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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적 높임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의

교육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이에 문헌조사,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

사 방법을 통해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

과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적 높임법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이론과 기존

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고, 한-중 대조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중

국인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마

련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적 높임법 대조 분석 연구들의 초

점은 대개 중국어와 한국어 높임 어휘의 일대일 매칭 유무에 두고

있는데, 중국어 문언문(文言文)과 백화문(白话文) 구별의 시각을 통

해 현대 중국어에서의 높임 어휘 사용 현황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토대로 문언문(文言文)과 백화문(白话

文)의 시각에서 한-중의 어휘적 높임법을 대조 분석하여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 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들

어휘를 정리하였다.

또한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정리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교재 분석

내용은 한국어 교재 중 높임법 어휘의 출현 빈도에 대한 조사에 그

쳤을 뿐이고 뜻풀이, 예문, 문화 소개 등 높임법 어휘의 제시 양상

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분석 교재의 종류 또한 중국 현지에서 사용

되고 있는 교재를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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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적 높임법의 어휘 수록 여부, 뜻풀이 방식, 예문 제시 방식, 문화

소개 등의 측면에서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와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가운데 그 성격이 비슷한 교재를 대조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담화 완성형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

는 학습자이며, 기존 연구에서 주로 택한 방식인 일반 어휘를 높임

어휘로 고쳐쓰기, 다지선답형의 방식보다는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

용 양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어

휘적 높임법의 교수 내용을 선정하였고 오답률이 높은 어휘를 교육

과정에서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2언어 오류 양상 이론을 정리하고 유형화 하여, 본

고에서 담화 완성형으로 실시한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

을 분석하고, 학습자 대상 사후 인터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어휘적 높임법 오류 양상 및 원인에 대해 정리하였다.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오류의 원인은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자 전략 요인, 교육 과정상의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중국 현지에 있는 학습

자를 위한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요구의 특수성, 학습용 언어의 특수성, 환경과 교수 중점의 특수성,

어휘 교육의 특수성 등의 고려 사항과 문헌조사 및 학습자 대상 설

문조사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

휘적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본고에서는 대조 분석

전략,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과 역할극 놀이 교수법의 절충식

교수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효과 검증 실험을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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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통적 교수법보다는 절충식 교수법으로 실시한 수업이 더 효

과적임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한국어 교육계가 높임법 교육에서 어휘

적 높임법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어휘

적 높임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오류 양상을 체계적으

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계에서 어휘적 높임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

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들의 요구에 맞는 교수-학습 목표, 내용을 마련하여 L1-L2 어휘 습

득 이론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으며, 대조 분석 전

략,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과 역할극 놀이 교수법을 절충하여

다양한 기법을 통한 효과적인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을 제

안한 후, 검증 실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요어: 어휘적 높임법,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

학 번: 2015-2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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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어의 높임법은 대상과 기준, 높임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 모두에서 높임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문법서와 한국어 교재는 대개 높임법

에서 문법적 요소와 어휘적 요소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현

실에서는 어휘적 높임이 문법적 높임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휘적 높임은 높임법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마치

문법적 높임의 하위 요소로 짧게만 기술되고 있으며, 많은 한국어

교재에서도 주로 어휘 학습의 차원으로 접근하여 일반적인 어휘들

과 함께 제시한다. 이는 모두 어휘적 높임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언어 학습에 있어 정확한 문법의 사용은 학습자의 제2언어 구

사력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반드시 어휘 사용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높임법 역시 마찬가지

이다. 문법적 높임을 통해 문장의 틀을 잡고 어휘적 높임을 통해 적

절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각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

을 구성하기 위해 어휘적 높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이 한국인의 일상 언어생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국어학에서는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연구가

쏟아져 나온 반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다루는 연구가 비교적 드물다. 이 가운에 한국어 통합 교재의 어휘

빈도를 조사한 연구가 몇 개 있고, 또한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적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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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법 사용 양상을 조사하여 교육 방안을 구성한 연구는 이정숙

(2012)과 책우맥(2014) 정도만 확인되었다. 이 두 연구는 모두 재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에

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논문의 한계점도 적지 않았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한-중 어휘

적 높임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중국 현지 한

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사용 및 인식 양상과 한-중

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각각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

한 효과적인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2.1. 국어학 연구 검토

한국어의 높임법은 어휘론, 통사론, 화용론, 사회언어학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어 중국인 학습자가 적절하게 사용하기 힘든 복잡한

범주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높임법 사용의 경우, 즉 높임법의 문법

적 요소와 높임법의 어휘적 선택과 호응은 의사소통 맥락에 기반을

둘 뿐만 아니라, 화자의 심리적, 사회적 변인 등 여러 변인들이 작

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모어 화자가 특정 언어 표현을 선택

하고 사용할 때에는 체화된 언어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무의식

적인 경우가 많다.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높임법의 문법적

지식을 단계적으로 학습하여 화-청자 간 관계 및 의사소통 맥락 등

1) 2절 선행 연구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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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언어학적 요인을 의식적으로 고려해야 적절한 높임법을 구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선행 연구에서 어휘적

높임법을 어떻게 다루는지 두루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

을 참고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의 교육 목록과

그 기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한국어 높임법은 문법적 높임법과

어휘적 높임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휘적 높임법은 대개 문법적

층위 안에서 다루어지거나 문법적 높임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적

은 실정이다. 문법적 높임법에 대한 연구는 많은 반면에 본격적으로

어휘적 높임법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어휘적 높임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임홍빈(1990), 서덕현

(1995), 김의수(2000), 이윤하(2002), 오미정(2005), 조남호(2005), 장

나(2010), 김청룡(2011)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들은 어휘적 높

임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층위로 어휘적 높

임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임홍빈(1990)은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인

식 부족을 지적하면서, 문법적 높임법과 대조하여 어휘적 높임법의

성립 조건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법적 높임법은 간과할 수 없으나

어휘적 높임법도 분명히 하나의 체계를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서덕

현(1995)는 주체, 객체, 상대 경어법 외에 이삼분 체계에 자유롭게

들어가 문장과 호응을 이루는 것을 높임법의 특수 어휘로 정의하고

이를 발화어휘의 경어와 이해어휘의 경어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김

의수(2000)은 현대 국어의 높임법 어휘를 공시적, 통시적 두 가지

층위로 살펴보았다. 높임법 표시 어휘를 체언과 용언으로 나누어 분

류하고 문헌 고찰을 통해 그 출현 시기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객체 높임의 하대 어간을 하나의 범주로 제기하였

다.

한편, 오미정(2005)는 오미정(2002)에서 체언을 중심으로 존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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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고유어를 중심으로 존대 어휘를 한정해

사전에 수록된 존대 용언과 존대 체언을 정리하였다. 고유 존대 용

언은 생리 부류와 관계 부류로, 고유 존대 체언은 사용 어휘와 이해

어휘 부류로 분류하고 그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장나(2010)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어휘적 높임의 특성과 범위를 검토하였다. 검

토한 결과를 기준으로 표준국어대사전(1999)에서 어휘적 높임의 목

록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공대어와 하대어를 각각 품사의 종류로 분

류하고 다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세분하여 어휘적 높임법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목록에서는 속어와 완곡어를 제외하고 비어

는 하대어의 하위 범주로 처리하였다.

김청룡(2011)은 어휘를 의미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구체적

으로 분석하였으며 높임말을 칭호 관련어, 종교 관련어, 편지․문장

관련어, 주택․주거 관련어, 인간 생리․관계 관련어 및 기타 높임

말로 유형을 분류하여 고유어 높임말과 한자어 높임말의 특징을 분

석하였다. 또한 낮춤말을 우선 겸양낮춤말과 하대낮춤말로 구분하였

다. 또한 겸양낮춤말을 칭호 관련어, 편지․문장 관련어, 주택․주거

관련어, 인간 생리․관계 관련어 및 기타 겸양낮춤말로 분류하고,

하대낮춤말을 칭호 관련어와 인간 생리․관계 관련어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고유어 낮춤말과 한자어 낮춤말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어 교육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

법 사용 및 인식 실태에 대한 분석과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초 자료가 되었으며, 나아가 어휘적 높임법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한-중 어휘적 높임법 대조 분석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어휘의 선정 방법, 기준 등이 일치하지 않고 고대 한국어 어

휘, 비속어 등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어휘적 높임법의 목록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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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국어학 연구 검토

중국 내에서는 중국어 높임법에 대한 연구들이 종종 있다. 고대

중국어보다 현대 중국어의 높임법 어휘는 많이 사라지는 실정이고

높임법에 대한 연구가 한국어처럼 많지 않다. 중국어의 높임법은 주

로 어휘로 실현되기 때문에 중국어 높임법 연구는 주로 어휘적 높

임법에 집중되어 있다.

陳海烈(1989)는 예절 어휘를 정리한 사전이므로 敬辞(경사), 谦

辞 (겸사), 祝颂语(축복 관련 어휘), 请安问候语(인사말), 道谢语(감사

관련 어휘), 道歉语(사과 관련 어휘), 行礼方式(인사법), 礼节名称(예

절 명칭) 등을 용어별로 정리하였으나 그 체계는 분명하지 않다.

洪成玉(2010)은 중국어의 敬辭(경사), 謙辭(겸사), 婉辭語(완곡어)

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나 고대 어휘와 현대 어휘가 혼

재하여 구분되지 않았다. 牛艷霞(2007)은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

육에서 높임법 어휘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러 현대 중국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높임법 어휘를 추출하여 의미와 용법의 제시

및 설명 방식을 정리하였다.

2.3 대조언어학 연구 검토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적 높임법을 대조 분석한 연구로는 류가

(2010), 고뢰(2011), 왕윤정(2012), 엽연(2013)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한국어 높임 어휘와 중국어 높임 어휘를 대조하여 높임

법의 개념, 높임 어휘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대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어 높임 어휘 체계를 참

조하여 중국어 높임 어휘를 나열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연구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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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통 중국어 가운데 한국어의 해당 높임 어휘와 매칭되는 어휘

의 유무에 두고 있으며, 중국어 문언문(文言文)과 백화문(白话文)2)

구별의 시각을 바탕으로 현실 어휘의 사용 양상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적 의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2.4 한국어 교육학 연구 검토

한국어 교육학 연구 가운데 어휘적 높임법 관련 연구는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높임법 전체를 다루는 연구이며, 둘째

는 어휘적 높임법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전자는 한국어 교육에서

이미 많은 성과물이 있으나, 후자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높임법 전체에 대한 연구에 어휘적 높임법이 들어가기는 하나 많

은 경우 상세하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로는 김진아

(2005), 이해영(2005) 등을 들 수 있다. 김진아(2005)는 높임법의 실

현 요소를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로 나누고, 높임법 실현 요소의 교

재 제시 순서와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

습자의 높임법 이해와 사용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어

휘 요소의 경우 이해 수준보다 사용 빈도가 뚜렷하게 낮았으며, 주

체 높임보다 객체 높임의 정답률이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높임 어

휘를 전반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고 분석 중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이해영(2005)는 높임법은 어휘적 높임법,

문법적 높임법, 화용적 높임법으로 나눌 수 있기에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학습자들이 오류를 자주

2) 문언문(文言文)은 1918년도 이전에 중국 문학작품에서 사용된 중국어 표현

이다. 백화문(白话文)은 1918년도 '백화문운동' 이후 중국어 구어 표현을 기

초로 한 현대 중국어 표현이다. 현재 중국인이 사용하는 문어체와 구어체

표현은 모두 백화문이지만, 일부 문언문 어휘(예: 성어)는 여전히 널리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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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 오류를 각

유형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높임 표현이 어

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교재 중 높임법 관련

내용도 각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략적 분석에 그치고 있으

며 어휘적 높임법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어휘적 높임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어휘적 높임법을 비교적 체계

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만 양적으로 드문 편이다. 이러한 연구로는

이정숙(2012), 책우맥(2014), 후원단(2016), 진철(2017)을 들 수 있고,

이 가운데 한국어 통합 교재의 어휘 빈도를 조사한 연구는 후원단

(2016), 진철(2017)이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오류

를 조사하여 교육 방안을 구성한 연구는 이정숙(2012)와 책우맥

(2014)가 있다. 후원단(2016)은 한국어 교재의 높임법 어휘 출현 빈

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와 김청룡(2010)의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높임법 어휘 목록을 추출하였다. 진철(2017)은 후원단

(2016)의 목록을 바탕으로 네 가지의 중급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한

국어 높임법 어휘 출현 빈도를 분석하였다. 후원단(2016)과 진철

(2017) 모두 한국어 교재 내 높임법 어휘의 출현 빈도에 대한 조사

에 그쳤을 뿐이고 높임법 어휘의 제시 양상을 다루지 못하였으며,

학습자 오류도 조사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교재 분석 부분도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연구하여 교육 방안을 구성한 연구로는

이정숙(2012)와 책우맥(2014)가 있다. 이정숙(2012)은 외국인 학습자

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어휘적 높임법에 대

해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후원단(2016), 진철(2017)과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 높임법 어휘

의 제시 빈도와 순서를 정리하였으며, 설문 조사로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적 높임법의 단계별 교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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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였다. 책우맥(2014)는 높임법 어휘를 품사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한국어 교재의 높임법 어휘 빈도를 조사하고 학습자

의 오류를 분석하여 어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두 연구는 모

두 재한 한국어 학습자3)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

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논문 자체의 한계점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정숙(2012)에서의 설문조사 문항은 일반

어휘를 높임 어휘로 고쳐쓰기가 10개의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문항으로 말하기 평가를 진행하

였으나, 사후 인터뷰는 없었다. 문항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고치

쓰기 형식의 문항은 학습자에게 높임 어휘를 써야 한다는 힌트를

줄 수 있어 평소에 높임 어휘를 잘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도 일부러

높임 어휘를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는 학습자의 평소 한

국어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

다. 게다가 사후 인터뷰가 없는 것은 학습자의 오류 원인에 대한 정

확한 진단과 한국어 교육현장에서의 어휘적 높임법을 위한 교수 방

법에 대한 학습자의 기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 연구에서 구성한

교수 방안은 학습자의 상황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료된다.

책우맥(2014)는 재한 중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만 조사하여 연

구 대상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문항은 주로 다지선답형 문항으로 정답이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 표현을 잘 모르더라도 문항의 출제 목적을

파악하여 정답을 고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를 통해 학습자의 실

제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두 인터뷰 질문을 추가하여 설문

3) 거의 모두 중국인 학습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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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나, 구두 질문은 주로 높임법을 아는지,

일상생활에서 높임법을 사용하는지, 한국어의 어휘 높임 방법을 들

은 적이 있는지 등과 같이 표면적인 수준에 그치며, 학습자의 실제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내용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

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습자의 실제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며, 이에 따라 구성한 연구 방안은 적절성과 효과

성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그간 국어학, 한국어 교육학에서 어휘적 높임법

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높임법 전체를 다룬 연

구들은 어휘적 대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문법적

층위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존대 어휘, 특수 어휘 등의

어휘적 높임법을 일컫는 용어도 통일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어휘적 높임법을 문법적 높임법의 하위 범주로 다루

고 있다. 어휘적 높임법에 초점을 둔 연구는 교재 내 높임법 어휘의

출현 빈도를 조사하거나 한국어와 타 언어의 대조에 기초한 교육

방안 제시에 그치고 있으며, 학습자에 대한 조사도 조사 대상, 설문

방식 등에 있어 한계점이 적지 않고 오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인

터뷰도 없었다. 또한 이들 연구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는 거

의 없었으며 이정숙(2012)에서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을 언급하였다. 이에 이들 연구는 교육 방안을 제기하는 데에 다

소 타당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교육용 목록을 추출하

여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고빈도 어휘

에 대한 중국 현지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인식 양상을 폭넓게 조

사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서 어휘적 높임법의

제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와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한-중 양국의 어휘적 높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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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하게 비교하여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학

습자의 오류 원인을 정리하여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과 역할극

놀이 교수법을 절충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아울러 교육의 효과 검증 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본 연구와 기존 선행 연구와의 상이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적, 문법적 높임법 교육 전체에 대해 논의한 연구가 어

휘적 높임법을 다소 소홀히 다룬 반면,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 높임

법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둘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적 높임법을 대조 분석하는 기존 연

구들의 초점은 대개 중국어와 한국어 간 해당 높임 어휘의 매칭 유

무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어 문언문(文言文)과 백화문(白话文)

구분의 차원에서 이러한 어휘가 실제 담화맥락에서 사용되는 양상

과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의의를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들 문

제점을 고려하여 문언문(文言文)과 백화문(白话文)의 시각에서 대조

분석하여 어휘적 높임법 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들 어휘를 보다

상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셋째, 기존 연구의 교재 분석은 한국어 교재 내에서 높임법 어휘

의 출현 빈도에 대한 조사에 그치고 있을 뿐, 뜻풀이, 예문, 문화 소

개 등 높임법 어휘의 제시 양상을 다루지 못하였다. 교재 분석 부분

도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적 높임법의 어휘 목록 수록 여부, 뜻풀이,

예문, 문화 소개 등의 측면에서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

와 한국에서 성격이 비슷한 교재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기존 연구는 재한 한국어 학습자를 대

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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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현지

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고자 한다.

다섯째, 기존 연구는 설문 방식에 한계점이 있다. 앞에서 구체적

으로 분석한 바와 같이 설문 문항은 일반 어휘를 높임 어휘로 고쳐

쓰기, 다지선답형 식으로 되어 있으며 학습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인

분석도 없었다. 본 연구는 담화 완성 테스트(DCT)를 활용하여 학습

자의 어휘적 높임법의 실제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학

습자의 오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함

으로써 실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안고 있는 어휘적 높임법

사용의 중간언어적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안을 위

한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여섯째, 기존 연구에서 어휘적 높임법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이들 연구로 교육 방안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 타당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조 분석 전략,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과 역할극 놀이

교수법을 절충하여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을 내면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

러 교육 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 실험을 실시하고자

한다.

일곱째, 기존 연구에서는 목표어가 교실 밖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상황, 즉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어가

사용되는 상황, 즉 한국에 있는 한국어 어학당의 교수-학습 목표,

방법과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중국 내에

있는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 외에서

는 한국인과 의사소통하기 어렵고,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사실상 전

무한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에 따라 이와 관련한 외

국어 습득 및 교수-학습 이론을 참조하여 교수-학습의 목표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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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교수 모형을 구안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국어학 분야에서의 어

휘적 높임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외국어로서의

교육적 각색 절차가 필요하지만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이론과 국어

학 분야의 연구 결과는 교수-학습 내용을 제안하는 데에 바탕이 되

는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국립국어원(2005)을 비롯한 자료

는 바로 이른바 '국어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색한' 한국어 교

육용 자료이다.

한국어 교육학에서 다루는 한국어와 국어학에서 다루는 한국어를

대조하면 주요 구성 요소는 똑같은 국어 문법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국어학에서의 문법은 한국어에 내재한 규칙과 질서를 찾아

내어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남기심·고영근, 1993). 국어 문법 지식은

한국어 교육 문법용 재료를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이기는 하지

만 그 자체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교육 항목으로 보기 어

렵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법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교육 문법(pedagogical grammar)이다. 이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가르칠 경우에도 어

휘적 높임법에 대한 국어학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를 위한

개편과 설명 등을 포함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적 각색이 요

구된다.

학습자의 목표어 학습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연구 분야는 대조언

어학이다. 한국에서 대조언어학의 연구 전통은 오래되었다.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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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국어 학습을 돕기 위한 연구가 많고 한-중 수교 이래 한-중

양국 간의 문화·경제 교류의 확대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대조언어학적 연구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

다. 대조분석을 통하여 학습자의 모국어(L1)와 목표어(L2)인 한국어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함으로써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경험하는 어려움의 원인도 추측할 수 있고 한국어를 잘 습득

하도록 돕는 비계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제Ⅱ장에서 이론 국어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어휘적 높임법 관련 개념을 정리하

고 교육용 목록을 추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한-

중 어휘적 높임법을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중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통합 교재인

<한국어 1, 2, 3, 4>(민족출판사, 2008)과 중국 교재와 비슷한 성격

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교재인 (이화)한국어: 中國語版 1，2, 그리고

(이화)한국어 3, 4, 5, 6을 대조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통합

교재는 초급 단계에서 뜻풀이와 문법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중

국어 교재와 대조하기 위해서 성격이 비슷한 이화여대의 중국어 버

전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였다.

모어-목표어 간 두 언어의 대조분석을 통하여 목표어 습득을 위

한 긍정적 전이를 촉진하고 모국어 간섭 등 오류 원인을 추측하는

데 의의를 지니지만, 대조분석 결과에 중심을 둔 교육 과정 설계는

학습자의 실제 습득 과정과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류를

포함한 학습자의 발화 분석 작업을 통해 실제 학습자의 목표어 사

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조사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렇지만 학습자 발화의 오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오류의 원인

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오류 원인

을 알아내야 원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학습자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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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목표어 학습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학습자 대상 설

문조사와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적 높

임법의 사용 및 인식 양상을 파악하여 기술할 것이다. 본 설문조사

2018년 2∼3월에 진행되었고 참여한 실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은 다

음과 같다.

<표 1-1: 설문 실험 대상자 인적 사항>

인

적

사

항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B대학교와 B2대학교의 한국어학과 재학

생 72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모두 통합 교재<한국어 1, 2, 3,

4>(민족출판사, 2008)을 배운 중·고급 학습자이다(남녀 비율은 학

교 실제 상황과 일치함).

교육 기관: B대학교(36명), B2대학교(36명)

성별: 남(12명)

여(60명)
학년: 3 한국어 수준: 중급(22명), 고급(50명)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고석주 외(2004:30)에서 제시한 자

료 수집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학습자 정보 표지 10가지4)를 참조하

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구성과 선정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은 중국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한국어

학습자 72명으로 선정한다. 그중에 성별로 구분하면 남(12명)과 여

(60명)이다. 남녀 비율은 학교 실제 상황과 일치한다.

둘째, 한 교육 기관에서만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한다면 실제 학습

4) 고석주 외(2004:30)에서는 자료 수집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학습자 정보 표지

로 1. 국가(nationality)，2. 학습자 모국어(mother tongue), 3. 학습자 등급

(level), 4. 교육 기관(school type). 5. 학습기간(learning period), 6. 과제 유

형 (task type), 7. 성별(gender), 8. 나이(age), 9. 직업(occupation)，10. 문제

유형 (topic)의 10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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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특성을 전면적이고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B

대학교와 B2대학교 두 군데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어휘적 높임법과 관련된 내용은 통합 교재 4권에 분산되어

있어 1, 2 학년의 학습자를 조사 대상자로 하면 통합 교재를 다 배

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재와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상의 문제를 반

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학 저학

년 학습자는 높임법의 화계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휘

적 높임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된다. 이에 통합 교재 4권을

모두 학습한 3학년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판(Fan, 2002:89)에서 면담 대상자는 반드시 본 실험에 참여한 대

상자 본인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위햇님, 2009:18, 재인용). 그러

므로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도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습자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대학교와 B2대학교의 학습자 각 8

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학습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2: 인터뷰 참석자 인적 사항>

B대학교
번호 성별 한국어 등급
1 여 5급
2 여 4급
3 여 5급
4 여 4급
5 여 5급
6 남 4급
7 여 6급
8 남 5급

B2대학교
번호 성별 한국어 등급
9 남 5급
10 남 4급
11 여 6급
12 여 5급
13 여 5급
14 여 4급
15 남 6급
16 여 5급

조사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먼저 국립국어원 한

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5)(Korean Learners' Corpus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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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에서 검색된 표본을 수집하였다. 이 중 신뢰성이 없는 자료

는 배제하여 자료를 재정리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한국어 학습자

오류도 자료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나온 오류를 분석한 후

유형화하여 설문조사 형식으로 테스트를 작성하였다.

동시에 연구자는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세종코퍼스6) 말뭉치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상적 상황에서의 어휘적 높임법의 사용과

관련된 상황을 추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담화 완성형 테스트의 일

부분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연구 절차>

자료 수집(자료 수집과 담화 상황 정리) → 예비조사 → 본조사 → 사

후 면담(인터뷰) → 결과 분석 및 교수-학습 방안 구성

위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연구, 한국어 말뭉

치 자료와 국립국어원 온라인 답변 자료를 참고하여 담화 완성형

테스트가 포함된 설문지를 구안한다.

둘째, 구안된 내용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

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는 2015년부터 수집, 가공, 구축한 한국어 학

습자 말뭉치 자료를 나누기 위해 개설한 누리집이다. 구축한 학습자 말뭉치

의 검색·배포 기능,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시범 운영 후 문

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양질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를 제공한다.

(kcorpus.korean.go.kr)
6) '세종 코퍼스' 말뭉치 분류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자원에는 크게 국어

기초자료와 특수 자료로 크게 구분된다. 현재 언어정보나눔터에서는 국어

기초자료인 현대문어, 현대구어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https://ithub.korean.go.kr/user/guide/co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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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다.

셋째,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하고 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설문조사-사후 면담'의 순서대로 실시한다.

넷째, 사후 면담을 통하여 오류 원인 등 정보를 확인한다.

다섯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안을

구성한다.

실제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화 완성 테

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DCT)를 사용하였다. 담화 완성

테스트는 특정 화행이 발생하도록 설정된 상황을 기술하여 가공하

고 응답자가 해당 상황에서 요구되는 목표 항목의 실제 사용 양상

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담화 완성형 테스트는 블룸 쿨라

(Blum-Kulla, 1982)가 히브리어와 영어 요청 화행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중간언어 화용론이나 화행 연구에 꾸준

히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양명화, 2010:19, 재인용). 담화 완성 테스

트는 일련의 짧은 대화 상황과 도출하고자 하는 화행 부분이 빈칸

으로 되어 있는 대화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험자는 주어진 역할

에 따라 대화를 글로 완성시키도록 요구를 받는다. 담화 완성형 테

스트의 장점은 커밍스(Beebe & Cummings, 1985)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정일，2009에서 재인용).

첫째, 원하는 화행에 관한 데이터를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수집할 수

있다.

둘째, 실제 자연스런 대화에서 발견되는 의미 단위와 전략 등과 같은

핵심적 요소를 파악하게 해서 초기 분류가 가능하게 한다.

셋째,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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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담화 완성 테스트는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러운 발화 상황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실제 오류를

수집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 담화 완성 테스트는 총 4개의

대화문, 24개의 빈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테스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1-4: 설문지 예시>

 你是北京**大学的一名韩语系学生，你们学校正在和首尔大学举办一场

学术研讨活动。你作为一名接待员，正在参加这次活动的接待工作。在欢迎

活动上，作为活动的主持人，你首先要欢迎首尔大学教授们的光临。

(설문지는 중국어로 되어 있음. 당신은 중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학

과의 재학생입니다. 당신의 학교는 서울대학교와 학술세미나를 공동으

로 개최할 것이며 서울대학교 교수진들이 당신의 학교에 도착하셨습니

다. 환영회의 사회자로서 당신은 우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并表示代表学校，向贵校赠送一幅校长亲自写的书法作品。

(이어 학교를 대표하여 총장님이 직접 쓰신 서예작품을 전달해 드립니

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并表示要向教授们赠送，由学生们亲手制作的工艺品礼物。(그리고 학

생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선물로 교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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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吃饭的时候，你和一位初次见面的首尔大学教授坐在了一起。你向

他介绍了自己。现在想询问他的名字。(점심 중, 당신은 처음 뵙게 된 어

느 한 교수님과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스스로를 소개한 후,

그 분의 성함을 여쭤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说自己叫金泽洙，看到教授满头银发，作为寒暄，你想问他的年

纪。(교수님: “김택수라고 해요.” 교수님께서 흰머리가 많으신 것을 보

고 당신은 교수님의 나이를 여쭤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특정 담화 상황에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법을 구

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구현해보자

한다.



- 20 -

Ⅱ. 어휘적 높임법의 이론적 배경

1.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

1.1. 어휘적 높임법의 용어 문제

높임법은 주체, 객체, 상대, 겸양, 직접 존대, 간접 존대, 어휘적 높

임법 등 관련 요소의 용어와 범위가 높임법 연구 쟁점 중의 하나였

으나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높임법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검토이다.

그간 한국어 높임법은 높임법이란 용어 이외에 허웅(1954), 신창순

(1964), 김석득(1968)은 '존대법', 이희승(1968)은 '공대법', 이승녕

(1964), 이익섭(1974), 김형규(1975)는 '경어법', 고영근(1974)는 '존

비법', 성기철(1970), 서정수(1972)는 '대우법', 서정수(1984)는 '대우

법 및 존대법', 그 후에 '대우 표현'이라고도 불려왔다. 김영인(2002)

에서는 위의 용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높임법이라는 용어가 현

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으며 널리 수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논의에 비추어 국어교육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하여 그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계를 나타내는 높

임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어에는 높이는 대상에 따라 그 상황의 사회적 요인, 연령이나

친소 혹은 지위나 격식 등에 의해 대우에 관계된 의미를 갖는 언어

형식, 즉 높임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법이 있다. 이러한 법을 높임

법이라고 한다(홍진선, 2008). 또한 높임법의 체계가 논자마다 다르

고 높임법의 논의를 위해서는 문법적 형태소에 의한 높임 표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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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에 의한 높임 표현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높임법 체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김영인, 2002). 또한 김영인(2002)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두 가지의 높임법이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파

악하면 훨씬 간편한 높임법 설명의 체계를 얻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문법적 높임법에 대해서 국어의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이 누구인가

에 따라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이는 객

체 높임법, 상대방, 즉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높임법의 하위 범주인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

법'의 용어도 사용하고자 한다.

어휘적 높임법에 대해서는 김영인(2002)이 높임법에 대한 선행 연

구 결과를 정리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를 높이는 어휘를 '존대어'로,

상대방이나 제3자의 높임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어휘를 '겸양어'로

칭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표 2-1: 어휘적 높임법 용어>

높임법 어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인 김청룡(2011)에 따라

이들 어휘를 '높임법 어휘'로 통칭하고자 한다. 이렇듯 본고에서는

어휘로 높임을 하는 표현 방법이나 체계를 '어휘적 높임법'으로 칭

하고자 한다.

1.2.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 및 범위

기본적으로 높임법은 문법적 높임과 어휘적 높임으로 실현된다.

어휘적 높임법이란 통사·의미론적 현상에 의한 문법적 높임법과는

어휘적 높임법
존대어

높임법 어휘
겸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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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어휘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높임 현상이다(이윤하,

2002:331). 즉 어휘의 높임 자질 여부에 따라 높임법을 실현하는 것

이다. 어휘적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에 해당하는데,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나 객체에 대해 높임을 하는 것이다. 문

장의 주체나 객체가 청자와 일치하는 경우라면 청자까지 높이게 되

어 상대 높임법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어휘적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높임 표현으로 사용되는 어휘는 명사와 동사가 주를 이루나 대명

사와 형용사 그리고 부사나 감탄사도 주체나 객체, 혹은 상대를 높

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5:691). 그러나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분류 및 범위의 한정은 논

자마다 다르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임홍빈․장

소원(1995)는 어휘적 높임법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2: 임홍빈․장소원(1995)의 어휘적 높임법 체계>

임홍빈․장소원(1995)는 표<2-2>와 같이 대략적 체계를 세워보

았는데 어휘적 높임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든 예시로 볼 수 있다. 그

높

임

말

높임 체언
선생님, 어머님, 영부인(令夫人), 영식(令息), 영

윤(令胤), 진지, 말씀, 댁, 귀사(貴社) 등

높임 조사 께서, 께

높임

용언

주체

높임
계시다, 잡수시다, 자시다, 주무시다 등

객체

높임
드리다, 모시다, 여쭈다 등

낮

춤

말

낮춤 체언

저, 소생(小生), 시생(侍生), 말씀, 폐사(弊社),

졸고(拙稿), 졸저(拙著), 돈아(豚兒), 여식(女息),

놈, 년 등

낮춤 용언 뒈지다, (어른 앞에서)물러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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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구체적 어휘의 타당성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물러

나다'에 대해서는 있던 자리에서 뒷걸음으로 피하여 몸을 옮기는 동

작이므로 공손성을 표시하는 것이지 그 동작 자체가 존대의 자질

(+Respect)을 내재하여 지니지는 않는다. 따라서 '물러나다'를 낮춤

용언으로 보기가 어렵다.

한편 김의수(2000)의 대우 표시 어휘의 사(史)적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이 높임법 어휘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2-3: 김의수(2000)의 대우 표시 어휘 체계>

김의수(2000)의 대우 표시 어휘

체언

명사

존대어

댁/집, 말씀/말, 진지/밥, 성함/이

름, 연세/나이, 생신/생일, 병환/

병, 약주/술, 치아/이

하대어

꼴(꼬라지, 꼬락서니), 골, 잡말,

잡언, 잡담, 지랄, 눈깔, 눈꼴, 대

가리, 뱃대기, 주둥이, 짓

대명

사

1인칭
평칭 나, 우리(들)

겸양 저, 저희(들), 소인, 쇤네

2인칭 너/그대/자네/당신, 여러분

3인칭
걔(그애), 그네, 그, 그녀, 그이/

이이/저이, 당신, 자기, 저, 저희,

자네

호

칭

어

친족간

부부간
남편, 서방(님), 영감, 아내, 부

인, 녀편(네), 안해, 마누라

어버이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장인, 장모

그 외 김집아, 홍집아

비친족

파생어 -氏, 貴-, 令-, -孃, -君 등

합성어
-마님, -서방, 여사, 미스, 미스

터, 아씨, 어멈

공통 관계 어린이 이름＋가족관계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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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과 같이 김의수(2000)는 높임법 어휘를 정리하였으나 높

임 단위명사 '분'과 높임 형용사 '편찮다'와 높임 조사를 누락하였

다. 그리고 상당한 비속어가 들어 있어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하대어'의 개념을 제기하였는데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다.7)

한길(2002)은 주체 높임 어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4: 한길(2002)의 주체 높임 어휘 목록>

7) 어휘적 높임법 교육적 목록의 선정 기준은 이절의 뒤 부분에 다룰 것이다.

호칭

호칭어

파생어 -님, -네

합성어
놈, 년, 애, 새끼, 녀석, 자식, 양

반

용언

주체

높임

존대어

계시-, 주무시-, 들-, 돌아가-,

잡수시(잡숫)-, 운명하-, 진노하

-

하대어 뒈지-, 씨부렁대-, 처먹-

객체

높임

겸양어
모시-, 바치-, 뵙-, 올리-, 아뢰

-, 여쭙-, 하직하-

하대어
꾸짖-, 칭찬하-, 귀애하-, 타이

르-, 훈계하-

기타 품사 년, 놈, 드리-

주

체

높

임

낱

말

이름씨

아버님, 어머님, 아드님, 따님, 춘부장, 자장, 어르

신, 당신, (이, 그, 저)분, 진지, 댁, 치아, 성함, 말

씀

풀이씨

잡수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편찮으시다, 돌아가시

다, 안녕하시다, 분부하시다, 자시다, 듭시다, 납시

다, 말씀하시다, 기침하시다

어찌말 손수/몸소, 친히

토씨 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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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2002)에서는 '춘부장'이라는 어휘를 제시하였는데 사회의 변

천에 따라 높임법과 같이 높임법 어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높

임법 어휘를 소개할 때 항상 언급하는 '춘부장'과 같은 높임법 어휘

는 이제 현실에서 듣기 힘들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남의 아버지

를 높일 때도 구별 없이 '아버님'을 사용한다. '영부인, 영식, 영애'

등 상대방의 가족을 높이는 어휘도 마찬가지다. '영부인'이라는 말

이 거의 대통령의 부인에게만 적용 가능한 전문 용어가 되었다. 조

남호(2005)에서 높임법 어휘의 변천 중에 가장 두드러진 양상 중의

하나는 한자어의 퇴조라고 지적하였다.

이윤하(2002)는 다음과 같이 어휘적 높임법의 체계를 정리하였다.

<표 2-5: 이윤하(2002)의 어휘적 높임법 체계>

체

언

류

예사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밥, 아들,

딸, 나, 너, 자기, 당신, 本社, 當社 등

높임말

아버지/春府丈, 어머님/慈堂, 萓堂, 尊堂, 할아

버님/王尊丈, 할머님, 진지, 아드님/令胤, 令愛,

말씀, 자네, 당신, 어르신/선생님, 귀하, 貴社,

本人, 本官, 나이/연세, 춘추, 백씨, 댁, 분부, 이

/그/저분, 성/尊號, 아내/內相(남의 '아내'), 夫

人, 아우/弟氏, 李氏, 伯氏, 仲氏, 삼촌/阮丈, 조

카/咸氏, 令姪, 병/患候, 疾患, 무덤/산소, 瑩域,

이/치아, 執事, 대김, 영감, 나으리, 貴家, 貴校,

貴國, 華翰, 尊銜, 高見, 御馬, 御題, 御命, 며느

리/子婦, 이름/諱, 諱字(돌아간분의 이름), 본/

仙鄕, 貫鄕, 생원/碩士, 손자/令抱, 令孫, 師兄

등

낮춤말
애비/아범, 에미, 어멈, 할아비/할아범, 할미, 家

豚/豚兒, 女息, 迷息, 弊社, 저, 小人, 小生,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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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는 체언류, 용언류, 조사류를 분류하고 정리한 높임법 어

휘 목록이다. 특히 높임 조사 '께서'와 '께'를 언급하여 '심리적 행

동주 존대 표지'라고 강조하였다(이윤하, 2002:392). 그러나 이 표에

서는 상당한 고어와 속어가 나타난다.

오미정(2005)는 한국어의 높임법 어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6: 오미정(2005)의 높임법 어휘 목록>

('나'의 말), 小僧, 僕, 臣, 鄙族, 卑門, 鄙宗, 內

子, 室人, 鄙家, 鄙處, 拙著, 拙筆, 弊校, 弊國,

弊店, 愚見, 鄙見, 계집, 놈, 년, 愚妻, 荊妻, 자

식, 貧道, 侍生, 舍弟, 舍兄 등

속어
마누라, 주둥아리, 뱃놈, 대가리, 눈깔, 모가지,

배때기, 공갈, 큰집, 동그라미(돈)

용

언

류

높임말

주격

자시다, 잡수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읽다/奉讀

하다, 일어나다/起寢하다, 헤아리다, 亮察하다/

洞燭하다, 듭시다, 보다/下鑑하다, 就寢하다, 分

付하다, 擧動하다, 出御하다, 말씀하다 등

여격

上納하다, 進上하다, 올리다, 드리다, 바치다,

奉獻하다, 묻다/稟하다, 여쭙다, 아뢰다, 사뢰다,

上達하다, 下達하다, 上申하다, 奉祝하다, 祈望

하다 등

목적격
拜謁하다, 陪行하다, 隨陪하다, 모시다, 뵙다,

받들다, 謁見하다 등

낮춤말
먹다/처먹다, 죽다/뒈지다, 눕다, 자빠지다, 돌

아다니다/싸지르다 등

조사류 께서, 께

존대

용언

생리
계시다, 돌아가다, 들다, 자시다, 잡수다, 잡

수시다, 주무시다

관계 모시다, 뵈다, 뵙다, 드리다, 바치다,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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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002)에 근거하여 '받잡다'와 '사뢰다'는 현대 국어에서 거의 사용

하지 않는 어휘라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표<2-6>과 같이, 오미정

(2005)에서는 높임법 어휘를 정리하였는데 체계가 세분화되지 않았

고, 상당 부분의 높임법 어휘가 누락되었다.

김청룡(2011)은 높임법 어휘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로서 <표준

국어대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근거하여 높임법 어휘 총 839개

를 추출하였다. 또한 <연세한국어사전>의 고빈도 어휘 표기를 참조

하여 고빈도 어휘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고빈도 어휘

만을 제시하였다.

<표 2-7: 김청룡(2011)의 높임법 어휘 목록>

다, 아뢰다, 여쭈다, 여쭙다, 받잡다, 사뢰다

존대

체언

단일

형태

사람
-님, -분, 아가씨, 아씨, 어르신, 어른, 오라

버니

非사람 말씀, 진지

복합형태

누님, 도련-님, 따-님, 마나-님, 마님, 분네,

손-님, 술-손님, 스승-님, 아기-씨, 아드-

님, 아버-님, 아우-님, 아주버-님, 어머-님,

임금-님, 할머-님, 할아버-님, 홀-어머니

높

임

말

칭

호

관

련

어

가족칭호

높임말

조부모(大父母 ,

王父母) 칭호에

대한 높임말

할아버님, 祖父님, 할머님,

祖母님, 외할아버님, 외할머

님,

부모 칭호에 대

한 높임말

高堂, 아버지, 家親, 어르신

네, 어르신, 어론, 椿府丈,

어머님, 慈堂, 장모님, 媤아

버님, 媤어머님,
형제자매 칭호

에 대한 높임말

兄님, 오라버니, 오라버님,

아우님, 누님,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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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칭호에 대

한 높임말

書房님, 郞君님, 夫君, 夫人,

令夫人
자녀 칭호에 대

한 높임말

아드님, 令息, 令郞, 따님,

令愛， 며느님
기타 가족 칭호

높임말
국가

통치권자

칭호에 대한

높임말

왕실에 대한 칭

호

임금님, 大君, 大王, 大帝.

上, 上監, 陛下， 殿下

'대통령'에 대한

칭호
대통령님, 閣下

2 인칭

대명사

높임말

그대, 當身, 여러분

기타 칭호에

대한 높임말

老人丈, 先生님, 夫子, 師父, 주인님, 主人丈,

손님, 마나님, 마님, 師母님, 女史

종

교

관

련

어

불교 어휘

높임말
부처님, 스님, 高僧, 禪師, 和尙

유교 어휘

높임말
孔夫子, 夫子, 朱子

기독교(천주

교) 어휘

높임말

예수님, 하느님, 福者，

기타 종교

어휘 높임말
宗師

편

지

문

장

관

련

어

귀함(貴函), 貴下， 親展， 惠展，경배(敬拜), 근배(謹拜),

근상(謹上), 疏上(소상), 貴體, 玉體, 貴校, 貴國, 貴報, 貴社

주택 주거 관련어 宅

인 인간 생리 질병 관련 높임 病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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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생

리

관

계

관

련

어

관련 높임말

말

죽음 관련 높임

말

돌아가시다, 逝去, 別世, 殞

命, 作故, 昇遐

'먹다'에 대한

높임말

들다， 드시다, 자시다, 잡

수시다
그 외 주무시다, 계시다

인간 관계

관련 높임말

'주다'에 대한

높임말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받다'에 대한

높임말
받잡다

기

타

높

임

말

姓名에 대한

높임말
高名， 芳名， 尊銜， 銜字， 姓銜

容貌에 대한

높임말
龍顏

직업 관련

높임말
畫伯

나이에 대한

높임말
春秋， 年歲

생일에 대한

높임말
生辰， 誕生日， 誕辰

겸

양

낮

춤

말

칭

호

관

련

어

가족 칭호
바깥사람, 지아비, 안사람, 지어미， 집사람,

안식구, 家眷, 家屬

자칭 저

편

지

문

장

편지 관련

겸양낮춤말
문장(글)

관련

겸양낮춤말

拙筆, 拙稿, 拙文, 拙作, 拙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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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어
주택 주거 관련어 陋宅
인

간

생

리

관

계

관

련

어

인간 생리

관련

겸양낮춤말

'질병'에 대한 겸양낮춤

말

인간 관계

관련

겸양낮춤말

'듣다'에 대한 경양낮춤

말
듣잡다

'보다'에 대한 겸양낮춤

말

뵈다, 뵙다, 찾아뵙

다

기타 겸양낮춤말 管見， 小論

하

대

낮

춤

말

칭

호

관

련

어

가족칭호

조부모 칭호 하대낮춤말 할아비 할미

부모 칭호 하대낮춤말
아비, 어미，아범，

어멈
형제 칭호 하대낮춤말 오라비, 오라범
자녀 칭호 하대낮춤말 아들놈, 딸년
기타 가족칭호 하대낮춤

말
삼촌댁

특정직업인에

대한 칭호

고기잡이꾼, 관상쟁이, 대장쟁이, 되거리장사

군, 마슬쟁이
신체장애인에

대한 칭호
애꾸눈이, 쩔룩발이, 팔푼이

나쁜 행위 또

는 성품을 지

닌 자에 대한

칭호

가난뱅이, 겁쟁이, 고자쟁이, 꾀보, 말썽꾸러기,

매련퉁이, 소침쟁이, 수다쟁이, 엄살꾸러기, 허

풍쟁이

인간 생리 관계

관련어
처먹다, 뒈지다, 자빠지다, 지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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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룡(2011)에서는 위 표와 같이 고빈도 높임법 어휘를 정리하

였다. 의미유형별로 세밀하게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주로 칭호 관

련어, 종교 관련어, 편지·문장 관련어, 주택·주거 관련어, 인간 생리·

관계 관련어 및 기타 높임말로 어휘를 정리하였다.

이정숙(2012)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어휘 목록을 참고하

여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 목록을 정리하였다.

<표 2-8: 이정숙(2012)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 목록>

이정숙(2012)에서는 특히 조사 '시여, 이시여'를 제시하였는데 이

러한 어휘의 사용은 주로 종교적 장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

습용 어휘로 선정하기에 논의할 여지가 있다.

위에서와 같이 각 연구자가 제시한 어휘적 높임법 목록을 살펴보

았다. 한국어 학습용 어휘적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목록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선정

기준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학습용 높임법 어휘의 선정 기준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학습용 어휘 선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살

펴보면, 먼저 이응백(1972:552)에서 학습용 기본 어휘는 '기능적인

어휘, 가치 획득에 필요한 어휘, 효과적인 어휘'여야 한다고 주장하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 목록

초급

체언류 댁, 씨, 님, 분, 말씀, 손님, 여러분, 저, 저희

용언류
계시다, 드리다, 드시다, 말씀하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조사 께서, 께

중급
체언류 생신, 연세, 성함, 당신, 양, 군

용언류 돌아가시다, 모시다, 뵙다, 여쭈다, 편찮다

고급

체언류 시댁, 치아, 진지, 장인어른, 자네

용언류 잡수다

조사 시여, 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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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다음과 같이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용도가 높은 어휘

둘째,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

셋째, 조어력이 큰 어휘

넷째, 기초적인 어휘

또한 이충우(1994:22)는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용 어휘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아야 한다.

둘째,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여야 한다.

셋째, 교육에 기초적인 빈도가 높아야 한다.

넷째, 조어력이 높은 어휘여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어휘여야 한다.

여섯째, 적용성이 큰 어휘여야 한다.

일곱째, 시대가 요구하는 어휘여야 한다.

여덟째, 고유명사, 계급명, 의성어․의태어, 은어․비속어․유행어․방언,

고어 등은 한정된 범위에서 선정해야 한다.

강현화 외(2008)에서는 제2언어 학술 기본 어휘 선정 방법을 다

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특별한 학문 분야를 선정해 그 분야에서 사용되는 학술 기본 어휘

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이 학술 텍스트에 대하여 해석한 작문을 수집하여 각 작문

의 단어들을 조사한 후 선정하는 것이다.

셋째, 선행 연구들에서 선정한 어휘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넷째, 컴퓨터의 발명으로 대규모 말뭉치를 구축한 후 기초 어휘나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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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어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선정한다.

위에서 제시한 어휘 선정 방법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본 연구에

서는 다음과 같이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여야 한다.

둘째,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여야 한다.

셋째, 조어력이 높은 어휘여야 한다.

넷째, 은어·비속어·유행어·방언 및 고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사용 빈도와 범위를 검토하는 데에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

세종 코퍼스8) 말뭉치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어휘의 빈도와 사용

문맥을 찾을 수 있고 <연세한국어사전>의 고빈도 어휘 표기를 참

고할 수 있다. 높임법의 어휘 분류 기준을 정하는 데에 세종 코퍼스

의 어휘 형태분석 기준9)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어휘 선

정 방법에 따라 어휘의 빈도와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학습용 어휘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어휘를 선정하여 분류하고자 한

다.

첫째, 높임의 자질을 지니는 데에 애매한 어휘는 배제하였다.

'손수, 몸소, 친히'의 단어가 '직접'보다 주체 높임의 인상을 주는

것은 남을 시키거나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제 몸으로 무엇을

한다는 뜻을 윗사람의 행동과 연관 짓는 것이 쉬운 데서 기인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단어의 의미에 높임 자질이 내재된

다고 하기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들 단어의 뜻풀이들을

8) '세종 코퍼스' 말뭉치 분류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자원에서 크게 국어

기초자료와 특수 자료로 구분된다. 현재 언어정보나눔터에서는 국어 기초자

료인 현대문어, 현대구어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https://ithub.korean.go.kr/user/guide/corpus)
9) 부록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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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손수: 「부사」 남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제 손으로 직접.

몸소: 「부사」 직접 제 몸으로. ≒친히.

친히: 「부사」 =몸소「1」

직접: 「부사」 중간에 아무것도 개재시키지 아니하고 바로.

위에 제시된 뜻풀이에서는 존대의 자질(+Respect)을 내재하여 지

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병환'처럼 명

확히 '병04(病)「1」'의 높임말로 표기하는 반면, 사전에 따르면 '치

아, 약주'는 각각 '이, 술'을 점잖게 이르는 말로 제시되어 있다10).

주로 어른들께 표현을 점잖게 한다는 점에서 맥락상 높임의 표현으

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께만 쓴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이들 어휘를 높임법 어휘로 채택하지 않았다.

'물러나다'에 대해서는 있던 자리에서 뒷걸음으로 피하여 몸을

옮기는 동작이므로 공손성을 표시하는 것이지 그 동작 자체가 존대

의 자질(+Respect)을 내재하여 지니지는 않는다. 따라서 '물러나다'

를 낮춤용언으로 보기가 어렵고 '물러나다'를 높임법 어휘로 채택하

지 않았다. '취침(就寢)하다'도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참조하면 '잠자

리에 들어 잠을 잔다'는 뜻으로 존대의 자질(+Respect)을 내포하지

않는다. '운명(殞命)하다'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다'는 뜻으로 존

대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선행 연구에서 '기침(起寢)

하다', '헤아리다', '양찰(亮察)하다', '동촉(洞燭)하다', '거동(擧動)하

다' 등처럼 많은 어휘들이 존대나 겸양의 자질을 지닌 어휘라 보기

어려워 이들 어휘를 학습용 높임법 어휘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둘째, 고어를 배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상당수 어휘는 고어에 속하는데 이들 어휘는 일상

10) 치아: 「명사」'이03「1」'를 점잖게 이르는 말.

약주: 「3」'술01'을 점잖게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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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어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소생(小生)', '시생(侍生)', '돈아(豚兒)', '여식(女息)', '출

어(出御)하다', '僕', '臣', '鄙族', '卑門', '鄙宗', '內子', '室人', '鄙家', '

鄙處', '內相', '弟氏', '李氏', '伯氏', '仲氏', '阮丈', '咸氏', '令姪' 등의

고어는 존대나 겸양의 자질을 지닐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적

의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들 어휘를 학습용 높임법 어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셋째, 비속어를 배제하였다.

비속어는 교육적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

하대어'의 개념을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11)으로 보

았다. '놈', '년', '새끼', '녀석', '씨부렁대다', '처먹다', '뒈지다' 등

'하대어'는 흔히 남을 욕하는 경우에 쓰여 있으며 이런 어휘들을 교

육 현장에서 강의한 경우 학습자의 언어 습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꼴(꼬라지, 꼬락서니)', '골', '잡말', '잡언', '잡담', '지

랄', '눈깔', '눈꼴', '대가리', '뱃대기', '주둥이', '짓' 등 비속어도

교육적 가치가 적어 학습용 높임법 어휘 목록에서 배제하였다.

넷째, 사용 빈도가 낮은 어휘를 배제하였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에 근거하

여 '받잡다'와 '사뢰다' 는 현대 국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휘

라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학습용 높임법 어휘 목록에 접두사를 채택

하는 데에 어휘의 사용 빈도를 참고하고12) 사용 빈도가 낮은 접사

는 배제하였다.

<표 2-9: 높임법 어휘 중의 접두사 사용 빈도표>

11) 어휘적 높임법 교육적 목록의 선정 기준은 이절의 뒤 부분에 다룰 것이다.
12) 부록2: 세종 말뭉치에 의한 높임법 어휘의 빈도 양상에 참조.

접두사 빈도수

귀- '귀국'(빈도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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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행 연구에서 '춘부장, 영부인, 영식, 영애' 등 변천을 겪은

어휘들이 있다. 조남호(2005)에서 높임법 어휘의 변천 중에 가장 두

드러진 양상 중의 하나는 한자어의 퇴조라고 지적하였다. 본고에서

는 이들 어휘를 학습용 높임법 어휘 목록에 수록하지 않았다.

다섯째, 사용 범위가 한정적인 어휘를 배제하였다.

조사 '시여, 이시여'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어휘의 사용은 주로

종교적 장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용 어휘로 선정하기에 논

의할 여지가 있어 학습용 높임법 어휘 목록에서 제거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교수-학습에 적절하지 않는 어휘를 배제하여

다음과 같이 어휘를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표 2-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체계·어휘 목록>

품사 분류 어휘

체언

명사

(NN)

일반 명사(NNG)

댁/집, 말씀13)/말, 진

지/밥, 성함/이름, 연

세/나이, 생신/생일,

병환/병

의존 명사(NNB) 분/명, 씨

대명사

(NP)

1인칭 저/나, 저희/우리

2인칭 여러분/너희, 당신/너

3인칭

이분/이 사람, 그분/

그 사람, 저분/저 사

람
의존형태 접두사 (XP) 귀-

졸-, 옥-, 영-

'영식'(빈도수: 1), '영애'(빈도수: 1), '영

랑'(빈도수: 0)

'졸저'(빈도수: 11), '졸고'(빈도수: 11), '

옥고'(빈도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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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

중국어 높임법의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敬謙辭(경겸사)”: 含恭敬的基本意义或附属意义（色彩）的词语

和句子(기본적이나 부속적으로 공경이나 겸손의 의미를 가진 모든

단어와 구)（刘宏丽, 2001).

②“敬辭”(경사): 含恭敬口吻的用语，如“请问”，“借光”等(경사는 존

경의 어감을 가진 용어이다. 예를 들자면,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지나가겠습니다.”등이다.)(现代汉语词典，2005).

③“敬兼礼”(경겸례): 兼顾恭敬（尊敬，敬意等）和礼貌(존경과 예

의를 나타내는 어휘이다.)(張涤華，1998).

13)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과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 참조하여 동형의의어로 처
리하여 두 단어로 표시하지 않고 한 단어로 표시한다.

접미사 (XS) -님, -분

용언

동사

(VV)

존대 동사

잡수시다/먹다, 드시

다/먹다, 마시다, 주

무시다/자다, 돌아가

시다/죽다, 계시다/있

다

겸양 동사

여쭈다, 여쭙다/묻다,

뵈다, 뵙다/보다, 모

시다/데리다, 드리다/

주다

형용사(VA) 편찮다/아프다

기타 품사
격조사

(JK)
-께/-에게, -한테, -께서/-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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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중국어의 높임법은 존대어와 겸양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문법

적 높임법과 어휘적 높임법이 모두 발달한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로

서 높임법이 주로 문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를 통해서 실현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어휘적 높임법으로 보

는가 하는 데는 이견이 많다. 먼저 존대어에 대해 刘宏丽(2001:2-9)

에서 이를 공경설(恭敬說), 예모설(禮貌說), 경겸례설(敬兼禮說)의 세

가지 설로 귀납하여 曾小燕(2013:118)에서 이 세 가지 설과 관련된

연구들을 다시 정리하였다.

<표 2-11: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 범주설 유형>

① 공경설(恭敬說)

<现代汉语词典>: 공경의 어투를 지닌 용어이다.

<汉语大词典>: 공경의 어투를 지닌 용어이다.

马庆株(2004)에서 경사(敬词)는 공경과 존중의 태도를 지닌 어휘

이고 주로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 사물과 동작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 주장도 공경설의 범주에 해당한다.

② 예모설(禮貌說)

<英汉应用语言学词典>: 언어 교제에서 예절을 표현하는 인사말.

유형 내용 어학 사전

공경설(恭敬說)
'공경, 존경, 경의'

에 착안한다.

<现代汉语词典>

<汉语大词典>

예모설(禮貌說) '예절'에 착안한다. <英汉应用语言学词典>

경겸례설(敬兼禮說)

'공경(존경, 경의

등)'과 '예절'을

아울러 고려한다.

<修辞学词典>

<汉语语法修辞词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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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겸례설(敬兼禮說)

<修辞学词典>: 공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용어이다.

<汉语语法修辞词典>: 경어는 존경과 예의를 표현하는 어구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휘적 높임법은 문법적 높임법과 달

리 어휘로 실현되는 높임법 체계이다. 중국어의 '예모'는 한국어의

언어 예절과 비슷한 범주이기에 논의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에 이 세 가지 범주설 가운데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

장은 공경설이다.

또한 겸양어에 대한 범주설은 谦虚说(겸허설)만 있다.

<现代汉语描写词汇学>: 겸사(谦辞)，겸손 태도를 지닌 어휘이다.

<谦词敬词婉词词典>: 겸사(谦词)，겸손하게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

람과 사물을 이르는 말이다.

马庆株(2004)에서 겸사(谦辞)는 겸손한 의미를 지닌 어휘이며 주

로 이런 어휘로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 사물, 동작을 지칭하

거나 진술한다. 이들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겸양어의 정의에 대한 이

견이 거의 없다. '겸허', '겸손' 등의 의미를 지닌 어휘이고 자신보

다 상대방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간 중국어 높임법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높임법의 현상을 다

루는 것에 그쳤으며, 그 중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연구는 刘宏丽(2001)을 들 수 있다. 刘宏丽(2001)은 사람을 호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인지에 따라 '稱謂性敬謙

辭(칭위성 경겸사)'와 '表述性敬謙辭(서술성 경겸사)'로 나누었다. 그

밖에도 '表述性敬謙語素(서술성 경겸어소)'를 언급하였다. 刘宏丽

(2001)의 중국어 높임법의 분류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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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刘宏丽(2001)의 중국어 높임법 분류>

稱謂性敬謙辭(칭위성 경겸사)는 名詞稱謂性敬謙辭(명사 칭위성 경

겸사), 代詞稱謂性敬謙辭(대명사 칭위성 경겸사)로 나눌 수 있다. 名

詞稱謂性敬謙辭(명사 칭위성 경겸사)는 남에 대한 일반적인 존칭

'师傅(사부)'을 예로 들 수 있는가 하면 代詞稱謂性敬謙辭(대명사 칭

위성 경겸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 '您(니)'를 예

로 들 수 있다. 表述性敬謙語素(표술성 경겸어소)는, 즉 接詞表述性

敬謙語素(접두사 표술성 경겸어소)이다. 상대방과 관련 있는 사물을

높여 부르는 접사 '贵(귀)-'를 예로 들 수 있다. 表述性敬謙辭(표술

성 경겸사)는 表述性敬謙詞(표술성 경겸사 단어)와 表述性敬謙短語

(표술성 경겸사 구)로 나눌 수 있다. 表述性敬謙詞(표술성 경겸사 단

14) 語素(어소): 형태소에 대한 중국어 명칭.

분류 하위분류

稱謂性敬謙辭(칭위성 경겸사)

名詞稱謂性敬謙辭

(명사 칭위성 경겸사)

예: 师傅，教授

代詞稱謂性敬謙辭

(대명사 칭위성 경겸사)

예: 您/你

表述性敬謙語素(표술성 경겸어소14))

接詞表述性敬謙語素

(접두사 표술성 경겸어소)

예: 贵-，拙-，惠-

表述性敬謙辭(표술성 경겸사)

表述性敬謙詞

(표술성 경겸사 단어)

예: 海涵

表述性敬謙短語

(표술성 경겸사 구)

예: 抛砖引玉， 班门弄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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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海涵(해함)'을 예로 들 수 있다. '海涵(해함)'은 바다와 같은

아량으로 양해한다는 뜻이고 상대방이 용서하는 동작을 높여 부르

는 말이다. 表述性敬謙短語(표술성 경겸사 구)는 주로 사자성어가

있다. 抛砖引玉(포전인옥)과 班门弄斧(반문농부)를 예로 들 수 있다.

抛砖引玉(포전인옥)은 성숙하지 않은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고견을

끌어 내린다는 뜻이고 주로 자신의 의견이나 작품을 겸손하게 표현

할 때 쓴다. 班门弄斧(반문농부)는 문자 표면상의 뜻은 노(魯)나라의

명공(名工) 로반(鲁班)의 집 앞에서 도끼질한다는 것이고 전문가 앞

에서 재주를 뽐낸다는 비유적 겸양의 뜻이 있다.

이 체계는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체계와 대조하면 '稱謂性敬謙辭

(칭위성 경겸사)'와 '체언류', '表述性敬謙語素(서술성 경겸어소)'와

'의존형태', '表述性敬謙辭(서술성 경겸사)'와 '용언류'의 대응 관계

를 발견할 수 있다. 대개 체계를 보면 한국어 높임법은 조사와 접미

사를 빼면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과 유사하다. 따라서 다음의 3절에

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체계에 따라 한-중 어휘적 높임법을 대

조 분석할 것이다.

3. 한-중 어휘적 높임법의 대조 분석

서론에서 밝혔듯이,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한국어의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라는 3분법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어의 높임 어휘

를 나열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기존 연구들의 초점은 주로 중국어

가운데 한국어의 해당 높임법 어휘와 매칭되는 표현의 존재 유무에

두고 있으며, 중국어 문언문(文言文)과 현대 중국어의 분류 기준에

서 이러한 어휘들의 실제 사용 현황 및 한국어의 교육적 의의를 고

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중국어 높임법 어휘에 한국어의 해당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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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휘와 매칭되는 어휘가 있을 경우, 이들을 대조 분석하였으며,

현대 중국어에 없고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 매칭되는 어휘가 있을

경우, 중국어 문언문(文言文) 어휘도 함께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

서 존대어로 여겨지는 중국어 어휘 중 사실상 존대어가 아닌 어휘

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新华字典〉(신화사전), 〈现代汉语

词典〉(현대중국어사전), 〈说文解字〉(설문해자), 〈辞海〉(사해),

〈古汉语常用字字典〉(고대중국어상용어사전), <谦词敬词婉词词典>

(겸사경사완사사전) 등을 참고하여 1절에서 정리한 한국어 교육에서

의 어휘적 높임법 어휘를 중국어의 높임법 어휘와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3.1. 체언류 높임법 어휘

(1) 명사

(ㄱ) 일반 명사

① '밥'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밥'의 존대어는 '진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

조하면 '진지'는 '밥'의 높임말'이라고 되어 있다. 즉 '끼니로 먹는

음식'의 존대어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밥'을 이르는 말은

'饭(반)', '餐(찬)'이 있다. '饭(반)'보다 '餐(찬)'은 더 공식적 자리에

서 사용한다.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서 '밥'을 이르는 말은 '饭

(반)', '餐(찬)', '馔(찬)', '膳(선)'이 있는데 '饭(반)', '餐(찬)'은 일반

적으로 '밥'의 뜻으로 사용되고 '馔(찬)', '膳(선)'은 미식을 이르는

말이다. 이에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진지'를 이르는 말이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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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흔히 언급한 '膳(선)'은 미식을 이르므로 존

대어로 보기 어렵다.

[1] ㄱ. 요즘 같아서는 세끼 밥 먹기가 힘들다.

ㄴ. 앉으세요. 진지나 잡숫고 가셔야죠.

[2] ㄱ. 吃过饭了吗?

饭(반)을 먹었어?

ㄴ. 可以在第三食堂就餐。

제3식당에서 餐을 就할 수 있다.

[3] ㄱ. 《将进酒》: “钟鼓馔玉不足贵，但愿长醉不复醒。”

...馔(찬)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ㄴ. 《永遇乐·京口北固亭怀古》:“廉颇老矣，,尚能饭否?”

廉颇(렴파)가 늙었는데 아직 饭(반)을 잘 먹느냐?

② '집'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집'의 존대어는 '댁'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

하면 '남의 집이나 가정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현대 중국

어에서 한국어의 '집'을 이르는 말은 '家(가)'가 있다. 중국어 문언

문(文言文)에서 거처나 주택을 이르는 말은 '家(가)', '宅(댁)', '府

(부)', '邸(저)'가 있는데 '家(가)', '宅(댁)'은 일반적으로 '거처'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邸(저)'는 관원의 거처를 일컫는 말인데 '府

(부)'는 귀족의 거처를 이르는 말이며 남의 거처를 높이는 말이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宅(댁)'도 남의 거처를 높이는 말로 사용된다.

[4] ㄱ. 우리 집은 마포에 있다.

ㄴ. 아주머님은 댁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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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明天去老师家拜访。

내일 선생님의 家(가)에 찾아뵙겠다.

[6] ㄱ. 《汉书·司马相如传》：“家徒四壁立。”

家(가) 안에는 사방의 벽밖에 없다.

ㄴ. 《琵琶行》：“黄芦苦竹绕宅生。”

갈대와 대나무가 (저자의) 宅(댁)의 주변에 자랐다.

ㄷ. 《世态炎凉》：“（朱）买臣衣故衣，怀其印绶，步归郡邸。”

（朱）买臣가 헌 옷을 입고 인수를 감추어 걸어서 郡邸(군저)에

돌아갔다.

ㄹ. 《林黛玉进贾府》：“三间大门，方是荣国府。”

대문이 세 개 있는 건물은 荣国公(영국공)의 府(부)이다.

ㅁ. 《红楼梦》: “当日宁荣两宅, 人口也极多, 如何便萧索了呢?”

옛날에 荣国公(영국공)과 宁国公(녕국공)의 宅(댁)은(이하 생략).

③ '이름'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이름'의 존대어는 '성함'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성함'은 ''성명(姓名)'의 높임말'이라고 되어 있다. '성명'

은 '이름'의 한자어로 볼 수 있다.15) 현대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이

름'을 이르는 말은 '名字(명자)'가 있으며 상대방의 이름을 높여 물

을 때 '貴姓(귀성)'을 사용한다.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서 이름을

이르는 말은 '名(명)', '字(자)'가 있는데 '名(명)'은 일반적으로 '이

름'의 뜻으로 사용되며 '字(자)'16)는 남의 이름을 높이는 말이다. 어

15)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성명'은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성은 가계(家系)의 이름이고, 명은 개인의 이름이다. 그러나 '≒이름「3」'으

로 표시하여 유의어로 볼 수 있다.
16) 고대 중국에 남자는 성인이 되면 名(명)의 뜻과 연관된 字(자)를 지어 그의

德(덕)을 표현한다. 사람을 높여 호칭할 때 德(덕)을 표현하는 字(자)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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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때는 '名(명)', '姓(성)' 앞에 '尊(존)', '貴(귀)' 를 붙여서 높이는

방법도 있고 '字(자)'를 물을 때 '台甫(태보)'를 사용한다. 이외에 '

주로 관원의 계급을 이르는 말인 銜(함)'도 있는데 이름과 다른 범

주이다.

[7] ㄱ. 제 친구의 이름은 김철수이다.

ㄴ.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지요?

[8] ㄱ. 你叫什么名字?

당신의 名字(명자)가 뭐예요?

ㄴ. 您贵姓?

贵姓(귀성)이 어떻게 되세요?

[9] ㄱ. 《史记·孔子世家》:“名曰丘云。字仲尼, 姓孔氏。”

(공자) 名(명)은 丘(구)이고 字(자)은 仲尼(중니)이며 姓(성)은

孔(공)이다.

ㄴ. 《儒林外史》:“先生贵姓，台甫?”(높임)

선생님의 贵姓(귀성) 台甫(태보)가 (어떻게 되세요)?

④ '나이'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나이'의 존대어는 '연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연세'는 '나이'의 높임말'이라고 되어 있다. 현대 중국어

에서 한국어의 '나이'를 이르는 말은 '年齡(연령)', '年紀(연기)'가

있으며 상대방의 나이를 높여 물을 때 '貴庚(귀경)', '高壽(고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貴庚(귀경)', '高壽(고수)'는 주로 상대의 나이를

묻은 경우에만 사용되어 있다.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서 나이를

이르는 말은 '年(연)', '齡(영)', '壽(수)', '歲(세)', '庚(경)', '春秋(춘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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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있는데 '年(년)', '齡(영)', '歲(세)'는 일반적으로 '나이'의 뜻

으로 사용되고 '壽(수)', '庚(경)', '春秋(춘추)'는 나이를 높이는 말

이다. 어떤 때는 '壽(수)', '庚(경)' 앞에 '高(고)', '貴(귀)'를 붙을 수

도 있다.

[10] ㄱ. 그는 나이가 어리지만 생각은 깊다.

ㄴ.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연세가 드신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가 많다.

[11] ㄱ. 多大年紀?

年紀(연기)가 어떻게 돼요?

ㄴ. 您贵庚/高寿?

貴庚(귀경)/高壽(고수)가 어떻게 되세요?

[12] ㄱ. 《陈情表》：“行年四岁，舅夺母志。”

(제가) 年(년)을 4 歲(세)까지 行(행)할 때...

ㄴ. 《责子》：“通子垂九龄，但觅梨与栗。”

아들이 9 齡(령)이며...

ㄷ. 《龟虽寿》：“神龟虽寿，犹有尽时。”

神龟(신의 거북이)께서 寿가 길지만...

ㄹ. 《汉书·苏武传》：“且陛下春秋高。”

陛下(폐하)꺼서 春秋(춘추)가 많으신데...

⑤ '생일'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생일'의 존대어는 '생신'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생신'은 '생일(生日)'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생일'을 이르는 말은 '生日(생일)', '大壽

(대수)', '誕辰(탄신)', '華誕(화탄)', '生辰八字(생신팔자)'가 있다. 일

반적으로 '生日(생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50세 이상 노인들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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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생일을 '大壽(대수)'로 이르며 죽은 사람의 생일을 높여서

얘기할 때 '誕辰(탄신)'을 사용한다. 그리고 창립 기념일을 이야기할

때 높임 어휘 '華誕(화탄)'을 사용하고 사주팔자를 얘기할 때만 '生

辰八字(생신팔자)'를 사용한다.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서 생일을

이르는 말은 '生辰(생신)', '壽辰(수신)', '誕辰(탄신)', '壽誕(수탄)',

'華誕(화탄)'이 있는데 '生辰(생신)'은 일반적으로 '나이'의 뜻으로

사용되고 '壽辰(수신)', '誕辰(탄신)', '壽誕(수탄)', '華誕(화탄)'는 생

일을 높이는 말이다.

[13] ㄱ. 딸애는 생일에 친구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다.

ㄴ.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다.

[14] ㄱ. 阳历6月15日是我的生日。

양력 6월 15일이 내 生日(생일)이다.

ㄴ. 今天是鲁迅先生的诞辰。 

오늘은 루쉰(鲁迅) 선생님의 诞辰(탄신) 기념일이다.

ㄷ. 金某为母亲举办八旬大寿仪式，还送去了桑蚕丝，人参等礼物。

김 씨가 어머니를 위해 팔순 大壽(대수) 상을 차리고 산삼과

비단을 선물했다.

ㄹ. 电贺母校百年华诞。

축전을 보내 모교의 개교 백주년 华诞(화탄)을 축하하다.

ㅁ. 先问了一下生辰八字，掐算了半天。

먼저 生辰八字(생신팔자)를 묻고 나서 손가락을 꼽으며 한참

동안 계산했다.

⑥ '병'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병'의 존대어는 '병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

조하면 '병(病)「1」'의 높임말'이라고 되어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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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병'을 이르는 말은 '病(병)', '疾病(질병)'이 있으며 높임

어휘가 없다.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서 병을 이르는 말은 '疾(질)',

'病(병)', '恙(양)', '疴(아)', '患(환)'이 있는데 '疾(질)', '恙(양)'은

가벼운 병을 일컫는 말이고 '病(병)', '疴(아)', '患(환)'은 큰 병을

이르는 말이다. '恙(양)' 앞에 '貴(귀)'를 붙이 '귀양(貴恙)'을 사용하

여 상대방의 병을 높여 말할 수 있다.

[15] ㄱ. 그는 한 달 동안 병을 심하게 앓더니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ㄴ. 할머니께서 병환에 걸리셨다.

[16] ㄱ. 老师，您的病好些了吗？

선생님, 病(병)은 호전되셨습니까?

ㄴ. 营养不良引致疾病发生。

영양 불량은 질병 발생을 초래한다.

[17] ㄱ. 《容斋五笔·何恙不已》：“问人病为贵恙，谓轻者为微恙。”

다른 사람의 병을 물을 때 贵恙(귀양)이라고 하며 가벼운 병을

微恙(미양)이라고 한다.

ㄴ. 《廉颇蔺相如列传》：“相如每朝时，常称病。”

相如(상여)가 조회할 때 病(병)을 구실로 삼았다.

⑦ '말'의 존대어와 겸양어

한국어에서 '말'의 존대어는 '말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

조하면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동시

에 '말'의 겸양어도 '말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말

씀'은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현대 중국

어에서 한국어의 '말'을 이르는 말은 '话(화)', '言(언)'이 있으나, 매

칭되는 존대어와 겸양어가 없다.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서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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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이르는 말은 '語(어)', '言(언)'이 있으나, 매칭되는 존대어와

겸양어가 없다.

[18] ㄱ. 선생님의 말씀대로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ㄴ. 내 말씀은 못 믿으셔도 며느님 말은 믿으시겠다는 말씀이죠?

[19] ㄱ. 他的话没准儿。

그의 말은 믿기 어렵다.

ㄴ. 她简短地发了言。  

그녀는 간단하게 발언하였다.

(ㄴ) 의존 명사

① 단위 명사 '명'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단위 명사 '명'의 존대어는 '분'이다. <표준국어대사

전>을 참조하면 '높이는 사람을 세는 단위'라고 되어 있다. 동시에

한국어에서 의존 명사 '사람'의 존대어도 '분'이다. <표준국어대사

전>을 참조하면 '사람을 높여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한국어의 사람을 세는 단위를 이르는 말은 '个(개)', '名

(명)', '位(위)'가 있으며 '位(위)'는 '个(개)', '名(명)'의 존대어로 높

임 대상을 세는 단위를 이르는 말이다.

[20] ㄱ. 그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수가 열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회사이다.

ㄴ.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모임에 참석하다.

ㄷ. 저처럼 유행과 거리가 먼 사람도 그 옷만은 한사코 구해

입었으니까요.

ㄹ. 어떤 분이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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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ㄱ. 顶多派给你五个人。

고작해야 당신에게 5个(개) 인을 보낼 수 있다.

ㄴ. 公司解雇了三名职员。

회사는 세 名(명)의 직원을 해고하였다.

ㄷ. 排名由主审以外的四位审判员的打分决定。

순위는 주심을 제외한 심판원 네 位(위)의 채점으로 결정된다.

② 의존 명사 '씨'

한국어에서 의존 명사 '씨'의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표준국어대

사전>을 참조하면 “그 사람을 높이거나 대접하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이며, 공식적ㆍ사무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

에서가 아닌 한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로, 대체로 동료나 아

랫사람에게 쓴다.”라고 되어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씨'와 유사한

말은 '先生(선생)', '女士(여사)'가 있다. 그런데 先生(선생)', '女士

(여사)'는 윗사람이나 동료에게 쓰는 말이고 '씨'와 비교하면 사용

대상이 다르다.

[22] ㄱ. 보통의 여자이면 모르되 박문혜 씨 같은 훌륭하고 신중한

여성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23] ㄱ. 张先生，快请进。

장 先生(선생), 어서 오세요.

ㄴ. 请转告贝克女士我来过。 

베이커女士(여사)께 제가 왔었다고 전해 주시겠어요?

(2) 대명사

① 1인칭 대명사

한국어에서 1인칭 대명사 '나'의 겸양어는 '저'이고 1인칭 복수 대



- 51 -

명사 '우리'의 겸양어는 '저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저'는 '말하는 이가 윗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

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며 '저희'는 '자기보

다 높은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

칭 대명사'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저희'는 또한 어떤 대상이 자기

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며, 예를 들어 '저희 회사',

'저희 학교' 등이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1인칭 대명사는 '我(아)'이

며 겸양어가 없다. 1인칭 복수 대명사는 '我們(아문)'이며 겸양어가

없다.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서 1인칭 대명사는 '吾(오)', '我(아)',

'余(여)', '予(여)', '某(모)', '愚(우)', '仆(부)', '鄙人(비인)', '小可(소

가)', '不才(불재)' 등이 있는데 이 중 '某(모)', '愚(우)', '仆(부)', '

鄙人(비인)', '小可(소가)', '不才(불재)' 등이 겸양어이다. 1인칭 복

수 대명사는 '吾等(오등)', '某等(모등)', '吾輩(오배)' 등이 있다.

[24] ㄱ. 저에게 말씀을 해 주세요.

ㄴ. 저희 때문에 선배님이 고생하시는군요.

ㄷ. 저희 선생님은 참 자상하세요.

ㄹ.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25] ㄱ. 我妹妹比我小两岁。

我(아)의 여동생은 我(아)보다 2살이 어리다.

ㄴ. 我们希望你支持我们。

我们(아문)은 당신이 我们(아문)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란다.

[26] ㄱ. 《廉颇蔺相如列传》：“顾吾念之，强秦之所以不敢加兵于赵者。”

그래서 吾(오) 생각에는 (이하 생략).

ㄴ. 《史记·项羽本纪》：“公为我献之。”

公(공)이 我(아)를 대신 獻(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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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满井游记》：“余之游将自此始。”

余(여)의 여행이 여기부터 시작할 것이다.

ㄹ. 《黄生借书说》：“今黄生贫类予。”

黄生(황생)의 가난함이 予(여)와 유사하다.

ㅁ. 《答司马谏议书》：“某启。”

某(모)가 드림

ㅂ. 《出師表》：“愚以为宫中之事...”

愚(우)의 생각에는 (이하 생략).

② 2인칭 대명사

한국어에서 2인칭 대명사는 '너', '너희', '당신', '여러분'이 있다.

'너', '너희'는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어휘이며, '당신', '여러분'의

경우 다소 복잡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당신'은 '부부

사이나 문어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며 '하오

할 자리에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면서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기도 하다. '여러분'은 '듣

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

라고 되어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 2인칭 대명사는 '你(니)', '您(니)',

'你們(니문)', '大家(대가)', '各位(각위)'가 있는데 '你(니)'의 존대어

는 '您(니)'이며 2인칭 복수 대명사 '你們(니문)'의 존대어는 '大家

(대가)', '各位(각위)'이다.

[27] ㄱ.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

ㄴ.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ㄷ.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오?

ㄹ.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ㅁ.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8] ㄱ. 这不关你的事，你别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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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니)와 상관없는 일이니, 你(니)는 참견하지 마세요.

ㄴ. 你们认识吗？

你们(니문) 서로 아는 사이니?

ㄷ. 请大家坐好。 

大家(대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ㄹ. 请各位到餐厅用餐。   

各位(각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지요.

③ 3인칭 대명사

한국어에서 3인칭 대명사는 '그', '그녀', '이분', '그분', '저분'이

있는데'그'는 주로 남자를 가리킬 때 쓰며 '그녀'는 주로 글에서 사

용하는데,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는 여자를 가리키는 3인칭 대

명사이다. '이분', '그분', '저분'은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을

아주 높이는 3인칭 대명사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3인칭 대명사는 주

로 '他(타)', '她(타)', '這个人(저개인)', '那个人(나개인)', '這位(저

위)', '那位(나위)', '他們(타문)', '這些人(저사인)', '那些人(나사인)'

이 있다. 중국어 백화문(白話文)에서 3인칭 대명사는 주로 '他(타)',

'她(타)', '這个人(저개인)', '那个人(나개인)'이고 '她(타)'는 여자를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며 존대어 '這位(저위)', '那位(나위)' 가 있

다. 3인칭 복수 대명사는 '他們(타문)', '這些人(저사인)', '那些人(나

사인)' 이다.

[29] ㄱ.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ㄴ. 그녀는 한복이 잘 어울린다.

ㄷ. 이분께 인사 올려라.

[30] ㄱ. 她硬说她做得对。

她(타)는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부득부득 웃긴다.



- 54 -

ㄴ. 这位是作家。

这位(저위)는 작가십니다.

ㄷ. 他的能力不弱于那些人。

他(타)의 능력은 那些人(나사인)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다.

3.2. 의존형태

① 접미사와 접두사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중에 접미사나 접두사로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있다. 대표적인 접두사는 '귀(貴)-', '졸(拙)-', '옥(玉)-'등

이 있다. 이러한 접두사로 파생된 '귀국(贵国)', '귀교(貴校)', '귀사

(貴社)', '졸저(拙著)', '졸고(拙稿)', '옥고(玉稿)' 등 존대어들이 있

다.

현대 중국어에서 이러한 접두사로 파생된 존대어도 있고 그 의미

와 용법도 한국어와 비슷하다. 다만 중국어에서는 '회사(會社)' 대신

에, '公司(공사)'를 사용한다. 이에 '貴社(귀사)'라는 어휘가 없고, '

귀사'의 의미를 지닌 어휘는 '貴司(귀사)'이다. 한국어 어휘적 높임

법 중에 접미사로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들도 있다. 대표적인 접미사

는 '-님', '-분'이 있다. 현대 중국어에는 유사한 접두사가 없다.

3.3 용언류 높임법 어휘

(1) 동사

(ㄱ) 존대 동사

① '먹다'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먹다'의 존대어는 '드시다'나 '잡수시다'이며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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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대어는 '드시다'이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먹다'를 이르는 말

인 '吃(흘)', '마시다'를 이르는 말인 '喝(갈)'이 있으며 餐(찬)와 결

합할 때 '進(진)', '用(용)'을 '吃(흘)'이나'喝(갈)'의 존대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음식을 나타내는 명사와는 결합하

지 않는다.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서 '먹다'나 '마시다'를 이르는

말은 '食(식)', '飮(음)', '進(진)', '用(용)' 등이 있는데 '食(식)', '飮

(음)'은 일반적으로 '먹다'나 '마시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進(진)',

'用(용)'은 '먹다'나 '마시다'의 존대어이다.

[31] ㄱ. 먼저 따뜻한 수프를 잡수세요.

ㄴ.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ㄷ. 커피 더 드시겠어요?

[32] ㄱ. 干脆不吃饭。

아예 밥을 吃(흘)하지 않는다.

ㄴ. 请各位到餐厅用餐。   

各位(각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지요.

[33] ㄱ. 《荀子》: “饥而欲食, 渴而慾飲。”

배고프면 食(식)하려고 하고 갈증 나면 飲(음)하려고 한다.

ㄴ. 《将进酒》: “岑夫子，丹丘生，将进酒，杯莫停。”

岑夫子(잠부자), 丹丘生(단구생), 酒(주)를 进(진)하세요.

② '자다'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자다'의 존대어는 '주무시다'이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자다'를 이르는 말은 주로 '睡(수)', '睡覺(수각)'이며 존대어가 없

다.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서 '자다'를 이르는 말은 '睡(수)', '眠

(면)', '寢(침)', '寐(매)' 등이 있는데 '睡(수)', '寢(침)'은 누워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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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동작을 일컫는 말이며, '眠(면)', '寐(매)'는 자는 상태를 이르

는 말이다. 해당 존대어는 없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흔히 존대어로

본 '就寢(취침)'은 존대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34] ㄱ. 할아버지께서는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35] ㄱ. 刚躺下就睡着了。

막 눕자마자 곧 睡(수)하였다.

ㄴ. 睡觉前请先刷牙。

睡觉(수각)하기 전에 이부터 닦으세요.

[36] ㄱ. 《战国策·秦策》：“读书欲睡, 引锥自剌其股。”

책을 읽다가 睡(수)하려고 할 때 (이하 생략)

ㄴ. 《公羊传·僖公二年》 ：“寡人夜者寝而不寐。”

寝(침)해서 寐(매)하지 못하였다.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③ '죽다'의 존대어

한국어에서 '죽다'의 존대어는 '돌아가시다'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주로 '死(사)', '去世(거세)', '逝世(서세)'를 사용하고 있으며 '去世

(거세)', '逝世(서세)'는 '死(사)'의 존대어로 사용한다.

[37] ㄱ.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ㄴ. 그분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십 년이 다 되어 간다.

[38] ㄱ. 据说已经死了的人，突然又出现了。 

死(사)하였다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났다.

ㄴ. 祖父几年前去世了。

할아버지께서는 수년 전에 去世(거세)하였다.



- 57 -

ㄹ. 先生虽已逝世，然其精神将永留人间。(높임)

선생님께서는 이미 逝世(서세)하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인간

세상에 남을 것이다.

(ㄴ) 겸양 동사

① '묻다'의 겸양어

한국어에서 '묻다'의 겸양어는 '여쭈다', '여쭙다'이다. 현대 중국

어에서 '묻다'를 이르는 말은 주로 '問(문)', '諮詢(자순)', '請敎(청

교)'가 있는데 '問(문)'보다 '諮詢(자순)'이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

이고 '請敎(청교)'는 '問(문)'의 겸양어이다. 한국어에서 '말씀'과 '

여쭈다'를 결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請敎(청교)'는 '話(화)'와 결

합하지 않는다.

[39] ㄱ.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여쭤본다.

ㄴ. 할머니,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40] ㄱ. 干吗偏偏问他?

왜 유독 그에게만 問(문)하냐?

ㄴ. 详细的指引请到客服中心咨询。

자세한 안내는 고객센터로 諮詢(자순)하시기 바랍니다.

ㄷ. 有问题可以向老师请教。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선생님께 请教(청교)해라.

② '보다'의 겸양어

한국어에서 '보다'의 겸양어는 '뵈다', '뵙다'이다. 현대 중국어에

서 '보다'를 이르는 말은 '见(견)', '拜访(배방)'이 있는데 '拜访(배

방)'은 见(견)'의 겸양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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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ㄱ. 그분을 뵈면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난다.

ㄴ. 말씀으로만 듣던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42] ㄱ. 很久没见了。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ㄴ. 老师，那我下午拜访您吧。

선생님, 그럼 제가 오후에 찾아뵙겠습니다.

③ '데리다'의 겸양어

한국어에서 '데리다'의 겸양어는 '모시다'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

데리다'를 이르는 말은 '带(대)', '领(령)', '带领(대령)', '陪(배)', '请

(청)'이 있는데 '陪(배)', '请(청)'은 '带(대)', '领(령)', '带领(대령)'

의 겸양어이다.

[43] ㄱ. 관광 온 손님들을 모시고 여러 관광 명소를 다녔다.

[44] ㄱ. 带谁去呢？

누구를 带(대)하여가지?

ㄴ. 领着孩子上街购物。

아이를 领(령)하고 거리에 나가 쇼핑하다.

ㄷ. 带领新生办理入学手续。

신입생을 带领(대령)하고 입학 수속을 하다.

ㄹ. 我陪爷爷去爬了山。

나는 할아버지를 陪(배)하고 등산을 다녀왔다.

ㅁ. 我们请到了五位贵宾。 

우리는 귀빈 다섯 분을 请(청)하였다.

④ '주다'의 겸양어

한국어에서 '주다'의 겸양어는 '드리다'이다. 현대 중국어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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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 이르는 말은 '给(급)', '献给(헌급)' 이 있는데 '献给(헌급)'는

'给(급)'의 겸양어이다.

[45] ㄱ.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

[46] ㄱ. 给我一朵花。

나에게 꽃 한 송이를 给(급)해라.

ㄴ. 献给您最好的祝愿。

당신에게 최고의 축복을 献给(헌급)합니다.

(2) 형용사

① 형용사 '아프다'의 주체 높임 어휘

한국어에서 형용사 '아프다'의 주체 높임 어휘는 '편찮다'이다. 현

대 중국어에서 유사한 형용사는 '不舒服(부서복)', '欠安(흠안)'이 있

는데 欠安(흠안)은 '不舒服(부서복)'의 존대어이다.

[47] ㄱ.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48] ㄱ. 身体不舒服，无法动弹。

몸이 不舒服(부서복)하여 꿈적일 수도 없었다.

ㄴ. 听说老人家身体欠安，故而特来看望。 

어르신께서 欠安(흠안)하다 하여, 일부러 문안을 드리러 왔다.

3.4 관계언류 높임법 어휘

① 조사 '께'와 '께서'

한국어에서는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 '께서'가 있는데 중국어

에는 유사한 어휘가 없다. 위에서 대조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

래에 제시한 표와 같다. 한중 양국은 지리와 역사·문화적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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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한자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어휘의 유상성

이 높다. 특이 현대 중국어에 한국어의 해당 높임법 어휘와 매칭되

는 어휘가 없고 중국어 문언문(文言文)에는 매칭되는 어휘가 있는

경우, 중국어 문언문(文言文) 어휘가 한국어의 해당 높임법 어휘를

배우는 데 비계가 될 수 있다.17) 또한 두 언어 간 어휘가 매칭되지

않거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오용을 낳을 수 있기에 교수하는 데 유

의해야 한다.

<표 2-13: 한-중 높임법 어휘 대조표 >

17) 중국인 학습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의 국어교육을 받으며,

국어교육 내용 중에 문언문 작품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중국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문언문 작품은 초등학교 국어교육 내용 중 30%, 중학교 국

어교육 내용 중 51.7%, 고등학교 국어교육 내용 중 50%를 차지한다고 하였

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풍부한 문언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한국어 현대 중국어
중국어

문언문(文言文)

밥/진지 饭(반), 餐(찬)
饭(반), 餐(찬), 馔(찬)

膳(선)

집/댁 家(가) 家(가)/ 宅(댁), 府(부)

이름/성함 名字(명자)/貴姓(귀성) 名(명)/字(자)

나이/연세

年齡(연령),

年紀(연기)/貴庚(귀경),

高壽(고수)

年(연), 齡(영),

歲(세)/壽(수), 庚(경),

春秋(춘추)

생일/생신

生日(생일),

生辰八字(생신팔자)/大壽(대

수), 誕辰(탄신), 華誕(화탄)

生辰(생신)/壽辰(수신)

, 誕辰(탄신),

壽誕(수탄),

華誕(화탄)

병/병환 病(병), 疾病(질병) 疾(질), 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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恙(양), 疴(아),

患(환)/귀양(貴恙)
말/말씀 话(화), 言(언)

명/분 个(개), 名(명)/位(위)

씨 先生(선생), 女士(여사)

명/분 名/位

나/저 我(아)

吾(오), 我(아),

余(여), 予(여)/某(모),

愚(우), 仆(부),

鄙人(비인),

小可(소가),

不才(불재)

우리/저희 我們(아문)
吾等(오등),

吾輩(오배)/某等(모등)

너/당신 你(니)/您(니)

너희/여러분
你們(니문)/大家(대가),

各位(각위)

이분, 그분, 저분 這位(저위), 那位(나위)

귀-：귀국, 귀교,

귀사

贵国(귀국), 貴校(귀교),

貴司(귀사)

먹다/잡수시다，

드시다
吃(흘)/進(진), 用(용)

마시다/드시다 喝(갈)/用(용)

자다/주무시다 睡(수), 睡覺(수각)
睡(수), 眠(면),

寢(침), 寐(매)

죽다/돌아가시다
死(사)/去世(거세),

逝世(서세)

묻다/여쭈다,

여쭙다

問(문),

諮詢(자순)/請敎(청교)

보다/뵈다, 뵙다 见(견)/拜访(배방)

데리다/모시다 带(대), 领(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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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교재의 어휘적 높임법 실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교재는 교육

과정(process of education)에서 사용한 자료로서 교사와 학습자 사

이에 양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이고 교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어휘적 높임법의 교육적 현황과 학습 실태를 어느 정도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국 내 대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합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중국 현지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재 내용 선정과 구성 방안 및 교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내에서 성

격이 비슷한 통합 교재도 분석하여 중국 교재와의 비교도 함께 진

행할 것이다.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과목은 주로 정독(精讀)18), 듣기, 회

화, 문학, 번역 및 영역별 한국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정독(精讀) 수업이 주가 된다. 정독(精讀) 교재는 말하기, 읽기, 듣

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흔히 언급되는 통합 교재

로 볼 수 있다.

정독(精讀) 교재에 대한 개발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중국

18) 중국에서 정독 수업은 명칭대로 읽기에 관련된 수업이 아니라 통합 수업을

이르는 명칭이다.

带领(대령)/陪(배), 请(청)
주다/드리다 给(급)/献给(헌급)

아프다/편찮다 不舒服(부서복)/欠安(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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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독(精讀) 교재는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에서 편찬한〈한국어〉(민족출판사: 1-4)

이다.〈한국어〉(북경대)는 초·중·고급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데 초

급부터 고급까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어휘와 문법 항목의 양

은 한국 내의 한국어 통합 교재보다 많다. 또한 모국어로 한국어를

교수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단어의 뜻풀이가 중국어로 되어 있고 문

법적 설명도 비교적 상세한 편인데, 한국어 통합 교재는 뜻풀이와

문법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한국어〉(북경대)는 암시적 교수보

다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명시적 교수와 대응하는 교육 자

료이다. 이에 중국 현지의 어휘적 높임법 교육에 대한 더 많은 시사

점을 얻기 위하여, 한국 내 통합 교재 가운데〈한국어〉(북경대)와

비슷한 성격의 교재를 선택하고자 한다.

대개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통합 교재에는 어휘나 문법 항목에 대

한 뜻풀이와 명시적 문법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 버전이

있는 통합 교재들도 학습 어휘에 대한 중국어 뜻풀이가 없는 경우

도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이 편찬한〈(이화) 한국어〉(이

화여자대학교출판부: 1-6)는 9권이 있는데 초급 수준 4권(1-1, 1-2,

2-1, 2-2)의 책은 중국어 버전이 있고 어휘에 대한 중국어 뜻풀이가

있으며 문법적 설명도 상대적으로 상세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표 2-14: 분석 교재의 출판 정보>

기관/저자 교재 연도 출판사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 한국어 :

中國語版 1，2,(이화)

한국어 3, 4, 5, 6.

2013
이화여자대

학교출판부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
한국어 1, 2, 3, 4 2008 민족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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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교재에 수록된 높임법 어휘의 용어 뜻풀이, 예문, 문화 소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4.1. 한국 내 한국어 교재

(1) 높임법 어휘 관련 용어의 양상

〈(이화) 한국어〉는 어휘적 높임법을 서술할 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존대어 동사를 소개할 때는 '與之相應的表示尊敬的詞語

(대응하여 존경을 표현하는 어휘)'의 용어를 사용하며, 높임법 조사

'께서', '께'를 설명할 때는 '존경식(尊敬式)', '敬語式(경어식)'이라

는 표현을 쓴다. 일반 명사 뜻풀이를 제시할 때는 '敬語(경어)', 호

칭어 뜻풀이를 제시할 때는 '尊稱(존칭)', 겸양 대명사 뜻풀이를 제

시할 때 '謙辭(겸사)', 겸양 동사 뜻풀이를 제시할 때는 현대 중국어

가 아닌 중국어 文言文(문언문) 겸양 동사 '拜見(뵙다)', '敬上(드

림)'을 사용한다. 뜻풀이를 제시할 때는 용어를 안 쓰는 경우도 많

다.〈(이화) 한국어〉에서 어휘적 높임법에 관한 용어의 사용은 다

소 혼란의 양상을 보인다. 이에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

법 교육에서 용어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 높임법 어휘의 수록 여부 및 문제점

아래의 표는 높임법 어휘의 교재 내 수록 양상을 정리한 것인데,

보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수록된 어휘에 '(O)'를 붙이고, 누락된 어

휘에 '(X)'를 붙여 표기를 하였다.



- 65 -

<표 2-15: <(이화)한국어>의 높임법 어휘 수록 여부 양상>

위의 표에서 보듯, 일반 명사 부분에서는 '밥'에 대응되는 존대어

'진지'의 어휘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병 등과 관련한 어휘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명사의 경우 교재에 1인칭

복수 겸양 대명사 '저희'가 없었으며, 3인칭 존대 대명사 '이분', '저

분', '그분'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의존형태 부분에서도 존대 접두사

품사 분류 어휘

체언

명사(NN)

일반

명사(NNG)

댁(O), 말씀(O), 진지(X),

성함(O), 연세(O), 생신(O),

병환(X)

의존

명사(NNB)
분(X), 씨(O)

대명사(NP)

1인칭 저(O), 저희(X)

2인칭 당신(O), 여러분(O)

3인칭 이분(X), 그분(X), 저분(X)

의존형태
접두사 (XP) 귀-(X)

접미사 (XS) -님(O), -분(O)

용언

동사(VV)

존대 동사

잡수시다(O), 드시다(O), 주

무시다(O), 돌아가시다(O),

계시다(O)

겸양 동사

여쭈다(O), 여쭙다(O), 뵈다

(O), 뵙다(O), 모시다(X),

드리다(O)

형용사(VA) 편찮다(O)

기타 품사
격조사

(JK)
-께(O), -께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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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수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사 부분을 살펴보면 겸양

동사 '모시다'가 수록되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중요한 존

대 조사 '-께서'가 단어로 수록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누락된 높임법 어휘들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

이는 어휘가 많은데 이러한 어휘의 누락은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

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예의 바르지 않은 표현을 함으로써 원활한 대인 관계 유지를 위한

의사소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교육 자료를 편찬

할 때 이런 어휘들을 보충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3) 높임법 어휘의 뜻풀이 양상 및 문제점

<표 2-16: <(이화)한국어>의 높임법 어휘 뜻풀이 양상>

품사 분류 어휘

체언

명사(NN)

일반 명사(NNG)

댁: 집的敬语

말씀: 話、話語（敬語）

성함: 姓名

연세: 나이→연세

생신: 생일→생신

의존 명사(NNB)
분(X), 씨: (뜻풀이 없음),

분: 사람→분

대명사(NP)

1인칭 저: 我（謙辭）, 저희: (X)

2인칭
여러분: 大家, 당신: (뜻풀이 없

음)

3인칭 이분(X), 그분(X), 저분(X)

의존형태

접두사 (XP) 귀-(X)

접미사 (XS)
-님: (접사)의 뜻풀이 없음.

(명사-옛말)表示對人的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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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2-16>과 같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높임법 어휘들의 뜻

풀이 양상을 정리하였다. 일반 명사 부분에서는 '댁'과 '말씀' 이외

에 다른 단어는 존대의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을 볼 수 있다. '나이'와 '생일'의 존대어를 소개할 때 화살표로만

표시되어 있으며, '성함'의 경우는 '이름'의 뜻풀이와 똑같고 존대어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稱

-분: 남편분(뜻풀이 없음)

용언

동사(VV)

존대 동사

잡수시다: 먹다, 마시다

→드시다, 잡수시다

*?

드시다: 먹다, 마시다→드시다

주무시다: 자다→주무시다

돌아가시다: 죽다→돌아가시다

계시다: 있다→계시다

겸양 동사

여쭈다, 여쭙다: 여쭤 보다 問

뵈다, 뵙다: 뵙다 拜見

모시다(X)

드리다: 드림 拜上、敬上

형용사(VA) 편찮다: 不舒服（敬語）

기 타

품사

격 조 사

(JK)

-께: N+ 에게/한테 "에게/한테"是助詞用在表示人

戒動

物的名詞後面，表示動作的對象，尊敬式爲"

께"。

N + 에게서/한테서 "에게서，한테서"爲助詞,

表示

動作成狀態的出發點,敬語式爲“께"。

-께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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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사 부분에서는 2인칭 대명사 '당신'이 초급 교재에 나타나지

않으나 중급에 들어가서 초급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뜻풀이와 설명

없이 학습용 대화문에 나타난다. 이는 교재를 편찬할 때 초급 수준

에서 중급 수준에로 교육 내용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뜻풀이가 없는 것이 아쉽지만 중급 교재에 '문

화 알아보기'란 부분에서 '당신'의 사회언어학적 사용법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의존형태 부분에서는 '-님'과 '-분'에 대한 뜻풀이가 없는데, 의존

명사 '님'에 대한 뜻풀이는 옛말 명사 '님'에 대한 것이다. 초급 교

재의 읽기 부분 <아리랑>에서 나온 옛말 '님'에 대한 뜻풀이가 되

어 있는데 접미사 '-님'에 대한 뜻풀이가 없는 것은 학습자가 이의

용법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줄 수 있고 오류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존대 동사 부분에서는 화살표를 활용한 방식의 뜻풀이를 하고

있는데, '먹다'와 '마시다'의 존대 동사를 모두 '잡수시다'로 표시하

였다. 이런 뜻풀이 또한 학습자의 오용을 야기할 수 있다.

겸양 동사 부분에서 '뵙다'와 '뵈다'에 대한 뜻풀이는 중국어 문언

문(文言文) 존대어의 拜見(배견)으로 설명하는데 존대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여쭈다/여쭙다'의 뜻풀이는 '묻다'의 뜻풀이와 똑같아

두 단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한편 형용사 부분에서는 '편찮

다'의 사용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사람 전체를 이야기할 때 사

용하는 것인지 신체의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았다. 적절한 뜻풀이가 없어 학습자가 학습하는 데에 어

려움이 있고 의미 간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워 실제 담화맥

락 상에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한편 조사 부분의 뜻풀이는 특별

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높임법 어휘의 뜻풀이

문제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존대어가 표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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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존대어와 비존대어의 구별이 모호하다. 둘째, 존대어와 비

존대어의 대응 관계를 잘못 표기한 부분이 있다. 셋째, 맥락에 따른

언어 사용의 예를 잘 보여주는 언어 사용역(register)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한 존대어에 대해서도 필요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넷

째, 일부 단어는 고어의 뜻풀이가 되어 있지만 현대 한국어의 뜻풀

이가 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초급 수준의 교재에서 누락된 높임법

어휘 표현이 중급 교재에서 마치 기 학습된 어휘인 것처럼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뜻풀이나 설명이 빠져 있어 초급에서 중급

교재에로의 높입법 어휘 뜻풀이에 대한 연계성이 떨어진다.

(4) 높임법 어휘의 예문 양상 및 문제점

<표 2-17: <(이화)한국어>의 높임법 어휘 예문 제시 양상>

품사 분류 어휘

체언

명사(NN)

일반

명사

(NNG)

댁: 어제 교수님 댁에 갔습니다.

말씀: 1-1:87: 말씀 좀 묻겠습니다.*?

2-2:79: 전하실 말씀이 있어요?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성함: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연세: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생신: 할아버지 생신은 7월2일입니다.*?
의존

명사

(NNB)

분(X), 씨: 요코 씨는 학생입니까?

대명사(N

P)
1인칭

저: 저는 박영민입니다.

저희: 저희 할머니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생활비를 쪼개서

기부도 하시고 평생 동안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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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해 오셨어요.

우리: 우리 집은 이층집입니다.

2인칭
여러분: 여러분, 책을 펴세요.

당신: (예문 없음)

3인칭 이분(X), 그분(X), 저분(X)

의존형태

접두사

(XP)
귀-(X)

접미사

(XS)

-님: (접사)의 뜻풀이 없음.

(명사-옛말): 여러분은 이별할 때 떠

나가는 님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줬습

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분: 혹시 남편분께서 운동을 하시나요?

용언
동사(VV)

존대

동사

잡수시다: (예문 없음)

드시다: (예문 없음)

주무시다: (예문 없음)

돌아가시다: (예문 없음)

계시다: (예문 없음)

겸양

동사

여쭈다/여쭙다: (듣기 지문)그럼 부모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뵈다/뵙다: 사장님을 뵙고 나서 이야기합

시다.

상의할 일이 있어서 찾아뵈려

고 했다.

모시다:(X)

드리다: 수진 드림

형용사(VA) 편찮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기타 격조사 -께: (예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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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7>에서와 같이 교재에 수록된 높임법 어휘들의 예문 양상

을 정리하였다. 먼저 일반 명사 부분에서 '말씀'과 관련된 예문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에서의 '말씀'과

'묻다'의 호응 관계는 문제가 있다. 이 표현은 주로 '(내가 당신에

게) 말씀 좀 여쭈겠습니다.'로 표현하고 이때는 나의 '말'의 낮춤을

의미한다. 그러나 '말씀 좀 묻겠습니다'는 '말씀'과 '묻다'의 호응이

어색해 보이며, 낮춤과 높임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화)한

국어>2-2:79에 “전하실 말씀이 있어요?”와 “말씀 좀 전해 주시겠습

니까?”가 제시되어 있는데 '말씀'이 동시에 존대어와 겸양어로 예문

에 나오지만 이에 상응한 설명이 없다. 이러한 제시는 학습자가 '말

씀'을 습득하는 데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성함'의 예문들을 보면 일

부 예문도 '말씀'처럼 호응의 문제가 존재한다. 할아버지 생신의 예

문도 위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호응의 문제가 있다.

동사의 부분에서는 모든 존대 동사에 대해 예문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학습자들이 이 단어들을 배우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도움

이 되지 못 할 것이다. 그리고 '여쭙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예문

은 없으며, 표에서 제시한 예문은 듣기 지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

단어의 사용과 형태 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겸양 동사 '드리다'는 '드림'의 형식으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데

'드림'은 보통 편지나 메일의 끝부분에 서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다. 이러한 수록과 예문 제시의 방식은 '드리다'의 가장 보편적 용

법을 설명하지 않으며 다른 문법 요소와의 결합형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예문이 없거나 부적절한 예문이 제시되는 것은 학습자

품사 (JK) -께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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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휘적 높임법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학습 자료

의 재정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5) 어휘적 높임법의 문화 소개 양상 및 문제점

<(이화)한국어>의 '문화 알아보기' 부분에서는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와 관련된 지식을 소개하고 설명하는데 그중에서 어휘적 높임

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8: <(이화)한국어>의 어휘적 높임법 문화 소개 양상>

  한국 사람은 가족을 부를 때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는 '정우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를 때 이름이 아니라 관계를 부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형이나 누나, 오빠, 언니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

형', '누나'， '오빠'， '언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

족을 소개할 때 '내 아버지', '내 언니'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 '우리 언니'라고 말합니다.

韓國人稱呼家人的時候, 長輩可以直呼晚輩的名字, 比如父母叫兒女時,

叫“정우야”, 然而晚輩叫長輩時, 不能直呼其名, 要以家人關係爲稱, 比如

弟弟叫姐姐或哥哥時，不能直呼其名，要叫“형”、“오빠”、“언니”。此外,

向別人介紹家人時, 不說“우리 아버지”、“내 언니”, 而說“우리 아버

지”、“우리-언니”。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를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

선배'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한국 학생

들이 자신들의 선배를 '언니'， '오빠' 또는 '형'， '누나' 라고 부르

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정말로 친한 선

배를 부를 때 언니나 오빠 또는 형，누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처음 만났거나 별로 친하지 않은 상급생을 부를 때는 선배로 부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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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처음 만난 한국 사람에게서 보통 어떤 질문을 받습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와 같은 질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

을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 이 질문을 들었다면 '한

국 사람들은 이상한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당황스러웠을 겁니

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히 나이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윗사람인지, 나이가 적은 아랫사람인지 알기 위해

서 하는 질문입니다. 즉 윗사람이면 높임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상대

방이 높임말을 써야 하는 사람인지 반말을 써도 되는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왜 나이를

물어보는지 아셨지요?

和你們初次見面的韓國人一般問你們什麼樣的問題? 你一定聽到過很多

“你的名字是什麼？”、“做什麼工作？”等類似的提問。

不知是否有人在和仰初次見面時問你“今年多大了？”。當你第一次聽到

這樣的提問時，也許你會很驚慌，覺得不可思議，心想“韓國人怎麼會像

初次見面的人問這樣的問題呢？”。其實這個提問並不只是想知道你的年

齡那麼單純，而是爲了知道對方是比自己大的長輩，還是比自己小的映輩

而提出的問題. 因爲韓國語應該對比自己年長者用敬語，所以爲了搞清楚

應該向對方說敬語，還是向對方說非敬語，才提出這樣的問題的，現在你

만， 친해지면서 언니, 오빠 등으로 바꿔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은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관계의 호칭을 사용해서 친근함을 표

현하는 한국인의 사고가 반영된 것입니다.

你們如何稱呼比自己年長的前輩? 在韓國一般都“선배”吧？但在你們當

中，一定有人聽過韓國學生比自己年長的前輩“언니”、“오빠”或者“형”、

“누나”的。韓國學生對真正比效親的前輩“언니”、“오빠”或者“누나”、

“형”。一般對初次見面成不太親的高年級學生叫“선배”，但隨著關係的增

進，稱呼會漸漸改成“언니”、“오빠”等。他們之間雜然不是一家人, 但通

過使用道種家屬關係的稱呼，反映出了韓國人表現親密關係思維的方

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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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재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호칭어 문화를 소개하는데, 물

론 이는 학습자가 한국어 호칭어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가

족 구성원들을 소개할 때는 접미사 '-님'과 관련된 존대어를 일반

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선배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르면 안 되고 보통 직위로

불러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직위 뒤에 접미사 '님'을 붙여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것이 아쉽다.

知道爲什麼韓國人會在初次見面時詢問別人的年齡了吧?

  여러분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길을

물어볼 때 등 모르는 사람에게 '아줌마, '아저씨'라는 호칭을 잘못 사

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은 옛날부터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서로 가깝고 친하다는 것

을 나타내기 위해 가족이 아닌데도 '언니'， '오빠', '이모', '아가씨'

같은 가족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이나

남성을 '아줌마', '아저씨'라고 부르면 싫어하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

을 부를 때는 상대방과 상황에 따라 그 호칭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

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상대방을 가리키는 호칭

이 아니라 그 안에 상대방을 낮춰 부르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에게 사용하면 실례가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적당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선배나 상사에게 '박영민 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

보다 '박영민 부장님', '박 부장님'처럼 직함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가족 관계, 친족 관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

계에서 이름보다는 그와의 관계를 고려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호칭은 잘 사용하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실례가 되고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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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와 같은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문화 소개가 어휘적 높임법

을 습득하는 데에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2. 중국 내 한국어 교재

(1) 높임법 어휘 관련 용어의 양상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인〈한국어〉는 어휘적 높임법의 서술을 위

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높임법 어휘를 소개할 때

'敬語(경어)'란 용어를 사용하며, 호칭어와 관련된 부분은 '尊稱(존

칭)', '謙稱(겸칭)'을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접미사 '-분'의 뜻풀이를

제시할 때 '敬詞(경사)'란 용어를 사용하며, 높임법 조사 '께'를 설

명할 때는 敬語形式(경어형식)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한국어 높임법 어휘에 대응하는 중국어 文言文(문언문) 어휘

가 있는 경우에는 文言文(문언문) 어휘로 뜻풀이를 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예를 들면, '생신'을 '生辰(생신)', '壽辰(수신)'으로 뜻풀이

를 하며, '여쭈다'을 '禀告(품고)'，'进言(진언)'으로, '여쭙다'를 '问

询(문순)'으로. '뵙다'를 '拜见(배견)', '拜谒(배알)'으로, '모시다'를

'侍奉(시봉)'，'供奉(공봉)'으로, '드리다'를 '呈(정)'，'奉送(봉송)'

으로 뜻풀이를 한다.

〈(이화) 한국어〉에 비해〈한국어〉의 어휘적 높임법 관련 용어

의 사용은 어느 정도 체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9: <한국어>의 어휘적 높임법의 용어 양상>

러한 호칭을 인간관계에서 잘 사용한다면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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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와 같이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소개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을 이르는 용어가 없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2) 높임법 어휘 수록 양상 및 문제점

<표 2-20: <한국어>의 높임법 어휘 수록 여부 양상>

품사 분류 어휘

체언

명사(NN)

일반 명사(NNG)

댁(O), 말씀(O), 진지(O),

성함(X), 연세(O), 생신(O),

병환(X)

의존 명사(NNB) 분(X), 씨(O)

대명사(N

P)

1인칭 저(O), 저희(O)

2인칭
당신(O), 여러분(X), 어르신

(X)

3인칭 이분(O), 그분(O), 저분(O)

의존형태
접두사 (XP) 귀-(X)

접미사 (XS) -님(O), -분(O)

용언 동사(VV)

존대 동사

잡수시다(X), 드시다(O), 주

무시다(O), 돌아가시다(O),

계시다(O)

겸양 동사
여쭈다(O), 여쭙다(O), 뵈다

(X), 뵙다(O), 모시다(O),

  높임말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높임말을 하기 위해

서는 우선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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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사 부분에서는 '이름'과 대응되는 존대어 '성함'이라는 내

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병 등의 어휘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존 명사 부분에서는 단위 명사 '명'과 대응되는 존대

어 '분'이 수록되어있지 않으며, 대명사의 경우 2인칭 존대 대명사 '

여러분'이 수록되지 았았다. 의존형태 부분에서도 존대 접두사 '귀'

가 수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 부분을 살펴보면 존대 동

사 '잡수시다'와 겸양 동사 '뵈다'가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위에서 제시한 어휘들 가운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가

많은데 이러한 어휘의 누락은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위의 표와 <(이화)한국어>를

비교할 때 누락된 어휘가 있는데, 이런 누락으로 인해 대화 상대에

게 예의 바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교육 자료를 편찬할 때 이런 어

휘들을 보충적으로 수록할 필요가 있다.

(3) 높임법 어휘 뜻풀이 양상 및 문제점

<표 2-21: <한국어>의 높임법 어휘 뜻풀이 양상>

드리다(O)

형용사(VA) 편찮다(X)

기타 품사
격조사

(JK)
-께(O), -께서(O)

품사 분류 어휘

체언
명사

(NN)

일반

명사(NNG)

댁: 집的尊称

말씀: 말的敬语，言辞，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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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 밥的尊称

성함(X)

연세: 年龄

생신: 生辰，寿辰

의존

명사(NNB)

분(X),

씨: [依名]接在人名后…君，

…先生，女士

대명사

(NP)

1인칭
저: [代]我

저희: [代]우리的谦称

2인칭

당신: [代]你，您(用于夫妻间，

平辈间)

여러분(X)

3인칭 이분, 그분: 뜻풀이가 없음.

의존형태

접두사 (XP) 귀-(X)

접미사 (XS)

-님: 接在表示地位或身份的部

分名词后面，表示尊敬

-분: （称人的敬词）

용언
동사

(VV)

존대 동사

잡수시다(X)

드시다: [他]먹다的敬语吃，用餐

주무시다: [自/他] 자다的敬语

돌아가시다: 뜻풀이가 없음.

계시다: [自]있다的敬语，在

겸양 동사

여쭈다: [他]告诉，禀告，进言

여쭙다: [他]（向比自己年长者或

辈分高的人）问询，请教

뵈다, 뵙다: 보다的敬语，拜见，

拜谒

모시다: [他]侍奉，陪同，供奉

드리다: [他]주다的敬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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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1>과 같이 교재에 수록된 높임법 어휘들의 뜻풀이 양상을

정리하였다. 일반 명사 부분에서는 '연세'에 대한 뜻풀이가 존대하

는 의미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말씀'의 경우에는 '말'의 존

대어라는 점만 명시하고 동시에 '말'의 겸양어라는 점에 대한 설명

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진지'는 '끼니로 먹은 음식'의 존대어라는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명사 부분에서는 1인칭 대명사 '저'에 대한 겸양어 표기가 안

되어 있다. 3인칭 대명사 '그분', '이분'에 대한 뜻풀이도 누락되었

다. 존대 동사 부분에서 '드시다'는 '먹다'의 존대어로 표시하였으

나, 동시에 '마시다'의 존대어인 것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

풀이로 인해 학습자가 '마시다'의 존대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나아가 '돌아가시다'에 대한 뜻풀이가

없다.

겸양 동사 부분에서 '모시다'에 대한 뜻풀이는 중국어 문언문(文

言文) 존대어 '侍奉(시봉)'，'供奉(공봉)'으로 설명하는데 '데리다'와

대응하는 존대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여쭙다'에 대한 뜻풀이

[补动]주다的敬语，给，

呈，奉送

형용사(VA) 편찮다(X)

기타

품사

격조사

(JK)

-께: 副词格助词“에게” 接在体验后面，表示动作所

涉及的间接对象，相当于汉语的“给...”，接在代

名词后面时，经常缩略为“게”。

表示动作所涉及的间接对象是需要尊重的人时，

要用“께”代替“에게”，即“께”是“에게”的敬语形

式。

-께서: 主格助词“께서” 接在名词后面，表示对行动

或状态主体的尊敬。通常与“-시-”搭配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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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어 문언문(文言文) '问询(문순)'으로 설명하였는데, 问询(문

순)'은 존대어가 아니며 '여쭙다'가 '묻다'에 대응하는 존대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조사 부분의 뜻풀이에서 '-께'가 '-에

게'의 존대어로 제시되었는데, '-께'가 동시에 '-에게서'의 존대어라

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식의 설명 자료의 부재는 학습자가

'-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높임법 어휘의 뜻풀이 문제를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존대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존대어

와 비존대어의 구별이 누락되었다. 둘째, '드시다'와 '께'처럼 한 존

대어가 하나 이상의 비존대어와 대응하는 경우, 한 가지 대응 관계

만을 소개하고 있다. 셋째, 일부 단어는 고어의 뜻풀이는 되어 있으

나, 현대 한국어의 뜻풀이는 누락되어 있다. 넷째, 높임법 어휘에 대

한 뜻풀이가 빠져 있다.

〈(이화)한국어〉에 비해 〈한국어〉의 높임법 어휘에 대한 뜻풀

이는 더 상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께'가 동시에 '-에게서'의

존대어인 것을 밝히지 않는 등의 부족한 점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4) 높임 어휘 예문 양상 및 문제점

<표 2-22: <한국어>의 높임법 어휘 예문 제시 양상>

품사 분류 어휘

체언
명사

(NN)

일반

명사

(NN

G)

댁: 휴일에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다.

말씀: 전할 말씀 있으시면 제게 말씀하세요.

진지: 어른이 먹는 밥은 “진지”라고 합니다.

성함(X)

연세: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지만 마음은 아

직 젊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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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신: 오늘이 아버지 생신이시다.
의존

명사

(NN

B)

분: (예문 없음)

씨: 황민 씨, 반갑습니다.

대명

사

(NP)

1인칭
저: 제가 왕한입니다.

저희: 이분이 저희 선생님이세요.

2인칭

여러분(X)

당신: 당신을 거기에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차라리 내가 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3인칭
이분: 이분은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저분: 저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의존형태

접두

사

(XP)

귀-(X)

접미

사

(XS)

-님: 이 선생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혼자 오셨어요? 따님은요?

-분: 혹시 한국분이세요?

용언
동사

(VV)

존대

동사

잡수시다(X)

드시다: 물 좀 드세요.

주무시다: 좀 더 주무세요

돌아가시다: 오늘따라 왠지 돌아가신 어머니 생

각이 난다.

계시다: 할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겸양

동사

여쭈다, 여쭙다: 말씀 좀 여쭐게요.

어른과 대화를 할 때는 '말

씀 드리다, 여쭙다'라고 합니다.

뵈다, 뵙다: 12시에 1식당에서 뵙겠습니다.

모시다: 어서 오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드리다: 그러면 제가 내일 오전에 전화 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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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2>에서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높임법 어휘들의 예

문 양상을 정리하였다.〈(이화) 한국어〉보다 풍부하고 적절한 예문

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명사 부분에서 '말씀'과 관련된 예

문은 '말씀'의 존대어에 관한 예문만 제시되어 있으나, 겸양어 예문

이 제시되지 않았다. '-께'에 관련된 예문은 '-에게'의 존대어 '-께'

의 예문은 있으나, '-에게서'의 존대어인 '-께'의 예문은 누락되었

다. '진지'와 관련된 예문은 '진지'의 실제적 용례보다 뜻풀이와 더

유사하다. 또한 '진지'는 '끼니로 먹은 음식'의 존대어라는 특징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5) 어휘적 높임법의 문화 소개 양상 및 문제점

<표 2-23: <한국어>의 어휘적 높임법 문화 소개 양상>

네, 불러 드리겠습니다.

형용사(VA) 편찮다(X)

기타 

품사

격조

사 

(JK) 

-께서: 이 교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안 계십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께: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웃어른을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높임말을 써서 어른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반면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나 친구들에게 말을 할 때 반말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높임말을 씁니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항상 높임말을 씁니다. 그러나 친한 사람이나 아

랫사람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때에는 말을 놓습니다.

높임말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높임말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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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와 같은 어휘 의미의 문화적 설명은 어휘적 높임법을 소개

함으로써 명시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제시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는

데, 한편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고려한 제한적 설명으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어휘적 높임법을 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를 보인다. 어휘적 높임법에 속하는 다양한 호칭어 관련 문화 소개

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화) 한국어〉에서 제시한 호칭어

관련 문화 소개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는 우선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어른이 먹는 밥은 '진지'라고 하

고, 잠을 잘 때에는 '주무신다'라고 합니다. 어른에게는 '미안해요. 미

안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 '-시-'라는 말을

넣는 것입니다. '가-시-다', '보-시-다',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높임말 쓰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

만 높임말에 쓰이는 단어들을 익히고, '-시-'를 넣어서 말을 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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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사용 및 인식 양상

본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담화완성형 테스트이므로 응답자가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유롭게 담화를 완성할 수 있다. 이 방법

은 중국인 학습자의 실제 어휘 존대 사용 양상 및 오류 양상이 잘

드러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응답자들이 목표어의 존대 어

휘를 사용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거나 다른 표현 방식으로 대체 사

용한 언어적 표현이 있었기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분석 결과에서 문항마다 응답자 수에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1. 체언류 높임법 어휘의 사용 및 인식 양상

1.1 명사

(1) 일반 명사

<표 3-1: '말씀'의 사용 양상>

'말씀'의 사용 양상
상황: 在这里向大家转达校长的歉意。(총장님의 사과 말씀을 전했습

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말 사과의 말을 드립니다. 33.33%
정답 말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66.66%
다른 표현 대신에 사과드립니다.
상황: 教授告诉你学校有奖学金，让你不要担心，并嘱咐你好好学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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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방문한 교수님들에게 총장님을 대신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

하는 담화 완성의 경우에는 약 1/3의 응답자가 '말'의 겸양어 '말씀'

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교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때

거의 모든 응답자가 존대어 '말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응답자가 '말'의 존대어가 '말씀'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

든 응답자가 '말'의 겸양어도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

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말씀대로'는 응답자의 교재에 수록되어 있어 응답자들은 그 전체를

하나의 용어로 배웠다고 하였다. '말'의 겸양어로 '말씀'을 사용한

응답자는 주로 교재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어휘 사용을 접해서 그

렇다고 대답하였으며, '말'의 겸양어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는 주

로 자신의 말에 존대의 뜻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따

라서 '말'의 존대어와 겸양어가 모두 '말씀'이라는 점은 특수한 상

황이므로 교수 과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여 학습자의 오류

를 줄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터뷰>

研究者: 你在这里为什么不用'말씀'呢?

연구자: 여기서 왜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学习者2: 因为我感觉在这里，这里的主语好像是我。我知道话的敬语词是 '

你表示会按教授的话好好做的。(교수님:" 장학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당신은 교수님 말씀대로 잘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말 말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정답 말씀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
다른 표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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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진지'의 사용 양상>

교수님께 식사를 더 하실지의 여부를 묻는 경우에 약 30%의 응답

자가 '진지'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진지'는 아침, 점심, 저녁과 같

은 끼니로 먹는 음식의 존대어이며, 한 가지 구체적인 음식물에 대

말씀'，但是因为这里的主语是我，所以没必要对自己说的话使用敬语词汇

啊。

학습자2: 여기서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 본인인 것 같아서 '말씀'을 안

썼어요. 저는 '말씀'이 '말'의 존대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장의 주

어가 말하는 사람이라면 화자 본인에게 존대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研究者: 你是这样想的啊，你知道'말씀'的自谦词是什么吗？

연구자: 그렇게 생각했군요. '말씀'의 겸양어가 무엇인지 알아요?

学习者2: 没有听说过，这个还有自谦的词吗？

학습자2: 겸양어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研究者: 有的，也是'말씀'。所以在自我谦虚的时候也要使用'말씀'。 

연구자: 예, 이 단어의 겸양어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표현할 경

우 '말씀'을 사용해야 해요.

学习者2: 它的敬语和谦语都是'말씀'吗？我第一次听说这样。书上没有出现

过，老师也没有说过。 

학습자 2 : 존대어와 겸양어가 다 '말씀'이군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교

재에서 이런 내용이 없고 선생님도 이것을 안 가르치셨어요.

'진지'의 사용 양상
상황: 看到教授吃完了米饭，你想问教授还要再吃米饭吗？(교수님께서

쌀밥을 다 드신 것을 보고 당신은 교수님께 밥이 더 필요하신지를 여쭤

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진지 진지를 더 드시겠습니까? 31.05%
정답 밥, 쌀밥 밥/쌀밥을 더 드시겠습니까? 68.95%
다른 표현 더 드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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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존대어가 아니다. 응답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 오류를 범

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유를 알아

보았는데 오류를 범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교재에서 '밥'의 존대어는

'진지'라고만 설명했고 두 어휘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대답하

였다. 또한 '진지'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는 두 어휘 간

의미 차이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 '진지'가 '밥'의 존대어인 줄 몰

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수 과정에서 '진지'와 '밥'의 의

미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研究者: 可是并不是所有的时候都要用'진지'，按顿吃的饭的敬语词是'진지

'，但是具体的食物米饭，是没有敬语词的。你在这里是知道这样的区别，

所以用的'밥'吗？

연구자: 그런데 언제나 다 '진지'라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

다. 끼니로 먹은 음식에 대해 말할 때 '진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체

적인 음식을 말할 때는 안 돼요. 이런 구분을 알고 '밥'을 쓴 것이에요?

学习者10: 没有没有，我只是不记得밥还有敬语词这一说了。

학습자10: 아뇨. 저는 그때 '밥'과 대응된 존대어 '진지'라는 단어도 있

다는 것이 기억이 안 났어요.

研究者: 你在这里为什么没有使用饭的敬语词'진지'啊?

연구자: 여기서 '진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学习者6: 饭是有敬语词啊。基本上很少用，我都不知道了。 

학습자6: '밥'도 존대어가 있군요. 그 단어를 별로 쓰지 않아서 잘 몰라

요.

研究者: 可是并不是所有的时候都要用'진지'，按顿吃的饭的敬语词是'진지

'，但是具体的食物米饭，是没有敬语词的。是知道了这一点，所以说用的

밥吗？

연구자: 그런데 언제나 다 '진지'라는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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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성함'의 사용 양상>

교수님의 성함을 묻는 경우에는 오답률이 약 30%로 나타났다. 오

답자는 주로 '이름'과 '성명'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는 '이름

'의 존대어를 모르거나 '이름'의 한자어 '성명'을 존대어로 잘못 인

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 과정에서 '이름'의 존대

어를 '성명'과 같은 한자어와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응답자는 '명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명함

'이라는 단어는 '성함'처럼 남의 성명을 높여 이르는 말의 뜻도 있

지만 주로 성명·주소·직업·신분·전화번호 등을 적은 종이의 뜻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명함'의 사용이 꼭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

만 교수 과정에서 '명함'을 '성함'과 구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학생이 교수님께 나이를 묻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나이'의 높임 표현을 학습자들이

요. 끼니로 먹은 음식에 대해 말할 때 '진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구체

적인 음식을 말할 때는 안 돼요. 이런 구분을 알고 '밥'을 쓴 것이에요?

学习者11: 啊，有这样的区别吗? 我只是没有想起来要用'진지'而已。

학습자11: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진지'라는 단어를 깜빡했

어요.

'성함'의 사용 양상
상황: 在吃饭的时候，你和一位初次见面的首尔大学教授坐在了一起。你

向他介绍了自己。现在想询问他的名字。(점심 식사 중, 당신은 처음 뵙게

된 한 교수님과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자기소개를 한 후, 그

분의 성함을 여쭤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이름, 성명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명/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28.40%

정답 성함, 존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72.60%
다른 표현 명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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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화를 완성하도록

유도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교수님의 나이를 묻는 경우에는 높

임 어휘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가 8.33%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

들이 '나이'에 대한 높임 어휘 사용에 있어 문제가 크지 않음을 의

미한다.

(2) 의존명사

<표 3-4: '분'의 사용 양상>

교수님께 자녀가 몇 명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에 '분'을 사용

한 응답자는 20%, '명'을 사용한 응답자는 66.66%, 단위 명사를 사

용하지 않은 학습자는 13.3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의 높임 어휘인 '분'을 배우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습자는 '분'에 대한 사용 의식이 높지 않았다. '명' 대신

에 '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 높임 관련 종결어미나 주체 높임의

표지인 '-(으)시', '드리다'와 '드시다' 등의 높임 어휘와 같이 명시

적인 존대의 표지보다 매우 쉽게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교수 과정

에서 '분'에 대한 학습자의 사용 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

다.

研究者: 你在这里为什么要用到'명'呢? 是因为没有学过'분'吗？

'분'의 사용 양상
상황: 教授向你表示感谢，你接着问他有几个孩子呢。(교수님: “감사합

니다.” 이어 당신은 자제가 몇 분 계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명 몇 명이 계세요? 76.92%
정답 분 몇 분이 계세요? 23.08%
다른 표현 자식 몇이나 두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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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명사 높임 어휘의 사용 및 인식 양상

<표 3-5: '저희'의 사용 양상>

교수님의 소속 학교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학습자가

존대어를 사용하였으나, 자신의 소속 학교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15.79%의 학습자만이 '저희'를 비롯한 겸양어를 사용한 것으로

연구자: 여기서 '분' 아닌 '명'을 사용했는데 '분'이란 단어를 잘 몰라

서 그랬어요?

学习者16: 是学到过，但是平常不是很常用，主要都是用名比较多。而且他

跟시呀一些어미呀，就比较明显的一些敬语表现形式相比，太容易被忽视

了，很少会真正的去想到要用到位这个词。

학습자16: 배우긴 했지만 별로 안 쓰고 주로 '명'을 써요. '-(으)시'와

어미들보다 별로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자주 안 쓰게 됐

어요.

学习者10: 你这么一说我能想起来，但是我平常用的话，都可能真的会很少

去意识到用它。

학습자10: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떠오를 수 있지만, 평소에

말할 때 생각이 안 나요.

'저희'의 사용 양상
상황: 并表示代表学校，向贵校赠送一幅校长亲自写的书法作品。(이어

당신의 학교를 대표하여 총장님이 직접 쓰신 서예작품을 전달해 드립니

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우리 우리 학교를 대표하여 84.21%
정답 저희 저희 학교를 대표하여 15.79%
다른 표현 학교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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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자신의 소속과 관련된 겸양어에

대한 사용 의식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재에서는 '저희'라는 어휘를 제시하긴

하였으나 주로 어휘 자체의 의미만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고, 해당

예문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수 과정에서 '저희'의

사용과 관련된 상황과 예문을 더 많이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의존형태 높임법 어휘의 사용 및 인식 양상

2.1 접두사

<인터뷰>

研究者: 在提到对方教授的学校的时候用了贵校这个敬语词，但是在提到自

己的学校的时候为什么没有使用谦语词呢？

연구자: 상대방 소속 학교를 언급할 때 존대어를 사용했으나 자신 소속

의 학교를 말할 때 겸양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学习者3: 如果是对我个人的话，我会用到。只是说我们学校这样一个大的

机构的话，应该和对方是对等的关系吧，没有必要一定要用谦语词吧。而且

我们平常真的很少用到，只学到过这个词的意思，具体在什么场合使用却是

不是很清楚。

학습자3 : 만약에 저의 개인적인 경우라면, 저는 자신 쪽의 학교에 겸

양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학교 간의 경우, 둘이 상호 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겸양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

고 평소에 이런 겸양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단어의 의미

만 배웠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사용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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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귀-'의 사용 양상>

상대 학교에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 '귀교'라는 정확한 존대어를

사용한 학습자는 61.53%, '귀학' 혹은 '당신 학교'와 같은 잘못된 존

대어를 사용한 학습자는 38.57%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한국어와 중

국어에서 존대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완전히 일치하지만 존대를 나

타내는 접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사용 양상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응답자들

은 교재에 존대를 나타내는 접두사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이 이러

한 오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수 과정에서 존대

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접두

사는 중국어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적당한 설명이 추가되면 좋

은 교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研究者: 你是没有听过贵校这样的说法吗？

연구자: '귀교'라는 단어를 예전에 들어봤어요?

学习者2: 没有听到过，所以不知道原来可以这样简写。

학습자2: 전에는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귀-'의 사용 양상
상황: 并表示代表学校，向贵校赠送一幅校长亲自写的书法作品。(이어

당신의 학교를 대표하여 총장님이 직접 쓰신 서예작품을 전달해 드립니

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귀학, 당신 학교
귀학/당신 학교에 드리

겠습니다.
38.57%

정답 귀교 귀교에 드리겠습니다. 61.53%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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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접미사

<표 3-7: '-님'의 사용 양상>

<인터뷰>

研究者: 你在这里为什么用了'당신 학교'呢?

연구자: 왜 여기서 '당신 학교'를 사용했어요?

学习者14: 因为我们学校是우리 학교，到对方的学校应该就是당신 학교

嘛。

학습자14: 우리 학교를 말할 때 '우리 학교'를 했는데 그러면 상대방 학

교를 말할 때 '당신 학교'로 하는 게 아니에요?

研究者: 你有听过'귀교'这样的用法吗？或者'귀-'这之类的接头词？

연구자: 그럼 '귀교'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접두사 '

귀-'로 구성된 단어을 들어봤어요?

学习者14: 没啊，以为只有汉语才这样用的，没有学到或听到过这样的用

法。

학습자14: 없어요. 중국어만 이런 어휘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한국어의 이

런 용법은 배우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研究者: 你在这里为什么使用了'귀학'这样的说法呢?

연구자: 왜 여기서 '귀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学习者1: 因为大学在中国叫大学嘛，所以就以为，可能是叫贵学。 

학습자1: 중국에서 대학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마 '귀학'으로 쓸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님'의 사용 양상-1
상황: 并表示代表学校，向贵校赠送一幅校长亲自写的书法作品。(이어

당신의 학교를 대표하여 총장님이 직접 쓰신 서예작품을 전달해 드립니

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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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관련된 표현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존대를 나타내는 접미

사 '님'을 사용하였으나, 대학 총장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접미사 '님

'을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가 40.6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인

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재에서 '교수님'이라는 어휘가 등장

하는 빈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

어 학습자들은 '교수'와 '님'을 하나의 전체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대학 총장의 경우에는 '총장'이라는 어휘가 일부 학습자에게 생소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직위를 나타내는 명사 자체가 존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은 '존대를 나타내는 접미

사'의 개념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교수 과정에서 '존

대어 접미사'의 개념과 대표적인 예시에 대한 제시와 설명을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 접미사는 여러 단어 뒤에 쓰일 수 있어 이러한 교

수의 효과가 매우 생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

研究者: 你为什么写了'교수님'，这里加了接尾词'님'，在'총장님'这里却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황: 并表示校长的姐姐去世了，校长早上去参加完葬礼。(마지막으로

총장님의 누님께서 돌아가셔서 총장님이 아침에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

셨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총장, 교장, 학교

장

총장이 아침에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셨습니다.
40.62%

정답 총장님

총장님께서 아침에 장례

식에 참석하러 가셨습니

다.

59.38%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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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는 '부모'와 관련된 표현에서는 모두 접미사 '님'을 사용하

有加结尾词님呢?

연구자: '교수님'을 말할 때 '님'을 붙였는데 '총장님'을 말할 때는 왜 '

님'을 붙이지 않았어요?

学习者8: 因为'교수님'我们在平常经常用到呀, 但是校长这个词后面一定要

加'님'吗？而且我看韩国的新闻，说到总统的时候，都只说'대통령'，没有'

님'呀。

학습자8: '교수님'이라는 말을 자주 써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적었는데 '

총장님'의 경우라면 '님'을 꼭 붙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뉴

스 기사를 보면 '대통령'이라는 단어처럼 '님'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

지 않아요?

学习者12: 在我学到的课本上，除了老师教授，还有父母客人，这样特别的

名词是有接尾词的，好像没有看到其他的词汇加过接尾词。不管是亲戚名词

后面的，还是职位名词的后面，都不是很常见。

학습자12 : 제가 배운 교재에 의하면 '선생님'과 '교수님', '부모님', '손

님' 등을 빼고 다른 단어가 '님'을 별로 붙이지 않는 것 같은데 가족 명

사나 직위 명사 뒤에 이런 접미사를 붙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님'의 사용 양상-2
상황: 并表示校长的姐姐去世了，校长早上去参加完葬礼。(마지막으로

총장님의 누님께서 돌아가셔서 총장님이 아침에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

셨다고 전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누나
총장의 누나가 돌아가셨습

니다.
70.59%

정답 누님
총장님의 누님께서 돌아가

셨습니다.
29.41%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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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총장님의 누나'를 나타낼 때 높임 어휘인 '누님'을 사용한

학습자는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학습자에게 제3자의 친척을 높이는 의식이 없고, 교수-학습 방법과

교재에서도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친척에 대한 높임 어휘를 다루

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러한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

研究者: 你在这里为什么没有对校长的姐姐使用敬语词称呼呢?

연구자: 왜 여기서 총장의 누나에게 존대어 '누님'을 사용하지 않았어

요?

学习者11: 校长的姐姐好像跟我就没有什么直接的关系了吧？我需要对她的

称呼也需要用敬语形式吗？其实我也不知道姐姐的敬语称呼是什么呀，第一

次听说姐姐也是有敬语形式的。

학습자11 : 총장의 누나는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에게도 높임말을 사용해야 하나요? 사실, 저는 누나와 대응된 높

임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누나'도 존대어가 있는 걸 처음 들었습니

다.

学习者15: 家人之间加结尾词'님'的单词，我学到的不多，不是很清楚。

학습자15: 친척 명사에 '님'을 붙인 단어들은 제가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잘 몰라요.

'-님'의 사용 양상-3
상황: 教授说他有一个在上大学的女儿和一个在工作的儿子，你接着问他

儿子在做什么工作，女儿在学什么吗。(교수님: “대학교에 다니는 딸하고

일하는 아들이 있어요.” 당신은 아드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따님이 무엇

을 전공하시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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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과의 대화에서 교수님의 아들과 딸을 언급할 때, 거의 모든

학습자가 접미사 '-님'을 사용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청자의 친척에

게도 높임 어휘를 사용할 의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형태상

의 오류는 비교적 많았다. '아드님'을 잘못 적은 학습자는 13.04%였

으며, '따님'을 잘못 적은 학습자는 45.83%였다.

<표 3-8: '-분'의 사용 양상>

'교수님의 친구'를 언급할 때, 접미사 '-분'을 사용한 응답자는

28.5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의 사용 양상
상황: 教授说没有什么大碍，打算在学校附近参观一下。你想问教授在

这边有朋友吗？表示如果需要明天可以陪同。(교수님: “이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일은 학교 주변을 돌아보고 싶네요.” 당신은 여기에 지인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만약 있으시다면 내일 같이 구경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친구 친구가 계세요? 71.43%

정답
친구분, 지인

분
친구분이 계세요? 28.57%

다른 표현

오답 아든님, 아들님
아들님이 무슨 일을 하세

요?
13.04%

정답 아드님
아드님이 무슨 일을 하세

요?
86.96%

다른 표현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딸님, 땀님, 귀

딸
딸님이 무엇을 전공하세요? 45.83%

정답 따님 따님이 무엇을 전공하세요? 54.17%
다른 표현



- 98 -

대부분의 학습자는 청자의 친척이 아닌 친구에게 높임 어휘를 사용

할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어에서 '영애

(令爱)', '아드님(公子)' 등의 표현은 비교적 자주 사용하지만 존대할

필요가 있는 상대의 친구를 나타내는 높임 어휘인 '高朋(고붕)'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업이나 교

재에서는 친구에 대한 높임 어휘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친구 분'

을 사용한 응답자는 대부분 한국인 친구나 드라마에서 이러한 표

현을 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수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존대할 필

요가 있는 상대와 관련된 사람에게 높임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기시키고 해당 높임 어휘와 접미사에 대한 교수를 강화시킬 필요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研究者: 为什么你对教授的儿子和女儿的时候都用了敬语词汇，但是对教授的朋

友却没有使用敬语词汇呢? 

연구자 : 왜 앞에서 교수의 아들과 딸에게 존대어 '아드님'과 '따님'을 사용

했지만 여기서 교수의 친구에게는 존대어 '친구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学习者 5: 嗯, 可能是因为，中文里面有对对方儿子女儿的尊称，比如说千金

啊，公子啊。但是一般对于对方的朋友，好像没有类似的敬语词汇啊。所以就没
有意识到需要对教授朋友进行尊敬吧。而且是教授的朋友，跟教授的直接关系并
不很大吧，需要连他的朋友也要一起尊敬吗？还有就是我真的没有听说过'친구분

'这个词啊，也没有学到过。在教材里面只学到过'한국 분'，这个是把'인'换成了

분，而这'친구'这个词没有'인'啊。

학습자 5: 중국어에서도 '아드님', '따님'과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그런지 무

의식적으로 썼어요. 근데 '친구분'과 비슷한 존대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서 교수의 친구에게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

구라면 교수과 직접적인 관계가 그렇게 깊지도 않아 존대어를 사용해야 하

나요? 그리고 저는 친구분이라는 단어를 배우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

재에는 '한국 분'이라는 단어만 배운 적이 있어요. 여기의 '분'으로 원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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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언류 높임법 어휘의 사용 및 인식 양상

3.1 동사

(1) 존대 동사

<표 3-9: '드시다'의 사용 양상>

교수님들께 식사 장소를 안내하는 경우, 관련 존대어를 정확하게

사용한 응답자는 70%,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는 10%, 잘못

된 호응 관계를 사용한 응답자는 2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국 사람의 '사람'을 바꾼 걸 알고 있는데 '친구분'에는 '사람'과 같은 요소가 

없는데요.

学习者 2: 我没有学到过，但是在电视剧里啊，或者是跟韩国朋友的对话里面，

就经常听到过这样的说法。

학습자 2 : 저는 그것을 배운 적이 없는데 드라마나 한국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 중에 종종 들었어요.

'드시다'의 사용 양상
到了午饭时间, 你需要邀请教授们去餐厅用午餐。(점심시간에 교수님들

께서 학교 식당에 가셔서 점심을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의 사용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식사를 먹다,

식사를 하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드세요. 30.00%

정답
식사하시다, 점

심을 드시다
식당에 가서 점심을 드세요. 70.00%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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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존대어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 중

일부는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었고, 대부분은 '식

사하다'의 어휘 자체가 이미 '밥 먹다'의 존대어이므로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으)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 이

유는 교재에서 '식사하다'를 '드시다', '잡수시다'와 같이 '밥 먹다'

의 존대어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잘못된 호응 관계로 존대어를 사용한 응답자도 있다. 이들

은 주로 '식사드시다'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식사'가 한자어이

므로 기억하기 쉽고, '드시다'를 동사 '먹다'의 높임 어휘로 생각하

여 이 두 개의 어휘를 함께 사용한 것이었다.

<인터뷰>

研究者: 在这里，你为什么没有给'식사하다'的加'-시'呢？

연구자: 여기서 '식사하다'에다가 왜 '-(으)시'를 붙이지 않았어요?

学习者7: 我记得老师好像讲过，'식사하다'也是'법을 먹다'的敬语，和'드

시다', '잡구시다'一样, 就没有想到也需要给这个加'시'吧。

학습자7: 저는 '식사하다'도 '법을 먹다'의 존경 표현이라고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식사하다'는 '드시다', '잡수시다'와 비슷하다고 생각

해서 '-(으)시'를 안 붙였어요.

研究者: 你在这里使用了 '식사를 드시다'，这个的用法是不对的，要么是'

식사하시다'，要么是'진지를 드시다'或者'진지를 잡수시다'。你为什么会

这样写呢?

연구자: '식사를 드시다'라는 표현이 옳지 않아요, '식사하시다'라든지 '

진지를 드시다'라든지 또는 '진지를 잡수시다'라든지 다 쓸 수 있는데

왜 이 표현을 썼어요?

学习者3: 是因为这个'식사'是汉字词，所以比较好记忆吧。老师说了以后很

容易就记下来了，把它当作了饭的敬语词，所以在选择的时候就会选择一个

较简单的吧。而且'잡수시다', '드시다'来说，'드시다'是比较容易和简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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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계시다'의 사용 양상>

교수님께서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서, 정확하게 '있으시다'를 사용한 응답자는 73.33%로 나타났으나, '

오다'의 표현과 함께 총장님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의 경우,

정확한 높임 어휘인 '오고 계시다'를 사용한 학습자는 55.56%, '오

고 계시다'의 잘못된 형태인 '오시고 있다'를 사용한 학습자는

的。所以这两个词记得比较深刻，在使用的时候就把它搭配起来了。

학습자 3: '식사'는 한자어라서 그런지 기억하기가 쉬워요. 수업에서 배

운 후에 '밥'의 존대어로 기억해 놓았고 그래서 말할 때도 습관적으로

이런 쉬운 표현을 먼저 선택해서 사용했어요. '드시다'도 같은 이유로

자주 써 왔는데 둘이 같이 썼어요.

'계시다'의 사용 양상
상황: 校长正在过来，请大家稍等。(총장님이 지금 오고 계시니 조금

기다리시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오고 있으시

다, 오시고

있다

오고 있으세요.

오시고 있어요.
44.44%

정답 오고 계시다. 오고 계세요. 55.56%
다른 표현
상황: 为了明天的活动安排，你想问教授有没有运动鞋，会参加明天的登

山活动吗？(내일의 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당신은 교수님께서 운동화를

가지고 계시는지, 내일 등산에 참여하실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당신은 다

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계시다.

있다
혹시 운동화가 계세요? 26.66%

정답 있으시다 혹시 운동화가 있으세요? 73.33%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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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있다'의 높임 어휘에 대한 사용

의식은 있으나, '있다'의 높임 어휘가 다른 용어와 결합된 경우에는

그 정확한 형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사

후 인터뷰 결과에서 그 원인은 교재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

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표현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의 다른 존대 동사의 정답률은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부분의 학습자가 이러한 존대 어휘를 사용하는 데에 문

제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2) 겸양 동사

<표 3-11: '여쭈다/여쭙다'의 사용 양상>

<인터뷰>

学习者3: 对人要用'계시다'的，对人的所有物要用'있으시다'的区别，还是知

道的。但是对于他的结合型，到底要用哪个就有点不太清楚了，教材上好像

也很少这样的内容。

학습자3: 대상은 사람이라면 '계시다'를 쓰고 대상은 사람의 소유물이라

면 '있으시다'를 쓰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두 단어와 다른 문

법 요소의 결합형은 좀 애매해요. 교재에 이런 내용도 거의 없어요.

'여쭈다/여쭙다'의 사용 양상
상황: 你想申请首尔大学研究生，你想说不知道可不可以请教一下教授。

(당신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하고 싶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

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의 사용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묻다 좀 물어봐도 되나요? 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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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한국의 대학원 입학 상황을 묻는 경우에 겸양어를 사용

하지 않은 학습자는 32.73%로 나타났다. 또한 4.54%의 학습자는 '

여쭈다/여쭙다'라는 어휘를 알지 못해 '가르침을 청하다(请教)'와 같

은 중국식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여쭈다/여쭙다'를 정확하게 사용한

학습자는 약 39.73%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묻다'의 겸양어인 '여쭈다/여쭙다'의 잘못된 형태를 사

용한 학습자는 25%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쫴봐도', '여져봐도',

'예줘봐도', '여쭙봐도', '여줘보겠다' 등의 형태 오류가 있었다. '여

쭈다/여쭙다'는 교재에서 나타나는 빈도가 높지 않으며, 두 가지 형

태가 있어 형태적인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여쭙다' 같

은 경우에는 'ㅂ'불규칙의 용언 활용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를 어려워하는 학습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 과정에

서 다양한 맥락을 통해 '여쭈다/여쭙다'의 예문을 충분히 제시할 필

요가 있으며, 용언 활용의 형태 변화 연습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

研究者: 你为什么把这个词写错了呢？是因为没有学过吗？

연구자: 이 단어를 왜 잘못 썼어요? 안 배웠어요?

가르침을 청하

다
가르침을 청하고 싶어요. 4.54%

정답

여쭤보겠다

여쭈워보겠다

여쭈워봐도

여쭈워봐도

말씀을 여쭤보겠다

여쭈워보겠다
39.73%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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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의 겸양어인 '뵈다/뵙다'의 사용에 대한 정답률은 거의

100%로, '데리다'의 겸양어인 '모시다'의 사용에 대한 정답률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겸양어의 사용에 있어 학습자

는 거의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3.2 형용사

<표 3-12: '편찮다'의 사용 양상>

学习者3: 对长辈请教要用여쭙다的这个东西还是知道的。但是，平常应该

是说的比较多，但是写出来的情况很少，教材也很少出现这样的例句。所以

我是大致知道这个单词的发音，但是具体怎么写，我没有很明确的印象，所

以才会写错了。

학습자3 : 저는 웃어른에게 '여쭙다'라는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 걸 알

고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말할 때 많이 쓰지만 글에 쓰는 경우는 매

우 적어요, 교재에서도 이런 예문을 많이 보지 못했고요. 이 단어의 발

음을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적는지 잘 몰라서 잘못 적었습니

다.

'편찮다'의 사용 양상
상황: 教授说他的腿前几天受伤了，可能不能参加明天的登山活动。你想

问他现在腿还疼吗。(교수님: “며칠 전에 다리를 다쳐서 내일 등산에 못

갈 것 같네요.” 당신은 교수님께서 아직도 아프신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의 사용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편찮으시다 다리가 아직 편찮으세요? 35.00%

아프다 다리가 아직 아파요? 15%

정답 아프시다 다리가 아직 아프세요? 50.00%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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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교수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에서, 몸 전

체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묻는 표현인 '편찮다'를 사용한 학습자는

35%,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으)시'를 사용하지 않고 '아프다'만

사용한 학습자는 15%, 높임 상대에게 신체의 일부분에 대한 건강

상태에 대해 묻는 표현인 '아프다'의 존대어인 '아프시다'를 정확하

게 사용한 학습자는 50%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전체와 부분에

대한 존대어를 잘 구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

뷰에서 이 점이 다시 확인되었으며, 그 이유는 교재에서 이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학습자는 주장하였다.

4. 높임법 어휘 중 조사의 사용 및 인식 양상

<표 3-13: '께'의 사용 양상>

<인터뷰>

研究者: 你在这里为什么，用'편찮다'而不是'아프다'呢?

연구자: 왜 여기서 '아프다'가 아니고 '편찮다'를 썼어요?

学习者6: 书上写的是一些动词的敬语形式，有特殊的词。'아프다'的的话

就是'편찮다', 我当时就那么记住了，所以就这么写的，我不知道这个有什

么问题。像你说的身体的一部分，还是指整个人，这种区分我没有学到过。

학습자6: 교재에서 이런 특수한 용언들은 대응된 존대어가 따로 있다는

내용을 좀 배웠는데요. 얘기하신 신체의 부분에 대한 건지 아니면 사람

전체에 대한 건지 이 문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편찮으

세요?'라고 썼어요.

'께'의 사용 양상
상황: 并表示代表学校，向贵校赠送一幅校长亲自写的书法作品。

(이어 학교를 대표하여 총장님께서 직접 쓰신 서예작품을 전달해 드

립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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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들께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 90% 이상의 학습자가 '에게'의

높임 어휘인 '께'를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님들

의 소속 학교에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의 학습자가 '

에게'의 높임 어휘인 '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용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께'가 '에게'의 존대어라는 점은 알고 있으나,

'에'와 '에게'의 사용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에 대한 사후 인터뷰에서 이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수 과

정에서 존대어의 정확한 의미 제시와 함께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학습자들에게 노출시키고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研究者: 在赠送给教授礼物的时候，你使用了'께'这样的一个正确的用法，

但是对对方学校赠送礼物的时候，为什么也用到'께'呢？

연구자: 교수님께 선물을 드릴 때 '께'를 올바르게 사용했는데 상대방

학교에 선물을 드릴 때는 왜 또 '께'를 사용했어요?

学习者9: 因为'께'不是'에게'的尊敬词吗？我觉得对于对方学校也是需要尊

敬的。

학습자9: '께'는 원래 '에게'의 존대어죠. 상대방 학교에도 존대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研究者: 可是对方学校是一个事物，而不是一个人。 

연구자: 그런데 학교는 기관인데 사람이 아닌데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휘의 사용 학습자 응답 예시 백분율

오답
귀교께 귀교께 드리겠습니다. 28.72%

귀교에게 귀교에게 드리겠습니다. 28.72%

정답 귀교에 귀교에 드리겠습니다. 42.86%

다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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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휘적 높임법 사용의 오류 원인

제2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중간언어적 성격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결과이다. 김효진(2009:7), 이정희(2005:336) 등을 참

조하여 주요 논자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표 3-14: 오류 원인>

学习者9: 啊，那是我记错了，我只记住了'께'的尊敬的含义，忽略了它的

使用范围。

학습자9: 그러네요. '께'가 존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만 기억했고 정확한

사용 범위를 깜빡했네요.

연구 원인

Richards

(1972)

① 간섭

② 과잉 일반화

③ 언어 수행상의 오류

④ 교사에 의해서 유추된 오류

⑤ 과도기적인 언어능력상의 오류

⑥ 의사소통과 동화전략에 기인된 오류

Selinker

(1974)

① 모국어

② 교육과정

③ 교육 자료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

④ 모국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

자의 접근

⑤ 목표어 규칙의 과잉 일반화

Taylor

(1975)

① 과잉 일반화 오류

② 전이 오류

③ 번역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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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2002: 53)에서는 오류를 원인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오류를

크게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 언어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로 나누었다. 모국어 영향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의

경우는 모국어 체계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언어 간 전

이에 따른 오류로 볼 수 있다. 반면 목표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는 언어내적 전이라고 볼 수 있

다. 교육 과정이나 교사, 교재에 의하여 발생한 오류는 외적 요인에

의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오류 원인을 언어 간의 전이, 언어 내적 전이, 교육 과정상

의 원인과 학습자 전략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5.1. 언어 간의 전이

언어 간 간섭은 언어 간 범주의 차이와 구조 규칙 의미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 허용(2005:37)에 따르면 이러한 간섭은 배제적

(preclusive)이거나 침입적(intrusive)인데, 배제적 간섭은 모국어에

없는 요소로 인하여 일어나는 간섭이고 침입적 간섭은 모국어에 있

는 어떠한 현상이 학습 대상 언어의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다.

④ 출처가 애매한 오류

⑤ 고려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오류

Brown

(1980)

① 언어 간 전이-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

② 언어 내 전이

③ 학습의 장

④ 의사소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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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제적 간섭

배제적 간섭은 모국어에 없는 요소가 제2언어에 존재하여 제2언어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제2장에서 한-중의 어휘적 높임법을 대

조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및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현대 중국어에 매칭되는 어휘가 없는 한

국어 높임법 어휘의 오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5: 배제적 간섭 오류 양상>

'말'의 겸양어 '말씀', 끼니로 먹는 음식의 존대어 '진지', '우리'

의 겸양어 '저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높임을 나타내는 의존형태

'-님'과 '-분', '있다'의 존대어 '계시다', '자다'의 존대어 '주무시다

',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와 '-께서'는 현대 중국어에 없기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들 어휘를 사용하는 의식이 약하여 일상생활

에서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속 학교를 겸손하게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

84.21%의 응답자가 '우리 학교'를 사용한 반면, 15.79%의 응답자만

이 '저희 학교'를 사용하였다.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많은 응답자가

'저희 학교'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모국어의 배제적 간섭을 꼽았

다. 즉 현대 중국어에 '우리'를 이르는 말인 '我们(아문)'은 겸양어

어휘 오답률

말씀 33.33%

진지 31.05%

-님 40.62%(총장님), 70.59%(누님)

-분 71.43%

저희 84.21%

계시다 26.66%, 44.44%(결합형태) 

께서 69.93%

께 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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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어 한국어를 구사할 때 '저희'를 사용하는 의식이 약하다고 하

였다.

'교수님의 친구'를 언급할 때, 접미사 '-분'을 사용한 응답자는

28.5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청자의 친척이 아닌 친구에게 높임 어휘를 사용

할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어에서 '영애

(令爱)', '아드님(公子)' 등의 표현은 비교적 자주 사용하지만 존대할

필요가 있는 상대의 친구를 나타내는 높임 어휘인 '高朋(고붕)'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에 있다.

<인터뷰>

研究者: 为什么你对教授的儿子和女儿的时候都用了敬语词汇，但是对教授

的朋友却没有使用敬语词汇呢?

연구자 : 왜 앞에서 교수의 아들과 딸에게 존대어 '아드님'과 '따님'을

사용했지만 여기서 교수의 친구에게는 존대어 '친구분'을 사용하지 않았

어요?

学习者 5: 嗯, 可能是因为，中文里面有对对方儿子女儿的尊称，比如说千

金啊，公子啊。但是一般对于对方的朋友，好像没有类似的敬语词汇啊。所

以就没有意识到需要对教授朋友进行尊敬吧。

학습자 5: 중국어에서도 '아드님', '따님'과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그런

지 무의식적으로 썼어요. 근데 '친구분'과 비슷한 존대어가 없는 것 같

아요. 그래서 교수의 친구에게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어

요.

또한 자신의 대학 총장을 언급하는 경우에 40.62%의 응답자들이

'총장'에 '님'을 붙이지 않았다. 그 원인은 '총장'이라는 어휘가 일

부 학습자에게 생소한 것일 뿐 아니라 중국어에서는 직위를 나타내

는 명사 자체가 존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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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존대를 나타내는 접미사'의 개념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

다는 것이다. '께서'와 '께'도 마찬가지다. 한국어는 높임을 나타내

는 조사가 있지만 중국어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의 조사가 없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조사 학습을 어려워하고 발화할

때 '께서'와 '께'를 생략하거나 혼동하여 생기는 오류가 많다.

(2) 침입적 간섭

침입적 간섭은 어떤 요소가 모국어와 목표어에 다 존재하지만 그

쓰임에 차이가 있는 경우, 모국어에서의 쓰임새를 목표어에 그대로

적용하여 목표어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경우이다. 침입적 간섭이 일이

날 수 있는 높임법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6: 침입적 간섭>

한국어 높임법 어휘 현대 중국어 높임법 어휘

생신: '생일'의 존대어

大壽(대수): 50세 이상 노인들의 매 10주년

생일을 높이는 말

誕辰(탄신): 죽은 사람의 생일을 높이는 말

華誕(화탄): 창립 기념일을 높이는 말

生辰八字(생신팔자): 사주팔자

씨: 대체로 동료나 아랫

사람에게 쓴다.

先生(선생), 女士(여사): 윗사람이나 동료에

게 쓴다.

당신(2인청 대명사): '당

신'은 부부 사이나 문어

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

르는 2인칭 대명사이며

하오할 자리에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

您(니): 2인청 존대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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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여쭈다/여쭙다'로 말하는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

말씀을'을 누락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모국어의 침입적 간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는 직위를 나타내는 명사 자체가 존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일부 중국인 학습자들이 '총장님' 대신 '총장

'을 쓰는 것은 침입적 간섭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5.2. 언어 내적 전이

목표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는 목표어 규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목표어의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여 일어나는 과잉 적용의 오류와 학

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 규칙을 불완전하게 적용시켜

일어나는 불완전 적용의 오류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목

표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는 일반적인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 일어

나게 되므로 발달 오류라고도 할 수 있다(이정희 2002: 189).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어휘적 높임법의 언어 내적 전이에 기인한 오류를

과잉 일반화와 불완전 적용으로 나누었다.

(1) 과잉 일반화

학습자는 목표어의 규칙을 과잉 일반화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면서 맞서 싸울 때 상대

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

칭 대명사이기도 한다.
귀사(貴社) 貴公司(귀공사), 貴司(귀사)
여쭈다, 여쭙다: 말씀을

여쭈다/여쭙다고 쓸 수

있다.

請敎(청교): '말'을 이르는 話(화)와 결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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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적 높임법 관련 과잉 일반화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 표현으로

는 '진지', '편찮다', '께'의 오용을 들 수 있다. 교수님께 식사를 더

하실지를 묻는 경우에 약 30%의 응답자가 '진지'라는 어휘를 사용

하였다. '진지'는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은 끼니로 먹는 음식의 존대

어이며, 한 가지 구체적인 음식물에 대한 존대어는 아니다. 응답자

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 '진지'를 단순히 '밥'의 존대어로 생각

하여 과잉 일반화하여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선 논의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한 바 있다.

교수님께 다리가 불편하신지를 여쭐 때, 어떤 사람의 전반적인 건

강 상태에 대해 말할 때 쓰이는 '편찮다'를 사용한 학습자는 35%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전체와 부분에 대한 존대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에서 이 점이 다시

확인되었으며, '편찮다'가 '아프다'의 존대어인 규칙을 과일 일반화

한 예로 볼 수 있다.

교수님들께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 90% 이상의 학습자가 '에게'

의 높임 어휘인 '께'를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수님

들의 소속 학교에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의 학습자가

역시 '에게'의 높임 어휘인 '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용은 대부분의 학습자가 '께'가 '에게'의 존대어라는 점을 사물에

쓰이는 '에'까지 과잉 일반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논의

를 통해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에서 이 점이 다시 확인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2) 불완전 적용

학습자가 목표어의 규칙을 불완전하게 적용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어휘적 높임법에 관한 불완전 적용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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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다'의 오류를 들 수 있다. 총장님이 오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

는 경우에, 정확하게 '오고 계시다'를 사용한 학습자는 55.56%, '오

고 계시다'의 잘못된 형태인 '오시고 있다'나 '오고 있으시다'를 사

용한 학습자는 44.44%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있다'의 존대어

에 대한 사용 의식은 있으나, '있다'의 존대어가 다른 용어와 결합

된 경우에는 그 정확한 형태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는 '계시다'가 다른 용어와 결합된 경우에 그 정확한 규칙

을 잘 몰라서 불완전하게 적용하여 범한 오류로 볼 수 있다.

5.3. 학습자 전략 요인

제2언어 학습자는 학습 상황이나 의사소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

끌기 위해 해당 어휘를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표현하거나

(paraphrasing), 새로운 어휘를 만들거나(coinage), 모국어를 목표어

요소와 결합시킨 코드전환(code-switching) 등의 전략적 방법을 택

함으로써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오류에서 학습자 전략에

기인한 몇몇 오류를 발견하였다. 가령 '귀교'에 관련된 오류를 예로

들 수 있다. 상대 학교에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 '귀교'라는 정확

한 존대어를 사용한 학습자는 61.53%, 신조어 전략과 풀어쓰기 전략

으로 '귀학', '당신 학교'와 같은 잘못된 존대어를 사용한 학습자는

38.57%로 나타났다. 어떤 학습자는 '귀교'란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접두사 '귀'를 '대학교'를 구성하는 각 형태소와 임의로 조합하여 '

귀학'과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어떤 학습자는

'귀교'의 뜻을 '당신 학교'로 풀어 표현하였음을 앞선 논의를 통해

살폈다.

이 경우, 한국어에서 존대를 나타내는 접두사가 중국어와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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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만 존대를 나타내는 접두사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와 사

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귀교'와 같이 모국어에 완전히 일치한

어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학습자가 목표어를 학습할 때 목표어의

해당 표현을 접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 맥락에서 실제로 사용할 때

학습자 전략에 기인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5.4. 교육 과정상의 원인

위에서 언어 간 전이, 언어 내적 전이와 학습자 전략 요인에 기인

한 오류를 살펴보았다. 이외에 교재 및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오

류도 적지 않다.

(1) 교육 자료에 의한 오류

제2장의 4절에서 이미 분석한 것과 같이 한국어 교재는 어휘적 높

임법에 관련된 용어, 어휘 수록, 뜻풀이, 예문과 문화 소개 등에 문

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학습자가 오

류를 범한다는 점이 본 장의 오류 양상 및 인식 분석을 통해 확인

되었다.

예를 들어, 학교를 방문한 교수님들께 총장님을 대신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경우에, 약 1/3의 응답자가 '말'의 겸양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교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때 거

의 모든 응답자가 존대어 '말씀'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

든 응답자가 '말'의 존대어가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모든

응답자가 '말'의 겸양어도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말'의 겸양어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는 주로 자신의 말에

존대의 뜻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며 '말'의 겸양어도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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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을 못 배운다고 답하였다. <한국어(민족출판사)>에서의 '

말씀'의 뜻풀이와 예문 제시 양상을 살펴보면 '말'의 존대어 '말씀'

을 수록하지만 '말'의 겸양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

것은 교육 자료에 의한 오류이다. 따라서 '말'의 존대어와 겸양어가

모두 '말씀'이라는 점은 특수한 상황이므로 교육 자료에서 이를 설

명하여 학습자의 오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

교수님께 식사를 더 하실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서는 약

30%의 응답자가 '진지'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진지'는 아침, 점

심, 저녁과 같은 끼니로 먹는 음식의 존대어이며, 한 가지 구체적인

음식물에 대한 존대어가 아니다. 응답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

오류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

유를 알아보았는데, 오류를 범한 대부분 응답자는 교재에서 '밥'의

존대어는 '진지'라고만 설명했고 두 어휘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았다

고 대답하였다. 또한 '진지'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는 두

어휘의 의미 차이를 알기 때문이 아니고, '진지'가 '밥'의 존대어인

<인터뷰>

研究者: 你是这样想的啊，你知道'말씀'的自谦词是什么吗？

연구자: 그렇게 생각했군요. '말씀'의 겸양어가 무엇인지 알아요?

学习者2: 没有听说过，这个还有自谦的词吗？

학습자2: 겸양어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研究者: 有的，也是'말씀'。所以在自我谦虚的时候也要使用'말씀'。 

연구자: 예, 이 단어의 겸양어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겸손을 표현할 경

우 '말씀'을 사용해야 해요.

学习者2: 它的敬语和谦语都是'말씀'吗？我第一次听说这样。书上没有出现

过，老师也没有说过。 

학습자 2 : 존대어와 겸양어가 다 '말씀'이군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교

재에서 이런 내용이 없고 선생님도 이것을 안 가르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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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육 자료에서 '진지'와 '밥'

의 의미 차이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귀교'의 사용 양상과 관련한 오류에 대한 사후 인터뷰에서 많은

응답자는 교재에 존대를 나타내는 접두사에 대한 소개가 없는 것이

이러한 오류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업이나 교재에

서는 친구에 대한 높임 어휘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친구분'을 사

용한 응답자는 대부분 한국인 친구에게나 드라마에서 그런 표현을

들었다고 하였다.

2장의 교재 분석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높임법 어휘의 수록, 뜻

풀이, 예문, 문화 소개 등은 현행 교재가 소홀하던 내용이다. 이런

원인이 기인한 오류를 감소하기 위하여 교재의 불완전한 점을 보강

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적절한 학

습 자료를 활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말'의 겸양어 '말씀', 접두사

'-귀' 등의 오류는 사실 학습 자료가 이들 어휘의 문법 기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반영한다. 이에 어휘적 높임법을 활용하여 의사소

통하는 능력의 신장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문법 기능에 초점을 맞춰

야 한다.

(2) 교수 방법에 의한 오류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교재 내 본문 암기하기를 중시하고, 실

제 발화 상황에서의 연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가 있

다. 한국어 어휘 교육은 주로 단어 암기, 받아쓰기, 일부 단어에 대

한 의미와 용법 설명과 단문 짓기 훈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교수는 어휘적 높임법을

언급하기는 하나 보다 체계적인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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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화 상황을 설정하여 학습자들이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높임법 어휘의 학습

이 주로 단어 암기나 받아쓰기 활동에 그치고 있으며, 의미와 용법

의 설명을 통해 실제 사용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가령, 교수님들께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90% 이상의 학습자

가 '에게'의 높임 어휘인 '께'를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교수님들의 소속 학교에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의

학습자는 역시 '에게'의 높임 어휘인 '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오용은 대부분 학습자가 '께'가 '에게'의 존대어라는 점

은 알고 있지만 '에'와 '에게'의 사용 대상을 구분하지 못함을 의미

한다.

또한 교수님께 자녀가 몇 명 있는지를 여쭈는 경우에 '분'을 사용

한 응답자는 20%로, '명'을 사용한 응답자는 66.66%로, 단위 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는 13.3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의 높임 어휘인 '분'을 배우기는 하였으

나, 대부분 학습자는 '분'에 대한 사용 의식이 높지 않았다.

이들 어휘는 학습자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배웠으나, 실제 의사소

통 상황에서는 오류가 많은 어휘이다. 교육 자료의 문제도 있지만

이들 어휘를 교육하는 방법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학습자는 '께'가 '에게'의 존대어이고 단위 명사 '분'이

'명'의 존대어인 것을 알고 있으나, 많은 학습자들이 실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때 사용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존대어를 쓰지

않아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교수-학습 과정에서 맥

락을 고려하지 않은 암기식 교육 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어휘의 문법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해시킴

으로써,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에서 실제 담화 참여자들에게 용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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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사용'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초급 단계의 교재에서 이미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을 간단하게 제

시하고는 있으나,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한 제한적인 설명 방

식을 택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제시 방식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

어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중·고급 단계에서 어휘적 높임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자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예

를 들면, 높임법 어휘의 의미와 용법 설명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실

제 발화 상황을 설정하여 어휘적 높임법을 연습시키는 방식을 취하

게 되면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학습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사용 맥락에 따른 특정 언어의 의미와

기능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언어 형태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 및 실제 발화 상황을 설정하여 어휘적

높임법을 연습시키는 역할극 놀이 교수법을 어휘적 높임법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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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의 실제

앞선 논의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을 적절히 사용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또한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

내용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들 한계점을

극복함으로써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어휘적 높임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

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중·고급 단계19)에서 어휘적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자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기존 한국어 교재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초급 수준의 교재에서 공손성 함양을

위한 어휘적 높임표현을 간단하게 제시하고는 있으나, 초급의 학습

자 수준을 고려한 제한적인 설명 방식을 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의미 제시와 용법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문

법적 높임법 학습을 위한 내용은 고급 단계로 갈수록 비교적 체계

적으로 제시되어 학습자가 문법적 높임의 의미와 체계를 잘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과는 달리, 어휘적 높임법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특정 어휘의 제시에만 집중되어 있다. 한국

어 교재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 한국

어 교사의 보다 세심한 교수-학습 방법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중·고급 단계에 이

르기까지 어휘적 높임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자에게 반복적

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19) 중국 현지 대학교의 경우, 통합 교재인 <한국어>(민족출판사) 4권을 배운

3학년 학습자에게 어휘적 높임법의 체계적인 정리·복습 수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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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 내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어휘적 높임법의 용어를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 본고의 제2장에서 높임 어휘의 용어 문제를 살펴

보았듯,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용어의 사용 방식은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중국 현지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어휘적 높임법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용어를 일치시

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본 장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교육현장에

서의 교육 현황과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용어를 참고하여 아래의

표와 같은 용어를 제안한다.

<표 4-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의 용어 제안>

셋째, 중국인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을 내면화하고 실제 의사소

통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실제적이고 명확하

게 어휘적 높임의 자질과 뜻풀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적 높임법 제

시 방식의 문제점도 두드러지며, 존대와 겸양의 자질을 가진 어휘

목록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중국인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실제 사용에로 나아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

어 보인다. 따라서 어휘 의미역의 정확하고 적확한 제시를 위해 어

휘적 높임법 기술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인 학습자가 다양한 의사소통 맥락에 따라 어휘적 높임

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을 화-청

자 간 관계 설정과 함께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학습자가 연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교육은 이해뿐만 아

니라 표현 차원에서도 중요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실제 발화 상황을

어휘적 높임법 词汇敬语法
높임법 어휘 敬语法词汇
존재어 敬语
겸양어 谦语



- 122 -

설정하여 어휘적 높임법을 연습시키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학습자

가 어휘적 높임법을 더욱 정확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어휘적 높임법 학습 목록을 바탕으로 중

-고급 단계를 위한 체계적인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 방안에 대

해 논하고자 한다.

1.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 및 어휘적 높임법

교육 마련을 위한 고려 사항

구본관(2017)에서 한국어 문법의 내용은 한국어 문법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문법 교육 내용의 근거를 마

련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4-2: 한국어 문법 교육의 특수성과 문법 교육 고려 사항>

한국어 문법 교육의 특수성
문법 교육 마련을 위한 고려

사항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한국

어 이외의 모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조 언어학적 접근이 교

육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대체

로 성인이다. 따라서 이미 모어

문법을 배운 경험이 있으며, 인지

적으로 성숙해 있다.

따라서 품사 개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명시적

인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다양

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

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어(말하기, 듣기), 문어

(읽기, 쓰기)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

다.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개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환경이 고려되 따라서 담화상의 맥락을 제공하



- 123 -

이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중국 현지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

법 교육을 마련하는 데에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고려

하여,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과 고려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

다.

1.1 중국 내 한국어 교육 목표 및 요구의 특수성

성공적인 외국어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먼저 교수-학습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누구인지,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은 어떠한지, 어떤 교재를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유

동적이다. 우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교육부 대학교 외국어 전공 교육 지도위원회 비통용 어종 분

위원회에서는 중국 내 외국어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의 정책에 따라 2009년 5월에 高等學校本科外語專業規範(이하 '학

과규범'으로 약칭하기로 함)을 내놓는다. 뒤를 이어 2011년 9월에는

普通高等學校外語非通用語種本科專業介紹(이하 '학과소개'로 약칭

하기로 함)를 내놓았다.

이 '학과소개'에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49개 어종의 외국어 학과에

대한 소개가 망라되어 있는데 각 학과의 소개는 통일적으로 '專業代

碼(전공 번호)，專業名稱(전공 명칭), 語種介紹(어종 소개)，培養目

標(교육 목표)，培養要求(교육 요구)，主幹學科(주건 학과)，核心課

어야 한다. 한국에서 학습하는 경

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 자연스러운 한국어 사용을 도

울 수 있는 교육 내용 마련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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程(핵심 과정)，主要實踐性敎學環節(실천성 교육 단계), 修業年限(수

업 연한)，授與學位(학위 수여)' 등 10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목표'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중국에서의 한국

어 교육의 목표와 그 과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표 4-3: 학과규범(2009)과 학과소개(2011)에서의 교육 목표>

교육 목표

학과소

개

(2011)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번역 기능을 갖추고

대상 국가 및 구역의 언어, 문학,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등 상관된 지식을 가지며 외교, 대외 무역, 문

화 교류, 신문 출판, 교육, 연구 등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제적 시야를 가진 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本專業培養具備紮實的朝鮮語聽、說、讀、寫、譯基本技

能，掌握對象國和地區語言、文學、曆史、政治、經濟、文

化、宗教、社會等相關知識，能從事外交、外經貿、文化交

流、新聞出版、教育、科研等工作的德才兼備、具有國際視

野的複合型人才。)

학과규

범

(2009)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번역 기능을 갖추어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대상 국가 및 구역의

문학,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상관된 지식을 활용하여

다문화적 교제 능력을 갖추며 외교, 국제 문화 교류, 기

업 운영, 신문 출판, 외국어 교육 등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高等学校外语非通用语种类专业培养学生掌握一种有着较

强的听、说、读、写、译等语言技能的语种（简称专业外

语），能够熟练地运用专业外语，掌握专业外语对象国（或

地区）的文学、历史、文化、政治、经济等方面的基础知

识，具有较强的跨文化交际能力，能够胜任外交、国际文化

交流、涉外企业管理、新闻出版和外语教学等领域要求的专

门人才；或者具有扎实的专业基础，在本专业领域或相关学

科继续深造的专门人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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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의 언어 기능에 대한 요구의 특수성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생들

의 언어 기능에 대한 요구에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흔히 언급되는 언어 기능이다. 그러나 학과소개(2011)

와 학과규범(2009)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

외에 통번역 기능을 단독적으로 제시하며 외교, 문화 교류 등 통번

역 기능을 활용해야 하는 직업 종사자로서의 능력을 강조하였다.

한국에서 대학 부설 기관의 어학당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기관은

학습자가 능숙하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

적이 있는가 하면, 중국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에 더해 한-중

간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정확하고 유창하게 통번역

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도 중요한 교육 목표로 간주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중 혹은 중-한 통번역 능력을 신장하려면 양

언어 간의 대조를 통하여 양 언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

도록 해야 한다. 구본관(201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를 배우

는 학습자는 한국어 이외의 모어를 가지고 있다. 목표 언어의 교수-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 언어를 함께 비교하는 교수-학

습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대조 언어학적 접근 방

법이 한국어 교육을 위한 수단이자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에 중국 현지에 있는 학습자에게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교수

-학습할 때,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중 언어 간 어휘적 높임법의 대조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한-중 언어 간 어휘적 높임법의 대조는 언어

의 형태, 의미, 기능, 용법 및 언어 사용의 구체적 상황 맥락 등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과 관련한 통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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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능력을 신장하도록 해야 한다.

(2) 학습자의 다문화 이해에 대한 요구의 특수성

학과규범(2009)에서는 학습자의 '다문화 교제 능력'을 강조하는가

하면 학과소개(2011)에서는 특히 '다문화 교제 능력의 함양'을 중요

한 교육 원칙으로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문화 차이에 대한 응대 능

력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교제 능력의 함양을 중시해야 한다. 한국어 수업의 교수-학습 중

에 학습자가 문화 차이에 대한 민감력, 포용력과 문화 차이를 처리하는 용

통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注重培养跨文化交际能力。在专业课程的

教学中要注重培养学生对文化差异的敏感性、宽容性以及处理文化差异

的灵活性。)

한국에서 대학 부설 기관의 어학당을 비롯한 한국어 교육 기관은

학습자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 목적을 두는 반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가 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포용하며 용통성 있게 문화 차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강조한다.

즉, 개인적 적응뿐 아니라 양국 간의 교류 다리 역할을 하는 지점에

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에 양국의 문화 대조를 통한 문화 차이의

인식에서 나아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지평을 넓혀나가는 태도

함양 또한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수한 요구라 볼 수 있다. 한국

어 어휘적 높임법은 주로 존대어와 겸양어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만

높임법 어휘의 용법 자체는 문법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런

교육 내용은 어휘 교육이기도 하고 문법 교육이기도 하며, 더 나아

가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문화 교육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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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관(2017: 45)에서는 어휘를 통한 문화 교육의 의의를 제시하

여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법 교육을 어휘 교육이나 문화 교육과 굳

이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주지하듯이 언어(문

법)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언어(문법)는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문화(사회문화적 맥락)는 언어(문법)가 구성되기

위한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수업에서 문법교육은 문화

교육과 같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육에서 어휘를 교수-학습하면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예: 호칭어 문화) 있으면 문화 교육과

함께 어우러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교

육은 문법 교육만을 따로 교수-학습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1.2 중국 내 한국어 교수-학습용 언어의 특수성

교수-학습을 위한 언어 선택의 문제는 교사가 어떤 언어로 수업

을 진행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김병운(1999)에서는 중국에서의 한국

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

는데,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5)

<표 4-4: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수-학습용 언어>

교수-학습

용 언어
적용 상황 이유

L1: 중국어

교사는 학생들의 모국어

인 중국어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모국어 사용을

허용한다. 이것은 주로

저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

처음으로 한국어를 접하거

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

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국어로만 해석하면 잘 알

아듣지 못하거나 전혀 알

아듣지 못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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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당을 비롯한 한국 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사는 거의 모두 한국인이며, 수강하는 한국어 학습자도 여러 국가

에서 온 사람이라 각자의 모국어는 다르다. 이에 한국 내 한국어 교

육현장에서의 교수-학습용 언어는 한국어일 수밖에 없다.

한국어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장점도 있으며, 교사

와 학습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돕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취하

그러므로 중국어로 해석하

면 학생들의 이해력을 도

울 수 있을 뿐더러 학생들

의 한국어 학습 의욕도 불

러 일으킬 수 있다.

L1+L2: 중

국어+한국

어

한국어와 중국어 두 가

지 언어로 진행하되 학

생들은 가능한 모국어를

피하여 한국어로 말하도

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

법은 주로 중-고급 학년

에 적응해 쓰고 있다. 문

법이나 어휘 해석에 있

어서 한국어로 먼저 해

석하고 난 뒤에 이해가

부진한 부분을 중국어로

다시 보충설명을 한다.

한국어를 몇 년간 배우고

나면 천여 개의 어휘와 일

반적인 문법은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로

진행해도 적잖은 말은 이

해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은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듣기

와 말하기 능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L2: 한국어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학

생들의 모국인 중국어

대신 목표어인 한국어로

만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은 주로 고학

년에 적응된다.

고학년 학생은 한국어를

비교적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 일상적 표현에는

별 문제가 없다. 따라서 모

어에 의존하는 것에서 나

아가 목표어인 한국어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데 이

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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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한 것보

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특히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교수-학습

할 때 양 언어 간 어휘의 미세한 의미 차이, 한국어 문법 용법상의

복잡성, 문화의 차이 등에 대해 한국어만으로 해석하면 학습자는 이

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때 L1+L2, 즉 한국

어+중국어 양 언어를 교수-학습용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취하고, 문법이나 어휘 해석에 있어서 한국어로 먼저 해석하고 난

뒤에 이해가 부진한 부분을 중국어로 다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또한 한-중 어휘적 높임법을 대조 설명할 때, 중국인 한국어 교사가

자신의 모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양 언어 간

한-중 어휘적 높임법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1.3 중국 내 한국어 교수-학습 환경의 특수성

한국 내 한국어 교육 기관들에서는 주로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의

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데 힘을 쏟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는 대학교 내 한국어 학과의 설립 이

래로 학습자의 독해력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다. 최근 학습자의 회

화 능력의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교

수-학습의 중점은 학습자의 독해력 신장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구

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주로 특정 상황

맥락에 따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중

국 내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 어휘력의 제고, 문법 사용의 정확성을

교수-학습의 중점에 두는 경향이 짙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한

국어를 학습하는 경우는 교실 외에 학습자가 바로 실제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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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한국어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 반

면, 중국에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교실이다. 물론 중국인 학습자들이 교재에

제시된 대화문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 따른 어휘나 문법의 용법을

학습하고 있으나, 교내 내 부자연스러운 대화문 형식이 실제성이 떨

어지는 교수-학습 자료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 따라서 교실 외

에서는 목표어를 전혀 접할 기회가 없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교재에서 실제적(authentic)인 어휘 표현과

대화문을 담을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어

휘의 기본적인 뜻을 몰라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인 학습자가 비교적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능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파악을 위해 질적인 방법을 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교수-학습은 표면적인 어휘의 기본적

의미 파악의 수준에 그치면 안 되며, 보다 세밀한 의미 차이와 각

담화 맥락에 따른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 사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 그리고 담화상의 맥락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실제 대화에서 연습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높임

법 어휘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역할극 놀

이 교수법 등으로 학습자를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 노출시킬 수 있

다.

1.4 중국 내 한국어 어휘 교육의 특수성

어휘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휘 의미의 정확한 이해, 어

휘 확장 및 활용이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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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인근성 및 동일한 한자문화권에 속한다는 문화적인 유사성

을 지닌다. 한국어 가운데 60% 이상에 달하는 어휘가 한자어인 것

은 어휘적인 차원에서 이런 특성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학

습자의 경우 한국어 어휘 학습은 아주 쉬울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

다. 물론 기타 지역의 학습자들에 비하면 다소 익숙한 한자어 어휘

도 다수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두 나라의 정치, 문화, 사

회제도, 생활습성 등의 차이와 특히 근 반세기 남짓한 기간 동안의

상호교류 단절로 말미암아 고유어의 의미 이해는 물론이고 한자어

의 의미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김병운, 1999). 한자어의

경우라도 한자가 매칭되는 어휘는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 차이가 존

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야심(野心)'이란 말은 한자어로서 중국어에

서 온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면 흔히 말하는 '야심'은 '무

엇을 이루어 보려고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욕망이나 소망'을 이른

다. 야심에 찬 젊은이/야심에 불타는 청년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

여 '패기 있는 청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의 '野心

(야심)'은 '영토나 권력, 명예와 이익에 대한 분에 넘치는 욕망'이란

뜻으로 한국어에서처럼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야심이 많다”라고 하면 나쁜 뜻으로 들린다. 이렇게 한국

어 어휘는 한어에서 의미가 똑같은 어휘와 대응이 되는 것도 있고

유사하거나 같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어휘 의미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높임법 어휘 '병환(病患)'도 마찬

가지다. 가령, 한국어에서 '병환'은 '병'의 높임말로 '할머니가 병환

으로 누우시다'와 같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病患(병

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질병을 이른 말이며, 둘째

는 병인과 환자를 뜻하는 말이다. 이 두 가지 뜻은 모두 존대

(+Respect)의 자질을 지니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질병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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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病患(병환)'은 일상대화나 문어에서도 거의 쓰지 않고 병인과

환자를 이르는 뜻으로 가끔 쓰이고 있다. 따라서 '할머니가 병환으

로 누우시다'에서의 '병환(病患)'을 중국어 '病患(병환)'으로 직역하

면 이상하다. 같은 이유로 일부 중국인 학습자가 '병환'을 '병'의 높

임말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어 오류분석 연구를 살피면, 어휘 오류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고석주·김미옥(2004: 118)에서는 학습지들의 오류 유형 중 가

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어휘, 조사, 철자, 어미 오류 순

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언어권별로 볼 때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어휘

오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정희(2003: 189)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오류에 대해 중급 단계에서부터 어휘 오류가 줄어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었고 학습자들의 모국어 영향을 받고

있는 오류들이 어휘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어휘 오류 가운데서 유의어의 잘못된 사용과 어휘 파생법의 과

잉 적용, 모국어식 한자 표현 등을 오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지적하여서 미묘한 어감의 차이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휘는 주로 모

국어가 한자어권인 학습자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고 피력하였다.

이러한 양상의 원인은 아마도 비록 두 가지 언어이지만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의 밀접한 연관성, 즉 한자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한국어 어휘는 중국어에서 의미가 똑같은 어휘와

대응이 되는 것도 있고 유사하거나 같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높임

법 어휘에 대한 의미 해석에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첫째, 한국어에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를 제시하되 두 어휘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점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설명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한자어의 한자와 매칭되는 중국어 어휘가 존재할 때,

두 어휘 사이 간 의미상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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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과서에서 어휘 해석에 대응시켜 놓은

어휘, 또는 사전에 대응시켜 놓은 어휘는 의미상으로 유사하거나 차

이가 나는 것들도 많으므로 그것을 기계적으로 옮겨서 쓸 것이 아

니라 참고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2.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 목표

엘리스(Ellis, 2002)는 제2언어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가 학습자들이

목표어로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이에 어휘적 높임법 교

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을 정확하게 사용하

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또한 민현식

(2008: 279)에서는 언어 교육 과정에서 목적과 목표가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목적은 교육 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을 명시하여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도달점

을 제시한다. 반면에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하여 구체적이고 계량적

이며 명시적인 도달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목적 하에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제

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 절에서 고찰하였듯,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교수-학습 목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에서 이루어

지는 한국어 교육에 알맞은 교수-학습 목표를 세우기 위하여, 앞 절

에서 논의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에 의한 고려 사항

중 교육 목표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어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 의사소통 능력뿐 아

니라 통번역 능력도 중요시해야 한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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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휘적 높임법에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잘 이해하도

록 해야 한다. 양자의 의미와 용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이해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교수-학습하면서

이와 연관된 한국 문화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며,

학습자가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다문화 교제 능력을 신장하도록 해

야 한다. 넷째, 실제 의사소통 맥락에 따른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구사 능력 향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과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

을 이해하도록 한다.

2. 학습자로 하여금 사용 빈도가 높은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의

미, 용법과 사용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다.

3.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 높임법과 매칭되는 중국어 높임법 어휘를

알 수 있도록 하되 양자의 세밀한 의미, 용법상의 차이를 이해하

도록 한다.

4. 학습자가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에 관련된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

고 중국 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5. 의미와 용법상의 복잡성을 지닌 높임법 어휘를 이해하고 의사소

통 맥락에 따라 구분-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휘적 높임법을 구사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7.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휘적 높임법을 구사하여 통-번역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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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 내용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이 절에서는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여러 선행 연구, 본고

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의 결과 및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에

기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어휘적 높임법 교육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정리한 학습용 높임법 어휘를 조사 대상으로 삼아 Ⅲ장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을 사용할 때 보이는 오류 양상과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중 대조 분석과 오류 양상 및 오류 원

인 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하였다.

3.1. 한-중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 및 학습용

어휘적 높임법 체계와 어휘 목록

(1)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

<표 4-5: 한국어 높임법의 분류>

분류 예시

대우 대상에 의한

분류

주체높임법
'-시-', 특수 어휘 '성함', '편찮

다' 등
객체높임법 특수 어휘 '여쭈다', '뵈다' 등
상대높임법 종결어미 '-어요' 등

실현 형식에 의한

분류

문법적 높임

법
'-시-', 종결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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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 흔히 높임법을 대우 대상에 따라 주체, 객체, 상

대 높임법으로 분류했는데, 중국인 학습자 대상 높임법 교육을 위해

서 높임법을 그 실현 형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문법적 높임과 어휘

적 높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어휘

적 높임법이란 통사·의미론적 현상에 의한 문법적 높임법과는 달리

어휘의 고유한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높임 현상이다. 즉 어휘의 높

임 자질 여부에 따라 높임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어휘적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에 해당하는데,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주

체나 객체에 대해 높임을 하는 것이다. 문장의 주체나 객체가 청자

와 일치하는 경우라면 청자까지 높이게 되어 상대 높임법에도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어휘적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높임 표현으로 사용되는 어

휘는 명사와 동사가 주를 이루나 대명사와 형용사, 접사와 조사도

주체나 객체, 혹은 상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표 4-6: 어휘적 높임법 용어>

그리고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를 높이는 어

휘로 '존대어'가 있으며, 상대방이나 제3자의 높임을 위해 자기를

낮추는 어휘로 '겸양어'가 있다. 이들 어휘를 '높임법 어휘'로 통칭

하고 어휘로 높임을 하는 표현 방법이나 체계는 바로 '어휘적 높임

법'이다. 먼저 이런 개념을 중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는 문법적 높임법과 어휘적 높임법이 모두

어휘적 높임

법

'성함', '편찮다', '여쭈다', '-

께', '저희', '-님', '분' 등

어휘적 높임법
존대어

높임법 어휘
겸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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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반면,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높임법이 주로 문법적인 요소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어휘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런 어휘

는 '敬謙語(경겸어)'라 하되, '敬語(경어)'는 공경과 존중의 태도를

지닌 어휘이고 주로 상대방과 관련된 사람, 사물과 동작을 이르는

말이고, '謙語(겸어)'는 겸손한 의미를 지닌 어휘이며 주로 이런 어

휘로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사람, 사물, 동작을 지칭하거나 진술

한다.

(2) 학습용 어휘적 높임법 체계와 어휘 목록

학습자들에게 한-중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을 이해시킨 후에 학습

용 어휘적 높임의 체계와 어휘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어휘적 높임

법은 대분류로 체언, 용언, 관계언, 의존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명

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조사 등 하위 분류로 나룰 수 있다. 아울

러 대립쌍을 활용하여 각 분류에 해당되는 어휘를 제시한다.

<표 4-7: 학습용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체계와 목록>

품사 분류 어휘

체언

명사

(NN)

일반 명사(NNG)

댁/집, 말씀/말, 진지/밥, 성

함/이름, 연세/나이, 생신/생

일, 병환/병

의존 명사(NNB) 분/명, 씨

대명사

(NP)

1인칭 저/나, 저희/우리
2인칭 여러분/너희, 당신/너

3인칭
이분/이 사람, 그분/그 사람,

저분/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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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체계를 제시하여 양 체계를 대조

하면서 '稱謂性敬謙辭(칭위성 경겸사)'와 '체언류', '表述性敬謙語素

(서술성 경겸어소)'와 '의존형태', '表述性敬謙辭(서술성 경겸사)'와

'용언류'의 대응 관계를 발견하도록 하고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에만

존재한 접미사와 조사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표 4-8: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 체계>

분류 하위분류

稱謂性敬謙辭(칭위성 경겸사)

名詞稱謂性敬謙辭

(명사 칭위성 경겸사)

예: 师傅，教授
代詞稱謂性敬謙辭

(대명사 칭위성 경겸사)

예: 您/你

表述性敬謙語素(표술성 경겸어소)

接詞表述性敬謙語素

(접두사 표술성 경겸어소)

예: 贵-，拙-，惠-
表述性敬謙辭(표술성 경겸사) 表述性敬謙詞

(표술성 경겸사 단어)

의존형태
접두사 (XP) 귀-
접미사 (XS) -님, -분

용언

동사

(VV)

존대 동사

잡수시다/먹다, 드시다/먹다,

마시다, 주무시다/자다, 돌아

가시다/죽다, 계시다/있다

겸양 동사

여쭈다, 여쭙다/묻다, 뵈다,

뵙다/보다, 모시다/데리다, 드

리다/주다

형용사(VA) 편찮다/아프다

관계언
격조사

(JK)
-께/-에게, -한테, -께서/-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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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중 어휘적 높임법의 형태 및 의미·화용

대조 분석

한-중 어휘적 높임법의 개념 및 학습용 어휘적 높임법 체계와 어

휘 목록을 제시한 후, 일일이 한국어 높임법 어휘의 형태와 의미·화

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이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의 통번역 능력과 다문화 교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 어

휘와 중국어 높임법 어휘의 대조 분석도 교수-학습의 중요한 내용

으로 삼아야 한다.

(1) 한국어 높임법 어휘의 형태 및 의미·화용

형태적 측면에서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육의 내

용은 주로 높임법 어휘와 다른 어휘나 어미의 결합형에 대한 교육

이다. 접미사 '님'의 결합형을 예로 들 수도 있다. 사람을 높여서 이

를 때는 그 사람의 성이나 이름 다음에 '님'이라는 말을 붙여서 쓴

다. 예를 들어 이름 전체나 성 또는 이름 뒤에 '님'을 붙여서 '홍길

동 님', '길동 님' 등과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님'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놓이는 이름과 '님'자를 띄어서 쓰도록 돼 있

다.

이와는 달리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써서 '높임'

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은 앞의 말과 붙여서 쓴다. '사장님'이

예: 海涵
表述性敬謙短語

(표술성 경겸사 구)

예: 抛砖引玉， 班门弄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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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장님' 같은 경우에 모두 붙여서 쓴다. 상대방의 자녀를 높여

부른 '아드님', '따님'이라고 한 말은 각각 '아들'과 '-님', '딸'과 '-

님'이 합해진 표현인데 왜 '아들님', '딸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드

님, 따님'이라고 하는 점을 학습자가 유의하도록 해야 한다. 맞춤법

에 따르면 합성어나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에서 앞 단어의 'ㄹ' 받침

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그 형태로 적도록 돼 있는데, 이 끝소리 'ㄹ

'은 대체로 'ㄴ,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탈락하게 된다.

따라서 '아들'과 '딸'이 '님'과 만나면 'ㄹ' 받침이 탈락되어서 '아

드님, 따님'이 되는 것이고 중국인 학습자가 이런 'ㄹ'의 탈락을 이

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누님'은 '누이+님'의 축약형이고 '누나님'으로 쓰지 않도

록 유의시켜야 한다. 또한 높임법 어휘 중의 동사, 형용사와 어미의

결합형도 형태적인 교수-학습 내용이며, 중국인 학습자가 이들 어휘

의 결합형을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의미·화용적 측면

에서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육의 내용은 주로 높

임법 어휘의 의미 해석과 용법이다. 특히 의미와 용법상에 복잡성을

지닌 높임법 어휘에 대해 잘 변별하여 가르쳐야 한다.

<표 4-9: 의미와 용법상 복잡성을 지닌 높임법 어휘 목록>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이면서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다. 즉 '말'의 존대어와 겸양어는 모두 '말씀'이다. [49]

의 예시처럼 한 문장에서 말의 존대어로서의 '말씀'과 말의 겸양어

로서의 '말씀'이 다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의 두 가지 성격

이 다르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구별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의미와 용법상 복잡성을 지닌 어휘

'말씀', '진지', '당신', '계시다', '편찮다',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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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예시

ㄱ. 내 말씀은 못 믿으셔도 며느님 말은 믿으시겠다는 말씀이죠?

ㄴ. 박 선생님 말씀에 제가 더 보태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진지'는 '밥'의 존대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준국어대

사전>을 참조하면 '진지'는 '밥'의 높임말로 되어 있다. 즉 '끼니로

먹는 음식'의 존대어이며 쌀, 보리 따위의 곡식을 씻어서 솥 따위의

용기에 넣고 물을 알맞게 부어, 낟알이 풀어지지 않고 물기가 잦아

들게 끓여 익힌 음식을 뜻한 '밥'의 존대어가 아니다. [52] 예시를

보면 (ㄱ)의 '밥'의 존대어는 (ㄴ)의 '진지'인데 (ㄷ)의 '밥'은 존대

어가 없다.

[50] 예시

ㄱ. 요즘 같아서는 세끼 밥 먹기가 힘들다.

ㄴ. 앉으세요. 진지나 잡숫고 가셔야죠.

ㄷ. 밥이 솥에 눌어붙었다.

한국어에서 형용사 '아프다'의 주체 높임 어휘는 '편찮다'이다. '편

찮다'는 '아프다'의 주체 높임 어휘로서 주체의 신체 일부분에 쓸

수 없다. 주체 높임법의 간접 높임으로 주체의 신체 일부분에 '아프

시다'를 사용할 수 있다. [51]의 예시처럼 '어머니'에게 '편찮다'를

쓰는데 '할아버지'의 '다리'에는 '아프시다'를 쓴다.

[51] 예시

ㄱ.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다리가 아프세요.

'편찮다'와 '아프시다'처럼 '계시다'는 '있다'의 주체 높임 어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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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시다'와 구별된다. 그리고 '계시다'는 보조동사 '있다'의 존대어

로써 동사 뒤에서 '-어 계시다'와 '-고 계시다' 구성으로 쓰일 수

있는데 '-어 있으시다'와 '-고 있으시다' 구성으로 쓰면 안 된다.

[52] 예시

ㄱ.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깨어 계신다.

ㄴ. 아버지는 오빠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셨다.

'에게'는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격조사',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와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의 3가지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데 '께'도

이 3가지 의미의 존대어로서 용법이 복잡하다. 그렇지만 높이는 대

상이 사람인 경우에만 쓰이는데 '귀교'와 같이 높이는 대상이 기관

인 경우에는 쓸 수 없다.

[53] 예시

ㄱ. 형님께 무슨 일이 생겼나요?

ㄴ.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제일 먼저 알려 드리고 싶어요.

ㄷ.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고 있어요.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이러한 어휘가 용법상의 복잡성을 지닌

점을 교수-학습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더 명확하게 제시하면 과잉

일반화와 불완전 적용에 의한 오류를 감소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국어 높임법 어휘와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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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 내용 마

련을 위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습 주체가 목표어가 쓰이지

않는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학습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하고, 이에

따라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 절에서 통

번역 능력과 다문화 교제 능력의 제고를 중요한 교수-학습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 목표를 달성 위하여 이들 어휘와 중국어 높임법 어

휘의 대조 분석도 교수-학습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대조는 양자의 공통점, 차이점, 한자어 문제, 번역 요령, 문화 대조

등의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대조

분석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의

중요한 대용이 될 수 있다.20)

그리고 한-중 대조 분석, 교재 분석과 학습자의 오류 양상 및 원

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높임법 어휘를 가르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중국어에 매칭되지 않는 한국어 높임법 어휘는 배제

적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에 교수-학습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

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4-10: 현대 중국어에 매칭되지 않는 한국어 높임법 어휘 목록>

'말'의 존대어와 겸양어인 '말씀', 끼니로 먹은 음식의 존대어인 '

진지', '병'의 존대어인 '병환', 높임을 나타내는 접미사 '-님'과 '-

분', '우리'의 겸양어 '저희', '있다'의 존대어 '계시다', '자다'의 존

대어 '주무시다',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 '-께서', '-께'는 현대 중국

어에 매칭되는 어휘가 없어 교수-학습 현장에서 유의해야 하는 내

20) 다음 절에서 이런 대조분석의 예를 든다.

현대 중국어에 매칭되지 않는 한국어 높임법 어휘

말씀, 진지, 병환, -님, -분, 저희, 계시다, 주무시다, -께서, -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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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다. 교수 자료에서 이러한 어휘를 제시할 때 '존대어'와 '겸양어

'의 표기를 잘 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뜻풀이를 제시해야 한

다. 아울러, 일부 한국어 높임법 어휘는 중국어에 매칭되는 어휘는

있지만 용법 상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교수-학습의 중요

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표 4-11: 현대 중국어에 매칭되는 어휘는 있지만 용법이 다른 어휘>

한국어의 '생신'은 '생일'의 높임말로 쓰이고 있는데 중국어에는 '

生辰(생신)'은 生辰八字(생신팔자)로 '사주팔자'를 일컬을 때에만 쓰

이며, '생일'을 높이는 말도 있지만 大壽(대수)는 50세 이상 노인들

의 매 10주년 생일을 높이는 말이고 誕辰(탄신)은 죽은 사람의 생일

을 높이는 말이며 華誕(화탄)은 창립 기념일을 높이는 말이다. 한국

어에서 의존명사 '씨'는 대체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쓰이는데 중국

어에서 先生(선생), 女士(여사)는 윗사람이나 동료에게 쓰는 말이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중국어의 '您(니)'는 2인칭 존대어로 쓸 수 있

는 반면에 2인칭 대명사 '당신'이 쓰이는 상황은 제한적이며 용법상

에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중국어에는 '회사(會社)'의 한자와 매칭되는 어휘가 없고, 회사를

이르는 말은 公司(공사)이다. 이에 '貴社(귀사)'란 어휘가 없고, '귀

사'의 의미를 지닌 어휘는 '貴司(귀사)', '貴公司(귀공사)'이다. 한편,

한국어에서 '여쭈다', '여쭙다'는 자주 '말씀'과 결합하여 '말씀을 여

쭈다', '말씀을 여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중국어에서 이와 매칭되

는 어휘인 '請敎(청교)'는 '말'을 이르는 '話(화)'와 결합할 수 없다.

현대 중국어에 매칭되는 어휘는 있지만 용법이 다른 어휘

생신, 씨, 당신, 귀사, 여쭈다, 여쭙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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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이러한 어휘를 사용할 때 침입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에 교수-학습 시 용법상의 차이점을 교수-학습의 내용으로 명시적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3.3. 한-중 어휘적 높임법의 문화적 특성 대조

분석

마지막으로 어휘적 높임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칭어와 직장에서

의 호칭어, 특히 직장 내 의사소통 상황에서 직위에 따른 적절한 호

칭어, 지칭어와 함께 한국의 호칭어, 지칭어 문화도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의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직함을 중심으로 한 호

칭어 유형은 일반적으로 '직함-님', '성-이름-직함-님'이다. 직함이　

단독으로 쓰이면 존대접미사 '-님'이 직함에 붙어 호칭어를 형성한

다. 즉, 교수와 같이 직함이 단독으로는 일반적으로 호칭어로 사용

되지 않는다. '이름'은 직함과 함께 호칭어를 형성할 수 없지만, '성

'이나 '성-이름'은 직함과 함께 호칭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존대

접미사　'-님'은 직함에 붙을 수도 있고(김철수 사장님) 붙지 않을

수도 있다(김철수 사장). '직함-님'은 청자를 높이는 호칭형으로 전

형적으로 윗사람에게 사용한다. 동급청자에게 사용될 때도　상대방

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 반면에 아래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그러한

청자를 대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낸다. 직함이 존대 접

미사 '-님'이 없이 호칭어로 사용될 때는 이름과 같이 쓰이는데 이

러한 호칭형은 동급 청자나 아래 사람에게 사용된다. 동급청자에게

사용될 때는 '이름-직함-님'의 높임형에 비해 친근감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한국어처럼 '-님', '-씨' 같은 접사 성분 없기　때문에

직함 호칭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성+직함' 형태로 사용되며　존대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이름+직함' 형태는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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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성'+ '局長(국장)', '處長(처장)', '科長

(과장)', '董事長(동사장)', '總經理(총경리)', '工程師(공정사)' 등 직

함은 '趙局(조국)', '錢處(전처)', '孫科(손과)', '李董(이동)', '周總(주

총)', '吴工(오공)'처럼 직함을 축약하여 부를 수 있는데 높임을 하

는 동시에 친근감도 표현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선생님'을 '쌤'

으로 축약하여 부르는 방법이 있고 중국어의 경우와 같이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 대조 분석할 때 특히 학습자가 모국어의 간섭으로

'-님'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시켜야 한다.

4.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학습 방법

교재의 여러 단원에 분산되어 있는 높임법 어휘를 중·고급 단계에

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어휘의 습득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Dana R. Ferris(2014)에서는 L2 학습자의 오류 교정

수업의 공식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L2 학습자의 교사는 어떤

종류의 오류 수정 방법을 채택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학습자들이 정

확한 문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또는 알지 못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정 과정을 시작할 때 설문지나 사전 테스

트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수업 전이나 도입 단계에서 테스트를 실

시하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의 습득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오류를 파악하면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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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한-중 언어 대조 전략

1970년대 이후 Lado에 따른 대조분석의 한계점으로 두 언어의 비

교가 구조에 대한 정확한 비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언어를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박의재·이정원(1999: 85)에서는 언

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에 대해 비교 언어의 결과를 쉽고

어려운 것으로 양분해서 학습의 욕구를 yes/no의 입장으로 나누는

대신에 어려움의 단계-함축적 의미로는 학습의 단계를 확립하는 논

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어려움의 단계를 다섯 개 단

계로 나누었는데 차별화, 새 범주, 부재 범주, 융합, 대응 등이다. 이

러한 차이를 단계화시킴으로써 언어 간 대조의 복잡성이 나타나는

데 난이도는 대응부터 차별화로 난이도가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12: 제2언어 학습의 난이도>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과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조분석도 위의 단계를 참고하여 설계된다면 학습자들에게 더 충

분한 입력을 제공하여 사용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면, 한국어 접두사 '귀-'와 중국어 접두사 '貴-'는 대응으로 볼 수

있고, 한국어 접미사 '-님'은 새 범주로 간주할 수 있다. 물론 위에

서 언급한 어려움의 단계로 모든 높임법 어휘를 망라할 수는 없다.

단계

대응 두 형태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다.

융합
모국어에서는 분리되는 형태인데 목표어에서는 하나로

통합되는 형태이다.

부재 범주 모국어에는 있는 범주가 목표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 범주 모국어에는 없는 형태가 목표어에 존재한다.

차별화
모국어는 하나의 형태를 갖는 반면 목표어는 두 개의 형

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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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형태적으로 여러 가지 대조분석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

국어 높임법 어휘와 그에 대응되는 중국어 어휘의 의미를 비교해야

만 정확한 뜻을 파악하고 구체적 문맥에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흔히 외국어 학습이나 제2언어 학습에서 대조분석 전략

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들도 한국어 어휘

적 높임법을 학습함에 있어 대조분석 전략을 활용할 것이므로 학습

자가 이런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중 높임법 어휘에 대한 대조표를 제시한

다든지, 의미 차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들

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 방법 차원에서 보면, 명시적인 교수와 비명시적인 교수는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 교육에서도 화두이다. 명시적인 교수법은 학

습자들에게 어휘의 의미를 직접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비명시적 교

수법에 비해 교육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국내외 연구들은 비명시적 교수법이 모든 학습자들에

게 효과적이지 않으며 특히, 의미나 용법상에 복잡성을 지닌 언어를

학습할 때는 그 효과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명시적인 방법으로 어휘의 의미를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어와

같이 친숙하지 않은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그

간 많은 지지를 받았던 비명시적 교수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

가 있다. 학습 단계에 따라서 이 같은 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 모어 체계에 없는 생소한 의미를 문

맥만을 가지고 추측해 보도록 하는 방식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언어를 대조분석하는 전략으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교수-학습할 때, 비명시적 방법으로 한 설명이 부진한 경

우에 명시적으로 모국어로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의미를 효과적으로



- 149 -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앞 장에서 분석한 것처럼 교재들이 어휘 의미를 제시하고 있

는 방법의 측면을 보면 각 어휘의 의미가 제시된 이유는 문법 설명

을 위한 대화문 제시나 예문 제시에 부가적으로 사용된 것들이 대

부분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휘의 의미 제시는 보다

본격인 설명이 필요하며 대조분석 단계에서 높임법 어휘의 의미 제

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존대나 겸양의 자질을

제시해야 한다. 즉 어떤 어휘의 존대어나 겸양어로 명시적으로 표시

해야 한다. 둘째, 중국어에 대응되는 어휘가 있는 경우, 대응되는 어

휘를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의미적 차이가 있으면 설명해야 한다. 셋

째, 대응되는 어휘가 없는 경우는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

였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한-중 간 언어의 대조 방식은 양자의

공통점, 차이점, 한자어 문제, 번역 요령, 문화 대조의 측면에서 교수

-학습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가령 '나이'의 존대

어에 대한 대조 분석을 예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4-13: '나이'의 존대어에 대한 대조 분석>

'나이'의 존대어에 대한 대조 분석

공통점

한-중 양 언어에는 모두 '나이'의 존대어가 존재한다. 한국

어에서는 '나이'의 존대어가 '연세'이고 중국어에서는 '나

이'의 높임말이 '貴庚(귀경)'이다.

차이점

한국어 어휘 '연세'는 의문문과 서술문에 다 쓰일 수 있는

데 중국어 어휘 '貴庚(귀경)'은 의문문에서만 쓰일 수 있

다.

연세:

의문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서술문: 연세가 많다. (√)

貴庚(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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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

1970년대 이래 문법 번역식 등 전통적 교수법이 외국어 습득에 기

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의사소통 교수법을 취하는 교육

이 외국어 교육의 대세를 이룬다. 그러나 문법 교육을 경시한 의사

소통 중심 교수법의 결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 '유창성

'(fluency)의 수준은 확보되는 것 같으나 학습자가 학습과정에서 생

성하는 오류 표현들을 즉각 교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현상이 누적된

결과 오류 표현이 화석화(fossilization), 정체화(stabilization)하게 되

어 언어 표현의 정확성(accuracy, correctness)에서는 뒤떨어진 학습

의문문: 您貴庚? (√)

서술문: 貴庚大。(×)

한자어

문제

'연세'의 한자 '年歲'는 중국어에서도 어휘로 존재하지만

존대의 자질(+Respect)을 지니지 않고 거의 쓰이지 않다.

'貴庚(귀경)'의 한자가 매칭되는 한국어 어휘가 없다.

번역 요령

의문문: '연세'⇔'貴庚(귀경)'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您貴庚?

서술문: '연세'⇔'年紀(연기)'

'연세가 들다', '연세가 높다'⇔'年紀大了', '上了年紀'

의사가 할머니의 연세가 높아서 쉽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고 했습니다.

醫生說奶奶的年紀大了，恢復起來比較困難。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연세가 드신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

는 젊은이가 많다.

有很多年輕人坐地鐵或公交車時會向上了年紀的人讓座。

문화 대조

중-한 양국은 원래 '존노(尊老)'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데

한국어에서 '연세가 들다', '연세가 높다'처럼 노인의 나이

에 대해 높임을 하는 연어 표현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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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많이 나타나 뒤늦은 교정에 애로를 겪게 되었다(민현식,

2008: 268). 이에 따라 이제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장점은 그대

로 취하면서 소홀했던 문법 교육을 보강하는 시도들도 나타난다. 문

법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 주목하게 하여 Long(1998)이 제안한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focus on form)21)이란 개념은 학습자가 학습

하게 되는 목표 구조를 포함한 의사소통적인 활동 속에서 형태에

집중하게 되면서 문법을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Long(1998)에 의

하면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은 제2언어 습득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며 자연적인 의사소통으로부터 고립된 문법 지도의 전통적인

방법과는 다르다고 한다. 이런 교수법은 학습자의 '유창성'뿐만 아

니라 '정확성'도 필수적 내용으로 배려하여 가르친다. 이에 따라 형

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현식

21)'Focus on form'과 관련된 교수-학습에 대해 한국어 명칭이 다양하다. 예컨

대 민찬규(2002:70)에서는 이런 교수-학습을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 방법'이

라 하고 김영규(2010:235)에서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이라 하였으며, 이진

화(2008:101)에서는 '과제 기반 교수법'이라 한다. 민현식(2008:270)에서는 이를

'문법 기반 기능 통합 교수법'의 한 부분으로 다루었고 '형식 초점 문법 교육'

이라 칭하였다. 박부남(2008:200)은 이를 '형태 초점 과제 중심 학습'이라 한다.

민찬규(2003: 75)에서는 의미 중심 형태 교수법의 특징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1. 교수-학습 초점: 언어 형태, 의미 기능

2. 교수-학습 목표: 정확성과 유창성 신장

3. 교수-학습 내용: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및 언어 형태 자료

4. 교수요목: 과제 중심 교수요목, 의사소통 교수요목

5. 교수-학습 방법: 의사소통 활동, 언어 자료의 명시적 제시와 피드백

6. 교사 역할: 학습의 감시자, 학습의 촉진자, 학습 자료 및 피드백 제공자

7. 학습자 역할: 학습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자

8. 교수-학습 접근 유형: 귀납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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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9)，이진화(2008:104)에서는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육의 활

동 기법으로 ①입력포화，②과제 수행 필수 언어, ③입력 강화，④

의미 협상, ⑤오류 교정용 대체 표현 제시，⑥출력 강화，⑦상호작

용을 통한 강화，⑧창의적 받아쓰기, ⑨의식 고양, ⑩입력 처리，⑪

가든 패스 등을 소개한다.

이러한 기법들을 제기하는 것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방법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보완

하는 것이다. 민현식(2008:270)에서는 약화된 문법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이라 이것을 넓게 본다면 '문법 기반 기능 통합 교수법'이라 할

수 있으니 전통 문법 교수법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절충형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휘적 높임법은 형태적 정확성도 중요하며

실제적 의사소통 상황에도 초점을 두어야 하는 문법 범주이기에 교

육할 때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 교수법으로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교수하면서

동시에 형태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어휘적 높임

법은 원래 한국어 교육에서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라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매우 유리하다.

앞에서 우리는 어휘 분류 기준으로 각 종류의 높임법 어휘를 존대

나 겸양의 기능을 갖는 형식들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을 정리했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조사

하고 한-중 어휘적 높임법의 대조 분석, 교재 분석과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휘적 높임법을 사용할 때 범하

는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어휘적 높임법의 언어 실현 형식에는

명사, 대명사, 접사, 동사, 형용사 등이 있으며 이들이 언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교수-학습 원인 등 원인이 종합적이고 유표적으로 작

용하여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높임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어휘적 높임법 교육에 있어 적절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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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사소통 교수법을 필요로 한다. 본고에서는 위의 기법들을 한

국어의 어휘적 높임법 교육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기법들을 예를

들면서 보기로 한다.

(1) 입력 포화(input flood)： 가르치려는 언어 형식을 학습자가 스

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양을 제공하여 터득하게 한다.

즉 학습자에게 단기간에 입력을 포화 상태로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

로가 의식적으로 목표 문법의 형태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다.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육에서 어휘를 설명할 때 취할 수 있

는 유용한 기법이다.

적절한 예문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계

시다'는 '있다'의 주체 높임 특수 어휘로 '있으시다'와 구별되고 '계

시다'는 보조동사 '있다'의 존대어로서 동사 뒤에서 '-어 계시다'와

'-고 계시다' 구성으로 쓰일 수 있는데 '-어 있으시다'와 '-고 있으

시다' 구성으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2)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목표 문법 항목을 주목하도록

시각적으로 글자의 색깔, 크기, 모양 등을 달리하거나 청각적으로

예시: 계시다

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신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했다.

아버지는 동전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시다.

엄마는 음식을 깔끔하고 보기 좋게 요리하는 재주가 있으시다.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깨어 계신다.

선생님께서 교실 앞에 서 계신다.

아버지는 오빠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셨다.

어머니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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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양을 달리하여 주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어휘

적 높임법의 사용이 필수적인 목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어

입력 가운데 어휘적 높임법과 관련된 부분을 특별히 크게 부각시킴

으로써，학습자의 주의를 어휘적 높임법 표현에 집중시킬 수 있다.

이때 학습자의 주요한 관심은 여전히 주어진 글의 의미 파악에 있

다는 점에서 입력 강화는 의사소통 저해도가 비교적 낮은 문법 교

육 방식이다.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 예

로 학과 조교에게 장학금 사항을 물어보러 찾아가겠다고 메일을 보

여주면서 어휘적 높임법 형식에 굵은 표시를 하여 학습자가 이 부

분에 주목하게 할 수 있다.

위의 문장에서 '-님', '말씀', '여쭈다', '저', '뵈다', '드리다' 등 다

양한 어휘적 높임법의 언어 실현 형식이 등장하며 학습자는 굵은

글씨체로 표기된 형식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3) 의미 협상(negotiation): 출력 표현에 대해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

어 의미 협상 과정으로 터득하는 방법이다. 언어 형식에 대해 직접

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의미 협상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언어 자

질을 알게 된다. 다음의 예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조교님:

안녕하십니까?

교내 장학금에 대해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오후에 제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이선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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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위의 예문을 보여주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위

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언어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토론하게 한

다. 이때 '말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학습자는 의

미 협상을 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자질을 알게 된다.

(4) 출력 강화(output enhancement)： 단순 확인이나 점검 차원이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 출력 표현에 대해 명료하게 묻거나 확인

점검 또는 유도 질문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 출력상의 오류

를 스스로 수정하고 표현을 정교화한다. 교실 수업에서 교사는 학습

자로 하여금 “어디로 모실까요?”의 표현을 출력하도록 유도하기 위

해 “손님이 택시에 탔는데, 무슨 말을 해요?”, “'어디 가세요'를 다

른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와 같은 유도 질문으로 학습자들의 반응

을 이끌어낼 수 있다.

(5) 가든 패스(garden path)： 의도적으로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유

도하고 교사가 개입해 교정한다. 정원에 자연스레 난 길을 따라가게

하듯 학습자에게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적용하게 한 후 오류가 발

생했을 때 개입 수정하는 방식이란 뜻에서 'garden path'로 이름이

붙여졌다. 예컨대, 조사 '-께'에 대해 높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한 후에 '귀교께', '귀사께' 등으로 출력하게 한 후 오류를 지적

하고 '-께'의 문법 상의 사용 제한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

로 학습자가 '께'가 '에게'의 존대어라는 점을 사물에 쓰이는 '에'까

지 과잉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 과잉 일반화의 오류

를 줄일 수 있다.

  내 말씀은 못 믿으셔도 며느님 말은 믿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염상섭, 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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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역할극 놀이 교수법

역할극은 외국어 구사 능력의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다. 데

이비스(Davies, 1990)는 학습 내용과 실제 사회의 언어 사용의 괴리

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역할극이라고 지적한다. 동일

(Dougil, 1987)도 애초에 수동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도 역할극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

다. 이와 함께 그는 다음과 같이 역할극 놀이 학습의 장점을 열거하

였다.

① 의사소통을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② 언어사용에 있어서의 불예측성을 깨닫게 한다.

③ 교실 활동과 실생활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한다.

④ 창의성을 기를 수 있으며, 전인적인 성장을 촉진한다.

⑤ 자신감을 발달시키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⑥ 능력이 다른 학생들과 대다수 구성원들을 만족시켜 준다.

역할극은 학습자가 가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인물 설정에 따라 발

화하도록 하는 방법이기에 교실 밖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구사

하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의미를 지닌다. 학습자가 가상한 상황과 인

물에 적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역할극의 도입 단계에는

교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역할극에서 표현의 '정확성' 또한

강조해야 하기에 오류가 생기기 쉬운 복잡한 상황 설정을 피해야

하며 역할극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 표현을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상황 선택에는 실생활과 연관이 있고 교육적 의미를 지닌

상황을 선택해야 한다.

어휘는 의사소통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외국어 학습에 중요

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어휘만으로 의사소통을 완성할 수 없으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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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적절하게 어휘를 구사해야 한다. 어휘

적 높임법을 습득할 때 어휘의 실제적인 사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

다. 교실 안에서 습득하는 언어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현실 언어의

괴리를 해소하는 유용한 방법은 역할극이다. 그리하여 중국인 학습

자에게 역할극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적절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

법의 사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시킬 수 있다. 이런 차

원에서 역할극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어휘적 높임법을 교육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역할극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실생활의 언

어를 가르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증명된 바 있다.22)

언어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며 여러 가

지의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행 중국의 한국어

높임법 교육은 사회언어학적 요인들이 제대로 고려되고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황에서

의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사용을 교육하는 데에 역할극이 유용한

방법이다. 한편 역할극은 협동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학습자는 역할

극을 통해 극중 인물이 되어 그 인물의 생각과 사고 과정을 실현하

고 사고의 폭과 삶의 경험을 넓힐 수 있다.

4.4 절충식 교수법

앞에서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은 전통 문법 교수법과 의사소

통 중심 교수법의 절충형(민현식, 2008)이라 하였다. 모든 교수법은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교수-학습 환경, 학습자 요인, 교수-학

습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교수법이 절대적으로 가장

22) 역할극은 학습자가 현실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이상적인 도구이다[Maley

& Duff(1982); Marienelli(1983); Siskin & Spinelli(1987); Snyman & De

Kock(1991); Brown(1987); Oller(1977); Nunan(1989); Golebiowska(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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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냐는 식의 접근보다는 어떤 교수법이 특정 학습자에게 특

정 교수요목을 통해 교수될 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

요하다. Ertmer & Newby(1993)에서는 절충식 교수법을 제기하였고

Reigeluth(1992)에서는 하나의 교수법을 고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교수법의 장점들을 절충하는 방법이 제2언어의

습득을 촉진시키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언급한 모든 교수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교수법

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활용하여 실제 교수-학습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어휘적 높임법 수업 설계의 출발점은 중-고급 단계

에서 학습자로 하여금 원래 각 권의 교재에서 배운 높임법 어휘를

체계적으로 복습하고 정리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2교시 수업을 실

시할 경우, 1교시 수업에서는 대조 분석 전략과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으로 학습자가 어휘적 높임법의 의사소통 기능과 문법을 습

득하게 하고, 2교시 수업에서는 역할극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 어

휘적 높임법의 구사 능력을 제고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5.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

모형

성인 어휘 학습자의 L2 어휘 습득에 대한 연구에서 이를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Jiang(2004)는 Coady&Huckins(1997)의 어휘 습득 단

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연구는 특히 L2 어휘 습득에 초점을

둔 것이라는 점과 학습자 모어가 어휘 습득 단계에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표 4-14: 성인 학습자의 L2 어휘 습득 단계와 과정(Jiang, 2004)>

1 단어 연상 단계 1a. 표제어가 L2 어휘 목록에 생성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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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단순화하면 모국어를 비계로 L2 어휘를 습득하는 과

정이다. 이에 성인 학습자의 L2 어휘 습득 단계와 과정을 참고하여

수업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수업 모형을 구안하는 데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 번역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

여 대조 단계를 추가하였다.

단

계

(Word

Association

Stage)

목록은 L1으로 번역되는 단어와 어형(form)

설명을 포함한다.

1b. L2 단어들은 표제어(entry)의 의미, 통사,

형태, 그리고 어형 정보를 포함하는 L1의 해

석에 기대어 사용된다.

1c. L1 어휘집(lemma)는 L2 단어를 사용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통사와 의미)를 제공하고

동시에 L2 단어를 활성화한다.

1d. L1 어휘집(lemma)의 정보는 계속적인 상

호활성화(coactivation)의 결과 L2 표제어로

전이된다.

2

단

계

L1 어휘집 조정

단계

(L1 Lemma

Mediation

Stage)

2a. 전이된 표제어 정보는 L2 단어와 개념과

연결되고 L2 사용을 조정한다. L2 사용에서

L1 해석의 활성화는 줄어든다.

2b. 문맥화된 입력에 지속적인 노출은 L1과

L2 모두 가지는 의미와 새로운 L2 세부적인

의미를 알게 할 것이다.

3

단

계

완전 통합 단계

L2의 특정 의미 정보는 L2의 표제어로 설명

하게 된다. ; L2 단어와 개념의 강력한 연결,

형태 정보와의 통합, L1 번역과 L2 단어의 어

휘적 연결은 약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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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의 교육 모형>

도입

↓

모국어로
의미 제시

문맥화적 입력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

양 언어 대조
(대조 분석
전략)

→ →

해석 단계 입력 단계 대조 단계

↓

어휘 연습

역할극 연습

(역할극 놀이 교수법)

6.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

실제

본고에서 제안하는 어휘적 높임법의 교육 방안은 절충식 교수법으

로 2교시로 나누어 진행하는 수업을 예시로 들고자 한다. 중국 대학

교의 경우 1교시는 보통 60분 정도로 되어 있다. 수업 시기는 2학년

의 제2학기로 설정하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의 중국인 학습자들이

통합 한국어 교재의 각 권에 제시되어 있는 높임법 어휘를 학습하

였으나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도 초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교수-학습 방법이 효과

적이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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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는 한-중 어휘적 높임법의 형태, 의미와 용법에 대한 대조적

설명과 교사와의 간단한 연습으로 구성할 것이고, 2교시는 학습자들

스스로가 역할극을 완성하기 위한 연습으로 구성할 것이다. 절충식

교수법을 바탕으로 고안한 1교시의 교육 모형은 아래와 같다.

<표 4-16: 1교시 교수 모형>

① 도입

교사는 수업 전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적 높임법 테스트를 실시

해 평가한 결과를 학습자들에게 주고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

다. 그리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간단히 제시한다.

도입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제시 설명

정리

수업 내용 정리  

학습한 내용을 실제 언어생활 속에서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

연습

어휘적 높임법이 실현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여

다양한 예문을 통해 높임법의 용법을 정확히 사용하도

록 연습

설명

해석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개념 제시

높임법 어휘에 대한 의미 해석

입력

문맥화된 입력에 지속적인 노출은 높임법

어휘의 용법과 세부적인 의미를 알게 하

도록 한다.

대조

중국어 높임법 어휘와 한국어 높임법 어

휘의 대조로 한-중 어휘적 공통점, 차이

점, 한자어 문제, 번역 요령, 문화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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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1교시 도입 단계>

② 해석

도 입

(5분)

교사: 자, 여러분은 모두 지난번에 본 테스트 결과를 받았죠.

이 테스트를 간단하게 여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채점의 결과를 보면 그다지 간단하지 않는 것 같죠.

답안지에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이번 테스트의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 알겠어요?

학생: 어휘예요.

교사: 무슨 어휘예요?

학생: 높임법과 관련된 어휘인 것 같아요.

교사: 네, 맞아요. 바로 높임법 어휘예요. 상대방에게 높임의 표

현을 사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학생: '-시-'하고 '(으)습니다', '-어요', 특수 어휘...

(등등...)

교사: 네, 그래요. '-시-'와 어미를 통해서 높임을 할 수도

있고 어휘를 통해서 높임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자는

문법적인 높임법인데 후자는 바로 오늘 얘기할 어휘적

높임법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들이 있을까

요?

학생: '저', '주무시다', '드시다', '뵙다'...(등등...)

교사: 네, 여러분 이미 배운 어휘들이죠. 그런데 다들 자신의

답안지를 확인해 보면 오류로 표시한 것들이 적지 않죠?

궁금할 점도 많죠?

학생: 네.

교사: 그럼 오늘 우리 같이 어휘적 높임법을 살펴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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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1교시 설명 단계>

해 석

(15분)

▶교사는 아래의 도표를 PPT로 제시한다.

품사 분류 어휘

체언

명사

일반 명사

댁/집, 말씀/말, 진지

/밥, 성함/이름, 연세

/나이, 생신/생일, 병

환/병

의존 명사 분/명, 씨

대명사

1인칭 저/나, 저희/우리
2인칭 여러분/너희, 당신/너

3인칭

이분/이 사람, 그분/

그 사람, 저분/저 사

람

의존형태
접두사 귀-
접미사 -님, -분

용언
동사

존대 동사

잡수시다/먹다, 드시

다/먹다, 마시다, 주

무시다/자다, 돌아가

시다/죽다, 계시다/있

다

겸양 동사

여쭈다, 여쭙다/묻다,

뵈다, 뵙다/보다, 모

시다/데리다, 드리다/

주다
형용사 편찮다/아프다

기타

품사
격조사 -께/-에게, -한테, -께서/-이/가

분류 하위분류
稱謂性敬謙辭(칭위성 경겸사) 名詞稱謂性敬謙辭

(명사 칭위성 경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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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중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체계를 제시하여 양 체계를

대조하면서 '稱謂性敬謙辭(칭위성 경겸사)'와 '체언류', '表述性

敬謙語素(서술성 경겸어소)'와 '의존형태', '表述性敬謙辭(서술

성 경겸사)'와 '용언류'의 대응 관계를 발견하도록 하고 한국

어 어휘적 높임법에만 존재한 접미사와 조사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

▶교사는 품사로 분류된 어휘적 높임법의 체계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어휘적 높임법의 의미 및 형태 변화에 대한 예를 들

면서 설명한다.

예시:

여쭈다, 여쭙다: '묻다(问)'의 겸양어(谦语), 请教(청교)

예: 말씀을 여쭤 봐도/여쭈어 봐도 될까요?

(예를 드는 과정에서 '여쭈다', '여쭙다'가 '-어보다'와 결합할

때 '여쭤 보다', '여쭈워 보다'로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님: '딸'의 존대어(敬语), 令嫒(영애)
예: 따님이 집에 계십니까?

예: 师傅，教授
代詞稱謂性敬謙辭

(대명사 칭위성 경겸사)

예: 您/你

表述性敬謙語素(표술성

경겸어소)

接詞表述性敬謙語素

(접두사 표술성 경겸어소)

예: 贵-，拙-，惠-

表述性敬謙辭(표술성 경겸사)

表述性敬謙詞

(표술성 경겸사 단어)

예: 海涵
表述性敬謙短語

(표술성 경겸사 구)

예: 抛砖引玉， 班门弄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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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력

<표 4-19: 1교시 입력 단계>

(예를 드는 과정에서 '딸'과 '-님'을 결합할 때 'ㄹ'이 탈락되

어 '따님'으로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입 력

(15분)

▶교사는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을　활용하여　예문을

들면서 한국어 높임법 어휘를 설명한다.

예시: 저희

예: 저희 때문에 선배님이 고생하시는군요.

예: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꼭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예: 언제라도 저희 집에 들러 주십시오.

(예를 드는 과정에서 '저희'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은 사

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1인칭 대

명사이며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예를 드는 과정

에서 중국어에 대응하는 표현이 있는지를 학습자들에게 확인함

으로써 차이점을 인식시킨다.)

예시: 당신

예: 이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오?

예: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예: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

예: 뭐? 당신? 누구한테 당신이야.

(예문을 드는 과정에서 '당신'은 부부 사이나 문어체에서, 상대

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며 하오할 자리에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면서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인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하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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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2인청 존대 대명사 '您(니)'와

다른 점도 인식시켜야 한다.)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의미와 용법상에 복잡성을 지닌 어휘에 대한 설명

예시: 말씀

내 말씀은 못 믿으셔도 며느님 말은 믿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염상섭, 삼대≫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위 예문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학습자

들이 위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언어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토론하게 한다. 이때 '말씀'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

지만 학습자는 의미 협상을 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 자질을 알

게 된다.)

예시: 계시다

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신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했다.

아버지는 동전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시다.

엄마는 음식을 깔끔하고 보기 좋게 요리하는 재주가

있으시다.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깨어 계신다.

선생님께서 교실 앞에 서 계신다.

아버지는 오빠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셨다.

어머니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계세요.

(예문을 드는 과정에 '계시다'는 '있다'의 주체 높임 특수 어휘

의미와 용법상에 복잡성을 지닌 어휘

'말씀' '진지', '당신', '계시다', '편찮다', '께'



- 167 -

④ 대조

<표 4-20: 1교시 대조 단계>

로 '있으시다'와 구별되고 '계시다'는 보조동사 '있다'의 존대

어로써 동사 뒤에서 '-어 계시다'와 '-고 계시다' 구성으로 쓰

일 수 있는데 '-어 있으시다'와 '-고 있으시다' 구성으로 쓰면

안 된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예시: -께

조사 '-께'의 높임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한 후, '귀교

께', '귀사께' 등의 표현으로 출력하게 한 후 오류를 지적하고

'-께'의 의미화용적 사용 제약을 제시한다. 학습자에게 '께'는

'에게'의 존대어로, 사물에 쓰이는 '에'까지로 과잉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대　조

( ２ ０

분)

▶교사는 한－중　높임법　어휘의 공통점, 차이점, 한자어 문

제, 번역 요령, 문화 대조 5가지 점에 착안하여 교수-학습을

진행한다. '나이'의 존대어에 대한 대조 분석을 예로 들 수 있

다.

예시：　

'나이'의 존대어에 대한 대조 분석

공통점

한-중 양 언어 중에 모두 '나이'의 존대어가 존

재한다. 한국어에서는 '나이'의 존대어가 '연세'

이고 중국어에서는 '나이'의 높임말이 '貴庚(귀

경)'이다.

차이점

한국어 어휘 '연세'는 의문문과 서술문에 다 쓰

일 수 있는데 중국어 어휘 '貴庚(귀경)'은 의문문

에서만 쓰일 수 있다.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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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어휘적 높임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족형 호칭어, 지

칭어와 직장에서의 호칭어, 특히 직장 내 의사소통 상황에서

직위에 따른 적절한 호칭어, 지칭어 등 한국어 호칭어, 지칭어

문화를 소개한다.

예시:

의문문: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서술문: 연세가 많다. (√)

貴庚(귀경):

의문문: 您貴庚? (√)

서술문: 貴庚大。(×)

한자어

문제

'연세'의 한자 '年歲'는 중국어에서도 어휘로 존

재하지만 존대의 자질(+Respect)을 지니지 않고

거의 쓰이지 않다.

'貴庚(귀경)'의 한자가 매칭되는 한국어 어휘가

없다.

번역

요령

의문문: '연세'⇔'貴庚(귀경)'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您貴庚?

서술문: '연세'⇔'年紀(연기)'

'연세가 들다', '연세가 높다'⇔'年紀大了', '上了

年紀'

의사가 할머니의 연세가 높아서 쉽게 회복되기

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醫生說奶奶的年紀大了，恢復起來比較困難。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연세가 드신 분들께 자리

를 양보하는 젊은이가 많다.

有很多年輕人坐地鐵或公交車時會向上了年紀的人

讓座。

문화

대조

중-한 양국은 원래 '존노(尊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어에서 '연세가 들다', '연세가 높다'

처럼 노인의 나이에 대해 높임을 하는 연어 표현

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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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습

연습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설하여 그 상황에 맞게 어휘

적 높임법을 모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습자의 상

호 작용을 통한 질의 응답으로 연습 활동을 가진다.

<표 4-21: 1교시 연습 단계>

연 습

(10분)

1. (학교생활) 당신은 학과 조교에게 장학금 신청 방법 대해 문

의하러 찾아가겠다고 메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쓰겠

(화자와 청자의 신분에 따라 호칭과 지칭도 다르게 해야 한 것

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중국어에서 한국어처럼 '-님', '-씨' 같은 접사 성분 없기　

때문에 직함 호칭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성+직함' 형태로 사용

되며　존대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이름+직함'

형태는 중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성'+ '局長(국

장)', '處長(처장)', '科長(과장)', '董事長(동사장)', '總經理(총

경리)', '工程師(공정사)' 등 직함은 '趙局(조국)', '錢處(전처)',

'孫科(손과)', '李董(이동)', '周總(주총)', '吴工(오공)'처럼 직함

을 축약하여 부를 수 있는데 높임을 하는 동시에 친근감도 표

현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선생님'을 '쌤'으로 축약하여 부

르는 방법이 있고 중국어의 경우와 같이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다. 대조 분석할 때 특히 학습자가 모국어의 간섭으로 '-님'

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시켜야 한다.

화자: 회장 

청자: 홍철수 부장
 홍 부장

화자: 팀장 

청자: 홍철수 부장

 홍철수 부장님, 홍 부장님,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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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리

이 시간에 학습한 어휘적 높임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한 어휘적 높임법 지식을 일상 언어생활 속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학습자들을 격려한다.

<표 4-22: 1교시 정리 단계>

어휘적 높임법의 2교시 교수-학습 방안은 과제 중심 교수법, 역할

극 놀이 교수법을 활용하여 과제 준비⇒ 과제 이해⇒ 과제 수행⇒

과제 정리의 4단계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2교시 수업은 학습자들이

팀으로 나누어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게끔 이끌어주며 이로써 실제

생활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

다.

<표 4-23: 2교시 교수 모형>

준비
전 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끌어냄

과제 관련 지식을 이끌어내 과제 제공

습니까?

2. (직장 생활) 당신은 한국 회사에 다니고 있는 부장입니다.

오늘은 출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

에 걸려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장님에게

오늘 희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홍철수 팀장이 대신 참석한다고

전화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정리(5분)
어휘적 높임법을 현실 생활에서 정확하게 활용하여 사용하

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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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 준비

과제 준비 단계는 학습자에게 높임법 실현 방식을 제시하고 그룹

별로 연습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활동에 적

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표 4-24: 2교시 과제 준비 단계>

② 과제 이해

교사는 과제의 목표와 어휘적 높임법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과 내

용을 설명하면서 학습자에게 과제의 주제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

다.

<표 4-25: 2교시 과제 이해 단계>

이해
과제의 목표와 과제 내용을 제시

과제의 가설적 상황과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

수행
그룹별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과제 수행

다른 그룹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과제 수행

정리
과제 수행 충 오류를 수정

실제 언어생활에서 정확히 사용하도록 권장

과제 준비

(5분)

▶교사는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끌어낸다.

▶교사는 이 시간의 과제를 제시한다.

▶교사는 3명을 한 그룹으로 나누고 둘러앉게 한다.

과제 이

해(5분)

상황: 당신은 동네 노인을 돕는 정부 의료 기관의 연구원이

다. 동네 노인의 상황을 조사하러 호별 방문을 하고 있다. 동

네 골목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에게 신분 증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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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제 수행

과제 수행 단계는 과제 목표, 높임법이 실현되는 상황에 초점을

두면서 역할놀이 교수법을 활용하여 상황 중심의 의사소통 활동으

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표 4-26: 2교시 과제 수행 단계>

④ 과제 정리

과제 정리 단계는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해 주고 교사의 최종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실제

언어생활에서 높임법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며 신상 조사서를 가지고 그 노인과 대화한다.

내용: 성명, 나이, 생년월일, 주소, 자녀 상황, 배우 상황, 건

강 상황, 음식 상황, 수면 상황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필요

할 때 의료인원이 주소에 찾아갈 수 있고 병원에 데려갈 수

도 있다고 안내해준다.

과제 수

행(40분)

▶3명을 한 조로 과제를 주어 각 조별로 주어진 상황에 따

라 역할놀이 진행하기

상황과 주제는 각 조마다 동일하다.

1. 2명이 주어진 역할로 역할극을 진행하여 신상 조사서를

완성하고 1명이 역할극을 보면서 대화의 오류를 메모하기

2. 역할을 서로 바꿔 역할놀이를 진행하기

3. 메모에 적은 오류를 교환하며 정리하기

4. 1명이 자신이 속한 그룹의 대표로 오류를 발표하고 교사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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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7: 2교시 과제 정리 단계>

7.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

효과 검증

어휘적 높임법 교육은 중국 현지 학습자가 학습하였으나, 학습 과

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표현들을 살핌으로써 학습자의 어휘적 높

임법 구사 능력의 재고를 통해 보다 적절한 높임법 사용을 독려하

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모표와 내용을 마련하고 대조 분석 전략,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 역할극 놀이 교수법 등의 교수법을 절충하여 적용

하였다.

이런 교수-학습 방법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능력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출력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험을 통

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학습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특히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자, 이

런 연구들은 보통 외부 자극, 환경 등의 조건을 의도적으로 통제한

다. 그러나 윤희원(2006: 20)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

의 실험 설계는 자연적 상태에서의 실험이나 실험 조건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려운 연구 설계이기 때문에 준실험 설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효과 검증 실험은 B2대학교 2학년 2학기를 다 마친 중국인 학습

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하였다. 실험 연구를 진행하기 전, 학

과제 정

리(10분)

▶교사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수업 시간 내 피드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어휘적 높임법을 실제 담화상황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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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이 대우법에 대한 지식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

과 비교 집단으로 나누어 먼저 사전 평가23)를 진행하였다. 교육 방

안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시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대

상으로 하여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어휘적 높임법 효과 검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업 전과 수업 후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

라 같은 수준의 학습자들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서

통제 집단은 현임 교사가 현행 교수-학습 방법으로 적용하고 실험

집단은 절충식 교수법으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수업 전과 수업 후

실험 집단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수업

후 차이도 비교했으므로 효과 검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실험 수업은 2018년 7월 초에 진행되었고 참여한 학습자들은 B2

대학교 2학년 2학기 기말에 재학중인 60명 학습자들이다. 수업 후에

는 수업 참여자들로 하여금 실험 수업 평가에 관한 담화 완성 테스

트(DCT)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어휘적 높임법

사용에 대한 사용 양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체계에 따라 각 평가 문항의 점수를 얻어

두 집단의 점수를 요인으로 대응표본 Ｔ－검정 (Pairwise T－test)

과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nvariance： ANCOVA)을 하여 결과

를 검증하였다. 아래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먼저, 수업에 참

여한 학습자들은 B2대학교 2학년 2학기 기말에 재학중인 60명 학습

자들이며, 이런 학습자들은 어휘적 높임법을 구사하는 데 조사 실험

에 참여한 B1대학교와 B2대학교 3학년 1학기 72명 학습가들과 수

준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

단의 점수를 요인으로 Ｔ－검정을 실시하였다. 조사 집단과 검증 집

단 점수의 분석 결과는 <표4-17>와 같다.

23) 수업 전후의 평가 설문지는 조사 실험에서 사용한 설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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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8: 조사 집단과 검증 집단 점수의 분석 결과>

조사 집단과 검증 집단 점수의 모든 대조 항목의 p값은 매우 높기

에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같은 수준의 학습자로 볼 수 있다. 효과 검증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2개 반으로 집단을 나누어 있으며 각 30명 학습자가 있다.

<표 4-29: 효과 검증 학습자 집단 분포>

그리고 실험 연구를 통하여 유의한 결론을 얻고자 아래 와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세웠다.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명사
조사 72 2.47 1.100

-0.61 0.952
검증 60 2.48 1.000

의존형태
조사 72 1.38 0.895

-0.262
0.794

검증 60 1.42 0.946

동사
조사 72 1.90 0.922

0.239 0.812
검증 60 1.87 0.791

형용사
조사 72 0.50 0.514

-0.379
0.705

검증 60 0.53 0.503

조사
조사 72 0.43 0.499

-0.983
0.327

검증 60 0.52 0.508

총점수
조사 72 6.68 1.845

-15.12 0.658
검즘 60 6.82 1.642

수업 전 수업 후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실험 집단 통제 집단
30명 30명 30명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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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 수업을 진행한 후 사후 평가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성적이 모두 유의한 향상을 얻을 것이

다.

　　H2： 중국 현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절충식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

행한 실험 집단이 전통적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한 통제 집단

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얻을 것이다.

이상의 H１， H2 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

(Pairwise T-test)과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를 시행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유의수준(α)은 0.05로 정

하고(α=0.05), 유의확률인 p값은 유의수준인 0.05보다 작을 때

(p<a(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간주하였다. 실험 전(사전)

과 실험 후(사후)의 실험 집단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0: 실험 전(사전)과 실험 후(사후)의 실험 집단의 분석 결과>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p

명사
사전 30 2.5667 1.0063 -9 .79

9 0.000
사후 30 4.5 0.57235

의존형태
사전 30 1.4333 0.97143 -6 .26

5 0.000
사후 30 2.6 0.56324

동사
사전 30 2.1333 0.7303 -2 .18

3 0.037
사후 30 2.5333 0.68145

형용사
사전 30 0.5333 0.50742

-3.89 0.001
사후 30 0.9333 0.25371

조사
사전 30 0.4667 0.50742 -4 .70

9 0.000
사후 30 0.9 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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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업 전에 비하여 수업 후의 각

영역, 즉 명사, 의존형태, 동사, 형용사, 격조사 점수와 총점수가 모

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의

결과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어휘적 높임법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

증하기 위하여 수업 전과 수업 후의 점수에 대한 대응표준 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표 4-3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업 후 각 영역

의 점수 및 총점수와 수업 전 각 영역의 점수 및 총점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5)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전(사전)과

실험 후(사후)의 통제 집단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1: 실험 전(사전)과 실험 후(사후)의 통제 집단의 분석 결과>

총점수
사전 30 7.1333 1.65536

-17 .5
38 0.000

사후 30 11.433
3 1.0063

구분 집단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t p

명사
사전 2.4 30 1.00344 -5 .78

7 0.000
사후 3.8333 30 0.94989

의존형태
사전 1.3333 30 0.92227 -5 .03

7 0.000
사후 2.2667 30 0.69149

동사
사전 1.6333 30 0.80872 -2 .40

8 0.023
사후 2.1333 30 0.68145

형용사
사전 0.5333 30 0.50742 -1 .43

9 0.161
사후 0.7333 30 0.44978

조사
사전 0.5667 30 0.50401 -1 .16

1 0.255
사후 0.7 30 0.4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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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업 전에 비하여 수업 후의

각 영역, 즉 명사, 의존형태, 동사, 형용사, 조사 점수와 총점수가 모

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수업 전에 비해 수업 후의

결과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어휘적 높임법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

증하기 위하여 수업 전과 수업 후의 점수에 대한 대응표준 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표 4-3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업 후 명사, 의

존형태와 동사 영역의 점수 및 총점수와 수업 전 해당 영역의 점수

및 총점수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5)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형용사와 조사 영역의 점수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

타났지만 형용사와 조사 영역의 점수와 수업 전 해당 영역의 점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p < 0.05)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

는 용법상에 복잡성을 지닌 '편찮다'와 조사 '-께'에 대한 현행 전

통적 교수법으로 하는 교육은 실제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

여줬다.

두 집단의 기술 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를

비교해보았을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점수가 증가하였으나

실험 집단의 증가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집단과 통

제 집단의 평균 성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사후 평가에서 실험 집단

의 평균 성적이 통제 집단에 비해 확연한 성적 차이를 볼 수 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모두 사전 평가에 비해 사후 평가에서

평균은 중가했고 표준편차는 감소하였다. 이는 교육의 효과가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01이 적합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현행 전통적인 교수법으로 한 어휘적

총점수
사전 6.4667 30 1.52527 -11 .4

47 0.000
사후 9.7667 30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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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법 교육은 형용사와 조사 영역에 효과가 제한적인 점을 유의해

야 한다.

두 집단의 사후 평가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점수를 공변인(covariate)으로 두고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진행하였다.

구분 Source SS df MS F p

명사

사전 점수 7.591 1 7.595 0 0.991

집단 7.302 1 7.302 11.681 0.001

오차 35.633 57 0.625

의존형태

사전 점수 1.221 1 1.221 3.226 0.078

집단 1.726 1 1.726 4.553 0.037

오차 21.61 57 0.379

동사

사전 점수 1.761 1 1.761 0.413 0.523

집단 3.895 1 3.895 9.153 0.004

오차 24.257 57 0.426

형용사

사전 점수 1.861 1 1.861 1.405 0.241

집단 0.6 1 0.6 4.531 0.038

오차 7.547 57 0.132

조사

사전 점수 2.791 1 2.791 2.014 0.161

집단 0.906 1 0.906 6.549 0.013

오차 7.888 57 0.138

총점수

사전 점수 1.061 1 1.062 11.25 0.001

집단 40.453 1 40.453 42.916 0.000

오차 53.729 57 0.943

<표 4-3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점수 차이에 대한 공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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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4-32>은 사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차이를 통제

하기 위해 사전 점수를 공변인(covariate)으로 두고 실시한 공분산

분석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의 결과를 보여준다. 사전

평가 점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후 점수

를 비교해보았을 때 두 집단의 수업 후 각 영역의 점수 및 총점수

의 차이는 유의확 p<α (=0.05)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2>에서 보여주는 사후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평균과 견주어볼 때 새로운 교육을 적용

한 실험 집단이 기존의 교육 방법을 유지한 통제 집단보다 성적 향

상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실험 집단이 어휘적 높임법 사용에

서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평가 점수 또한 향상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절충식 교수법으로 진행한 어휘적 높임법 교

육 수업이 효율적임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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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적 높임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국 현지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

법의 교육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이에 문헌조사, 설문조사와 인터

뷰를 통해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과 오

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적 높임법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구안하였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에 대한 이론과 기존

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고, 한-중 대조분석의 결과를 참고하여 중

국인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틀을 도

출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적 높임법 대조 분석 연구에서 논

의의 초점은 대개 중국어와 한국어 높임 어휘의 매칭 유무에 두고

있는데, 중국어 문언문(文言文)과 백화문(白话文) 구별의 시각을 통

해 현대 중국어에서 높임 어휘들의 사용 상황과 한국어 교육에 대

한 의의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의 이러

한 한계점을 토대로 문언문(文言文)과 백화문(白话文)의 시각에서

한-중의 어휘적 높임법을 대조 분석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임법 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들 어휘를 정리하였

다.

또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정리하였다. 기

존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어 교재 분석 내용은 교재 내 높임법 어휘

의 출현 빈도에 대한 조사에 그치고 있으며, 어휘적 높임법의 뜻풀

이 방식, 예문의 종류와 성격, 어휘적 높임법과 관련한 문화적 요소

의 소개 방식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다루지는 못하였다. 분석 교재

의 종류 또한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포함시키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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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어휘적 높임법의 실제적인 어휘

수록 여부, 뜻풀이 방식, 예문 제시 방식, 문화 소개 등의 측면에서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

는 교재 가운데 그 성격이 비슷한 교재를 대조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담화 완성형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

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

이며, 기존 연구에서 주로 택한 방식인 일반 어휘를 높임 어휘로 고

쳐쓰기, 다지선답형의 방식보다는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어휘적 높임법의

교수 내용을 구안하였고 오답률이 높은 어휘를 교육 과정에서 강조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2언어 오류 양상 이론을 정리하고 유형화 하여 본

고에서 담화 완성형으로 실시한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양상

을 분석하고, 학습자 대상 사후 인터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오류 양상 및 원인에 대해

살피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오류의 원인은 언

어 간 전이, 언어 내 전이, 학습자 전략 요인, 교육 과정상의 원인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실 밖에서는 목표어를 접하기 어려운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특

수성을 감안하여, 이들 한국어 학습자 대상 교수-학습 시 고려할 사

항을 정리하였다.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목표 및 요구의 특수성,

학습용 언어 선정의 특수성, 외국어 학습 환경 및 교수-학습 방법의

특수성 등 여러 고려 사항 및 문헌조사와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분

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내 한국어를 학습자를 위한 어휘적 높

임법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대조 분석 전략, 형

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과 역할극 놀이 교수법의 절충식 교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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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검증 실험을 실시하여 현행 전통적 교

수법보다 절충식 교수법으로 실시한 수업이 더 효과적이었음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한국어 교육계가 높임법 교육에서 어휘

적 높임법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어휘

적 높임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오류 양상을 체계적으

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계에서 어휘적 높임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

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 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L1-L2 어휘 습득 이론에 근거하여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대조 분석 전략,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과 역할극 놀이 교수법을 절충하여 다양한 기법을

통한 효과적인 어휘적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한 후, 검증 실

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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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적 높임법 사용 실태 설문지

◎你好，我是首尔大学国语教育系韩国语教育专业的硕士生。此项调查

旨在了解中国人学习者的韩国语词汇敬语法的使用情况，此调查结果将用于

本人的硕士学位论文。希望各位认真作答，非常感谢。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적 높임법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석사학위 논문의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性别(성별): ____

学年(학년): ____

Topik 级数(급수): ____

你是北京**大学的一名韩语系学生，你们学校正在和首尔大学举办一场学术

研讨活动。你作为一名接待员，正在参加这次活动的接待工作。在欢迎活动

上，作为活动的主持人，你首先要欢迎首尔大学教授们的光临。

(설문지는 중국어로 되어 있음. 당신은 중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학과

의 재학생입니다. 당신의 학교는 서울대학교와 학술세미나를 공동으로 개

최할 것이며 서울대학교 교수진들이 당신의 학교에 도착하셨습니다. 환영

회의 사회자로서 당신은 우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

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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并表示代表学校，向贵校赠送一幅校长亲自写的书法作品。

(이어 학교를 대표하여 총장님이 직접 쓰신 서예작품을 전달해 드립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并表示要向教授们赠送，由学生们亲手制作的工艺品礼物。(그리고 학생들

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선물로 교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并表示校长的姐姐去世了，校长早上去参加完葬礼。(마지막으로 총장님의

누님께서 돌아가셔서 총장님이 아침에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셨다고 전했습

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校长正在过来，请大家稍等。(총장님이 지금 오고 계시니 조금 기다리시

라고 전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在这里向大家转达校长的歉意。(총장님의 사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到了午饭时间, 你需要邀请教授们去餐厅用午餐。(점심시간에 교수님들께

서 학교 식당에 가셔서 점심을 드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

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在在吃饭的时候，你和一位初次见面的首尔大学教授坐在了一起。你向他介

绍了自己。现在想询问他的名字。(점심 식사 중, 당신은 처음 뵙게 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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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과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자기소개를 한 후, 그분의 성함

을 여쭤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说自己叫金泽洙，看到教授满头银发，作为寒暄，你想问他的年纪。

(교수님: “김택수라고 해요.”교수님께서 흰머리가 많으신 것을 보고 당신은

교수님의 나이를 여쭤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告诉你他60岁，正好今天是他的生日。随即你向他表示祝贺。

(교수님: “올해 만 60세예요. 오늘이 제 생신이에요.” 당신은 이 말씀을

듣자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向你表示感谢，你接着问他有几个孩子呢。(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어 당신은 자제가 몇 분 계시는지 여쭤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说他有一个在上大学的女儿和一个在工作的儿子，你接着问他儿子在做

什么工作，女儿在学什么吗。(교수님: “대학교에 다니는 딸하고 일하는 아

들이 있어요.” 당신은 아드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따님이 무엇을 전공하시

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看到教授吃完了米饭，你想问教授还要再吃米饭吗？(교수님께서 쌀밥을

다 드신 것을 보고 당신은 교수님께 밥이 더 필요하신지를 여쭤보았습니

다. 교수님: “더는 필요 없어요. 자네는 한국말 잘 하네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说不必了，并称赞你的韩语很好，你想说哪里哪里，教授说客气话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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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교수님께서 과하게 칭찬하셨다고 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为了明天的活动安排，你想问教授有没有运动鞋，会参加明天的登山活动

吗？(내일의 일정을 정하기 위하여 당신은 교수님께서 운동화를 가지고 계

시는지, 내일 등산에 참여하실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说他的腿前几天受伤了，可能不能参加明天的登山活动。你想问他现在

腿还疼吗。(교수님: “며칠 전에 다리를 다쳐서 내일 등산에 못 갈 것 같네

요.” 당신은 교수님께서 아직도 아프신지를 여쭤보았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需要的话自己可以带他明天去医院。(필요하시면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说没有什么大碍，打算在学校附近参观一下。你想问教授在这边有朋友

吗？表示如果需要明天可以陪同。(교수님: “이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내일

은 학교 주변을 돌아보고 싶네요.” 당신은 여기에 지인이 있으신지를 여쭤

보고, 만약 있으시다면 내일 같이 구경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说有，明天可以一起参观。你想申请首尔大学研究生，你想说不知道可

不可以请教一下教授。(교수님: “아니요. 없어요. 내일 우리 같이 구경하면

돼요.” 당신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지원하고 싶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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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授向你详细介绍了情况。你向教授说父母身体不好家庭经济状况不太好，

有点担心学费问题。(교수님은 상황을 상세하게 소개해주셨습니다. 당신은

부모님께서 편찬으셔서 가정의 경제형편이 좋지 않아 등록금을 조금 걱정

한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教授告诉你学校有奖学金，让你不要担心，并嘱咐你好好学习。你表示会按

教授的话好好做的。(교수님: “장학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

히 하면 돼요.” 당신은 교수님 말씀대로 잘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并说希望教授好好睡觉，明天见。(그리고 교수님께서 잘 주무시고 내일

뵙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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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2: 세종 말몽치 형태분석 구축 지침
대분류 소분류 세분류 

(1) 체언

명사NN

일반명사NNG

고유명사NNP

의존명사NNB

대명사NP 대명사NP

수사NR 수사NR

(2) 용언

동사VV 동사VV

형용사VA 형용사VA

보조용언VX 보조용언VX

지정사VC
긍정지정사VCP

부정지정사VCN

(3) 수식언

관형사MM

부사MA
일반부사MAG

접속부사MAJ

(4) 독립언 감탄사IC 감탄사IC

(5) 관계언

격조사JK

주격조사JKS

보격조사JKC

관형격조사JKG

목적격조사JKO

부사격조사JKB

호격조사JKV

인용격조사JKQ

보조사JX 보조사JX

접속조사JC 접속조사JC

[표 1] 세종 분석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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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존형태

어미E

선어말어미EP

종결어미EF

연결어미EC

명사형전성어미ETN

관형형전성어미ETM

접두사XP 체언접두사XPN

접미사 XS
명사파생접미사XSN

동사파생접미사XSV

형용사파생접미사XSA

어근XR 어근XR

(7) 기호

마침표,물음표, 느낌표   SF

쉼표, 가운뎃점, 콜론, 

빗금
  SP

따옴표, 괄호표, 줄표   SS

줄임표   SE

붙임표(물결, 숨김, 

빠짐)
  SO

외국어   SL

한자   SH

기타 기호(논리 

수학기호,

 화폐 기호 등)

  SW

명사추정범주   NF

용언추정범주   NV

숫자   SN

분석불능범주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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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세종 말몽치에 의한 높임법 어휘의 빈도 양상

 순위 어휘
현대문어 

빈도수

현대구어 

빈도수
총계

1 씨(NNB) 14466 217 14683

2 님(XSN) 11953 1582 13535

3 저(NP) 8030 1072 9102

4 분(NNB+XSN) 6714 1167 7881

5 분(NNB) 5843 1163 7006

6 분(XSN) 871 4 875

7 선생님(NNG) 4502 907 5409

8 당신(NP) 4945 104 5049

9 제(NP) 1926 1143 3069

10 말씀(NNG) 2460 531 2991

11 드리다(VV) 2093 286 2379

12 부인(NNG) 2080 42 2122

13 손님(NNG) 1908 62 1970

14 여러분(NP) 1044 774 1818

15 께서(JKS) 1650 127 1777

16 저희(NP) 726 622 1348

17 자네(NP) 1265 23 1288

18 모시다(VV) 1157 28 1185

19 께(JKB) 992 37 1029

20 계시다(VV) 795 92 887

21 양(XSN) 844 36 880

22 군(NNB) 726 8 734

23 바치다(VV) 777 3 780

24
돌 아 가 시 다

(VV)
571 10 581

25 그분(NP) 507 65 572

26 귀국(NNG) 515 5 520

27 댁(NNG) 422 7 429

28 어머님(NNG) 333 27 360

29 자제(NNG) 278 13 291

30 아버님(NNG) 249 17 266

31 뵈다(VV) 260 2 262

32 뵙다(VV) 145 7 152

33 치아(NNG) 125 2 127

34 잡수다(VV) 126 0 126

35 누님(NNG) 110 7 117

36 여쭈다(VV) 89 10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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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분(NP) 61 33 94

38 진지(NNG) 90 0 90

39 약주(NNG) 66 22 88

40 시댁(NNG) 76 10 86

41 아뢰다(VV) 75 0 75

42 어르신(NP) 67 3 70

43 시어머님(NNG) 69 0 69

44 주무시다(VV) 55 3 58

45 연세(NNG) 33 17 50

46 폐교(NNG) 47 1 48

47 여쭙다(VV) 36 11 47

48 형수님(NNG) 46 0 46

49 생신(NNG) 37 4 41

50 댁(NP) 38 0 38

51 편찮다(VA) 36 0 36

52 아드님(NNG) 35 0 35

53 할머님(NNG) 32 1 33

54 옥고(NNG) 33 0 33

55 따님(NNG) 30 1 31

56 저분(NP) 25 4 29

57 병환(NNG) 28 0 28

58 춘추(NNG) 25 0 25

59 형님(NNG) 13 3 16

60 성함(NNG) 9 6 15

61 할아버님(NNG) 15 0 15

62 어르신네(NP) 13 0 13

63 졸고(NNG) 11 0 11

64 졸저(NNG) 11 0 11

65 아주버님(NNG) 8 0 8

66 사돈댁(NNG) 8 0 8

67 귀교(NNG) 7 0 7

68 고견(NNG) 5 1 6

69 귀사(NNG) 5 0 5

70 귀하(NNG) 4 1 5

71 장인어른(NNG) 4 0 4

72 시아버님(NNG) 4 0 4

73 존함(NNG) 4 0 4

74 영식(NNG) 1 0 1

75 영애(NNG) 1 0 1

76 폐사(NNG) 0 0 0

77 영랑(NNG) 0 0 0



- 202 -

부록4: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추출한 고빈도 높임법 어휘

고빈도 높임말(135개)

한자어(79개) 고유어(93개) 혼종어(14개) 외래어(1개)

家親 가라사대 內外분
마돈나(madonna

)

閣下 계시다 宅네

客體 나리 父母님

卿 누님 師母님

高見 님 새宅

高堂 달님 書房님

高名 도련님 先生님

高僧 돌아가다 媤아버님

鑛員 드리다 媤어머님

貴國 들다 員님

金枝玉葉 따님 작은宅

急逝 마나님 主님

郎君 마님 진짓床

娘子 말씀 兄님

老人丈 모시다

老患 받잡다

當身 손님

大監 스님

大君 스승님

大王 신관

大帝 아가씨

宅 아기씨

頭上 아드님

媽媽 아버님

名銜 아씨

病卒 아우님

病患 어르신네

福者 어른

夫君 어머님

府君 여보세요

夫人 여보시게

師父 오라버니

師兄 오라버님

山所 자시다

上 잡수다

上監 잡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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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辰 주무시다

逝去 진지

禪師 큰스님

先生 할머님

姓氏 홀어머니

姓銜

壽

水剌

秀才

媤宅

昇遐

雅號

女史

年歲

令監

令夫人

令息

令愛

龍顏
慈堂

作故

將軍

長老

前室

殿下

諸氏

諸節

尊銜

宗師

主事

主人丈

天王

椿府丈

春秋

誕生

湯

陛下

學兄

銜字

兄

書伯

後室



- 204 -

고빈도 겸양 낮춤말(27개)

한자어(17개) 고유어(9개) 혼종어(1개) 외래어(0개)

家屬 말씀 千萬에

管見 뵙다

眷屬 안사람

陋屋 안식구

末席 저희

微力 지아비

書房 지어미

小考 집사람

小論 찾아뵙다

小臣

女兒

子息

拙稿

拙作

拙著

拙筆

鄙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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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eaching

Korean Lexical Honorifics to

Chinese Learners

WANG SIYA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looked at how Korean language education deals

with lexical honorifics and discussed the education of lexical

honorifics for Chinese local Korean learners. Thus, through a

document research, questionnaire and interview, the use mode

and error's causes of the Korean language learners in China

were analyzed and the teacher-learning method of the lexical

honorifics method was implemented.

First, the theory of Korean lexical honorifics and existing

research results were summarized through a document research,

and the usage patterns of Chinese learners were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the Korea-China's lexical honorifics

analysis.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extbooks, the

current problems and those needing improvement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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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books were summarized.

Th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a complete version of the

following dialogue, looked at how Korean learners in China are

using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content of the teaching method for lexical honorifics was

selected, and it was pointed out that words with high incorrect

errors should be emphasized in the curriculum.

It also analyzed the results of interview on the cause of error

by referring to the theory of existing second language error, and

divided the cause of the Chinese language internalization process

into the transfer of languag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document research and

analysis, a method to enhance the vocabulary of Korean learners

in China was implemented. This method of teaching is a

compromise method, and is characterized by the method of The

Focus on form, and the method of playing role pla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first discovered that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mmunity was overlooking the

method of lexical honorifics in the education system, and thus

emphasized the need for the education of lexical honorifics.

Second, it systematically presented errors in the use of the

lexical honorifics method of Chinese learners to implement

practical teaching methods, thereby promoting the importance of

lexical honorifics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system.

Third, the method of teaching effective lexical honorifics and

learning methods were presented with various methods and

tested for effectiveness with experiments by compromi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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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of contrastive linguistic analysis, the method of teaching

formative communication with the teaching method of role play.

keywords : Lexical Honorifics, Chinese learner, Korean,

focus on form

Student Number : 2015-2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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