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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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경어법의 두 용법 

효L 
「

국어 화자들은 대화를 나눌 때 나이 ， 지위， 성 동의 요인과 친밀성 정도를 고 

려하여 청자에게 어떤 경어법 형식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상대방이 나이 

나 지위의 연에서 자신보다 상위자일 때에는 그것에 맞는 경어법 형식을 선택 

하고，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친밀성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한다 즉 화자들은 청자와의 관계에 적절하게 경어법을 사용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비단 청자뿐만 아니라 주체나 객체로 나타나는 제 3자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화자들은 경어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 

정하고， 또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에서 서로 예의를 지키고 우 

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할 

수 있다. 

아래의 대화 사례는 이러한 국어 경어법의 쓰임을 잘 설명해 준다 

(1) 장인이 사위에게 : 0 서방， 술 한 잔 받게 

사위가 장인에게: 아닙니다， 장인 어른 먼저 잔 받으시지요 

(l)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하게체를 사용한 반면 ‘사위’는 장인에게 하십시오체 

를 사용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그 반대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또 장인은 사 

위에게 ‘0 서방’이라 불렀으나 사위는 장인을 ‘장인 어른’으로 부르고 있다 이 
러한 종결어미와 호칭어의 용볍이 언어 예절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임을 국어 

화자들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여기서 장인이 ‘받게’ 대신 ‘받아’를 쓰는 정도 

는 가능하겠지만 만약 ‘받아라’나 ‘받으시지요’를 쓴다연 그것은 언어 사용 규범 

에 맞지 않음을 직관적으로 얀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국어 경어법 사용의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용법에 해당한 

다. 어떤 화자가 어떤 청자에게 어떤 범위의 경어법 형식을 사용할지가 대체로 

예측되며， 화자들은 그러한 묵시적 합의에 따라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예 

l 대화 사례 (1)과 (2)는 필자가 경험했거나 전해 들은 내용을 대화 내용 부분만 간단 
히 재구성한 것으로서， 제보자들의 대화를 옮져 적은 예문 (4) 및 4장의 다섯 예문과 구 
멸된다‘ 실제 대화 사례들의 출처는 해당 부분에서 밝히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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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갖추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곧 경어볍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화 

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언어공동제의 준 강제적 말하기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 

며， 따라서 화자들은 언어적 상호 작용에서 상대방의 기대 수준에 맞게 경어법 

을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국어 경어법의 ‘규범적 용 

법’ 또는 ‘일상적 용법’으로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연， 국어 

경어법의 규법적 용법이란 ‘상대방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어법 형식을 사 

용함으로써 상하 관계， 친소 관계 둥의 대인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인정 

하는 경어법 사용’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적 용법의 구체적인 모습은 언어공동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 

떤 언어공동체 속에서는 ‘나이’가 경어볍 사용에서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고， 다른 언어공동체에서는 ‘계급’이나 ‘직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친족 집단 안에서는 ‘항렬’이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같은 

요인이라도 공동체에 따라서 세부적인 작용 방식은 다양할 것이다- 나이를 중 

요한 요인으로 경어법을 사용하더라도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은 차이를 보인 

다. 여대생들의 경우는 한 두 살의 나이 차이가 말 단계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남자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한 살의 차이도 중요하게 작 

용할 수 있는 것이다. 둘 이상의 지위에서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화자들의 경 

어법 사용에서 어떤 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든지， 얼마나 절충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규범적 용법의 세부적인 모습은 언어공동체의 최상위 가치 체 

계나 행위 규범에 의해 대체로 정해지며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을 

정밀하게 조사， 분석함으로써 그 전모를 밝힐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화자들의 경어법 사용을 관찰해 보면 규범적 용법 또는 일상적 

용법에서 벗어나 보이는， 용법상의 변이가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규범적 용법 

이 맞춤법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닐 뿐더러 암묵적으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화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를 변화시키는 등 조작 

적으로 경어법을 사용한 결과라 하겠다. 국어 경어법이 언제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한 규범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 

니라는 사실이다 아래의 사례가 그 한 예이다 

(2) 중학생 아이가 아버지에게· 
가 (평소의 경우) 아빠， 왜 이 렇게 늦었어? 

나 (동생을 때혔을 경우) 아빠， 다녀오셨어요? 

다. (용돈이 필요할 경우) 아빠 저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중학생인 아이가 평소에는 아버지에게 (2가)와 같이 반말(해체)을 사용하는 

일이 흔하다 나이나 가족 지위를 고려할 때 그것은 규범적 용법에 어긋나 보 



국어 경어업의 전략적 용법에 대하여 93 

이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친밀성을 고려할 때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에게는 경어법이 아직 강력한 언어 규범으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아이의 경어법 사용에서 아버 

지에 대한 반말 사용이 규범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일상적인 용법인 것 

은 확실하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2나， 다)에서처럼 상황에 따라 ‘비일상적으 

로’， ‘같은’ 아버지에게 높임말을 분명하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관찰되는 사실이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거나 용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부탁 

이 있을 때가 그러한 경어볍 사용 방식의 변화를 보이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해요체 등의 높임말을 사용하면 아버지의 기분이 좋아지고， 그 결과 아버지는 

아이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거나 부탁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아이 

는 이러한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 바꾸기’ 2의 효과를 잘 알고 있으며 ， 따라서 

의도적으로 경어볍 형식을 평소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라 하겠다 

국어 화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의 경어법 사용 경험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앞서 설명한 규범적 용법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체와 해요 

체 사용 사이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상하 관계나 친소 관계는 객관적으로 변화 

가 없기 때문이다 아이가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를 바꾼 것은 자신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강한 의식성’을 바탕으로 하는 능동적 언어 행위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러한 경어법 사용을 규범적 용법과 구별하여 ‘전략 

적 용법’으로 풀이하기로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에 대한 이러한 진술이 경어법의 규범적 용법을 비의도적인 것이거나 아무 

런 목적 없는 행위로 간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이다. 규범적 용법에도 경어 

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또 화자의 의지에 따라 좁은 범위의 용법상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어 경어법 사용에서 일상적인 용법에서는 잘 파악되지 

않는 대화 상황에 따른 화자의 ‘특정한 목적‘과 상대성의 개념으로서의 ‘강한 

의식성’이 노출되는 전략적 용법이 흔히 그리고 분명하게 관찰되는 사실이 중 

요하다 3 

z 말 단계 바꾸기란 동일한 대화 참여자 관계에서 화자가 높임의 정도가 다른 청자 경 
어볍 형식을 의도나 전략에 따라 바꾸어 사용하는 능동적인 언어 행위를 말한다(이정복 

1앉%가， 1998가)‘ 예를 들연， 처음에는 해요체를 사용하다가 어떤 의도에서 해체나 하게 
체로 어미를 낮춘다든지 (2)에서처럼 해체를 사용하다가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로 높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의 방법론적 하위 범주라 할 수 있다 

3 이러한 전략적 용볍은 대화 상황의 변화와 밀접 히 관련된다 즉 비일상적 상황이 조 
성된 후 화자가 그러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경어법 사용 방식을 변화시키거나， 경어법 
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를 유도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펼수적으로 개업된다 
고 하겠다 예문 (2)에서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은 화자가 잘못을 저질러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들을 수 있는 상황과 부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된다고 

말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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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상과 같이 국어 경어법의 쓰임을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으로 

구분한 바탕에서 두 용법의 관계를 밝히고 그 동안의 경어법 연구에서 오랫동 

안 간과되었던 전략적 용법의 개념을 확립하며 그 세부적인 쓰임을 대화 사례 

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먼저 다음 장에서는 규범적 용법과 

비교하면서 전략적 용법의 개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고， 3장에서 이 

개념과 관련하여 앞선 연구들을 검토해 본다. 

2 전략적 용법의 개념 확립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은 몇 가지 점에서 규범적 용법과 구별된다 서론 

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략적 용법은 화자의 특정한 목적과 강한 의식성을 바 

탕으로 전개된다 ‘특정한 목적’이 란 청자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서로 예의를 지 

키는 동의 규범적 용볍이 갖는 기본적인 목적과는 달리 보다 구체적인 것을 말 

한다. 예를 들면，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실제적인 도움이나 용서를 구하는 일，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의 방향 및 대화 상황을 화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 

어 놓으려 하는 일 등이다. 화자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상대방을 대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곧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목적들은 전략적 경어법 사용이 일어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또 ‘강한 의식성 ’이란 규법적 용법과 비교해서 화자가 경어법 형식의 선택에 

보다 높은 주의력을 집중함을 말한다. 규범적 용법의 경우에도 청자에게 적절 

한 경어법 형식을 선택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처음 대화 

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대우 방식은 이미 사회 규법으로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의 판단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경어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자가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찾아내는데 의식적인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된다 그 방법은 평상시의 경어법 사 

용과는 달라야 하며 ， 화자는 일상 용법과 다른 유표적인 경어법 형식의 선태에 

서 심리적 갈둥을 겪기도 한다- 이런 과정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겠지만 화자 

의 강한 의식적 노력을 필요로 함은 의심할 바 없다 

전략적 용법이 화자의 강한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 채용되는 점에서 그것은 

‘임의성’이 강하다 같은 상황에서도 규법적인 용법만 사용할지 아니연 전략적 

용법까지 동원할지는 화자에 따라서 다르며， 통일 화자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4 이 글은 이정복0998나)의 논지와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확대한 것이다 거기에서 
는 주요 제보자 집단인 교육 부대 장교들의 경어법 사용을 설문 조사， 연접 조사， 참여관 
찰 조사 자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관계로 국어 경어법의 두 가지 용법의 개념과 
관계 동은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국어 경어법의 규법적 용법과 전 

략적 용법의 개념과 상호 관계 등에 논의의 초점을 모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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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게 된다. 규범적 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비 

난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전략적 용법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서 남들로부터 말을 듣는 일은 없다. 전략적 용법은 어디까지나 화자 

의 강한 의지에 의해 동원되는 자의적이고， 부가적이며， 유표적인 성질의 경어 

법 사용 행위이 기 때문이다. 

한편，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은 ‘변동’을 필수적인 요소로 한다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를 더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 호칭어익 변화를 통해 높임의 정도를 조 

절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변동 또는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기본적인 용법 ’이 전제되어 

야 하는데， 그것이 대인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규범적 용법인 것이다. 이런 점 

에서 전략적인 용법은 규범적인 용법과 떨어져서 나타날 수 없는 동시에， 규범 

적 용법을 넘어선 ‘의도적 ’인 것이라 할 수 있다 5 따라서 그 구체적인 쓰엄이 

예측되기 어렵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의 개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전략적 용법의 개념 
화자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언어공동체의 규범과 다르거나 그 

것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방향에서 경어법 사용 방식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유표적이고 보다 의식적인 경어법 사용 

이러한 개념을 통해 국어 화자들의 언어 사용에 접근할 때 전략적인 경어법 사 

용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그 구체적인 하위 유형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 

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개념의 이해를 위해 하나의 대화 사례를 들어 본다- 예 

문 (2)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전략적 용법 

이 관찰되는데， 군대 장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다음 대화가 그 예이다. 

(4)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 사례 (이정복 1998나: 30; 밑줄 추가) 
대화 참여자: P1 = 중위 

P2=소위 

대화 상황: Pl이 개인적 부탁을 하기 위해 p2의 연구실에 찾아 옴 

참고 사항: P1은 참모부 소속으로 p2보다 1년 선배이며， 나이도 한 살 

위임. 평소 p2에게 반말을 사용함. 

Pl : (연구실에 들어서며) 아， 0 소위， 있었네? 

1 그러므로 경어법 연구에서 어떤 언어공동체의 규범적 용법에 대한 이해는 화자들의 

전략적 용법을 해석하기 위한 토대이자 출발점이 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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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어서 오세요. 

Pl: 0 소위， 부탁 좀 해도 돼요? 
P2: 무슨 일인데요? 

Pl : 다음 월요일 내가 휴간데 당직이 나와서 O 소위하고 좀 바꿨으 
면 좋겠는데 

P2: 화요일 아침부터 수엽이 네 시간이나 있어서 좀 어렵겠는데요. 

Pl: 아， 보앞핸욕， 무리한 부탁을 해서 

p2 다른 사람한테는 좀 알아 봤습니까? 

Pl: 다 일이 있다 그러는데 

p2 예 .... 

이 대화 사례의 참여자 Pl은 군 입대 후배이자 하급자인 p2에게 평소에 해체 

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하급자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말 단계를 해요체로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다른 때보다 말투가 정중하고 부드러워진 것은 물론이 

며 ， 청자에 대한 공손함을 더하는 부사 ‘좀’을 사용하였고， 말을 완전히 끝맺지 

않고 어미를 흐리는 등의 다른 특성도 함께 나타내었다 상급자 Pl의 발화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성들은 규범적 용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군대에서는 보통 

엄격한 상하 계급 질서를 바탕으로 경어법 사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높임말’을 쓰는 상황은 일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6 결국 화자 

Pl 의 경 어법 사용은 규범적 용법을 벗어난 것으로， P2에게서 ‘부탁의 수용’이라 

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언어 행위임을 알 수 

있다.7 

위 사례에서는 평상시의 경우보다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가 상숭하였지만 화 

자의 목적에 따라서는 규범 또는 기준보다 말 단계가 하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연， 자신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어 상대방의 생각 또는 행동 변화를 유 

도하려 할 때가 대표적이다. 또 (4)에서는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 변화에 의해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연 주체 

경어법의 ‘-시-’， 부름말과 가리킴말 등 호칭어 특정 명사 • 동사 등의 높임 어 

휘가 모두 의도적인 조정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국어 화자들은 이런 다양한 경 

어볍 요소를 통해 규범적인 것과는 다른 용법을 연출하고， 그 결과 청자에게 

6 이 화자들이 소속된 부대에서도 교수부 구성원들은 계급과 함께 나이， 학번 등의 요 
인을 경어볍 사용에 반영하는 일이 많다(이 정복 1998나) 그러나 이 사례의 참여자 P1은 
참모부 소속으로 평소에는 상하 계급(또는 임관 기수) 지위를 반영하여 후배들에게 반말 

을 사용해 왔다. 

7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표출된 것이기는 하지만 화자의 이러한 언어적 꽁손함은 청 
자가 그의 부탁을 들어주는 데 큰 힘을 발휘하는 일이 많다 물론 부탁의 수용 여부는 
언어적 요인에만 달린 것은 아니고 평소의 관계나 상황， 청자의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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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전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채용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경어법 사용 방식 이 곧 ‘경어법 사용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8 여기에 대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3 전략적 용법과 관련된 연구의 검토 

그 동안의 국어 경어볍 연구에서 이러한 전략적 용법과 관련하여 어떤 연구 

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검토해 본다. 기존의 연구 성과를 ‘대상의 발 

견’， ‘문제의 구체화’， ‘전략적 용법의 확립’이 란 세 발전 단계로 구분하여 핵심 

적인 사항을 지적한다 9 

3. 1 대상의 발견 

국어 경어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화자와 청자의 상대적인 지위 관계나 거리 

관계에 의해 그 용법이 설명되지 않는 문장을이 있는 사실이 종종 지적되었다. 

경어법의 기본적인 용법이 화자와 청자 또는 화자와 제 3자와의 지위 및 거리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때 또 다른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용법이 있다는 

의미이다‘ 가령 이익섭(1974)에서 제시된 “삼촌 오셨다”의 문장이나， 김석득 

(1977)에서 자세히 분석된 ‘더낮춤법’과 ‘더높엄법’이 적용된 문장이 그런 예가 

될 것이 다\0 

8 이러한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 또는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용법은 국어 화자들이 채 
용하는 언어 사용 전략의 한 하위 범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화자들이 우리말융 사용할 
때에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언어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다 소리의 길이나 세기 등 

을 조작적으로 생성한다든지 음소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등의 음성 학적 ， 음운론적인 연이 
관찰되기도 하고， 문볍론의 면에서는 어순을 바꾸거나 특정 구문의 사용융 통해 전략적 

인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미 또는 어휘의 면에서도 함축 값이 다른 특정 어 
휘의 선택을 통해 화자의 숨겨진 의도를 전달할 수 있다 이해영(996)은 국어 활용어미 

의 일부가 대화에서 청자에 대한 ‘부담줄이기 ‘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국어 화자들의 언어 사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 성과라 
할수 있겠다 

9 한 가지 유의할 정은 관련 연구 성과들을 논의의 발전 단계별로 분류하였지만 해당 
연구들이 시기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사실이다 이것은 국어 경어법 연구에 

서 전략적 용법이 최근까지도 널리 인식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10 더낮춤법과 더높임법에 관련된 기술은 최현배 0937. 1961)에도 이미 나타난다 이 러 
한 용어나 ‘압존법’， ‘가존법 ’ 등의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세째 가리킴 월의 임자의 높 

힘의 동분은 그것과 말하는 이와의 관계가 그 첫째가는 결정적 요소”라고 하면서 “그러 
나， 또 말듣는 이와 말하는 이와의 관계가 그 세째 가리킴 월의 임자의 등분을 결정하는 
데에 한 가지의 요건”이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1) 말하는 이에게 친근(鏡近)한 
사람과 일몬(事物)은 될 수 있는 대로 낮은 말로 하고， (2) 말듣는 이에게 친근한 사람과 

일몬은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말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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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익섭(1974: 42)의 예문 

가. 엄마 어디 가셨니? 

。 ÄJ 효ι , 。 • ’ 

나， 삼촌 오셨다. (이상 화자· 아버 지， 청자· 아들) 

(6) 김석득(1977)의 예문 

가. 이 애는 저의(집) 윌i열j입니다. (47쪽) 

나 딴놔은 몇살이(시)닙니까(세요)? (53쪽) 

(5가)에서 화자인 아버지는 표면적으로 자신의 아내인 “(아들의) 엄마”를 주체 

높임의 ‘-시-’를 통하여 높였고 (5나)에서는 자신의 동생에게 역시 ‘-시-’를 연 

결하여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시-’ 사용은 화자와 주체의 상하 관계에 

의해 해석되지 않는다 이익섭 (1974)에서는 이 두 문장에 대해 “이들은 청자인 

아들과의 대비에서 상위의 인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존대된 것"(이 하 모두 43 

쪽)이라 하였다. 또 각주의 설명을 통해 “청자 때문에 주체경 어 법을 쓰는 경우 

에도 그 청자의 상위자의 체연을 세워 주어야겠다는 심리도 있을 것이며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노리는 뜻도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인 화자가 ‘-시-’를 사용하여 두 인물을 높이 대우한 것은 화 

자 자신과의 상대적인 지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대상 인물의 “체면”을 고려 

한 것이거나 자식이 경어법을 제대로 익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교육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도적’인 경어법 사용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익섭(1974)에서 이러한 ‘비일상적’인 용법에 대해 주목하연서도 “본고는 

이들에 대해선 논의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고 하여 그 의미를 좀 더 추적하 

여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진행시키지 못한 점 이다 

(6)의 예와 같이 더낮춤법과 더높입법이 적용된 문장 역시 화자와 대우의 대 

상인 제 3자의 사회적 관계 요인만 가지고는 경어법 요소의 쓰임을 정확히 해 

석하기 어렵다 오히려 화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우의 최종 목표는 청자인 

것이다 이 점은 김석득(1977: 42)이 더낮춤법을 “자기에 대한 겸양의 심리적 

발로”로， 더높임법은 “상대에 대한 높임(존대)의 심리적 발로”로 파악한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청자와 관련된 인물을 객관적인 지위보다 더 높이 대우 

하는 것이나 자신과 관련된 인물을 더 낮게 대우하는 일은， “다같이 상대존대 

로 귀결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일관된 목적 지향적 경어법 사용 행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애초에 대화 상대방을 기준 또는 규범보다 더 높이 대우함으로써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라 해석된다. 이러한 문장들의 사용 

은 넓은 의미에서 경어법의 전략적 사용 사례라 할 수 있으며，ll 연구자는 그 

11 문장 (5)와 (6) 속의 경어법 사용은 ‘규범적 용법’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 
다 다수의 화자들이 그러한 용법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점에서 규범적 특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화자에 가까운 인물이나 사물을 ‘확대된 화자’로 청자에 가까운 인물이나 사 
물을 ‘확대된 청자’로 간주합 때 그것은 특별한 용뱀이 아닐 수 있는 점에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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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의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또， 드레지(Dredge 1977)도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을 분명하게 포착하지는 못 

하였으나 그러한 사례를 흥미롭게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한 촌락 화자들의 상 

호 작용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경어법 

사용 사례를 기술하였다 그 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 동네에서 자란 

두 남녀가 나이가 들연서 달라지는 사회척 관계에 따라 경어법 사용에서 변화 

를 겪으며， 동시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는 사실을 

기록한 대목이다 성인이 된 남성 화자가 흔인을 통하여 자기보다 높은 항렬에 

오른 여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이 못마땅해 ‘의도적’으로 반 

말을 다시 써 보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그 의미를 구체적 

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으며， 더구나 이런 사례는 예외적인 용법으로 다루어진 

점에서 한계를 지난다. 

서정수(1994/1996: 992-993)는 “김서기， 그 일 좀 잘 {a. 부탁해요/b. 부탁해 }" 

의 문장에서 “윗 계급의 사람이 부하에게 일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힘의 관 

계”에 따라 두 청자 경어법 형식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부탁을 

받는 사람은 직위가 낮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급자보다 힘의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때 “부탁해요”의 용법이 설명된다. 또 “저 어린 도련 

님은 무엇을 사려고 하시나?"의 문장을 상인이 나이 어린 손님과의 ‘이해 관계’ 

를 고려하여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준영 (1995)에서는 “타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말싸움이 고조될 때 그 징후는 먼저 청자 존대법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 "(5쪽)이라 하였고， 대화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대화상대 

방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보다 

낮은 등급의 청자존대법 어미가 사용"(25쪽)됨을 기술하였다 두 연구 역시 국 

어 화자들의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 현상에 주목하고 있지 만， 아쉽게도 그러한 

용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에서는 국어 경어법의 사용이 단일한 기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곧 일상적인 경어법의 사용과는 다른 ‘바일상적 용 

법’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바일상적인 경어법 사용， 곧 경어법의 전략적 용 

법이 존재함을 드러낸 데서 이들 논의가 의미 있게 평가된다. 

3.2 문제의 구체화 

루코프(Lukoff 1978) , 왕한석 (1986) 등은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들을 보다 구 

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경어법의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못 

하는 중간 영역이 존재할 수 있고， 또 두 용법은 여건에 따라 상호 전환 가능성도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여전히 이 용법의 채용이 화자에 따라서 높은 임의성을 
보이고， 전형적인 전략적 용법에서 관찰되는 특성들이 이 용법에서도 간취되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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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다루었다. 루코프(1978)에서는 국어 청자 경어법의 형식을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그 용법을 ‘의례적 용법 (ceremonial use)’과 ‘표현적 용볍 

(expressive use)’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의례적 용법은 나이 ， 직업 ， 지위 등에 

따라 경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것임에 비해 ， 표현적 용 

법은 청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느낌 ， 태도 등을 표현하기 위해 화자가 청 

자 경어법 형식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의례적 용법은 우리의 규 

범적 용법과 유사하고， 표현적 용법은 전략적 용법과 유사하다 이러한 두 용법 

의 구분은 국어 경어법의 사용이 단일한 기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해 주며， 동시에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그러나 루코프(1978)에서 두 용법이 특정 청자 경어법 형식으로 구 

분이 된다고 한 점은 문제가 있다‘ 격식체로 분류한 ‘하십시오’， ‘해라’ 등은 주 

로 의례적 용법에 ， 비격식체인 ‘해요’， ‘하오’， ‘하지’ 등은 표현적 용법을 위해 쓰 

인다고 하였는데， 무엿보다 그러한 어미 형식의 분류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 

기 어렵고 실제 쓰임과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왕한석(1986)은 경상남도의 한 농촌 부락을 대상으로 하여 화자들의 청자 경 

어법 사용을 보고하면서， 이 언어공동제의 노인 화자들이 ‘반말’을 ‘조작적 ’ 또 

는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7) 전략적 경어법 사용에 대한 왕한석(1986: 363-364) 의 기술 

가. 반말이란 본질적으로 비존대와 비하대의 중의 적 의미를 전달하며， 

따라서 적어도 특정 낮춤말의 단계(즉 ‘하게’ 단계든지 또는 ‘해라’ 

단계)의 선택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지닌 화자들에 의해 조작적으 

로(manipulatively) 사용되 는 어 미 이 디 . 

나. 반말은， 화자 자신들의 표현을 빌리면， ‘하소’ 단계를 쓰기에는 좀 

“아깝고” ‘하게 ’ 단계를 쓰기에는 좀 “어 려운” 자리이거나， 또는 

‘하게 ’ 단계와 ‘해라’ 단계 중 어느 하나를 분명히 선정하여 쓰기에 

는 좀 “어정쩡한” 자리에 주로 쓰이고 있다 

다， 특히 이 언어 공동체의 경우 최근의 신분적 지위의 변화로 인해 

화자와 청자간의 사회적 관계가 과거처럼 명료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 반말은 효과적인 말하기의 수단으로 보다 널리 채택되 

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화 사례가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분석은 반상의 구 

별이 엄격했던 조사 대상 언어공동체에서 그런 계층 구분이 약화된 오늘날 양 

반 계층의 후손들이 새로운 경어법 사용 규범을 따르지 않고 평민 계층의 후손 

들에게 전략적으로 하게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성원들이 평퉁한 위치에 자리잡은 만큼 그에 따른 새로운 경어법 사용 규범 

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과거에 양반 계층 노인 화자가 평민 계층 청자에 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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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를 떠나 해라체를 사용했다면 오늘날은 나이를 따져 ‘하시오체’를 사용 

한다든지 적어도 ‘하소체’를 사용하는 것이 규범일 텐데 이 언어공동체의 노인 

화자들은 그런 규범을 채용하기를 내심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 

에서 말을 얼버무리는 기능의 반말이 전략적으로 채용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왕한석(1986)은 청자 경어법의 특정 말 단계 형식에 논의가 

한정되기는 하였지만 국어 경어법 사용에서 화자들의 적극적인 ‘의도’가 개입되 

는 전략적 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3 전략적 용법의 확립 

국어 경어볍 사용의 전략적인 특성을 규법적 용법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 

명히， 그리고 비중 있게 기술한 연구는 김주관(989)이다 이 연구는 군대 집단 

(단기 사병)을 대상으로 경어법의 ‘규범적 측면’과 ‘실제적 측면’을 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실제적 변이상’으로서의 전략적 용법에 초점을 맞 

추었다 몇 가지 대화 사례를 다시 가져와 논의의 공과(功過)를 검토하기로 한다 

(8) 전략적 언어 사용 사례 (김주관 1989: 32-33) 
물리적 환경 퇴근시 버스 안 

사회적 장연 버스 안에서 동기들간에 화제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대화 

가 오감. 그러나 귀가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 기수들도 대화장면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음 

참여자간의 관계: A- 1Q7 1. B, C보다 4 살 많음 

B- lO기.A와는 훈련소 같은 내무반 출신으로 친밀 

도높음 

C-971. A, B와 같은 소대이지만 아직 친밀한 관계 

에 있지는 않음 

A: 야， 어제 퇴근하고 술 먹으러 갔었는데 웬 처음보는 사람이 우리 

술값까지 다 내주더라 

B: 정말요? 좋았겠네요 

C: (A에게) cx)도 술 잘 먹나보지? 주량이 어느 정도 되냐? 

A: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 내일 모레 또 만나자든데. 

B: 그땐 나도 같이 가요. 

위 대화 사례는 “계급적 지위”와 “연령적 지위”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화자들 

이 의도적으로 대화를 회피함으로써 “전략적 말행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석 

된 예이다. 즉 계급(기수)은 낮지만 나이가 많은 화자 A는 상급자 C의 “대화에 

의 개입을 무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갈등관계를 회피한다’'(33쪽)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것은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이를 허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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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때문으로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이 대화 사례를 전략적인 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언어 

공동체의 ‘규범적’ 언어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점 

에 대해 김주관(1989)은 “군대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적 지위가 가장 우선되는 

요인이 되며， 군대사회이지만 시민사회적 요소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주변적 

성격을 갖는 집단이기 때문에 연령적 요인이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두 요인은 말단계를 결정하는 일차적 요인이다’'(27쪽)라고 하였 

다 이 언어공동체의 화자들은 나이보다는 계급을 가장 우선적인 요인으로 경 

어법을 사용할 것이 언어 규범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위 대화 사례가 ‘전략적 

인 용볍’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화자 A가 자신보다 계급 지위가 높은 C에게 ‘규 

범적으로’ 높임말을 사용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화자가 자신이 우세한 나이 지위를 내세워 상대방에게 낮춤말을 사용하 

는 대신 ‘대화 회피 전략’을 채용한 결과 경어볍의 말 단계 변에서 ‘변 동’이 나 

타나지는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다음 대화 사례는 이러한 지위 불일치 관계에서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이 보 

다 분명히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9) 전략적인 경어볍 사용 사례 (김주관 1989: 38) 

물리 적 환경 퇴근 후 간이주점 

사회적 장면 귀가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술마시는 자리로 화제의 제 

한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눔 여 러 기수가 흔재함 

참여자간의 관계: A-871. B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음을 알고 있으며 
아직 그리 친근한 관계는 아님 

B- 1Q7 1. A보다 4 살 많음 

A: 말 놓으세요 부대 밖인데 뭐 어때요 부대 안에서야 다른 고참들 

도 있고 하니까 별 수 없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말 놓으세요 

오히려 제가 불편해서 안되겠어요 

B: 그래도 고참인데 하긴 군대생활 평생할 것도 아닌데 편하게 지내 

는 것이 좋지 

연구자는 이 사례에 대해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화참여자들간에는 보 

다 갈동을 일으키지 않는 언어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관계설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보다는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말행위를 안정 

되게 유도”하려는 화자들의 의도적인 경어볍 사용으로 해석하였다.A는 B에게 

낮추어 대우하고 B는 A에게 높여 대우하는 것이 규범적 용법이라연 이 상황에 

서는 그 관계가 역전된 것이다 ‘시민사회적인 상황’적 요소를 경어 법 사용에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 이러한 대화 사례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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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해소 전략’이 적용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전략적인 대화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 김주관(1989)은 화자 

들의 국어 경어법 사용에서 규범적 측면과 구멸되는 전략적 용법을 자세히 분 

석한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전략적 용법이 주로 계급 지위와 나이 지 

위 등에서 불일치 관계에 있는 화자들의 경어법 사용에 집중됨으로써 다양한 

하위 전략을 찾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2 또 전략적 용법을 분석 

하연서도 그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결과 

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어법의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볍이 뚜렷이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 전략적 용법의 중요성도 부각시키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 

인다 

이정복(1994나)에서는 김주관(1989)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역시 군 

대 구성원들의 경어볍 사용을 다루었다 우선 화자들의 경어법 사용을 ‘전략적 

용법’과 ‘일상적 용법’으로 구분하였고 나이와 계급 등의 대립적 지위의 불일치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가 대퉁한 경어법 사용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를 경 

어법 사용의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이라 정의하였다. 경어법 사용 전략의 하 

위 유형 하나를 개념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전략이 채용된 대화 사례는 

다음과같다 

(10)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의 대화 사례 (이정복 1994나: 218; 표시 방식 

바꿈) 

대화 참여자: P1 =0 소위(일반대학 출신.P2와 나이가 같음) 
P2= 중위(사관학교 출신) 

대화 장소‘ 부대 식당 

P1 : 차 중위， 어제 잘 들어 갔어요? 

P2: 예， 잘 들어 갔어요 자 소위는 술 많이 안 취했어요? 

P1: 저는 별로 많이 안 마셨잖아요. 

위의 대화는 나이는 같으나 출신 학교와 계급이 다른 두 화자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화자 P1의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 상급자인 p2의 높 

임말 사용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내부적인 규범이 위관끼리는 서로 높임말을 

사용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더라도 상급자는 하급 

자에게 ‘0 소위’와 같이 ‘-님’을 붙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0 중위 님’과 같이 ‘-님’을 붙여 사용하는데 하급자인 화자 Pl은 이 러 한 규범 

12 이와 관련하여서는 연구자 스스로도 결론에서 “행위자들의 의도에 따른 전략적 언어 
사용이라는 측면에 대한 미시적 수준에서의 분석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52쪽)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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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하고 ‘0 중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계급은 하나 높지만 같은 해 

에 부대에 부임 했고 나이나 학변도 같은데 굳이 혼자만 높일 필요가 있는가”라 

는 말로 화자 P1은 자신의 의도적 인 경어법 사용을 필자에게 밝힌 바 있다 곧 

하급자인 화자가 상급자이면서 동시에 나이가 같은 청자에게 ‘0 중위님’이 아 
니라 ‘0 중위 ’라고 부름으로써 나이를 경어법 사용의 우선 요인으로 적용시키 

는 전략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 화자는 이러한 경어볍 사용을 통해， 나이 

와 계급 지위의 불일치에서 오는 심리적 박탈감과 관계의 불안정성을 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해소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는 이와 같이 나이와 계 

급의 대립적 지위간의 불일치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가 대등한 경어법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를 경어볍 사용의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이정복0994나)에서도 역시 다양한 경어법 사용 전략들이 소개되지는 

못했다. 이 논문 역시 제보자들의 대화 사례 가운데서 지위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또 이정복09967})에서는 군대 집단의 구성원들 

이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청자 경어법의 ‘말 단계 바꾸기’를 행하고 있 

으며， 화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대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려 하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국어 경어법의 용법을 기본적으로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으로 구분한 

가운데서 전략적 용법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정의하고， 그 세부적 인 하위 유형 

을 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논의는 이정복(1998나)이다- 이 연구는 한 교 

육 부대 장교들의 언어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위 집단의 특성 에 따라 화자들의 

경어법 사용이 어떻게 전개되며 이 때 나타나는 경어볍 사용의 전략적인 특성 

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화자들의 다양 

한 경어법 사용 사례들을 참여관찰 조사， 설문지 조사， 면접 조사 등의 사회언 

어학적 방법을 통하여 조사 · 분석한 결과， 계급 질서를 조직의 최고 운영 원리 

로 삼는 언어공동체에서 화자들은 경어법 사용에서도 계급 질서 를 가장 우선적 

인 요인으로 적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나이， 임관 기 

수， 대학 학번， 학력 동의 다양한 요인들이 경아법 사용의 요인으로 힘을 발휘 

하였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제보자들의 경어법 사용은 더 

욱 복잡하게 전개됨을 밝혀 내었다. 

특히 군대 조직이면서 교육 기관인 언어공동체의 양면적 특성 때문에 경 어 법 

의 전략적인 용법이 많이 나타나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략적 

용법의 하위 유형으로 다섯 가지 ‘경어법 사용 전략’을 추출하였다 그것은 ‘수 

혜자 공손 전략’，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 ‘지위 드러내기 전략’， ‘정 체성 바꾸기 

전략’， ‘거리 조정하기 전략’으로 각각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 사례를 통해 그 쓰 

임을 밝혔다 이들 하위 전략의 채용은 화자가 사용한 청자 경어 볍 형식의 변 

동， 주체 높임 형식 ‘-시-’의 유무， 부름말과 가리킴말의 변동 등을 통해 객관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이 러한 전략적 용법은 언어공동체 및 제보자들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었으나 대학생 집단이나 일반 사회 안에서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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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각각왜 세부적인 청어법 사용 전략의 개념과 쓰임에 

꽤해서는 다음 짱에서 기울하기로 한다. 

한편， 황적뤘tlffil， 19)))에서‘는 국어에서 ‘공대(deferenæ)"와 “공손(politeness) " 

의 개념을 구홈할 필요가 있앓을 지적하였다 ‘공대’는 ‘화자와 청자 또는 객체 

간의 사회쩍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싸회적 규범에 의해 상당히 고정된 사회 

적 관계자 화자의 언어표현 선택을 통제하는 현상”에라 보았으며， ‘공손’은 “사 

회적인 i현상이기보다는 심렉적인 현상이며 어떤 교정된 사회개념보다는 대화 

교류가 천행되는 동안 벽뚱적으로 변하고 타협되는 역할관계에 따라 언어표현 

선택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 하였다 또 ‘공대’는 “주로 화계(speech !eve!s) , 

어휘변이형 ， 호칭 등 ;넓은 의미의 문법적 요소”에 의해 이루어지고， ‘공손’은 

“주로 화용적 차원의 주단， 즉 간접화법， 완충표현(hedging) ， 언표길이， 화계상 

승13"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두 가지 개념의 구분은， 국어 경어법 사용을 규범 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으로 

구분하는 우리의 찌각과 유사한 면이 많다 ‘공대 ’의 개념은 경어법 사용의 ‘규 

범적 특성’ 또는 ‘규범적 용법’과 밀접히 대응된다， 그러나 ‘공손’은 경어법 사용 

의 ‘전략적 특성 ’ 또는 ‘전략적 용법’의 개념과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만 차이가 

크다， 즉 우리의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이란 공손과 비공손을 념나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과 무판한 경우도 있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또 우리는 전략적 

인 경어 법 사용이 ‘화용적 차원의 수단’보다는 오히 려 말 단계 바꾸기나 호칭 어 

의 사용에 의해 보다 명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들 연구 외에도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을 이해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논문 

들이 있다. 최근， 이기갑(1997)은 프레이서 (Fraser 199이에서 분류한 ‘공손’ 

(p이iteness)에 대한 서양에서의 데 가지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그것은 다시 

“사회 규범적 성분”과 “전략적 성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네 

가지 접근 방법이란 끽각 경어법을 “사회 규범의 표현 “인간 관계의 표현 

“체변을 보호하기 위한 표현 “대화 계약 이행을 위한 표현”으로 보는 방식이 

다. 그런데 이기갑(1997 : t ffil)에서는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전략적 요소란 대화 

를 할 때 대화자 사이r의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대우표현을 말한다”고 밝 

13 드레지(H잃 24-25)에서 Ihwer-res야ctliulness’라는 말로 제시된 개념이다 국어 화 
자들야 공손하게 말하는 방법 가훈데 하나로， 화자들이 청자에게 적절하게 말 하기 위하 
여 사용할 펼요까 있다고 생ι각하눈 것보다 더 높은 말 단계 형식을 사용하거나 더 존중 
하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마. 그 째로， 다방의 접대부들에게 남자들이 전통적인 관례와 
는 달리 높임의 경‘어볍 형식을 사옆하고 있음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화자가 
항대방에게 공손하게 말하기 휘해 ‘패도하게’ 높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서대 변화에 따른 경얘법 사용 규범왜 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현 
대 이전에는 사회 계층 연에서 -주로 ‘하쓸민이었던 술집 둥의 접대부들에게 반말을 자연 
스럽게 할 수 있었음에 배해 오늘날은 하와의 ‘평등한’ 직업인인 그들에게도 인격적인 대 

우(성안인 경우 해요제 동의 높임 형식 사용)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런 언어 규 

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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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 있다. 문제는 ‘전략적 성분’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의 사회적 상하관계 혹은 친소관계가 사회규범적 요인으로 대우표현에 반영 

되는 것”으로 정의된 ‘사회 규범적 성분’이 ‘전략적 성분’과 기능상 어떻게 구별 
될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나이나 성별에 따라 경어법을 적절히 사용하는 행 

위 역시 ‘인간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이기갑(1997)이 기술한 ‘대우표현의 구성성분’은 보다 명확하게 재 정의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경어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지만， 고프만(Goffman 1967), 브라 

운과 레 빈슨(Brown & Levinson 1978. 1987)의 논의 를 바탕으로 국어 화자들의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손 전략’을 다룬 강갈호(1995)를 검토해 본다 강길 

호(1995: 132)에서는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손한 표현을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l;}，꾸어 말하맨， 우리는 공손하거나 공손하 

지 않은 엔애 표현을 대딴 전술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 

어세 한국인이 사용해는 공손 전략의 유형으로 ‘과사적 공경 전략r ‘과시적 겸 

손 전략’， ‘규범적 공경J 젠략， ‘규범적 겸l손 전략’의 네 가지를 들고， 각각에 해 

당하는 구체적인 ‘공손 책략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류의 세밀함 

에 비해 구체적으로 어멘 언어적 수단이 동원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특히 우리말 사용에서 차치하는 경어법의 비중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야랴 하겠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국어 화자들이 다른 

사람과의 언어적 상호 작용에서 자신익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연이 있음을 충분히 드러낸 데 의의가 있다. 

3.4. 요약 및 과제 

지금까지， 주로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과 관련된 앞선 논의를 검토해 보 

았다. 그 동안 이루어진 경어법에 대한 연구 성과의 총량을 생각할 때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제 겨우 관심의 싹이 보일 정도라고 해야 

하겠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연， 첫째로， 국어 경어법 연구가 실제 사용보다는 

언어 형식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진행되아 왔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경어법 

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들을 찾아내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작 

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경어법의 기능이나 사용상의 특성에 대해서 

는 크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고 하겠다 14 둘째 ， 경 어법의 사용에 대한 

14 이 점을 달리 표현하면， 국어 경어법이 세계 어느 언어의 그것보다 다양한 형식들에 

의해 실현되고 또 복잡한 체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 동안 연구자들은 경어법 형식을 확인 
하고 그 체계를 세우는 기본적인 작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할 수도 있다 그 

러나 그런 작엽만으로 경어법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체제의 수립은 사용 

에 대한 정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생각할 때 관심의 편협성은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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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보인 경우에도 연구자들의 강한 ‘규범 지향적’ 사고 방식 때문에 ‘규범’ 

또는 ‘규칙’에 어긋나 보이는 용법은 처음부터 연구의 대상에서 배제된 사실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귀중한 경어법 사용 사 

례들이 경어볍 요소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다 

는 이유에서 간단히 비문으로 처리되어 버렸던 것이다. 

우리말 사용에서 화자들은 어떤 하위 범주보다 경어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 

며， 우리말의 성공적인 사용은 경어법의 적절한 사용으로 유도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권위와 위계 질서에 익숙했던 시기 국어 화자들의 언어 사용에서 경 

어법은 대화 참여자 사이의 권위와 위계 질서의 표현으로 충실히 활용되었고， 

이제 이익과 경쟁이 최고로 강조되는 시기에도 경어법은 여전히 중요한 말하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어 경어법 연구에서는 이런 점이 잘 

반영되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화자들의 대화 사례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전략적 용법의 하위 유형 

우리는 이정복0998나)에서 군대 장교들의 언어공동체에 대한 참여관찰 조사 

결과 화자들의 경어법 사용에서 전략적 용법의 하위 유형， 즉 다섯 가지 경어 

법 사용 전략을 찾아 낼 수 있었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대로 ‘수혜자 공손 전 

략’，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 ‘지위 드러내기 전략’， ‘정체성 바꾸기 전략’， 그리 

고 ‘거리 조정하기 전략’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은 대학생 집단이나 

일반 사회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 유형들 

을 전형적인 대화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5 

4.1 . 수혜자 공손 전략 

수혜자 공손 전략이란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높임으로써 청자로 

부터 입은 물질적， 정신적 이익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그러한 이익을 새 

롭게 얻으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화자 

가 청자를 평소보다 언어적으로 잘 대우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청자의 행위 

를 도출하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언어적 노력으로 풀이할 수 

15 이하에서 제시하는 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는 대화 사례는 이정복(]998나)에서 인용 
하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창고 사항 등의 내용을 줄이거나 표시 방식을 바꾸었다 장교 

들이 참여자로 등장하는 대화 자료의 수집 과정 및 제보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앞 논 

문의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경어법 사용 전략의 다양한 대화 사례와 세밀한 용법에 

대해서는 6장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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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겠다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청자의 행위를 도출하려는 것 

이고， 이미 어떤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추가적 

인 청자의 행위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혜자 공손 전략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전략 

은 상대방에 대한 대우 수준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청 

자 경어법의 말 단계가 상승한다든지 주체 경어법의 요소가 더욱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겠다 다른 한 사실은， 이 전략의 채용이 두 가 

지 상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점 이다 이미 청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상황과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잠재적 수혜자로서 공손 

함을 보이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서 앞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6 

(11) 수혜자 공손 전략의 대화 사례 

대화 참여자: Pl = 정00 소령(사관학교 출신) 

P2= 강00 중위(일반대학 출신) 

대화 배경 ’ 퇴 근 시간 후 연구실에서 p2가 책을 보고 있는데 Pl 이 

찾아옴， 

Pl ‘ 어， 들어 왔네? 지나가다 불이 켜져 있어 와 봤어 

P2: 예， 차가 있으니까 좀 자주 들어옵니다. 

Pl 요즘 뭐 공부해? 

P2: 00학 책 조금 봅니다 

Pl : 얼마 전에 서울 갔다 오는데 00사 아저씨가 강 중위한테 안부 

전해 달라던데 

P2: 아， 그러세요 저도 지난 주 학회 가면서 봤는데요- 어떻게 아세요? 

Pl: 그 아저씨한테 책 많이 샀거든. 

P2: 예 정 소령님， 박사 과정 가셔야죠? 

Pl: 글써11 . 내년종 가야 되는데 아직 전공도 제대로 못 정하고 걱정 이 

야. 

P2: 일본에서도 00학 많이 안 해요? 

Pl: 어， 일본 쪽에서도 많이 한다는 것 같애. 나도 그 쪽으로 좀 해 

볼까 싶기도 한데. 우리 강00 선생님 제대하기 전에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P2: 저도 배우는 과정인데요 저 논문 하나 드렬까요? 

Pl: 봐←호젝욕. 

P2: (논문을 하나 꺼내어 서 명하여 주면서) 좋은 글이 못됩 니다， 

16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잠재적 수혜자로서 공손항을 보이는 경우는 앞서 제시한 (4)의 
대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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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아이 고밥습니 다. 갚」볼건l욕. 이거 공부하는 데 박해한 거 갇아 

므ill헬욕 (문 쪽으로 가연서) 영섞히 하세요’ 

P2: 예， 쉬십시오 

위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급자인 Pl은 평소 하급자 p2에게 해체 등의 

반말을 사용하였다 군대의 일반적인 질서의 관점에서 소령과 중위가 비대칭적 

으로 경어법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실제로도 화자들이 소속 

된 언어공동체에서 그것은 규범적 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위의 마지 

막 두 발화에서는 상급자가 반말 사용에서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로 청자 경어법 

의 말 단계를 상승시키고 있다‘ 하급자의 전공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Pl 이 p2 

로부터 논문을 받는 장면에서는 수혜자로서의 공손함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 

다 ‘주세요’， ‘볼게요’， ‘미안해요’ 등의 해요체 형식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논문을 받은 후에는 ‘고맙습니다’라는 하십시오체 형식이 쓰였다 이후 다른 대 

화 상황에서도 이 화자의 이러한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이 자주 관찰되었다 상 

급자 Pl은 하급자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언어적 공손 

함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청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 것이다. 

이익을 얻었거나， 부탁을 통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언어공동체의 

규범 또는 평소의 기대 수준보다 상대방을 높여 대우함으로써 실현되는 경어법 

사용상의 이러한 수혜자 공손 전략은 언어공동체의 특성과 무관하게 국어 화자 

들이 자주 채용하는 일반적인 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4.2.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 

이것은 ‘대 립적 지위 관계에 있는 화자와 청자가 상대방에 대한 대우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관계를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대립적 지위 관계란 화자와 청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지위에서 상대적 서열이 뒤바뀌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 연장자보다 직급이나 직위가 더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행동이나 언어 사용에서 서로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접촉을 꺼리게 되며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어미를 흐리거나 의 

도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증 

가할 뿐만 아니라 원만한 상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립적인 지위 관계에 있는 화자들은 불편하고 불안정한 관계를 

어떻게든 해소하여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 

때 대립적 지위 관계를 ‘언어적으로’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그 수단의 하나로 다 

양한 경어법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이다 대학에서 

학번이 높으나 나이가 적은 선배가 학번을 가장 우선적인 경어법 사용 요인으 

로 적용하여 나이 많은 후배에게 ‘해요체’에서 ‘해체’로 말 단계를 낮추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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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가 되겠다- 다음 대화 사례는 대학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군대의 한 교육 

부대에서 지위 불일치 관계에 있는 장교들의 경어법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보여 준다 

(1 2)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의 대화 사례 
대화 참여자: Pl = 윤C。 대위(사관학교 출신) 

P2= 강00 중위(일반대학 출신， Pl보다 나이가 l살 많음) 

P3 = 김。。 대위(사관학교 출신) 
참고 사항: Pl과 p2는 곧 있을 박사과정 입시를 칠 예정임 -

Pl: (P2를 보며) 요효월1 언제 시험 봐? 

P2: 6월 3일요. 

Pl : 1 년에 시험 두 번 치니까 좋겠네 

P3: (Pl 을 보며 ) 누구는1 [너 도 좋잖아1] 

Pl: 00대는 한 번밖에 안 봐요 

P2: 저번에 신문 보니까 두 번 친다던데 

Pl ‘ 우리는 한 번 쳐 ’ 일 년에 두 번이면 얼마나 좋아? 떨어지면 다 

음 학기 또 치연 되잖아. 앞극랜욕? 

P2: 그건 그렇죠. 

대화 참여자 Pl과 p2는 계급과 나이에서 지위 불일치 상황에 놓여 있다 즉 사 

관학교 출신 Pl 이 계급은 한 단계 높지만 나이 또는 학번은 일반대학 출신인 

p2가 1 년 앞선다. 군대적 질서와 일반 사회 적 질서에서 두 참여자가 대립적 지 

위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두 화자는 표면적으로 해요체를 대칭 

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계급 질서가 가장 중시되는 군대 집단이지만 이 부대에 

서 교수부의 경우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군인이자 교수인 이중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계급과 나이(또는 학번) 연에서 지위 불일치 관 

계에 놓이기 쉬운 위관 장교들은 그런 요인 값의 차이와 관계없이 대칭적인 해 

요체 사용을 경어법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17 그런데 대위 Pl은 

상대방에게 ‘-님 ’을 붙이지 않고 부르는 한편 주로 ‘해체’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지위 불일치 관계를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즉 하급자들은 자신에 

게 ‘-님’을 붙이지 않은 ‘0 대위 ’ 형식올 쓰기 어려운 만큼 자신이 먼저 하급자 

를 ‘0 중위’로 부르연 부름말에서의 비대칭성 이 확보되고， 그 결과 계급 질서 
를 중심으로 하는 상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해체 청자 경 

1 7 이러한 경어법 사용 규범은 계급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상위 규범과 어긋나는 것이 
기 때문에 구성원들에 대한 구속력이 약하며， 시기나 상황에 따른 유동성이 상당히 강한 
특정올 보인다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과 같은 용법이 자주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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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 어미의 사용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실제로 Pl의 이러한 전략 

적 경어법 사용은 그 효과를 내고 있다 군대에서 하급자가 ‘나이 적은 상급자’ 

에게 대칭적인 경어법 사용을 요구하기란 일상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대화 사례에서 상급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에서 지위 불일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언어공동제의 특성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에서 상하 

급자가 서로 대칭적으로 경어법을 사용하는 절충적 용법이 위로부터 권장되기 

도 한다. 왜냐하연， 나이 많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일방적인 비대칭적 경어법 사 

용에 반발하여 나이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내세우는 돌발적 상황의 발생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두 대화 참여자뿐만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 

체의 위계 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18 

화자들이 채용하는 이러한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언 

급해야 할 문제는 전략적 경어볍 사용으로 지위 불일치 관계가 정말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위 불일치의 해소’란 화자들이 

서로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대립적인 지위 요소 중 어떤 하나를 전략적인 용법 

을 통해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표연에서 감추거나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 

일 요인에 의한 용법을 유도함을 주로 의미한다고 밝힘으로써 답을 대신할 수 

있겠다. 경어법 사용을 통해 객관적인 지위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지위 요소를 경어법 사용의 요인에서 배제할 수는 

있으며， 이것이 바로 경어법 사용에서 지위 불일치의 ‘잠정적’ 또는 ‘언어적’ 해 

소인 것으로 본다 더욱이 대립적 지위 관계의 두 대화 참여자가 절충적으로 

대칭적인 용법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두 지위 요소가 상쇄됨으로써 경어법 사용 

에서 서로 대통한 지위 관계， 즉 지위 불일치가 해소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위 볼일치 해소 전략은 둘 이상의 지위 면에서 서로 대립 

적 관계에 있는 화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경어법 사용에서 채용할 수 있는 화자는 다른 사람과 지위 불일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곧 앞의 수혜자 공손 전략이 다수의 화자들에게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용볍임에 비해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은 바교적 일부 화자들에게 한 

정되어 나타나는 특정을 가진다. 

4.3 지위 드러내기 전략 

지위 드러내기 전략은， ‘상위자인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낮춤으로 

써 자신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거나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청자의 태도 또는 행 

18 실제로 (2)의 대화 참여자들이 소속된 언어공동체에서도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영 
관급 장교들은 지위 불일치 상황의 하급자들에게 대칭적인 해요체 형식의 사용을 권장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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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면， 평 

상시에는 하급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다가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올 잘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갑자기 ‘해라체’나 ‘해체’를 사용하여 하급자를 긴장시키 

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자신의 높은 지위를 경어법의 변화를 통해 드러냄으로 

써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등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이 전략의 목적이다 

지위 드러내기 전략의 특정은 이 전략이 주로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에서 평 

상시 또는 기준보다 더 낮아지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점이다. 이것은 앞의 수혜 

자 공손 전략이 말 단계 동에서 높임의 정도가 기준보다 높아지는 방식으로 표 

출되던 것과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도 국어 화자들이 흔히 동 

원하는 일반적인 용법인 점에서는 수혜자 공손 전략과 비슷하다고 하겠다. 

다음 대화 사례는 ‘다퉁’의 상황에서 흔히 관찰되는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 방 

식을 보여 준다， 화자 자신의 높은 지위를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결과적으로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고자 하는 의도가 파악된다 

(3) 지위 드러내기 전략의 대화 사례 (이정복 19987}: 1086-1087; 표시 
방식 바꿈) 

대화 참여자‘ P1 = 택시 운전사(50대 후반) 

P2= 자가용 운전자(30대 초반) 

대화 배경: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하는 순간 p2의 차가 P1의 차 뒷 

부분에 부딪힘. 

P1: (큰 소리로) 야! 우꺼 똑 바로 못해! 
p2 아저씨 차가 너무 급하게 선 거 아닙니까? 

P1: 이 사람，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안전 거리를 확보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p2 그건 내가 잘못했다 치고 탓시이 뭐데 자꾸 바망해요? 

P1 ‘ 뭐라고? 너는 집에 부모도 없어 ? 

P2: 당신이 내 부모야? 

위의 대화 사례에서는 ‘자동차 접촉 사고’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화자 

들이 전략적으로 경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라면 처음 만난 두 사람 

이 서로 해요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Pl은 p2에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말을 사용하였다. P1은 나이 면에서 우세한 자신의 지위를 경어법 사용을 통 

해 드러냉으로써 상대방과의 다퉁에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상 

대방도 왜 반말을 쓰느냐는 항의와 함께 둘째 문장부터는 해요체와 해체를 섞 

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화자 P1 의 전략적인 경어법 사용에 대한 방어적인 용 

법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지위 드러내기 전략은 상대땅의 기대보다 대 

우 수준을 낮춤으로써 표뜰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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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체성 바꾸기 전략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툴 이상의 신분 질서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화자들 

이 사용한다. 가령 같은 회사 사원이연서 동시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이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화자는 상황에 따 

라 회사 동료가 되기도 하고 출신 대학의 선후배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회사 

동료들이 함께 있을 때나 회사 업무 시간에는 서로 ‘000 씨’ 또는 직 위를 불 
러야 되겠지만， 두 사람만 있을 때에는 선후배로서 후배가 ‘형’이라 부르고 선 

배는 반말을 사용한다.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는 선후배로서 서로를 대할 때 

가 더 편안하고 유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둘 이상의 신분 질서에 소속 

된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대화 상황의 변화에 유리 

한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가 바로 정체성 바꾸기 전략이다 

화자들이 대화 도중 정체성 바꾸기 전략을 채용하게 되는 계기는 주로 대화 

상황의 변화인데， 구체적으로 ‘새로운 참여자의 등장’， ‘대화 주제의 변화’ 등이 

있다. 앞서 예를 든 두 사람이 서로 대학 선후배로 대화를 나누다가 회사의 다 

른 구성원이 나타났을 때 대칭적으로 경어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것이 

새로운 참여자의 등장에 의한 정체성 바꾸기 전략의 채용이 된다 대화 주제의 

변화에 의해 경어법 사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다음 대화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 4) 정 체성 바꾸기 전략의 대화 사례 

대화 참여자: Pl = 남자 대학생(교리 교사) 
P2 = 여자 대학생 (Pl의 같은 과 후배) 

대화 배경 종교 모임에서 교리 문답을 나눔. 

Pl : 소피아 자매냥 ， 우리끼리라도 시작해야 하겠문요.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발견될 수 있지요? 

p2’ 글써l요. 형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PI: 그러지요. 저한테는 5년 동안 사귀어 온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떨어져 재수하게 되자 미 련없이 떠나더군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때만큼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 

아요 저기 πη야(P2). 너도 낚자치구 사핍 때 적맘 시중하게 

셋각해서 사귀도록 해. 자칫 잘못하면 나 같은 폐인이 될 수 있 

거든 너무 일찍 사귀지 말고 조금 시야를 넓히는 게 펼요하지. 

P2: 정말 그래요， 옥뾰.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혈젝닐，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꾸 이야기가 새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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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에서 두 참여자는 대학의 같은 학과 선후배 관계에 놓여 있는 한편 ‘성 

서 모임’의 구성원의 관계도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두 관계 상황 가운데서 ‘학 

과 선후배’가 비격식적이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연 ‘성서 모임 구성원’은 격식 

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교리 학습 시간에 이루어진 위의 대화는 

대칭적인 해요체의 사용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Pl의 두 번째 발화에서는 청 

자 경어법의 말 단계 및 부름말에서 변화가 보인다. 즉 ‘자매님’에서 ‘00야’로 

바꾸었고， 말 단계를 해체로 낮추었다. 이것은 화자 Pl 이 교리 교사로서 해요 

체를 사용하다가 신입생인 p2에게 충고하는 단계에서 학과 선배로의 정체성 

변화를 보인 결과이다 19 달리 표현하면 경어법 사용 방식의 변화를 통해 ‘교리 

문답의 진행’에서 ‘후배에 대한 충고’로 세부적인 대화 주제가 바핍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m 

이러한 정체성 바꾸기 전략은 교육 부대 장교들의 경어법 사용에서도 분명하 

게 나타났다. 특히 군인과 교수의 두 신분을 동시에 지닌 교수부 소속의 화자 

들은 참여자 관계의 변화 대화 주제의 변화 등 대화 상황이 바캠에 따라 유리 

한 방향으로 A신의 정체성을 적절히 변화시켰으며 ， 이 것은 경어법 사용의 변 

화를 통해 대화 참여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었다， 

4.5. 거리 조정하기 전략 

끝으로， 거리 조정하기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이 전략은 ‘화자가 청자에 대 

한 대우 수준을 변화시키거나 유표적인 경어법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쉽게 설명 

하면， 이 용법은 경어법 사용의 변화를 통해 상대방과 좀 더 심리적으로 가까 

워지거나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거리 조정하기 전략은 세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리 좁 

히기 전략’과 심리적 거리를 넓히거나 위계 질서를 엄격히 하려는 ‘거리 넓히기 

전략’이 있다. 예를 들연， 서로 높임말을 사용하던 청춘 남녀 사이에서 관계의 

진전을 노린 남성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반말을 사용하는 일이 ‘거리 좁히기 

전략’의 한 사례라 하겠다 또 술자리 등의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하급자가 상급 

19 화자의 정체성 변화에 따라 경어법 사용 방식을 변화시킨 것은 규범적 용법의 관점 
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먼저 정체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해당 정체성에 적절한 경어법 형식， 곧 규범적 용법에 적절한 경어법 형식을 사용한 것 
이라 해석할 수도 있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용법을 전략적인 것으로 파 

악하는 이유는 정체성 및 경어볍 사용 방식의 변화가 펼연적인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의지 
에 따라 이루어지는 목적 지향적인 행위라 보기 때문이다 

20 Pl 의 이러한 정체성 바꾸기 전략에 p2도 적절히 반웅하였다 이 참여자 역시 상대방 
에 대한 부릉말 사용에서 변화를 나타내었다 ‘형제님’을 ‘오빠’로 바꾸어 Pl을 교리 교사 

가 아니라 학과 선배로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 경어엽의 전략적 용법에 대하여 115 

자에게 평상시의 언어적 대우 수준보다 낮게 대우하거나 내집단 구성원임을 드 

러내는 표지21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해 

당한다 반대로 평소 ‘반말’을 사용하는 부부가 싸움을 할 때 ‘높임말’을 사용하 

는 일은 ‘거리 넓히기 전략’에 해당한다， 서로 높임말을 쓰면 그만큼 두 사람 

사이에서 친밀감은 적어지고 거리감은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려는 아버지가， 부하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상급자가 하 

급자에게 높임말을 사용하는 등 평상시보다 대우 수준을 아주 높임으로써 청자 

를 긴장하게 만드는 일도 거리 넓히기 전략이 동원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 중 거리 좁히기 전략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15) 거리 조정하기 전략의 대화 사례 

대 화 참여 자: Pl = 미 용사(20대 초반) 

P2= 여자 손님 (40대 후반) 

대화 배경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손님이 대화를 나눔. 

Pl : 언니 . 머릿겸 착 좋다 이번 기회에 머리 모양 확 바꿔 봐. 

p2’ 글써1. 사실 이 머리 한 지 오래 되기는 했는데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 

Pl: 그래，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야 그리고 요즘 부분 염색이 유행 

인 거 알지? 갈색으로 염색하고 스트레이트 파마하면 훨씬 세련 

되어 보일 거야 

p2’ 힘틀게 머리 길렀는데 자르려니 좀 아까운 걸. 그리고 갈색 염색 

이라니， 내 나이에 좀 주책 아닌가? 

Pl : 언니 엄궁헛은 짧유 머리가 더 어움려 . 그리고 언니 나이가 뭐 

어때서 그래? 

이 대화 사례는， 미용실에서 20대 미용사가 40대 손님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해체와 해라체를 사용함으로써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려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미용사는 잘 대우해야 할 손님이자 나이로도 어머니빨인 p2에게 

마땅히 해요체를 사용할 것이 기대되지만 이 대화에서는 손님과 같은 말 단계 

를 사용함으로써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언니’라는 호칭어를 사용함으 

로써 손님으로 하여금 아직은 젊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값비싼 서비스를 받도록 조종하는 ‘상엽적인’ 목적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21 내집단(또는 하위 집단)구성원임을 드러내는 표지로는 ‘선배님 ’， ‘ 형’ 등이 대표적이 
다 이들 형식은 주로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이 같을 때 사용하며 ， 이를 통해 서로 동질 
감을 확인하고 심 리적인 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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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위 대화에서 상대방과의 친밀한 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 

적인 언어 행위는 우리말 경어법 사용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용법이며， 백화점에서 나이 어린 

점원과 나이 든 손님 사이 술집에서 주인과 손님 사이에서도 규범적인 용법을 

넘어선 경어법 사용 모습이 쉽게 발견된다 또한， 이 전략은 수혜자 공손 전략 

의 사용과도 밀접히 관련됨을 지적하고자 한다‘ 거리 좁히기 전략은 수혜자 공 

손 전략의 채용을 위한 예비 단계에서 자주 활용되기 때문이다. 상대방과의 심 

리적 거리를 좁힘으로써 화자는 보다 쉽게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부 

탁을 수용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5. 맺 음 말 

우리말의 사용에서 경어법은 화자들이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핵심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것은 우리말 사용의 통합적인 한 요소이면서 동시 에 중추적인 위 

치를 차지한다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거리가 경어법에 의해 표출되고 조정 · 

유지되기 때문에 화자들은 대인 관계 및 대화 상황에 적절하게 경어법을 사용 

할 때 비로소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어법은 한 

국인과 한국인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며， 바로 

이 점에서 우리말 사용에 대한 분석의 중심적인 과제라 할 만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 경어법의 용법을 규범적 용 

법과 전략적 용법으로 구분하고 전략적 용법의 개념과 관련 연구사를 구체적 

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전략적 용법의 세부적인 하위 유형들을 실제 대화 사 

례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았다 논의 내용 중 경어법의 규범적 용법과 전략 

2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언니’라는 부름말이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다 위 대화 사례의 
경우처럼 나이 어린 종업원이 연장자인 손님에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화점 같은 

데서 나이 많은 종엽원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여대생 정도의 손님에게도 자연스 
럽게 사용한다 또 거꾸로 손님 이 종엽원에게 이 말을 사용하는 일도 많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필자의 경험에 의하연 술집에서 50대 후반의 냥 

성 화자가 40대 정도의 여주인에게 이 말을 사용하여 술을 주문하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이 부름말 ‘언니’의 사용이 멀리 퍼진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젊은 여성에게 많이 사용되던 ‘아가씨’라는 말이 술집 종엽원 동의 특정 직엽 여성과 관 
련되어 사용됨으로써 (예를 들연， ‘술집 아가씨 ’) 그 연상 의미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그 
결과 ’언니 ’가 사용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나이든 기흔 여성들이 ‘아줌마’로 

불리는 것을 기피한 결과이다 이들 여성들은 결혼음 하였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 
고 여진히 나이 어린 미흔 여성인 것처 럼 보이고 싶어한다 사회적으로 이른바 ‘미시족’ 

이 유행하고， 또 언어 사용에서도 아줌마보다는 언니가 더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두 가 

지 방향에서 사용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부름말 ‘언니 ’가 이제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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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법의 개념， 전략적 용법의 하위 유형인 다섯 가지 경어법 사용 전략들의 

개념을 한 데 모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맺기로 한다. 조사 대상 집단을 확대 

하여 관찰하연 이 다섯 가지 외에도 다른 전략들이 더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1 ] 국어 갱어볍의 두 용엽과 그 개념 

가 규범적 용볍 : 상대방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어법 형식을 사용 

함으로써 상하 관계， 친소 관계 등의 대인 관계를 언어 적으로 표현 

하고 인정하는 경어법 사용 

나- 전략적 용법 ; 화자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언어공동체의 규 

범과 다르거나 그것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방향에서 경어법 사용 

방식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유표적이고 보다 의식적인 경어볍 사용 

[2] 전략적 용법 의 하위 유형과 그 개념 

가. 수혜자 공손 전략 :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높임으로써 청 

자로부터 입은 물질적， 정신적 이익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그 

러한 이익을 새롭게 얻으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나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 ’ 대 립적 지위 관계에 있는 화자와 청자가 

상대방에 대한 대우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관계를 보다 안정적인 

상태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다‘ 지위 드러내기 전략 . 상위자인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낮 

춤으로써 자신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거나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청 

자의 태도 또는 행위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라 정체성 바꾸기 전략 둘 이상의 신분 질서에 소속된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대화 상황의 변화에 유리한 정체 

성을 나타내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마. 거리 조정하기 전략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변화시키거 

나 유표적인 경어법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이상의 논의를 통해 그 동안 국어 경어법 연구에서 간과되다시피 했던 전략 

적 용법에 대해 주목할 수 있었고 또 국어 경어법 사용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용볍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로써 우리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국어 경어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의 국어 경어법 연구가 언어공동제의 화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범적 용법과， 화자들의 특정한 의도나 목적에 따라 전개되는 전략적 용법을 

함께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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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Strategic Usage of Korean Honorifics 

Jungbok Lee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nd anaJyze the concept of strategic usage 

and its subclasses by distinguishing normative from strategic usage of 

Korean honorifics. Normative usage is defined as the speaker expresses and 

accepts persona1 relations - such as power or distance relations with the 

hearer - by the use of honorifics. Most Korean speakers know how to 

effectively use honorifics appropriate for various situations, based on age, 
gender, generation, personal intimacy, and so on. This common intuition 

among the speakers passes for a quasi- constrained norm of the speech 

community. So it is more basic and usuaJ usage of Korean honorifics. 

However, in a sense, strategic usage is defined as a means by which the 

speaker uses language manipulatively to achieve a specia1 purpose through 

the change of honorific usage. Therefore, strategic usage, unlike normative 

usage, involves particular purposes, and stronger intentions on the part of 

the speaker. Also the change in honorific usage is essential to thi 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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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obviously distinguished from basic or normative usage in that the 

S야싫er intensionally adjusts the degree of treatment for the hearer by 

changing both speech levels and title. It has five subclasses: the strategy of 

“highly treating the giver," “ rearranging the conflictive social facts ," 

냥lowing off the speaker’s higher status," “changing the speaker’s identity," 

and “ adiusting psychological distance with the hearer." 

Strategic usage of Korean honorifics plays a major role in the use of 

Korean language. It adjusts and maintains social relations and the 

psychological di stance among participants. It is an efficient means to 

understand Korean 야ople and their mutual relations in society. From this 

pers야ctive， 1 focused my research on the strategic usage of honorifics 

which has been ignored for a long time. Thus, 1 thi따 we could view 

Korean honorifics with less prejudice and further widen our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and social life of the Kore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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