격 주어로 설정될 수

있는 고객을 존대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시-’의 용법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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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처리를 위해 언어 사용자들은 청자와 주체를 동일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세요’가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청자대

우법으로 발달하게 된 것으로 보았다(김현주 2012).

판매 담화에서 ‘-세요’가 ‘-십니다’보다 더 빈번하게 발견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어미가 상품을 처음으로 소개하거나 가격을 고지할 때 주로

사용되는 어미이기 때문이기도 한 듯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의 판매 담화를 비교 분석하여 ‘-시-’의 사물 존대가 얼마나, 어떤 맥락

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지 분석한 김은혜(2014)에서는 백화점에 비해

사물 존대가 잘 쓰이지 않은 대형 마트에서도 가격을 고지할 때는 ‘-세

요’의 형태가 빈번하게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본고

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가격을 고지할 때 ‘-세요’의 형태로 ‘-시-’와 ‘-이

다’가 빈번하게 결합하여 나타났다.

(17) ㄱ. 삼만 칠천 칠백 이십원이세요.

ㄱ‘. 오천 육백원이시구요

ㄴ. 에센스 들어가 있는 컨실러세요.

ㄷ. 자연스런 느낌으로 사용가능하신 컬러세요.

ㄹ. 잇몸질환 치주질환까지도 통원비가 나가는 내용이세요.

(17ㄱ)과 (17ㄱ‘)의 경우 김은혜(2014)에서처럼 가격을 고지할 때 사

용된 ‘-세요’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때 가격은 보어로 등장한다. 계사의

보어를 존대하는 경우를 예시로 든 연구로는 임홍빈(1985)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주어나 주체가 아닌 계사의 보어도 경험주와 관련이 있다

면 ‘-시-’의 존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17ㄱ, ㄱ‘)과 같이 경험

주가 명시되지 않거나 경험주를 추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백한 비문이

라고 하였다. 생략된 주어를 가정해보아도 그것은 그 가격에 해당하는

상품일 뿐이지 ‘-시-’의 존대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는 (17ㄴ, ㄷ)의 경우 역시 주체를 존대하는 용

법으로 쓰였다고 할 수 없다. 이 문장들의 가정된 주어는 ‘이 제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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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정도일 것이고, 그러한 주어는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7ㄷ)

에서 나타나는 ‘사용 가능하신’이라는 또 다른 술어구의 주어를 경험주로

가정함으로써 ‘-세요’의 ‘-시-’가 존대하는 인물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

만, 연구자의 직관으로는 ‘-시-’를 실현하는 경험주의 [+존대] 작용역이

내포절을 벗어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직 화장품을 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된 경험주가 ‘-시-’를 실현하는 ‘컬러’ 곧 화장품의

소유주인 것도 아니다.

(17ㄹ)도 마찬가지로, ‘-세요’의 ‘-시-’가 존대하는 보어 ‘내용’을 주체

라고 할 수 없으며 생략된 주어인 ‘보험 보장 내용’도 주체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시-’가 비주체 존대로 쓰인 용법으로 봐야할 것이다.

3.1.3. 존재 술어와 결합하는 경우

‘-시-’가 ‘-이다’와 결합할 때처럼 주로 ‘-세요’의 형태로 나타나는, 존

재 술어와 결합하는 경우 역시 자료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관찰되는 술어

들이다. 이때 존재 술어란 ‘있다, 없다, 많다, 적다’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를 말한다. 이 경우 술어와 호응하는 주어가 매우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주체를 가리키는 주어가 생략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들의 문장은 비교적 간단히 ‘-시-’의 비주체 존대로서의 쓰임

인 것을 알아낼 수 있다.

(18) ㄱ. 오일 미스트 있으세요.

ㄴ. 요고는 약간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오일 프리 타입

이에요.

ㄷ. 매년매년 백만원씩 보장을 받아가셔도 금액 변동 없으실거

구요.

주격 조사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18ㄱ)의 주어는 ‘오일 미스트’이다.

화장품 중 하나인 ‘오일 미스트’가 주체일 수는 없으므로, 이것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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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주체를 존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ㄴ)은 관형절 안의 ‘유분감’이 ‘많으시다’에서 ‘-시-’의 존대를 받은

비주체 주어이다. 이때 ‘유분감’을 ‘-시-’의 존대를 받는 비주체로 해석한

다면, ‘유분감’이 고객 즉 청자의 일부인 피부에 관련된 추상 명사이고,

그러므로 ‘많으시다’의 ‘-시-’는 경험주인 청자를 존대한다고 하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유분감 자체가 고객의 소유물은 아니며, 유분감

과 피부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는 (3ㄴ) ‘할아버지가 손이 아프시다’에서

의 할아버지와 손의 관계나 (8ㄱ) ‘아버님은 차가 고장나셨다’의 아버님

과 차의 관계보다 훨씬 더 멀다. 때문에 유분감이 ‘-시-’를 실현할 수 있

을 만큼 경험주인 고객의 작용역이 미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8ㄷ)에서는 역시 주격 조사로 표지된 명사구는 없지만 어렵지 않게

‘없으시다’의 주어인 ‘금액 변동’을 찾아낼 수 있다. 이 역시 주체나 경험

주와는 관계가 없는 비주체로, ‘-시-’는 이러한 비주체 ‘금액 변동’을 존

대하며 비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1.4. ‘~가 맞다’와 결합하는 경우

‘맞다’라는 술어는 다양한 뜻을 지니는데, 판매 담화 자료에서 비주체

존대 ‘-시-’와 결합하여 나타난 이 경우에는 ‘어떤 대상의 내용, 정체 따

위의 무엇임이 틀림이 없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12). 손님이 주문한 음

료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이름을 판매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주어로 요구되는 것은 인물

명사가 아닌 ‘대상의 내용이나 정체’이므로, 원래부터 ‘-시-’에 의해서 주

체로 존대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이 술어와 호응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판매 담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한다.

(19)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으세요?

12) 국립 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은 ‘맞다1’의 정의이다.



- 26 -

이때 술어 ‘맞다’와 호응하는 주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는

주문의 내용이며, 이것은 주체로 해석될 수 없다. 경험주인 손님이 주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높인다는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맞다’

라는 술어가 본래부터 ‘-시-’와 결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문장에서의 ‘-시-’는 규범적으로 옳지 않은 방식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후술하겠지만, ‘맞다’가 술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시-’가 비주

체를 존대하기 위해 비규범적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불필요하게 형성된

명사절의 술어에도 한 번 더 결합하는, 한층 더 복잡한 발화들도 자주

발견된다.

(20) ㄱ. 총 세 잔 하시는 것 맞으세요?

이때 ‘-시-’가 존대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삽입된 명사절 전체이다. 명

사절을 ‘-시-’가 존대하는 경우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례는

임동훈(2006)에서 이미 분석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의 술어가 ‘-

시-’와의 결합이 애초부터 규범적으로 쓰이지 않는 ‘맞다’라는 것이다. 또

한 ‘총 세 잔 맞으세요?’와 같이 단순히 술어에 ‘-시-’만 결합하는 경우와

달리 ‘-하(시)는 것’이라는 명사화 어미를 붙여 표현을 일부러 복잡하게

한다는 것도 언어의 경제성을 해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맞다’ 술어가

나타나는 사례는 굉장히 독특한 판매 담화만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2. ‘-시-’의 중첩

본동사와 보조 동사가 쓰인 문장이나 의존명사절이 존재 술어의 주어

또는 보어로 쓰일 때, 또는 부사절을 논항으로 취하는 술어들, 즉 독립

적이지 않은 두 술어가 한 문장에 한 번 이상 나올 때 ‘-시-’가 각각의

술어들에 모두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조준걸(2014)에서는 ‘V지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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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V’, ‘V도 V’ 등의 어미로 연결된 드라마 대본의 문장들을 분석하여

이러한 경우 ‘-시-’가 어느 술어에 결합하는 것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두 술어를 잇는 어미의 의미와, 문장이 접

속문인지 내포문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보조 동사가 사용되었는지

에 따라 ‘-시-’의 결합 양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조준걸 2014). 또한

대개 접속문에서는 두 술어 모두에 ‘-시-’가 많이 결합되지만 내포문에서

는 주절이 아닌 내포절에만 ‘-시-’가 결합될 가능성이 크고, 보조 동사가

사용되었을 경우 보조 동사에만 ‘-시-’가 결합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조준걸 2014). 그러나 연속 동사 구문과 보조 동사 구문을 잘

구별하지 못한 점,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드라마 대본이라는 다소

인위적인 발화라는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에서는

‘-시-’의 결합 양상이 문장의 종류나 연결어미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으

며, ‘-시-’가 본동사와 보조동사 둘 다에 결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

게 판매 담화에서 한국어 사용자들이 술어구에 ‘-시-’를 중복적으로 결합

하는 것을 ‘-시-’의 중첩 현상(‘-Si-’ doubling)이라고 하겠다. 이 현상

은 한 문장 안에서 병렬적으로 등장하거나 주어를 공유하는 모든 술어에

‘-시-’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둘 이상의

술어에 각각 ‘-시-’가 결합하여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시-’는 비주체를 존대하는 경우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쓰임이 규범에 어긋났다고 할 수는 없다. 조준걸(2014)에서도 밝혔듯

접속문에서 ‘-시-’가 한 번 이상 결합하는 것은 이미 자연스러운 언어 현

상이다. 그러나 ‘-시-’의 의미․기능이 한 사건의 주체를 존대하는 것에

있다면, 하나의 술어와 한 번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의미․기

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부차적으로 나오는 ‘-시-’는 의미상 어떤 기여

도 하지 못하는 잉여적인 표현인 것이다. 이렇게 ‘-시-’를 화자가 의도적

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높임의 의미를 가진 ‘-시-’를 반복적인

사용함으로써 청자에게 더 존대 받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여겨

지기 때문이다(이정복 2010, 이래호 2012, 오현아 2014). 다음의 사례

들은 ‘-시-’의 중첩 현상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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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도/면 괜찮다’ 구문의 경우

‘괜찮다’는 본디 형용사로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라는 뜻을

지닌다.13) 그러나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도/면’ 등의 부사

절을 취하기도 하며, 이 경우 ‘허락 또는 가능’의 양태(mood) 표현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도 된다’, ‘-면 된다’의 의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

는 것이다. 이때 ‘괜찮다’는 사건의 가능성에 관한 화자의 판단이나 관점

을 보여줌으로써 양태 기능의 보조 동사로 쓰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

다.14)

(21) ㄱ. 살짝 지우고 그 위에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ㄴ. 이 주변만 해주시면 될, 괜찮겠는데요

(21ㄱ)은 화장품 가게 점원이 테스트를 위해 직접 손님인 연구자에게

화장을 해 주어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맥락에서 나온 발화이다. 이때 점

13) 국립 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은 ‘괜찮다’의 정의이다. 이 경우에

도 역시 다음과 같이 ‘-시-’가 결합하여 비주체를 존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

다.

‘이런 라인도 괜찮으세요.’
14) ‘덜 문법적인 것에서 더 문법적인 것으로 어떤 항목이 변화하는(정언학

2007:126)’ 문법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 ‘매개 동사(유사 조동사)’는 한 동

사가 조동사로 변화하는 문법화 과정을 겪을 때 그 동사가 거쳐 가는 중간 단

계를 말하는데, ‘괜찮다’는 매개 동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조 동

사의 특징에는 ‘선행 동사와의 긴밀성, 구문론적 의존성, 대용형에 의한 비대치

성, 두드러진 문법성’ 등이 있는데(강덕구 2004:6), ‘괜찮다’는 이 중 두세 가지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도’와 연결된 선행 동사와 ‘괜찮다’ 사이에는 극히 제

한된 문법소만이 삽입될 수 있으며, 허락의 의미일 때 ‘괜찮다’는 언제나 ‘-도’와

함께 구문으로 나타난다. 또한 시제 등의 문법적 표지가 선행 동사가 아니라

‘괜찮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도’와 함께 쓰여 허락을 나타내는 ‘괜찮다’는 보

조 동사로써의 면모를 갖춰가는 과정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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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해도 될까요?’라는 허락의 표현 대신 ‘괜찮다’를 대신 사용하여 청

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행동의 주체가 화자 자신이기 때문에 ‘-시-’를 사

용하여 존대하지는 않았지만, ‘-도 괜찮다’가 허락이나 가능의 양태 표현

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 예시이다. (21ㄴ)은 ‘해도 되다’라는 표현

을 발화하려다 ‘되다’를 ‘괜찮다’로 수정한 발화이다. 이 역시 ‘-도 괜찮

다’가 허락이나 가능 표현인 ‘-도 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근거이다.

(22) ㄱ. 살짝만 하셔도 괜찮으실 거 같은데

ㄱ‘. 살짝만 해도 괜찮으실 거 같은데

ㄱ‘’. 살짝만 하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ㄴ. 함 해 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ㄴ‘. 함 해 봐도 괜찮으실 (거예요)

ㄴ‘’. 함 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22)의 경우가 ‘괜찮다’를 허락이나 가능을 의미하는 양태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시-’를 결합한 예이다. (22ㄱ)은 볼 화장을 하고 싶지만 피

부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구매자의 말에 다른 화장품으로 피부를 가린 다

음이라면 충분히 과하지 않은 볼 화장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화이며, (22ㄴ)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화장을 해주다가 직접

해보라고 화장품을 건네주는 상황이다. (22ㄱ)의 ‘하다’, (22ㄴ)의 ‘해

보다’ 등 술어가 나타내는 행동의 주체가 존대해야 할 인물인 청자이기

때문에 이처럼 ‘-시-’를 결합하여 존대의 의미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사

절의 술어인 ‘하다’, ‘해 보다’에만 ‘-시-’를 결합한 것이 아니라, ‘괜찮다’

라는 보조 동사의 역할을 하는 술어에도 결합하여 중복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괜찮다’에 ‘-시-’를 결합하지 않거나, 또는 부사절의 술어에 ‘-시-’

를 제외해도 문법적으로나 의미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다.15) 그럼에도

15) 연구자의 직관에는 부사절의 술어에 ‘-시-’를 결합하지 않은 표현이 보다

정중하지 않아 보이지만, ‘괜찮다’가 완전히 보조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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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시-’를 중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시-’

를 가능한 한 많이 사용하여 존대 이상의 의미․기능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2. 본동사 + 보조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조준걸(2014)에 따르면, 본동사와 보조 동사 구문에서 ‘-시-’는 주로

보조 동사에만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백화점 등

판매 담화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본동사와 보조 동사 모두에 ‘-시-’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본고가 분석하는 자료에서도 그

러한 발화가 다수 등장하였으며, 특히 이 경우 대부분의 보조 동사는 허

락이나 가능의 의미를 나타내는 ‘되다’가 쓰였다.

(23) ㄱ. 나머지 400원 주시면 되시거든요?

ㄱ‘. 나머지 400원 주시면 되거든요?

ㄱ‘’. 나머지 400원 주면 되시거든요?

ㄴ.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시면 되세요.

ㄴ‘.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시면 돼요.

ㄴ‘’.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면 되세요.

ㄷ. 안 어울리시지 않으신데

ㄷ‘. 안 어울리시지 않은데

ㄷ‘’. 안 어울리지 않으신데

ㄹ. 화장솜은 잘 쓰시지 않으세요?

ㄹ‘. 화장솜은 잘 쓰시지 않아요?

ㄹ‘’. 화장솜은 잘 쓰지 않으세요?

(23ㄱ)의 경우 카페에서 대금을 쿠폰으로 결제하고 남은 돈 400원을

와 보조 동사가 있는 문장의 경우 주로 보조 동사에 ‘-시-’가 결합한다(조준걸

2014)’는 경향성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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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요청하는 상황이다. 본동사 ‘주다’와 보조 동사 ‘되다’에 모두 ‘-

시-’를 결합한 것을 볼 수 있다. ‘되다’의 경우 본래 의미는 ‘(‘-어도’ 다

음에 쓰여) 어떤 일이 가능하거나 허락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결합하면 그 어떤 일을 존대하는 기능, 즉 본동사가 가

리키는 행위를 존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 행위가 주체의 행동이기 때문

에 ‘-시-’의 본래 의미․기능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므로 비주체 존대 용

법보다는 비교적 규범적인 용법인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되다’에만

‘-시-’가 결합하여도 충분히 규범적인 주체 존대의 의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3ㄱ)을 변형하여 두 술어 중 하나에만 ‘-

시-’를 결합한 문장 (23ㄱ‘)과 (23ㄱ’‘)도 의미상으로 어색하거나 주체를

존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23ㄴ)의 경우에는 음료를 시

키고 오른쪽에서 가져가라는 명령의 발화이며, 이 역시 두 술어 중 하나

에서 ‘-시-’를 제외해도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의 ‘-시-’가 잉

여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23ㄷ)과 (23ㄹ)의 문장에서 보조 동사의 ‘-시-’를 삭제한 (23

ㄷ‘), (23ㄹ’)의 경우는 꽤나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지거니와 존대의 의미

가 충분히 전달되는지도 의심스럽다. 이것은 ‘되다’에 비해 ‘-지 않다’에

서 ‘않다’가 완전한 보조 동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보조 동사

구문의 경우, 보조 동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가 결합

해야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2.3. 의존명사 구문의 경우

본고에서 자료로 분석하는 의존명사 구문은 ‘-한 적, -ㄹ 수’ 등의 의

존명사를 사용한 절이 내포절로서 존재 술어 ‘있다, 없다’의 주어 또는

보어로 사용될 때, 그 존재 술어에 ‘-시-’가 결합하는 것이다. 이때 의존

명사절 안에 술어에 이미 주체를 존대하는 ‘-시-’가 결합해 있어서, 문장

전체에 ‘-시-’가 내포절 그리고 주절의 술어에 모두 결합한 형태가 된다.

이미 내포절에 규범적으로 사용된 ‘-시-’가 결합해 있고, 의존명사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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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로 취하는 주절의 술어는 존대할 주체와 호응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 주절의 술어에는 ‘-시-’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다음의 용례와 같이

‘-시-’는 주절의 술어와 내포절의 술어 모두에 결합하여 나타난다.

(24) ㄱ.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ㄱ‘.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ㄴ.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으세요.

ㄴ‘. 무겁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ㄷ. 효과도 같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ㄷ‘. 효과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24)는 모두 화장품 가게 점원이 제품 설명을 할 때 발화된 문장들이

다. 의존명사 내포절 ‘들어보신 적’, ‘무겁게 느끼실 수’, ‘효과도 같이 보

실 수’의 술어들은 모두 주체의 행위를 가리키고, 이 주체가 곧 손님인

청자이므로 이때의 ‘-시-’는 규범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러나 주절의 술어 ‘있다’의 경우, 통사적으로 이것과 호응하는 것은 의존

명사절이므로 ‘-시-’가 존대할 주체가 아니며 따라서 ‘-시-’가 결합할 필

요가 없다. 이것은 주절의 술어에 ‘-시-’를 삭제한 (24ㄱ‘, ㄴ’, ㄷ‘)의 문

장이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

나 화자는 ‘-시-’를 반드시 한 번 더 사용함으로써 발화한 문장에 존대의

의미를 한 번 더 부과하고 있다.

3.2.4. ‘-는 것’ 명사절화 구문의 경우

‘-는 것’ 명사절화란, 명사화 의존명사 ‘-는 것’을 술어가 하나 이상 포

함된 절과 결합하여 명사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판매 담화에서는 이

렇게 형성된 명사절과 호응하는 존재 술어에 ‘-시-’를 결합하여 명사절을

존대하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 발견된다.16) 이를 예를 들어

16) 3.1.4 ‘-가 맞다’와 결합하는 경우를 설명할 때 든 예시 중 (20) ㄱ. ‘총 세



- 33 -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5) 가시다 + ‘-는 것’ + ‘-이세요?’ = ‘가시는 것이세요?’17)

이러한 문장에 ‘-시-’가 결합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하나는, 명사화 의존명사 ‘-는 것’과 결합된 절 안의 술어에 ‘-시-’

가 한 번 결합하는 것이다.

(25)‘ [가시는 것]이에요?

만약 명사화된 절 안에 술어가 두 개가 있다면, 그 두 술어 중 하나에

‘-시-’가 결합한다.

(26) [드시고 가는 것]이에요?

절 안에 술어가 하나 이상 있다면, 그 모든 술어에 ‘-시-’를 결합하기

도 한다.

(26)‘ [드시고 가시는 것]이에요?

가장 복잡한 형태는, 명사절과 호응하는 술어에도 ‘-시-’를 결합하는

것이다.

(27) ㄱ. [드시고 가시는 것]이세요?

잔 하시는 것 맞으세요?’가 이와 같은 경우이다.
17) 보다 문법적인 표기를 위해 형태소를 다 밝혀 적었으나, 실제로 자료에서

발견된 발화는 ‘것’의 ‘ㅅ’ 받침과 ‘-이다’의 ‘이’가 생략된 ‘가시는 거세요?’와 같

이 발화되었다. 정확히는 (27) 문장이 실제로 자료에서 나타난 발화이며, ‘드시

고 가시는 거세요?’로 발음되었다. (25)와 (26)은 이 문장을 수정하고 형태소를

밝혀 연구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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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클렌징 오일 말씀하시는 것]이세요?

ㄷ. [가져 가시는 것]이세요?

결국 이러한 문장에서 ‘-시-’는 모든 술어에 결합하며 최대 세 번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문장은 카페, 레

스토랑 등의 계산대에서 화자가 청자의 주문을 확인할 때 주로 발화되었

다.

전혜영(2005), 장경현(2010), 박나리(2012)에 따르면, ‘-는 것’은

앞에서 발화된 내용을 설명, 강조하고 재확인하는 기능을 하며, 따라서

발화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강화시키고 재정리한다. 그러나 이것

은 주로 ‘화자는 잘 알지만 청자는 모르는’ 선행 발화 내용이나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박나리 2012), 주문 확인 화

행에서는 불필요한 강조일 수밖에 없다. 화자가 강조하거나 다시 설명하

는 내용 자체가 이미 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명사절은 사실상 의미적으로 필수적이거나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 언어

의 경제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의 명사화는 불필요한 과정이며, 또한

‘불명확하고 불필요하게 장황한 표현을 피하라(Avoid obscurity of

expression, avoid unnecessary prolixity)(Grundy 2008:96)’는

Grice의 대화 격률 중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도 위반한다.

Grice에 따르면 이러한 의도적인 격률 위반은 화자가 발화된 내용 그

이상을 함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Thomas 1995, Grundy 2008). 자

세히 후술하겠지만 이 경우 함의된 내용은 공손성과 관계된 것이라고 본

다.

정리하면, 화자가 의미적으로 큰 기여가 없는 ‘-는 것’ 명사절화를 사

용하여 표현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간단한 대화를 빨리 끝냄으로써

더 많은 주문을 받아 더 높은 이익을 얻는 경제성보다, 존대 표현인 ‘-

시-’의 과도한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화용적인 효과 그리고 복잡한 표

현의 간접성을 화자가 더 우선시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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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공손성 이론의 적용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에서 ‘-시-’의 비주체 존대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

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시-’의 중첩 현상

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장

에서는 전통적인 공손성 이론과 최근에 제시된 새로운 관점의 공손성 이

론을 간단히 소개한 후, 그를 이용해 각각 화용론의 관점에서 자료에서

나타난 ‘-시-’의 비주체 존대와 중첩 현상의 원인과 효과를 어떻게 해석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4.1. 전통적인 공손성 이론

공손성(politeness)이론은 70년대 중반 이후로 화용론 내부에서 주목

받게 된 이론으로, Austin에서부터 출발한 자연스러운 일상 대화를 언

어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Thomas

1995). 언어 사용자들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일정한 격률을 지킬 것

이라고 간주하는 Grice의 대화의 격률(Conversational Maxims)도

공손성 이론이 발달한 배경이 된다. 이러한 격률을 대화 참여자들이 의

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Leech는 특히 Grice

의 네 가지 격률 중 ‘정확하게 말하라’는 방법의 격률(Maxim of

Manner)이 종종 지켜지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언어 사용자들이 직접

적으로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간접적인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은 바로

공손성(politeness)이라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Leech

1983). 이것을 토대로, Brown과 Levinson은 80년대 후반에 사회학

자 Goffman의 ‘체면(face)’ 개념을 접목시켜 공손성 이론을 발전, 전개

해 나갔고(Brown과 Levinson 1990), 최근까지 Brown과 Levinson

의 이론이 공손성 이론 중에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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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homas 1995, Grundy 2008).

4.1.1. Leech의 공손성 원리

공손성 이론에서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Leech를 들 수 있

다. Leech(1983)는 Grice의 대화 격률이 ‘간접성(indirectness)’으로

인해 파괴되는 것에 주목하여, 격률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대화 참여자

들의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공손성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

면, 언어 표현이 간접적일수록 대화 상대방, 즉 청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청자가 선택권을 더 가지게 된다(Leech

1983). 때문에 청자는 자의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의미로 발화를

해석하며, 비록 그것이 화자가 의도한 바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히 가능하지 않은 해석은 아니기 때문에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올바

르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화자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화자를 존

중하지 않았다는 부담은 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더 간접적인 표현일

수록 더 공손한 표현이다. 화자들은 공손성을 유지하기 위해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대화의 격률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Leech(1983)

는 간접성을 이용해 언어 표현으로 공손성을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격

률18)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격률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간접

적인 발화를 함으로써, ‘공손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은 최소화

하고, ‘공손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Leech

1983). 공손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자신을 칭찬하기,

자신의 이득을 위한 표현,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기’ 등이 있으며,

공손하다고 여겨지는 표현은 ‘상대를 칭찬하기, 상대의 이득을 위한 표

현,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기’ 등이 있다(Leech 1983). 이때 Leech는

어떤 표현이 공손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문화마다 각기 다르다고 설명

하며 많은 언어 문화권에 적용할 수 있는 공손성 이론을 제시했다

18) 그 종류를 모두 나열하자면 요령(tact), 관용(generosity), 찬성(approbation),

겸손(modest), 일치(agreement), 공감(sympathy)의 격률이다(Leech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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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h 1983, Thomas 1995). 그러나 그는 공손성을 전략이 아니라

언어 표현에 간접성을 부과하는 동기로 간주했다. 때문에 그의 공손성

이론은, 예의범절의 범주인 공손성을 언어 전략으로써의 공손성과 구분

하고 정확히 어떠한 표현들이 공손성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제시하

여 범위를 좁힌 Brown과 Levinson에 비해 조금 모호하고 가변적인

정의와 적용 범위를 가졌다는 한계가 있다.

Leech의 공손성 이론이 발달한 배경인 간접성은 언어 표현의 표면적

인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권순철(1994)에 따르면, 한 언어 표현이

지닌 간접성이 증대될수록 표현이 더 복잡해진다고 한다. 즉 복잡한 구

조를 가진 언어 표현일수록 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는 언어

가 실제 세계에 대해 지니는 도상성 때문으로, 언어 표현의 형태와 그것

이 의미하는 대상 또는 개념이 자연적으로 닮게 되는 특성 때문이다(권

희상 2005). 즉,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복잡해지면 언어 표현의

형태도 복잡해지는 것이다. 권희상(2005)은 언어 표현이 지니는 화용적

도상성 중 하나로 양적 도상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더 공손한 표현은

더 긴 형태를 지닌다. Dirven &Verspoor(1998: 11-12, 권희상

2005에서 재인용)의 예시는 그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28) ㄱ. No smoking.

ㄴ. Don't smoke, will you?

ㄷ. Would you mind not smoking here, please?

ㄹ. Customers are requested to refrain from smoking

if they can.

ㅁ. We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refrain from

smoking cigars and pipes as it can be disturbing

to other diners. Thank you.

이를 정리하면, 간접성과 복잡성, 공손성은 서로 비례 관계를 보이는

언어의 도상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즉 한 표현이 간접적일수록 복잡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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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공손한 표현이고, 복잡할수록 간접이고 공손한 표현이고, 공손할수록

간접적이고 복잡한 표현이다.

4.1.2. 이론의 적용

지금까지 자료를 통해서 주로 비주체 존대 용법이나 중첩 사용 등 ‘-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이 관찰한 것

처럼, 판매 담화 안에서는 이 뿐 아니라 다른 공손 전략도 사용된다. 판

매 담화의 맥락이나 사용된 여러 언어 표현의 의미를 공손성 이론의 관

점에서 분석한 것은 이수연(2012)의 연구에서 이미 상당히 논의가 진행

되었고,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선행 연구의 논점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그러한 분석은 해당 연구의

요약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이수연(2012:91)에 따르면, 판매자의 구매 권유 대화는 구매를 원하

지 않는 고객의 '자유롭게 선택하고자' 하는 적극적 체면을 본질적으로

위협하지만, 그 의도를 드러내는 '강요'가 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언제

나 모순적인 대화라고 하였다. 때문에 판매자는 치밀하게 계산된 표현들

과 여러 언어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음의 예시(이수연 2012:92)처럼, 판

매 대화라는 특성상 ‘간접적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이득은 최소화하고 상

대방의 이득을 최대화하라’는 Leech의 공손성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29) 점원 : 저희 홀리데이 컬렉션은 인기가 너무 많아서요.

고객 : 아, 네.

(중략)

점원 : 지금까지는 선물용으로 많이들 사셨는데, 이번에는 색상

이 너무 잘 나와서 직접 쓰시려고 구매하시는 분도 많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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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그런데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점원 : 아니에요, 실제로 바르시면 이것보다 훨씬 연하게 나와

요. 겹쳐 있어서 진해 보이는데, 실제로 올려보시면 너

무 예뻐요.

이수연(2012)은 이 상황에서 판매자가 드러내 놓고 자사의 제품을 칭

찬하거나, 고객이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만 아무런 완충 장

치 없이 이를 바로 반박하는 등 Leech의 공손성 원리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판매 담화의 특성상 이러한 대화 방식

은 불손하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이수연 2012). 이외에도 고객의 의

견을 반박함으로써 발생하는 체면 손상을 ‘칭찬하기’와 같은 보상으로 만

회하거나,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는 ‘사과하기’와 ‘감사

하기’ 등을 통해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한다. 이처럼 판매자는 대화 전

반에서 판매라는 대화 목적에 맞게 공손성 원리를 지키거나 또는 의도적

으로 지키지 않고, 여러 완충 장치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언어 표현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위와 같이 다양한 판매 담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전략적 언어 표

현 외에도, 이 자료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던 독특한 전략은 바로 ‘‘-는

것’ 명사절화’와 ‘-시-’ 중첩을 통한 표현의 간접성과 복잡성의 증대이다.

(27) ㄱ. [드시고 가시는 것]이세요?

ㄴ. [클렌징 오일 말씀하시는 것]이세요?

ㄷ. [가져 가시는 것]이세요?

(27)은 3.3.4에서 분석한 사례로, ‘-시-’가 결합한 술어가 둘 이상 존

재하는 절에 ‘-는 것’을 사용하여 의미적으로 불필요한 명사절을 만들고

그것을 내포문으로 취한 뒤 주절의 술어에 또 ‘-시-’를 결합한 문장이다.

(27ㄱ)의 경우에는 ‘-시-’가 나타난 모든 술어와 결합해 총 세 번이 사

용된, 가장 복잡한 형태의 문장이다. 각각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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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될 수 있다.

(27)‘ ㄱ. 드시고 가세요?

ㄴ. 클렌징 오일 말씀이세요?

ㄷ. 가져가세요?

(27)‘에서 알 수 있듯 ‘-는 것’을 사용해 명사화를 시키지 않아도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표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경제성

을 해치면서까지 ‘-는 것’ 명사화와 잉여적인 ‘-시-’를 사용한 이유는, ‘-

시-’가 함의하는 존대의 의미를 사용하여 청자인 고객을 존중하는 표현

을 최대화하고, 복잡한 표현이 지니는 간접성과 공손성을 이용하여 청자

에게 ‘질문’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인

의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19)

4.1.3. Brown & Levinson의 공손 전략

Brown과 Levinson이 말하는 체면(face)이란 대화 참여자가 지니는

개인적 자존감 또는 욕구이다(Brown과 Levinson 1990). 체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이고, 또 하나

는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이다. 적극적 체면이란 자신의 의도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며, 소극적 체면은 자신의

의도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 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상대방의 이러한

19) 모든 질문이 언제나 청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며, 해당 예시에서도

술어들의 의미로 미루어 볼 때 (27)의 발화들은 사실상 청자에게 큰 부담이 되

는 내용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자의 부담을 경감해주려는

이러한 언어 표현의 사용은, 판매 담화 전반에 기대되는, 그리고 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과도한 겸양과 이로 인해 사용되는 다양한 공손 전략에 익숙해진 판

매자들이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전략적인 언어 사용을 확대하게 되

었기 때문이 아닐까 예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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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Brown과 Levinson이 말하는 공

손성의 작동 원인이다. 명령, 요청, 요구 등 특정한 종류의 발화, 그리

고 그것으로 수행되는 화행은 본질적으로 청자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체

면을 위협하는데(Face-threatening Act), 이렇게 체면이 손상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를 방어하고자 다양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Brown과 Levinson 1990).

이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은 그러나 경어법이나 형식

적으로 으레 쓰이는 표현이어서는 안 된다(Thomas 1995). 화용론에서

연구하는 언어 현상은 근본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언어 표

현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의무적이나 의례적인 언어 표현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어

의 겸양법, 존경법과 같은 어미로 나타나는 경어법이나 한국어 경어법

중 종결 어미로 청자 존대를 나타내는 화계(speech level)은 의무적인

언어 표현이므로, 화용론에서 다루는 공손성을 위한 선택적 발화라고 할

수 없다(Thomas 1995, Okamoto 1999). 또한 의무적, 의례적인 언

어 표현은 화용론에서 가장 중시하는 맥락(context)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같은 의미를 나타내므로 역시 화용론의 공손성 이론에서 다루

고자 하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Thomas 1995, Grundy 2008).

4.1.4. 이론의 적용

이수연(2012)에서, 대화로 이루어지는 ‘판매’라는 행위가 잠재적 혹은

비잠재적 구매자로 대화에 참여하는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시-’와 ‘-ㄹ게요’ 등의 언

어 표현을 전략으로써 사용한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되었다. 또한 판매자

의 목적인 ‘물건 판매’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적극적 체면 또한 충족시켜야하기 때문에, 판매 담화에서 사용되

는 ‘-시-’와 ‘-ㄹ게요’는 그러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고 분석하였다(이수

연 2012). 이것은 본고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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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시-’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효과보다는, 이 언

어 표현과 동시에 판매원의 대화 내용이 어떻게 판매가 본질적으로 가지

는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이수연 2012).

물론 본고에서도 판매 내용을 전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아니

지만, 그보다 실제 담화 안에서 ‘-시-’라는 하나의 언어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형식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추측할 수 있는 사용 동기를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30) 1 A : 너무 (.) 너무 과하다

2 B : 이거 하나하나 붙이는 거 언더에

3 C : [요론것두- 아예 포인트로 하시는 것

4 도 괜찮으시고 아니시면- 요론 라인도 괜찮으세요 티난

5 해 보시면은 그렇게 티 나는 라인이 아니거든요 요고랑-

6 요롷게

(6초간 침묵)

7 A : 너무 쎄보이는데

(2초간 침묵)

8 C : 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라인이에요 이런 것

9 들도 막 하시는데 (웃음) 이거는 뭐- 근데 뭐 짤라서 사

10 용하셔도 되시구 길이감이 쫌 긴 거 같으면은 다 이렇게

11 짤라서 전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거라서-

(30)의 대화는 구매자인 A, B가 화장 소품을 사기 위해 고민하고 있

던 중 화장품 가게 점원인 C가 제품을 설명하며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첫 번째 줄에서 A는 잠깐의 휴지(休止)와 ‘너무’, ‘과

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C가 추천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드러낸다. 그에 대해 C는 세 번째 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A의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제품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괜찮다’와 ‘-시-’를 자주 사용하여 체면 위협 행위의 부담을 경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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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A를 설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A가 오랫동안 고민하며 일곱 번째

줄에서처럼 구매를 주저하자, 보다 자세한 설명과 다른 고객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때도 ‘-시-’를 중첩하여 사용한 세 번째 줄과, 가상으로 설

정한다 해도 ‘그것’ 등 주체가 될 수 없는 주어와 호응하는 ‘아니다’와 ‘요

론 라인’과 호응하는 ‘괜찮다’20)에 ‘-시-’를 사용하여 비주체 존대 용법으

로 사용한 네 번째 줄의 발화와 마찬가지로, 열 번째 줄에서도 ‘-시-’를

중첩하며 비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가 구매를 원치 않는 것이 확

실한 상황에서 상품 구입을 권하는 것은 A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체면 손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를 자원으로 사

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은 이미 가게를 들어서면서부터 구매

의지가 분명한 경우가 많은 카페 음료 주문 대화에서는 비교적 덜 나타

난다.

(31) A : 주문 도와드릴까요?

B :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하고요

A : 네

B :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A :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둘 다 따뜻한 걸로 드려요?

B : 예에

(32) A : 주문 도와드릴까요?

B :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하나요 큰 사이즈로

A : [큰 사이즈로 3800원

입니다, 앞쪽에 서명 한번 해 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B : 네

A :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20) 이때의 ‘괜찮다’는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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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직원 A는 손님인 B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시-’를 규범에서 벗

어나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이미 구매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화장품처럼 세세한 설명이 필요하

지 않아 발화의 양이 적으며, 또 카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가 가

게를 들어서는 순간 구매 의지가 확정된 상황이므로 판매원이 그를 판매

를 위해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는 판매 행위가 구매

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대화 목적을 달성시키는

체면 충족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를 이용해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33) 1 A : 자몽 플랫치노를 따뜻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2 B : 아뇨 그렇게 안 되세요

3 A : 아 그럼 자몽 주스랑 아메리카노 주세요

4 B : 혹시 차가운 거 안 드실려고 하시는 거에요?

5 A : 네

6 B : 근데 이것도 냉동이어가지고 차가워요

7 A : 아 그럼 라떼 따뜻한 걸로 주세요

8 B : 라떼 따뜻한 걸루요- 아메리카노랑 라떼 따뜻한 거 맞으

9 시죠, 앞쪽에 서명 한 번 해 주세요 영수증 드릴까요?

다른 사례를 보면, 카페 안에서 발생하는 주문 대화에서라도 만약 발

화의 내용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시-’를 사용하여 완충

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33)의 두 번째 줄에서 판매자는 구매자

의 요청을 거절하는 화행을 수행하고 있는데, 요청에 대한 거절은 근본

적으로 요청을 하는 상대방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판매자

는 이 때 ‘-시-’를 사용하여 체면 위협 행위를 완충하고 있다. 네 번째

줄에서는 ‘-시-’의 중첩과 무의미한 명사절화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역

시 구매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의도를 알아내려는, 일종의 소극

적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하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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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현상이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줄의 발화에서도 나타난다. 구매

자는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문을 통해 밝혔다. 이를 재차

확인하는 것은 구매자의 언어적 경제성을 해치는 것으로, 구매자가 원하

지 않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판매자는 비주체를 존대하며 ‘-시-’를 비

규범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행위의 체면 위협 정도를 완화한다. 판매

담화들에서도 상황과 맥락에 따라 ‘-시-’를 사용한 체면 위협 행위의 완

화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 것이다.

Brown과 Levinson의 공손성 전략 중에는 서법성을 이용하여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Brown과 Levinson

1990). 서법성이란, ‘화자가 서술 내용에 대해서 가지는 어느 정도의 가

능성, 개연성, 확실성, 필연성의 정도와 관련된 마음 상태(김종환

2000:34)’인 ‘서술 내용에 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문법적 수단에 의해

표현하는 것(Modality)’이다(Zandvoort와 van Ek(1975), 김종환

2000:34에서 재인용). Brown과 Levinson(1990)은 가능성을 나타내

는 서법 표현은 발화가 수반하는 화행의 부담을 약화시키므로 대화 참여

자에게 직접적 요구의 소극적 체면 위협 행위를 완화한다고 하였다. 이

를 따라서, 영어, 독일어와 같은 게르만어파의 언어들과 슬라브어파에

속하는 러시아어와 같은 인도 유럽어에서 공손성이 어떠한 언어 자원으

로 표현되었는지 살핀 연구들의 경우, 양태를 나타내는 서법 동사 및 부

사와 양태 술어가 사용된 발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Leech 1983,

Brown과 Levinson 1990, Thomas 1995, Grundy 2008, 이남경

2012). 한국어의 경우에는 김해연(2011)이 인식적 서법 표현인 ‘-것 같

다’가 공손성 전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허락

이나 가능 양태의 ‘괜찮다’ 술어가 인도 유럽어의 양태 술어와 비슷한 역

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국립 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서는

‘괜찮다’에 ‘(‘-어도’ 따위와 함께 쓰여) 탈이나 문제, 걱정이 되거나 꺼릴

것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 박은하(2016)는 여러 종류의 국

어사전들과 한국어 교재들에서 ‘괜찮다’의 의미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허락할 수 있다’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고 구어 말뭉치에서 ‘괜찮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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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구하기/허락하기’의 화행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 역

시 ‘괜찮다’를 의무 양태 표현이 아니라 허락이나 가능의 양태 표현으로

간주한다. 의무를 나타내는 ‘-야 하다/되다’에서 ‘하다/되다’를 ‘괜찮다’로

교체하여 사용한 표현을 자료에서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며,

‘괜찮다’의 본디 의미 자체에 확실성이나 필연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1) ㄱ. 살짝 지우고 그 위에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34) ㄱ. 아니시면 괜찮으시면 제가 피부에 테스트 한 번 해 봐 드릴

게요

ㄴ. 손 잠깐 괜찮으세요?

(21)과 (34)의 예시에서처럼, 판매자는 ‘-도/면 괜찮다’라는 언어 표

현을 통하여 청자인 구매자에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허락을 구하거나 가

능성을 제시한다. (21ㄱ)과 (34ㄱ)의 경우 구매자의 화장을 지우고 판

매하는 제품을 이용하여 다시 화장을 해 주겠다는 상황이며, (34ㄴ)은

화장품을 도포하는 방법을 손등에 시연하기 위해 손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두 경우 모두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떠나서, 완전한 타인

에게 요청하기란 쉽지 않은, 부담이 큰 행위이다. 판매자는 ‘괜찮다’는

술어를 통해 그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음의 예시에서

처럼 만약 행위의 주체가 청자이고, 화자에게 그 행위를 하라고 요구하

는 경우, 이러한 구문에 ‘-시-’를 결합하여 언어 표현에 의한 체면 위협

행위를 경감하고 있다.

(22) ㄱ. 살짝만 하셔도 괜찮으실 거 같은데

ㄴ. 이용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거든요.

ㄷ. 함 해 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처럼 판매자인 화자는 ‘-시-’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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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구매자의 적극적 체면을 충족시키면서 또한 소극적 체면을 위

협하지 않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행위를 기존 연구들에서

‘-시-’의 비규범적 사용의 동기로 분석하고자 했던 ‘존대’의 개념으로 해

석한다는 것은, 한국어 연구에서 화용론의 공손성을 의사소통 행위의 전

략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는 이의 태도나 감정, 그리고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위계 관계와 관련된 다소 ‘일반적’인 정의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다. 두 개념은 분명히 상호 관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개념도 아니다. 두 개념이 언어로 표현되는 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본고에서는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태도로써의 공손성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자가 의도적으로 언어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하

는 전략으로써의 공손성을 별개로 간주하고, 판매 대화에서 사용되는 ‘-

시-’는 전략으로써 사용된 것으로 경어법의 존대 의미와 기능에서 한 단

계 더 확장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다시 말해, 판매 담화에서 사용

된 ‘-시-’는 본래의 의미․기능인 상대방을 존대 또는 대우하기 위해서만

이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전

략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판매 담화의 화자가 ‘-시-’를 태도의 공손성에서 기인하는 존대의

목적으로 ‘주체/주어/청자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석한다면, 이

경우는 화자의 동기는 구체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언어학적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심리적학의 영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시-’를 비규범적으

로 사용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 있기에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왜 다른 장르의 담화보다 특히

판매 담화, 즉 서비스업에서 형성되는 담화에만 이러한 비규범적인 ‘-시

-’의 ‘과도한 높임’이 관찰되는가? 다른 장르의 담화 내의 대화 참여자들

은 높일 필요가 없는가? 또한 그 ‘높임’의 의도는 과연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것인가? ‘-시-’를 비규범적으로 사용할 때 화자는 진정으로 대화 상

대방을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이 가능할 때에만 ‘-

시-’를 비규범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로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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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혜(2014)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왜 높임법을 사용

하는 것인지, ‘-시-’를 비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높임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높임법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전체 120명의 응답자 중

87.1%가 ‘고객이 대접받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를 들었으며, ‘-시-’의 비

규범적 용법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고객을 대우하기 위해 전략으

로써 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55%였다(민지혜 2014).

또 이수연(2012)의 조사에 따르면 서면조사에 응한 백화점 직원 6명 중

4명이 이러한 과도한 높임법이 사용하는 자신에게도 불편하고 부자연스

러우며, 간혹 이것으로 인해 고객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한다고 대답하였

다. 이수연(2012), 민지혜(2014)가 조사한 바로는 백화점, 은행, 보험

회사 등 서비스 직종에서 실시하는 직업 교육에서도 이러한 높임법을 사

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직원들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을 사용하는 화자들 역

시 이러한 표현의 부자연스러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진정

으로 고객을 ‘높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전략의 일환으로 ‘-시-’를 규

범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정복(2010)에서는 신분 제도가 존재하여 사회적인 위계 관계가 분

명했을 때 그 위계를 언어로 나타내던 경어법이, 신분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사회적 위계가 다소 불분명해지자 전략으로 그 기능이 발전했다고

한다. 이것은 인도 유럽어에서 2인칭 복수 대명사가 원래 의미를 확장하

여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Silverstein 1979, Okamoto 1999에서 재인용, Brown과

Levinson 1990). Brown과 Levinson(1990)은 경어를 체면을 유지

하기 위한 대화 참여자의 동기와 공손성 전략이 문법적으로 ‘굳어진

(frozen)’ 결과라고 여긴다.21) ‘-시-’는 이것과는 반대로, 문법적으로 굳

21)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Brown과 Levinson이 문화에 따른 언어적 차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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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경어 표현이 공손성 전략을 위한 자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한국어 언어 공동체에서 존대의 의미를 가

진 것으로 이미 합의된 표현이다. 판매 대화에서 화자인 판매자는 청자

인 구매자를 경어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고, 때문

에 ‘-시-’의 합의된 의미를 사용하여 대우하고 있다. 단순히 그러한 이유

만이라면 ‘-시-’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화자

는 그러한 용법을 넘어, 이를 비주체 주어와 호응시켜 사용하거나 과도

하게 중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시-’가 원래 지닌 기능을 확장하

여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언어 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다.

정리하면, 판매자가 문법 규범에서 벗어나 ‘-시-’를 비주체 존대로 사

용하거나 중첩하여 사용하는 것은, ‘-시-’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의미․기

능인 존대를 이용하여 판매의 소극적 체면 위협이라는 특성을 완화하고,

구매자인 청자에게 ‘존중 받는다’는 적극적 체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

때문이다. 즉 판매 담화에서 판매자가 ‘-시-’를 비규범적으로 사용하는

동기는 이러한 ‘-시-’를 공손성 전략으로써 유용적(manipulatively)으

로 이용하여 대화의 목적인 판매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4.2. 최근의 공손성 이론 소개 및 적용

Okamoto(1999)는 일본어의 경어법은 화자가 인식하는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

계, 정체성, 친밀도 등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으로, 본질적으로 공손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어법을 공손성과 연관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언어 표현

뿐 아니라 대화의 맥락과 화자의 다른 언어 전략 또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어와 한국어의 종결어미로 표현되는 청자 존대법은 단순히 공손 전

략으로써 사용될 수 없다. 종결어미라는 특성상 청자 존대법은 의무적인 것으

로, 그러한 경어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발화 자체가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만일 술어에 ‘-시-’를 결합하지 않아도 문법성이나 의미

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는 그러한 경어법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선

택이 가능한 언어 자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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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과 Levinson의 공손성 이론이 발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최근에는, 화용론 학계에서 공손성 이론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고 또

일어나고 있다22). Brown과 Levinson의 이론이 인도 유럽어 문화권에

서만 적용된다는 여러 학자들의 지적과(Okamoto 1999, Leech

2002), 발화를 하는 화자만이 아닌, 발화를 해석하는 청자에게도 초점

을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Locher 2015, Terkourafi 2015,

Izadi 2016). 이 절에서는 기존 공손성 이론의 비판보다는, 새롭게 해

석되는 공손함에 대한 이론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소개하고 그것을 본고

의 자료와 논점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4.2.1. 공손함과 불공손함

최근 공손성 이론 연구의 동향은 ‘공손성(politeness)’이 아닌, ‘불손

성(impoliteness)’이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전까지의 공손

성 연구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공손함’이라는 전략을 언어로 표현한다고

주장하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주목했다면, 불손성 연구는 그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청자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주목하는 것이다.

즉, 불손성 연구는 화자가 사용한 공손 전략을 청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는가에 대한 연구이다(Locher 2015,

Terkourafi 2015, Izadi 2016).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공손성은 발화의 담화적 평가(‘discursive

evaluations of utterances’)라고 할 수 있다(Izadi 2016:13). 즉 한

발화가 공손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상황 맥락과 화청자의 관계 등 담화

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용납 가능하게(acceptable) 받아들여지는가, 또

22) 그러나 이것이 곧 기존 공손성 이론을 모두 틀린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배

제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니다. 기존의 공손성 이론들이 지나치게 화자의 발화

의도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것으로 인한 발화의 효과나 청자의 이해는 어떠한지

에 대한 연구는 전무했었다. 곧 화자가 아니라 청자 기준의 이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관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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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담화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한다

는 것은 발화를 평가할 때 그 평가 사회․문화적 합의, 맥락 내에서의

발화의 적절성, 해당 맥락 안에서 화자의 위치 등 언어 외적인 면을 고

려해야 한다는 뜻이다(Locher 2015, Izadi 2016). Locher(2015)는

이를 위해 언어학 뿐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의 실천 공동체

(community of practice)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 발화가 수행되는

사회․문화의 배경적 지식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2.2. 관습화(conventionalization)

간접적인 표현이 공손함을 드러낸다고 주장한 Leech(1983)와 달리,

Terkourafi(2015)는 간접성이 곧 공손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 그에 따르면, 과하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비꼬는 것으로 느껴짐으로써 공손함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기

준 이상으로 간접성이 충족되면 오히려 공손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Terkourafi 2015).

[그림 1]은 기존 공손성 이론 안에서의 공손성과 간접성의 관계이고,

[그림 2]는 Terkourafi(2015)가 제시한 공손성과 관습화된 간접성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Terkourafi 2015:13). 기존 이론에서

는 공손성과 간접성이 한계점 없이 비례 관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 Terkourafi(2015)가 제시하는 새로운 두 개념의 관계는 일정한 지

점을 지나서는 오히려 한 표현이 간접적일수록 그 표현의 공손성은 떨어

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아무리 간접적인 표현이라도 그것의 간접

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공손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특정한

언어공동체에서 한 표현이 충분히 공손하다고 평가 받기 위해서는 그 표

현은 ‘관습화’되어야(conventionalized) 한다(Terkouraf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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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존 공손성 이론에서의 공손성과 간접성 관계

[그림 2] 공손성과 관습화된 간접성의 관계

‘관습화(conventionalization)’란, ‘한 언어 표현이 특정한 맥락에서

특정한 발화 의도를 달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주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Terkourafi 2015:15). 영어의 예를 들면, 음식이나 음료를

권유하는 상황에서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라는 문장

의 쓰임이나, 물건을 건네주기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Can you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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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X?“와 같이, 원래의 언표적(locutionary) 의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언표 내적(illocutionary) 의미까지 해당 언어 사용자라면 모두

이해하고 언향적(perlocutionary) 효과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

해진 표현을 관습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화의 효과는

Blum-Kulka(1987, Terkourafi 2015에서 재인용)의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요청에 관한 표현으로 어느 것이 가장 공손한지 평가하는 문

항에서, 미국, 호주, 영국 영어 화자, 히브리어 화자 모두가 가장 관습

화된 표현이 가장 공손하다고 응답한 반면, 그보다 더 간접적인 표현들

에 대한 평가는 각 언어 사용자들이 상이하게 응답한 것이다

(Blum-Kulka 1987, Terkourafi 2015에서 재인용). 즉 간접적인 표

현보다는 관습화된 표현이 더 공손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Terkourafi

2015).

한 언어 표현이 관습화되었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각 사회․문화마

다 다르고, 그 기준은 한 언어 공동체에서 언어생활을 하지 않으면 습득

할 수 없다는 점에서, Terkourafi(2015)는 관습화된 표현이 본질적으

로 평가적(evaluative)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만한 사회․문화적인 배

경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적절하게 발화되었는지 평가한 이

후에야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손성이 단순

히 언어 표현이 내재한 의미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 청자가 평가하는 발화의 적절성 정도라면, 이러

한 표현의 관습화 정도는 청자의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

나가 되는 것이다.

4.2.3. 이론 적용을 위한 조건

앞서 살펴 본 공손성의 최근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공손성이 평가

의 영역이라면, 화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청자가 이것을 공손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한 언어 표현의 공손성을 따지는 것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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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이론들의 정의에 따라 자료에서 나타

난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의 공손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

현을 듣는 청자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Terkourafi(2015)에 따르면, 한 표현이 공손하다고 평가받기 위해서

는 언어 공동체에서 그 표현이 충분히 관습화되어 언어 사용자들이 그

표현에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Terkourafi(2015)에서 관습화된

것의 예로 들고 있는 표현들은 요청 상황에서의 ‘I would like VP’,

‘Can you VP?’ 등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화행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합의된, 고정된 표현이다. 이와 달리 ‘-시-’는 단일한 문법소

(grammatical morpheme)이다. 이 연구만 본다면 이러한 단일 문법

소의 공손성에도 익숙함이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본고의 연구

는 ‘-시-’라는 단일한 문법소에 대해 언어 사용자들이 느끼는 친숙도와

그것의 공손함의 관계를 살펴보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될 것이다.

‘-시-’의 경우 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장의 문법성과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Can you VP?’와 같은 표현과 달리 ‘-시-’ 그

자체는 발화 효과(perlocution)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어법이

라는 ‘-시-’의 쓰임을 위한 문법적 규범도 존재할 만큼 ‘-시-’의 기능과

의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다. 그러므로 만일 단일한 문법소

의 공손성 평가에도 관습화가 영향을 준다면, 규범적으로 사용된 ‘-시-’

는 이미 한국어 공동체의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익숙해진 표현이

므로 한국어 사용자들이라면 이를 공손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문법적 규범을 화자가 의도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청자에게 상당히

낯설 것이며, 때문에 이러한 ‘-시-’의 비규범적 용법의 공손성을 판단하

기 위해서는 청자가 우선 이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서는 ‘-시-’가 비규범적 용법으로, 또는

중첩되어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국어 사용자들이 공손하다고 평가할 만큼

충분히 익숙해져 있는지 알 수 없다. 민지혜(2014)에서 조사한 바에 따

르면, 서비스업 종사자들 120명 중 62.5%의 응답자들이 느끼기에 고

객, 즉 청자들은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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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시-’를 비규범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제기한다’는 반응을 보인 고객을 겪었다는 응답자

는 단 한 명도 없었다(민지혜 2014:93). 이러한 반응이 비규범적인 ‘-

시-’가 그들에게 충분히 익숙해서인지, 아니면 친숙도와 상관없이 그 표

현 자체를 공손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

용과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의 공손성

이 청자들에게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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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표현 친숙도와 공손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설문조사

이 장에서는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이 한국어 사용자들, 특히 주로

청자의 입장인 구매자에게 어떻게 평가 받고 있는지를 알아본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공손성 이론을 그 결과에 적용해보도

록 할 것이다.

5.1. 소개

우선 ‘-시-’의 비규범적 쓰임에 노출시킬 수 있는 변수인 연령대와 쇼

핑을 자주 하는지의 여부를 기본 인적 사항으로 설정하였고, 성별의 지

나친 편중을 막기 위해 성별을 기입함으로써 다음 응답자들의 성별 비율

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첫째, ‘판매 담화에서 ‘-시-’

비주체 존대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문장을 (문법

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가?’와, 둘째, ‘판매 담화에서 ‘-시-’ 중복 사용이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가? 그리고 그것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공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셋째로는 ‘‘-시-’가 비규범적으

로 사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익숙하

게, (문법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공손하게 받아들여지는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에서 추출한 ‘-시-’가 비규범적으로 사

용된 발화 네 문장에서 첫째, ‘-시-’를 하나 뺀 문장, 둘째, ‘-시-’를 두

개 뺀 문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총 12개의 문장에 대한 익숙함, 어색

함, 그리고 공손함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예시로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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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는 거 맞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아요?”

<2>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시면 되세요.”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시면 돼요.”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세요.”

<3> “아예 세트로 들어가시는 게 있으세요.”

“아예 세트로 들어가시는 게 있어요.”

“아예 세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4> “드시고 가시는 거세요?”

“드시고 가시는 거에요?”

“드시고 가세요?”

각 그룹의 첫 번째 문장은 실제로 자료에서 발견된 문장들로, 본고에

서 다루는 ‘-시-’의 비규범적 용법이 가능한 한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문

장을 예문으로 선정했다. <1>번 그룹의 첫 번째 문장은 ‘-는 것’ 명사절

화 구문에서 ‘-시-’의 중첩, 그리고 비주체 존대가 모두 나타난 문장이며

<2>번 그룹은 보조동사 구문에서 ‘-시-’의 중첩만이 나타난 문장, <3>번

그룹은 보조동사 구문에서 ‘-시-’의 중첩과 비주체 존대 용법이 나타난

문장, 그리고 <4>번 그룹은 ‘-는 것’ 명사절화 구문에서 ‘-시-’가 총 세

번 중첩된 문장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그룹의 기준 문장들을 ‘-

시-’의 중첩이 나타나는 것으로 고른 이유는 ‘-시-’가 여러 번 등장하면

‘-시-’의 쓰임을 단계적으로 제거하여 비교를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문

장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의 쓰임을 한 번씩 소거한

문장들과 기준 문장들의 비교를 통해, <1>번, <3>번 그룹의 문장들로는

‘-시-’의 비주체 존대 용법과 중첩 사용에 대한, <2>번, <4>번 그룹의 경

우는 ‘-시-’의 중첩에 대한 친숙도와 자연스러움, 그리고 공손함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1>번 그룹은 ‘-는 것’ 명사화절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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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의 중첩이 나타남과 동시에 ‘맞다’에 ‘-시-’가 결합한 비주체 존

대 문장이며, <3>번 그룹은 ‘-시-’의 비주체 존대 자체가 중첩된 문장이

다. 이 문장들에서 ‘-시-’를 한 번씩 소거하였을 경우 각각 ‘맞다’에 ‘-시

-’가 결합한 경우와 일반 술어에 ‘-시-’가 결합한 경우가 되어, ‘-시-’가

비주체 존대 용법으로 사용된 것은 동일하나 구문에서 차이를 보인다.

<2>번 그룹과 <4>번 그룹의 첫 번째 문장들은 ‘-시-’의 중첩에 대한 반

응을 살펴보기 위한 예시이므로, 이 문장들에서 ‘-시-’를 한 번 소거하면

두 문장 다 ‘-시-’가 규범적으로 사용한 문장이 된다. 그러나 <4>번 그룹

의 두 번째 문장은 ‘-는 것’ 명사화절이 여전히 존재하여 간접성을 지니

는 문장이 된다. 이러한 그룹별 예문들의 구문적 차이가 문장들에 대한

반응 차이에 영향을 미칠지도 분석의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

설문 기간은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대략 한 달 동안

이었으며, 총 응답자는 82명이며 여성 45명, 남성 37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거주지 및 언어적 배경은 각기 상이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6명, 30대 28명, 40대 19명, 그리고 50대 이상이 9명 응답하여 주로

20대와 30대의 반응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중 자신이 쇼핑을 많이 한

다고 대답한 사람은 51명이고, 적게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1명이었다.

5.2. 결과 분석

이렇게 수집된 응답에서, 우선 연령대 그리고 쇼핑을 많이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응답자들이 각 문장에 대해 느끼는 친숙도가 어떠한지를 분

석하고, 그 친숙도가 그 문장에 대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움, 공

손함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보았다. Terkourafi(2015)에

따르면, 표현에 대한 익숙함이 청자가 그 표현을 공손하다고 평가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문장에 대해 느끼는

친숙도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이 친숙도와 자연스러움, 공손함

등의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 문장에 대해 느끼는

익숙함, 자연스러움, 공손함이 다른 문장에 대해 느끼는 익숙함,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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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움, 공손함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만일 ‘-시-’가 비주체 존대 용법으

로 사용된 문장에 익숙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자연스럽고 공손하다고 여

긴다면, ‘-시-’가 중첩된 문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련성

도 조사해 보았다.23)

5.2.1. 연령⋅쇼핑 경험이 친숙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각 문장에 대해 느끼는 친숙도의 정도가 연령과 쇼핑 경험의 다

소(多少)와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 제곱 검정은 변인이 두 개 이상일 때 한 변인과 다른 변인이 서로

얼마나 독립적인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검정 방법으로, 유의확률

p-value가 0.05 이하라면 오차범위 5% 이내에서 두 변인이 서로 독립

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방법으로 검증해 본 결과, 연령은 제

시된 예시 문장들을 친숙하게 느끼는 것과는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으며,

쇼핑 경험이 많고 적음은 첫 번째 문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

는 거 맞으세요?”를 익숙하게 느끼는 것에만 영향을 미쳤다

(p-value=0.02919). 이외에는 연령과 쇼핑 경험이 문장에 대한 친숙

도, 자연스러움, 그리고 공손함과 반드시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0.05)24). 그러나 응답 비율을 보았을

때, 문장에 대한 친숙도의 경우 쇼핑 경험과 연령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는 하기 어렵다.

23) 통계에 대해 지식이 일천한 관계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의 박수

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마쳤다.
24) 특히 쇼핑 경험이 많고 적은지와 문장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두 가지의

관계는, p-value가 많은 문장에 대해 거의 1에 가까운 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완

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표현의 비규범적인 용법에 많이 노출

이 되더라도 문법성에 대한 직관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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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령대, 쇼핑 경험과 <1>-1번 문장의 친숙도

[그림 4] 연령대, 쇼핑 경험과 <1>-3번 문장의 친숙도

[그림 3]과 [그림 4]는 나이와 쇼핑을 많이 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

로 ‘-시-’가 비주체 존대 용법으로 사용되고 중첩 현상도 보이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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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는 거 맞으세요?”라는 문장과 <1>-3 “아

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아요?”라는 문장을 얼마나 익숙하게 느끼는지

를 물어본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진한 색상이 문장을 익숙하게 느낀다

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고, 연한 색상이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

람들의 비율이다. 통계적으로 연령과 쇼핑 경험 두 변수들과 친숙도 사

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나(<1>-1 문장

p-value=0.0726, <1>-3 문장 p-value=0.5023), 그래프 상으로는

연령별 응답 비율이 확연히 다르고, 쇼핑 경험에 따른 차이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연령과 쇼핑 경험을 기준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

계적인 유의미함보다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 더 가시적이고 설

문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결과가 비교적 명확한 문장들에 대

해서는 통계 검정 결과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쇼핑 경험 다소(多少)와 관련하여 <1>번 그룹의 문장들에 대한 친숙

도는, ‘-시-’가 비주체를 존대하고 중첩으로 사용된 <1>-1번 문장 “아메

리카노 한 잔 하시는 거 맞으세요?”와 ‘-시-’가 비주체를 존대하는 <1>-2

번 문장 “아메리카노 한 잔 맞으세요?”가 익숙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각 67%(82명 중 55명), 87.8%(82명 중 72명)로 상당히 높았다. 이

두 문장은 이미 언어 사용자들에게 매우 익숙해진 표현인 것이다.

<1>-1번 문장을 익숙하다고 답변한 사람들 중에서는 70.9%(55명 중

39명)가 쇼핑을 많이 한다고 응답했고, <1>-2번 문장에 대해서는

63.8%(72명 중 46명)가 쇼핑을 많이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1>-1번 문장은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인 반면

<1>-2번 문장은 쇼핑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게 느껴지

는 문장이다. 반면 규범에 맞게 ‘-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1>-3번 문

장 “아메리카노 한 잔 맞아요?”는 87.8%(82명 중 72명)가 익숙하지 않

다고 대답했으며, 이것은 쇼핑 경험과 상관없이 한국어 사용자들이 이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연령대와 관련해서는 <1>-1번 문장은 20대 청자들에게 가장 익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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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6명 중 19명 응답), <1>-3번 문장은 4-50대에게 익숙한 것으

로 나타났다(40대 21%, 19명 중 4명 응답, 50대 22.2%, 9명 중 2명

응답). <1>-2번 문장은 연령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익

숙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0대와 50대의 경우 쇼핑을 많이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 <1>-1번 문장을 익숙하다고 응답했으며

(20대 78.2%, 23명 중 18명, 50대 66.6%, 3명 중 2명), 쇼핑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20대 80%, 5

명 중 4명, 50대 71.4% 7명 중 5명). 30대, 40대의 경우 쇼핑을 많이

하는지가 문장에 대한 친숙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쇼핑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표현에 익숙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으므

로, 이미 3-40대의 한국어 사용자들에게는 <1>-1번 문장과 같은 표현이

전반적으로 익숙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3번 문장에 대해서는, [그

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쇼핑을 많이 하는 20대의 경우 익숙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쇼핑

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익숙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쇼핑을 적게 하는 사람

이 익숙하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더 많았다.

요약하면, <1>번 그룹의 문장들 중 ‘-시-’가 비규범적으로 사용된 문장

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 특히 쇼핑을 많이 하는 20대 한국어

청자가 익숙하다고 대답하였다. 판매 담화에서 ‘-시-’가 언어 규범을 지

키기 위해 전혀 나타나지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대부분, 그 중

에서도 쇼핑을 많이 하는 20대 한국어 청자들이 익숙하지 않다고 대답

하였다.

<2>번 그룹에 대해서는, ‘-시-’가 중첩으로 사용된 <2>-1번 문장 “오른

쪽에서 바로 받으시면 되세요.”에 82.9%(82명 중 68명)가 익숙하다고

답변하였고, 그 중 67.6%(68명 중 46명)가 쇼핑을 많이 한다고 대답하

였다. ‘-시-’가 규범적으로 사용된 <2>-2번 문장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

시면 돼요.”에는 50%(82명 중 41명)가 익숙하다고 답변하였다. <2>-2

번 문장을 익숙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68%(41명 중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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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쇼핑을 많이 한다고 대답한 사람들로, 쇼핑을 많이 하면 ‘-시-’가

규범적으로 쓰인 이 문장을 익숙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번 문장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세요.”25)에 대해서는 53.6%(82명

중 44명)의 응답자가 익숙하다고 대답했다.

<2>번 그룹 문장들에 대한 연령별 반응으로는 모든 연령대가 <2>-1번

문장을 가장 익숙하다고 대답했고, 40대에서는 <2>-2번 문장이, 다른

연령대에서는 <2>-3번 문장이 익숙하다는 답변이 가장 낮았다.

3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쇼핑 경험의 정도가 친숙도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 5]에서처럼 쇼핑을 많이 하는 20대, 40대,

50대는 압도적인 비율로 <2>-1번 문장이 익숙하다고 느꼈지만(20대

25) <2>-1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시면 되세요.”, <2>-2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

시면 돼요.”와 달리 <2>-3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세요.”에는 보조동사 ‘되다’가

없으므로 비교군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은 ‘-시-’의 쓰임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한 탓에 발생한 오류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보조동사 ‘되다’

가 간접성과 서법성을 높이기 위한 공손 전략의 자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므로, 문장들 간의 공손성을 판별하기에는 적절한 비교 대상이라고

본다.

[그림 5] 연령대, 쇼핑 경험과 <2>-1번 문장의 친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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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23명 중 21명, 40대 100%, 12명 중 12명, 50대 100%, 3명

중 3명), 쇼핑을 많이 하지 않는 20대, 40대, 50대 응답자들은 대다수

가 <2>-3번 문장이 익숙하다고 답변하였다(20대 100%, 5명 중 5명,

40대 85.7%, 7명 중 6명, 50대 42.8%, 7명 중 3명).

정리하면, <2>번 그룹 문장들 중에서는 ‘-시-’가 중첩되어 사용된

<2>-1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시면 되세요.” 문장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

게 익숙하다는 평가를 받은 문장이었다.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익숙해했고, ‘-시-’가 중첩되지 않은 <2>-2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시면 돼요.”는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쇼핑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2>-3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세요.” 문장을 가장 익숙해

했다.

응답자들은 <3>번 그룹 문장들에 대해서는 <1>, <2>번 그룹에서와 달

리 ‘-시-’가 쓰이지 않은 <3>-3 “아예 세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라는

문장이 가장 익숙하다고 대답했다. 전체 답변 중 <3>-3 문장이 익숙하

다는 답변이 68.2%(82명 중 56명)로 ‘-시-’가 비주체를 존대하며 중복

되어 나타난 <3>-1 “아예 세트로 들어가시는 게 있으세요.”의 50%(82

명 중 41명), ‘-시-’가 비주체 존대 용법만으로 사용된 <3>-2 “아예 세트

[그림 6] 연령대, 쇼핑 경험과 <2>-3번 문장에 대한 친숙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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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들어가시는 게 있어요.”의 34.1%(82명 중 28명)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쇼핑 경험과 관련해서는 <3>-1 문장은 31.7%(82명 중 26명),

<3>-2 문장은 20.7%(82명 중 17명)만이 익숙하다고 대답한 반면

<3>-3 문장에 대해서는 45.1%(82명 중 37명)가 익숙하다고 답했다.

연령과 관련해서도 [그림 7]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 연령대에서

<3>-1, <3>-2 문장들에 비해 <3>-3 문장이 익숙하다는 응답자의 비율

이 더 높았다.

<4>번 그룹 문장들로는 ‘-시-’의 중첩 현상과 ‘-는 것’ 명사절화 구문이

청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아보았다. 우선 ‘-는 것’ 명사절

화 구문에 ‘-시-’가 중복되어 사용된 <4>-1 “드시고 가시는 거세요?”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중 78%(82명 중 64명)이 익숙하다고 응답했고, ‘-

는 것’과 결합해 명사절만 형성한 문장 <4>-2 “드시고 가시는 거에요?”

에 대해서는 51.2%(82명 중 42명)이 익숙하다고 대답했다. ‘-는 것’ 명

사절 없이 ‘-시-’를 규범적으로 사용한 문장 <4>-3 “드시고 가세요?”에

대해서는 82.9%(82명 중 68명)의 응답자가 익숙하다고 답했다.

<4>-1, <4>-3 문장들의 반응에서는 20대 중에서 익숙한 사람의 비율

이 가장 높고(<4>-1 84.6%, 26명 중 22명, <4>-2 96.1%, 26명 중

25명), 5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은 등 (<4>-1, <4>-3 모두 66%, 9명 중

[그림 7] 연령대별 <3>번 그룹 문장들에 대한 친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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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연령이 높아질수록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4>-2 문장에 대

한 답변은 연령에 따른 비율이 그러한 규칙에 따르지 않았다. 쇼핑 경험

에 따라서는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 <4>-1 문장에 대해서는

84.6%(52명 중 44명), <4>-3 문장에 대해서는 86.5%(52명 중 45명)

의 응답자가 익숙하다고 대답했지만 <4>-2 문장을 익숙하다고 답한 응

답자는 46.1%(52명 중 24명) 뿐이었다. <4>-2 문장의 경우, 모든 연

령대에서 쇼핑을 적게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익숙하다고 답변한 비율

이 더 높았다.

<4>번 그룹의 문장들에 대한 반응을 정리하면, 연령대 별로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4>-1, <4>-3

문장이 익숙한 반면 쇼핑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4>-2 문장이

더 익숙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는 다음의 그림들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림 8] 연령대, 쇼핑 경험과 <4>-1번 문장의 친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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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친숙도, 자연스러움, 공손함의 관계

이 설문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한 표현에 익숙해진 청자라면 그 표현

을 공손하다고 평가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때문에 연령과 쇼핑 경험

의 정도에 따라 얼마나 해당 표현이 청자들에게 익숙한지를 응답자의 비

율로 분석한 것과 달리, 친숙도, 자연스러움, 공손함 세 가지 변수의 관

계는 각각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즉 한 문장에 대해 익숙함을 느끼는 것이, 그 문장에 대해 자연스럽다

고, 또 공손하다고 느끼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봐

야 하는 것이다. 이에 각 문장에 대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친숙도와 자연

스러움, 공손함에 대한 응답은 카이 제곱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

였다.

자료에 있어 한 가지 완벽하지 않은 점은, 모든 응답이 온전히 응답자

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설문 시 너무 과다한 질문으로 인

한 응답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그룹의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그림 9] 연령대, 쇼핑 경험과 <4>-2번 문장의 친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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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지의 여부를, 세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지의 여부를 묻

지 않았다. 첫 번째 문장들은 가장 공손하고 세 번째 문장들은 가장 자

연스러운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질문 중

‘(위의 문장과 비교하여)이 문장이 공손한가’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충분히 첫 번째 문장의 공손함을 조사할 수

있고, ‘-시-’가 규범적으로 사용된 세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문법성을 함

의하는 자연스러움의 정도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간주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들의 공손함에 대한 응답은,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비교하여) 비슷한 정도로 공손하다’ 혹은 ‘공손하지 않다’고 대답한 경우

‘공손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보다) 더 공

손하다’고 대답한 경우 첫 번째 문장은 ‘공손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응답을 임의적으로 설정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순수한 1차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 미흡한 부분이지만, 문항 자체를 다른 문항에 대

한 응답을 고려하여 답할 수 있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응답들 사이의 관

계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한다.

5.2.2.1. 문장의 친숙도와 자연스러움, 친숙도와 공손함 관계

지금까지 연령과 쇼핑 경험 정도에 따라 ‘-시-’가 비규범적 그리고 규

범적으로 사용된 문장들에 대해 얼마나 익숙하게 느끼는지를 알아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친숙도에 따라서 얼마나 한 문장을 자연스럽다고 생

각하는지, 즉 문법적이라고 여기는지26), 그리고 한 문장에 대한 친숙도

와 공손함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 검정을 실시하였

다.27) 친숙도와 자연스러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단일 문법소인 ‘-시-’

26) 설문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최대한 직관적인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질문

은 직접 ‘문법성’을 물어보는 것으로 설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자연스러움’ 항

목에 관한 질문은 예문을 얼마나 문법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

이었다. 정확한 질문은 예시를 보고 ‘문장이 어색하다/어색하지 않다’를 골라 응

답하는 것이었다.
27) ‘-시-’가 규범적으로 쓰였거나 혹은 아예 쓰이지 않은 각 그룹의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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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래 용례에서 벗어나 비규범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한국어 청자에게

얼마나 문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여겨지는지, 그리고 그 수용 여부에

친숙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기로 하였다. 한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공손함은 대부분의 문장에 대해 거의 독립적인 관계, 즉

서로 연관이 없는 두 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

다. 그러나 한 문장에 대한 친숙도와 공손함의 관계는 본고의 논점을 뒷

받침해줄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Terkourafi(2015)의 이론을 증명 혹은

반증할 자료가 될 것이므로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그에 앞서, 먼저 문

장의 친숙도와 자연스러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한데로(2015)에 따르면, 문장의 문법성이란 문장의 통사적 적격성

(well-formedness)과 수용성(acceptability)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친숙성(familarity), 그리고 공인(公認)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의 규범

성(normativity)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본고가 분

석한 결과는 이에 반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문장의 친

숙도와 자연스러움의 관계에 대해서는 <1>번 그룹의 문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의 문장들에 대해 한국어 청자들이 느끼는 친숙도와 자연스

러움의 연관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8) [그림 10]은 두 요

소의 상관성이 가장 크다고 나타난 문장들 중 <3>-2 “아예 세트로 들어

가시는 게 있어요.”, <4>-2 “드시고 가시는 거에요?” 두 문장에 대한 응

답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문장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움’ 항목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8) 각 문장의 친숙도에 따른 자연스러움의 비율 차이가 유의한지를 볼 수 있

는 p-value값은 다음과 같다: <2>-1 p-value=0.03911, <2>-2 p-value=3.961e-05,

<3>-1 p-value=4.806e-05, <3>-2 p-value=7.059e-05, <4>-1 p-value=0.0003606,

<4>-2 p-value=4.732e-07 (이 때 ‘e-0n’ 제곱은 10의 n제곱분의 1이 곱해졌다는

뜻으로, 숫자로 표기하기 힘들만큼 극히 작은 값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e-05

제곱은 10의 5제곱분의 1, 즉 0.00001을 나타낸다. 따라서 <2>-2의 p-value는

0.000039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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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3>-2 문장과 <4>-2 문장의 친숙도와 자연스러움

<3>-2 문장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익숙하지도 않고 자연스

럽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문장에 익숙하다고 답변

한 사람들 중은 절반 이상이 문장을 자연스럽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4>-2 문장의 경우 역시 문장에 익숙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문장을 자

연스럽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문장에 익숙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두 문장 모두에 대

해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평가한 경우나,

익숙하다고 응답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평가한 경우는 상대

적으로 응답자 수가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경향은 <1>번 그룹을 제외한

다른 그룹의 문장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문장을 자연스럽다

고 느끼는 것과 친숙하다고 느끼는 것이 양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응답자들은 <1>번 그룹의 문장들을 제외한 모든 문

장에서, 문장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문장을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것으

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드러난 세 그룹에서, ‘-시

-’의 비규범적인 용법이 두 번 이상 쓰인 첫 번째 문장보다 ‘-시-’의 비

규범적인 용법이 한 번 소거되어 한 번 이하로 사용된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응답 간 관계의 유의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와, 두 번째

문장의 친숙도와 자연스러움이 통계적으로 더 밀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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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도와 공손함 두 요소는 ‘-시-’가 중첩되어 사용된 <2>번, <4>번 그

룹의 문장들에 대한 응답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2>,<4>번 그룹의 모든 문장들의 친숙도와 공손함이 관련 있는 요

소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2>번 그룹에서는 중첩된 ‘-시-’를 한 번 소거

한 두 번째 문장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시면 돼요.”의 친숙도와 공손함

이, <4>번 그룹에서는 ‘-는 것’ 명사절과 ‘-시-’의 중첩이 모두 나타난 첫

번째 문장 “드시고 가시는 거세요?”의 친숙도와 공손함이 더 통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2>-2 문장의 친숙도와 공손함 관

계의 p-value=0.003837, <4>-1 문장의 친숙도와 공손함 관계의

p-value=0.001097).

[그림 11] <2>-2 문장과 <4>-1 문장의 친숙도와 공손함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장을 익숙하다고 평가한 대부분

의 사람들이 문장을 공손하다고 평가하였고29), 문장에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익숙하다고 응답했을 때보다 문장이 공손하지 않다고 응답

29)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의 경우 다른 문장과 비교하여 공손함을 평가하도록

질문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다. ‘=’는 ‘(위 문장과 비교하여) 비슷

한 정도로 공손하다’, ‘O’는 ‘(위 문장보다) 공손하다’, ‘X’는 ‘(위 문장보다) 덜

공손하다’는 선택지를 단순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의 경우

‘=’와 ‘O’로 응답한 것의 합산이 그 문장을 공손하다고 평가한 응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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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이 더 높았다. <2>-2 문장의 경우, 문장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이 문장을 공손하다고 평가하였지만, 문장에 익

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익숙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숫

자로 이 문장을 공손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1>번, <3>번 그룹의 첫 번째 문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는

거 맞으세요?”, “아예 세트로 들어가시는 게 있으세요.”, 두 번째 문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으세요?”, “아예 세트로 들어가시는 게 있어

요.”에 대해서는 친숙도와 공손함이 높은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

만, 세 번째 문장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아요?”, “아예 세트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의 친숙도와 공손함 요소는 서로 매우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세 번째 문장들은 ‘-시-’의 비규범적 용법과

무관하고, 다른 문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판매 담화에서 청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응답을 들은 문장들이다. 때문에 이 문장들에 대한 반

응으로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공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림 12] <1>-3 문장과 <2>-3 문장의 친숙도와 공손함

[그림 12]는 친숙도가 낮은 <1>, <2>번 그룹의 세 번째 문장들 “아이

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맞아요?”, “오른쪽에서 바로 받으세요.”에 대한 친

숙도와 공손함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문장 각각의 친숙도는

다르지만, 모든 문장에서 ‘익숙하지 않다’는 응답 안에서 ‘공손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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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익숙하다’는 응답 안에서는 ‘다른 문장과

비슷하다’, ‘더 공손하다’는 비율이 높다. 즉 친숙도가 낮은 문장에 대해

서도 친숙도와 공손함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정도로 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1>-3 문장의 친숙도와 공손함에 대한 p-value=0.002871,

<2>-3 문장에 대한 p-value=2.951e-06).

5.2.2.2. 문장들 사이의 공손함 관계

한 문장에 대한 친숙도가 그 문장에 대해 느끼는 공손함과 연관이 있

는지를 알아보기에 앞서, 한 문장을 공손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는

지가 다른 문장에 대해 느끼는 공손함 그리고 자연스러움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았다. ‘자연스러움’에 관해서는 응답들의 관계를 통계적으

로 검증해 본 결과 <1>-1 문장과 <1>-2 문장 외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1 문장과 <1>-2 문장의 관계도 p-value값이

0.04983로 상당히 높아서 그다지 긴밀하지는 않은 관계라고 추정되므로

‘자연스러움’ 요소는 문장들 간의 분석에서 제외하고, 공손함의 관계만을

분석할 것이다. 즉 <1>-1 문장을 공손하게 느낀다면 <1>-2, <1>-3 문장

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1>-2와 <2>-1 문장에 대한 응답

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이것은 ‘-시-’가 비규범적

으로 사용된 한 문장에 대한 반응이 또 다른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에

대한 반응 혹은 ‘-시-’의 규범적인 용법에 대한 반응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먼저 각 그룹 안에서 문장들의 공손함에 대한 응답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모든 그룹의 첫 번째 문장의 공손함 평가는 두

번째 문장의 공손함 평가를 기준으로 가정한 것이므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공손함 관계는 알아보지 않았다. 첫 번째 문장과 세 번

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공손함에 대해 카이 제

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1>번 그룹의 문장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계였으며(<1>-1 문장과 <1>-3 문장의 관계 p-value=0.00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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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장과 <1>-3 문장 관계 p-value=0.02397), 나머지 그룹들에

서는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의 공손함만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3>번 그룹과 <4>번 그룹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들, <3>-2 “아예 세트로 들어가시는 게 있어요”, <3>-3 “아예 세트로 들

어가는 게 있어요”와 <4>-2 “드시고 가시는 거에요?”, <4>-3 “드시고 가

세요?”가 각각 p-value 2.131e-05, 2.942e-05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

였다. <3>-2 문장과 <3>-3 문장에 대한 응답들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30)

[그림 13] <3>-2 문장과 <3>-3 문장의 공손함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 <3>-2 문장과 <3>-3 문장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3>-2 문장이 다른 문장

들과 비슷한 정도로 공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3 문장에 대해

서도 같은 응답을 했으며, <3>-2 문장이 다른 문장보다 더 공손하다고

30) ‘-는 것’ 명사절의 유무가 두드러진 차이였던 <4>-2, <4>-3 문장에 대해서

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시-’의 쓰임과는 관련이 없어 기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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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사람들은 <3>-3 문장에 대해서도 다른 문장들보다 더 공손하다

고 느낀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시-’의 유무 그 자체와 비규범적인 쓰임

만 놓고 평가했을 때 공손함의 평가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해석을 가

능하게 한다. <3>-2 문장에서는 ‘-시-’가 비주체를 존대하기 위해 사용되

었고 <3>-3 문장에는 아예 ‘-시-’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두 문장의 공

손함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3>-2를 ‘-시-’가 중첩되어 사

용된 <3>-1 문장보다 공손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이 ‘-시-’가 전혀 사용

되지 않은 <3>-3 문장을 봤을 때 더 공손하다고 응답했다는 뜻이기 때

문이다. 즉 ‘-시-’가 비규범적으로 사용된 것과 그렇지 않은 문장, 그리

고 ‘-시-’가 많이 쓰인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비교했을 경우 각 두

문장들에 대해 느끼는 공손함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시

-’가 더 적을 때 더 공손함을 느끼는 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공손 전략을 위해 화자들이 ‘-시-’를 많이, 그리고 비규범적으

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공손성 이론의 분석과는 상이한 주장을 함의한

다.

각 그룹의 첫 번째 문장들의 공손함31)을 서로 비교했을 때에는 <1>-1

“아메리카노 한 잔 하시는 거 맞으세요?”와 <2>-1 “오른쪽에서 바로 받

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1>-1 문장과 <3>-1 “아예 세트로 들어가시는

게 있으세요.” 문장의 공손함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각 문장들에 대한 친숙도는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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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1 문장과 <2>-1 문장의 공손함

[그림 14]은 ‘-시-’의 비주체 존대와 ‘-는 것’ 명사화로 인한 중첩이 나

타난 <1>-1 문장과 ‘-시-’의 중첩만이 나타난 <2>-1 문장의 공손함에 대

한 그래프이다. <1>-1 문장을 공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 문장

역시 공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1>-1 문장보다 <2>-1 문

장을 공손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대체적으로 ‘-시-’의 비

규범적 용법을 공손하다고 평가한다면 다른 구문의 ‘-시-’의 비규범적 용

법도 공손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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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1 문장과 <3>-1 문장의 공손함 관계

[그림 15]에서는 <1>-1 문장과 ‘-시-’의 비주체 존대의 중첩이 나타난

<3>-1 문장의 공손함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 주목할 것은, <1>-1 문장

을 공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3>-1 문장을 공손하지 않다

고 생각하며, <1>-1 문장을 공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3>-1 문장을 공손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의 비주

체 존대의 중첩이 공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의 비주체와 중첩

이 같이 나타나는 문장은 공손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위 두 가지 결과는 친숙도와 별개로 청자들이 ‘-시-’의 비규범적인 용

법 중 어떤 것을 ‘상대적으로’ 공손하다고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다. ‘-는

것’ 명사절과 ‘-시-’의 비주체 존대, 그리고 ‘-시-’의 중첩이 쓰인 <1>-1

문장을 공손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의 중첩만이 나타난

<2>-1 문장 역시 공손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시-’의 비주체 존대가

중복되어 나타난 <3>-1 문장을 공손하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모두 <1>-1

을 공손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즉 ‘-시-’의 비주체 존대 자체가 중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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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면 공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의 비주체 존대와 중첩이 한

번에 나타난 문장은 그보다는 공손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의 비주

체 존대와 중첩이 나타난 문장이나 ‘-시-’의 중첩만 나타난 문장은 비슷

한 정도로 공손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청자들에게는 ‘-시-’의 비주체

존대 중첩이 가장 공손하며, 그 다음으로는 ‘-시-’의 중첩, 그리고 ‘-시-’

의 비주체 존대와 중첩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문장 순으로 공손하다고 평

가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3. 이론의 적용

전반적인 분석 결과, 문장에 대한 친숙도에 관해서는 ‘쇼핑을 많이 할

수록 ‘-시-’의 비주체 존대 및 중첩 현상과 같은 비규범적인 사용이 익숙

하다’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판매 담화에서 ‘-시-’의

비규범적 용법이 공손성을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관습화되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번 그룹의 문장들에 대해서는 ‘-시-’

의 비규범적 용법이 사용된 문장이 아닌, 세 번째 문장 “아예 세트로 들

어가는 게 있어요”가 익숙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므로, <3>번 그룹의

문장들은 아직 공손성을 평가 받기에는 청자들에게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은 표현으로 여겨진다.

판매 담화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의 비규범적 용법

이 익숙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러한 친숙도가 표현이 가진 공손

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때문에 ‘-시-’의 비규범적 용

법이 공손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파악하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으로 문장

에 대한 친숙도와 공손함 평가 응답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

다. 그 결과 <2>번, <4>번 그룹의 문장들과 <1>번, <3>번 그룹의 세 번

째 문장들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한 문장에 대해 익숙하면 공손하다고 평

가한다’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Terkourafi(2015)

에서 한 표현의 공손성은 그것이 얼마나 관습화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

지며, 관습화된 표현일수록 공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한 것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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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증명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친숙도와 공손함이 모든 경우에 유

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매우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익숙하다

고 대답한 <1>번 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친숙도와 공

손함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1 문장의 응답 간 관계

p-value=0.07121, <1>-2 문장 p-value=0.6202), 대부분의 응답자

들이 익숙하지 않다고 대답한 <3>번 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대

해서도 역시 친숙도와 공손함이 상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친숙도 외의 다른 요소가 문장에 대한 공손함의 판단에 영향을 미

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친숙도와 공손함이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인 <2>번, <4>번 그룹의

첫 번째 문장들은 ‘-시-’ 중첩 문장이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1>, <3>번

그룹의 첫 번째 문장들은 모두 ‘-시-’의 비주체 존대와 중첩이 함께 나타

난 문장들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1>번과 <3>번 그룹의 문장들에 대해

친숙도와 공손함이 독립적인 변수가 된 것에는 ‘-시-’의 비주체 존대 쓰

임에 대한 공손함 평가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문장에 대한 친숙도가

높은 경우에도 낮은 경우에도 친숙도가 공손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

다는 것은, 나머지 변수인 공손함이 주된 이유일 것이기 때문이다. 말하

자면 ‘-시-’의 비주체 존대는 다른 요소와 상관없이 공손함의 정도를 평

가 받는 것이다. 이러한 ‘-시-’의 비주체 존대는 친숙도와 상관없이 ‘-시

-’의 또 다른 비규범적인 용법인 중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공

손한’ 표현이라고 판단되었다. ‘-시-’의 비주체 존대를 ‘공손하다’고 판단

하는 것이 친숙도와 관련이 없다면, 이 경우 공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이러한 용법이 공손/불손, 또는

과잉 공손인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가?

이 경우, 해당 표현에 대해 언어 사용자가 느끼는 문법성이 그 표현의

공손함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번 그룹의 두 번째 문장 “아예 세트로 들어가시는 게 있어요” 문장

은 과반수의 응답자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중, 이 문장이 공손하다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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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의 비율의 합이 근소하게 높고, 다른 문장에 비해 더 공손하다

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네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두 요소에 대

한 유의 확률 p-value는 0.01577로, 이 두 요소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

은 요소이다. 이러한 결과는 <4>-2 문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장

에 대해 느끼는 자연스러움, 즉 주관적인 문법성32)이 표현을 공손하다

고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6] <3>-2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공손함 관계

요약하면, Terkourafi(2015)의 관습화 이론에 따라, 청자가 ‘-시-’의

비규범적 용법의 공손성을 판단할 때 그 용법이 청자에게 익숙하다고 여

겨지면 공손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렇다면 예시로 제시된 문장들의 경

우 친숙도가 상당히 높았던 <1>-1, <1>-2, <2>-1, <3>-3, <4>-1,

<4>-3 문장이 청자들에게 공손하다는 평가를 받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

다.

32) 이때의 문법성은 통사론적 문법을 따른다는 ‘적법성’이라기보다는, 언어 사

용자들이 느끼기에 그 언어의 표현으로 적절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

에 좀 더 가깝다. 예시로 주어진 문장들이 이미 규범 문법에 맞지 않는 형태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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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손성을 판별할 수 없을 만큼 익숙하지 않은 용법이라면, 청자

는 그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이 사용된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즉 문법적인지를 판단하여 해당 문장이 공손하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평

가를 내리기도 한다. 즉 ‘-시-’가 비규범적으로 사용된 문장이 친숙하거

나 또는 자연스럽다는 판단이 서면, 청자는 그 문장이 공손하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움을 판단할 수 있었던 총 8문장 중에서

단 두 문장에 대해서만 자연스러움과 공손함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숙도가 낮은 문장의 자연스러움이 공손함을 판별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판매 담화에서 친숙도

가 낮은 문장들은 대부분 ‘-시-’의 비주체 존대나 중첩 용법이 쓰이지 않

은, 규범에 따르는 문장들이었으므로 자연스러움과 공손함의 관계를 ‘-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의 공손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적

절하지 않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친숙도 외에 ‘자연스러움’이라는 주관적

인 문법성이 공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

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친숙도가 낮은 ‘-시-’의 비규범적 용법에 대한 공

손성 평가에 문법성을 연관 짓는 연구는 차후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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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 ‘-시-’가, 비주체를 존대하는

것으로 쓰인 발화, 또는 두 개 이상의 술어로 이루어진 한 술어구 내에

서 각각 술어에 모두 결합하여 중복으로 나타나는 중첩 현상을 보이는

등, 최근 들어 판매 대화에서 비규범적인 용법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화

용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현상의 동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서 우선 2장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허웅(1962), 이정복(2010) 등은 ‘-시-’가 비규범적으로 사용되는 것

은 존대를 받을 주체의 작용역이 확장되어 존대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의

행위를 서술하는 술어에도 ‘-시-’가 결합하는, 간접 존대의 용법으로 쓰

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정복(2010)은 또한 간접 존대를 받지 못하는 비

주체가 ‘-시-’의 존대를 받을 경우, 그것은 문장 내에서 드러난 비주체가

아니라 문장에서 생략된 혹은 문장 외부에 있는 청자, 즉 상황주체를 존

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안명철(2003), 목정수(2013) 등은 엄격하게 통사적인 구조에 주목하

여 ‘-시-’가 주어를 존대한다고 본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어, 특히 구어

에서는 문장 요소들의 생략이 잦고 주격을 표지하는 격조사가 ‘-이/가’에

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가’와 결합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어가 되

는 것은 아니다(안명철 2003, 목정수 2013). 그러므로 안명철(2003),

목정수(2013)은 ‘-시-’의 존대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이/가’와 결합했

다면, 이것이 주어가 아니라 ‘-시-’를 실현시키는 문장 내의 다른 요소가

바로 주어이며, 이때 ‘-시-’는 주어에 의해 실현되었으므로 주어를 존대

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시-’가 문장 내부에서 주어로 나타나거나 상황적으로 동작 및 상태의

주체라고 추론할 수 있는 인물을 존대한다기보다는, 문장의 술어가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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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동작을 직접 경험하는 경험주를 존대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경험

주 존대설이다(임홍빈 1985). 이 입장은 술어가 서술하는 사건에 영향

을 받는 인물을 존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시-’가 올바르게 쓰였

는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한다. 양영희(2002)는 이를 ‘화제의 중심인물

’을 존대하는 것이라고도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판매 담화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시-’가 문장 외부

에 존재하는 청자를 존대하기 위하여 다소 규범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

용된다는 청자 존대설이 대두되었다(이래호 2012, 이수연 2012, 김영

일 2016). 이 논의에서는 생략된 주어를 청자로 복원하면 ‘-시-’의 쓰임

이 규범적인 용법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체 존대 또는 주어 존

대의 맥락을 따른다. 그러나 주어를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눈앞의

청자를 존대하기 위한 의도로 화자가 ‘-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규범

적인 용법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회적 지시설은 언어는 화자가 인식하는 외부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기 때문에 화자의 인식에 따른 사회적 대인 관계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

해 ‘-시-’를 사용한다는 주장이다(임동훈 2006). 문장 내부의 요소들의

관계를 떠나, 화자는 자신을 기준으로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언어로 묘사함로, 그러한 인물들과 자신의 관계에 따라 ‘-시-’를 사용하

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존재하

나, 이러한 다양한 논의로도 해석할 수 없는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이

연구자가 수집한 판매 담화 자료상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본고는

그러한 용례들을 구문별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3장에서는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들이 왜 기존 논의에 따라 주체,

주어, 경험주, 그리고 청자 등을 존대한다고 할 수 없는지, 그래서 결국

비규범적인 용법으로 볼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분석했다.

첫째로, ‘-시-’가 비주체를 존대하는 용법으로 쓰인 경우이다. 이때 ‘-시

-’는 일반적인 술어, ‘-이다’, ‘있다, 없다’ 등의 존재 술어, 그리고 ‘-가

맞다’와 결합하여 주체나 청자라고 할 수 없는 주어를 존대하는 데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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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로는 의미상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둘 이상의 술어에 각각 ‘-시

-’가 결합하여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시-’가 가지는 존대의 의

미․기능은 단 한 번의 결합만으로도 충분하므로, 하나 이상의 중복된

‘-시-’는 문장에서 아무런 의미적 기여도 하지 못하지만 잉여적으로 등장

한다. 이러한 ‘-시-’의 중첩은 ‘-도/면 괜찮다’, 본동사 + 보조동사, 의존

명사절, 그리고 가장 복잡한 형태인 무의미한 명사절화 구문 등에서 나

타난다.

4장에서는 이러한 ‘-시-’의 비규범적인 쓰임이 어떤 동기에서 나타났는

지, 화용론의 공손성 이론을 들어 설명하였다. 80년대 후반부터 화용론

내부에서 주목하기 시작한 공손성 이론은, Leech(1983)와 Brown과

Levinson(1990)에 의해 발전을 거듭해왔다. Leech(1983)의 공손성

이론은 간접성을 배경으로 한다. Leech(1983)는 이 간접성을 매개로

하여 대화 상대방에게는 최대한의 이득과 최소한의 손실을, 화자 본인에

게는 최소한의 이득과 최대한의 손실을 표현하는 언어 행위가 공손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Leech의 공손성 이론에서는 간접성이 증가

할수록 공손성도 증가한다는 간접성과 공손성의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Leech 1983). 또한 언어 표현이 복잡하면 그 안에 담긴 의미도 복잡

하다는 언어의 도상성에 의해, 권순철(1994), 권희상(2005)은 복잡한

표현일수록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화용론의 양적 도상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화자가 언어의 경제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료

에서 발견된 무의미한 명사절과 ‘-시-’가 중첩적으로 결합된 표현들을 사

용하는 것은, 이 표현들 자체가 매우 복잡한, 높은 간접성을 지닌 표현

이라는 점에서, 표현에 공손성을 높이기 위한 화자의 의도적인 전략이라

는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이어서 Brown과 Levinson의 체면(face) 이론을 소개하며, 이것이

어떻게 판매 담화에서 발견되는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의 동기를 밝히

는 틀로 쓰일 수 있을지 설명하였다. 체면은 한 개인이 지니는, 인정받

고 싶어 하는 욕구인 적극적인 체면과,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소극적

인 체면으로 나뉜다. 대화 참여자들은 각기 가진 목적을 대화를 통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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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고자 하는데,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하거나 자신의 체

면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언어 표현을 통한 전략을 사용하곤 한다.

공손성이란 바로 이러한 의도에서 도출되는 전략적 행위인 것이다

(Brown과 Levinson 1990). 이러한 이론을 적용하면 ‘-시-’의 비규범

적인 사용은 기존 연구들에서 설명해 왔던 것처럼 화자가 주체, 주어,

또는 청자를 존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공손성 전략의 하나로써 언어

자원인 ‘-시-’를 사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공손성 이론에 변화가 생겼다. 화자의 의도에 집중하

는 것보다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청자의 입장이 어떠하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Locher(2015), Terkourafi(2015), Izadi(2016)에

따르면, 한 발화가 공손하다는 것은 청자가 본인의 사회․문화적 배경지

식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정도에 따라 달려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새

로운 공손성 이론은 간접성이 클수록 공손성이 크다는 기존의 이론을 반

박한다. 어떤 특정한 표현이 공손하다고 평가받으려면 무조건 간접적이

어서는 안 되며 해당 언어 공동체와 사회․문화 안에서 언어 사용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특정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Terkourafi 2015). 그러나 ‘-시-’는 문법적 표지로써, 존대법이

없는 언어에서 ‘공손하다’고 여겨지는 관습화된 표현들과는 다른 범주이

다. 문법 표지인 ‘-시-’에도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는지, 즉 ‘-시-’의 비규

범적인 용법이 익숙한 경우 공손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판단하려면 청자

의 반응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공손성 이론으로도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연구자는 약 한 달여간 82명의 한국어 사용

자를 대상으로 ‘-시-’가 비규범적으로 사용된 문장에 대한 친숙도, 자연

스러움, 공손함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와 상관없이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에 익숙하다고 답했다. 이 친숙도를 바탕으로 자연스러

움, 공손함 등의 다른 요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자는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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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그것이 문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

다고 느끼고, 또 이러한 용법에 익숙할수록 비규범적인 ‘-시-’의 쓰임이

공손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경향에 따라, 친숙도가

상당히 높은 ‘-시-’의 중첩이 사용된 문장에 대해서는 공손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 중 가장 ‘공손하다’고 평가받는 비주

체 존대 용법에 대해서는 친숙도와 공손함 변수가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 경우 친숙도 대신 문장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문

법성이 문장에 대한 공손함을 판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즉, 이 분석 결과는 친숙도와 공손함이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인다는 최근 공손성 이론을 증명하는 동시에, 문법 표지인 ‘-시-’가 비문

법적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도 그것의 공손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만일 공손함을 평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친숙도가 높지 않은 문장에 대해

서는 문법성이 공손함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는 결과

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존 연구들

에서 잘못된 용법이라고 지적 받거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던 ‘-시-’의

비규범적 용법이 실제로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관찰해

냈다는 것에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많은 경우 연구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문장에 대해 문법성을 판단함으로써 ‘-시-’의 올바른 의미 및

기능을 설명하려던 한계가 있었으나, 이 연구는 실제로 자연 발화 상황

에서 형성된 자료에서 실례(實例)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일상 대화

에서 일어나는 ‘-시-’ 쓰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로, 기존 연구들은 ‘-시-’의 비규범적 용례를 ‘화자가 청자를 인식

하여 화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하는 것에 그친 경우

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이것에 화용론의 공손성 이론을 접목시켜 이론적

배경과 동기를 뒷받침하였고,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동향의 이론으로도

‘-시-’의 비규범적인 용법의 정의와 그 배경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의의가 있다. 연구 말미에 드러난, ‘-시-’의 사용에 대한 화자의 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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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의 평가가 엇갈리는 원인과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차후

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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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eness Strategy of the

Korean Honorific Pre-final Ending

'-Si-' and its Manipulative

Expansion of Usage:

focusing on the sales discourse

Sooyeon Baek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non-normative usage of

the Korean honorific pre-final ending ‘-Si-’ in sales discourse and

provide an explanation under the politeness theory in pragmatics.

Previous studies have described the function of non-normative

‘-Si-’ as agent honorification, subject indicator, experiencer

honorification, hearer honorification, and social deixis. However, data

from these studies are not genuine utterances, but artificial sentences,

thus in natural speech there are many cases which cannot be

explained by the current accounts. This research points 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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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of introducing another theory to account for the

non-normative usage of ‘-Si-’.

The non-normative usage of ‘-Si-’ which cannot be clarified by the

existing theories is usually found in sales discourse with distinct

context, whose participants have certain roles and goals as ‘sell(er)

and buy(er)’. To authentically examine the way in which '-Si-’ is

used in a common sales discourse, I collected and transcribed spoken

language data in actual sales scenarios from cosmetic shops in the

field and in department stores, a cafe, insurance promotion calls,

home-shopping channels in and around Seoul. The data was collected

for about three months with the consent of participants. The data

was analysed by sentence construction, then categorized into two

classes. The first category is the non-agentive honorific ‘-Si-’ which

is used to honor a non-agent, such as items, prices, and events,

diverging from its original function. The second is ‘-Si-’ doubling, a

phenomenon in a construction which has two or more predicates to

which a surplus ‘-Si-’ is attached. The non-agent honorific ‘-Si-’ is

further categorized by most prevalent predicates into four

subcategories: normal predicate, copular predicate, existential predicate

such as ‘to exist(있다), to be many(많다)’, and a predicate ‘to be

correct’. ‘-Si-’ doubling is also classified under four subclasses; in

semi-modal predicate construction of ‘be okay(괜찮다)’, in auxiliary

predicate construction, in bound noun construction, and in ‘-n gət(-는
것)’ nominalized construction.

Under politeness theory in pragmatics the reason why a speaker

uses ‘-Si-’ with various predicate to honor non-agent(subject) or

reiterates ‘-Si-’ in diverse constructions is clear. This research, then,

adopts two branches from the theory: one is of speaker’s motive,

developed in the late 80s, and the other one is the theory of he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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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recently introduced in the literature.

In the established politeness theory, there are two principal

arguments – the relationship of indirectness and politeness, and

politeness as strategy. Leech believes that ‘the more complex and

indirect the expression is, the more polite it is’. Brown and Levinson

state that conversation participants use politeness to maintain their

‘face’ and to achieve their goal. Based on these two theories, a

speaker, who is a merchant in a sales discourse, complicates their

expression and thus increases politeness through use of ‘-Si-’, even

when it is unnecessary. This allows the expression to be used for

the main goal, in this case ‘selling’, not damaging a hearer’s face.

According to recent theory, however, the politeness of an

expression depends on the hearer’s evaluation, and the hearer may

not always rate indirect expressions as polite. Terkourafi argues that

to be considered a polite expression, the expression must be

sufficiently ‘conventionalized’. As ‘-Si-’ is a grammatical morpheme,

not an expression, it must be explored whether the theory also holds

true for a grammatical morpheme, namely, whether ‘-Si-’ is regarded

as polite when it is familiar enough to be conventionalized. To do so,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hearers would respond to the

non-normative usage of ‘-Si-’. I therefore conducted a survey using

example sentences of the non-normative usage of ‘-Si-’ from data to

see to what extent it has become familiar and natural to Korean

evaluators, and to what extent they evaluate its politeness in

accordance with familiarity and grammaticality.

The results of this survey show that the non-normative usage of

‘-Si-’ is familiar enough to Korean hearers to be evaluated in terms

of politeness. The relationship of familarity and politenes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t is, if a sentence bea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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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normative usage of ‘-Si-’ is familiar to hearers, it is considered

to be a ‘polite expression’. This result proves that the recent theory

also accounts for a grammatical morpheme, and implies that even

when a grammatical morpheme ‘-Si-’ is misused in terms of

grammar, its politeness is not affected.

keywords : Korean honorifics ‘-Si-’, politeness, sales discourse,

pragmatics, familarity and politeness, politeness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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