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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Ⅰ.  �

한국어에서 경어법은 정교하게 발달되어 있는 범주이다. 성인들의 외
국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 난이도는 모국어와 목표어의 유형적 차이가 가
장 심각한 원인임을 전제로 했을 때 한국어의 경어법이 다른 언어와는 달
리 독특한 체계로 되어 있다면 학습자의 학습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해영(2006: 509)은 어미와 조사가 발달하지 않은 영어나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학습자뿐만 아니라 경어법이 문법 
범주로 체계화되어 있는 일본어 모국어 화자들조차 한국어 경어 표현 사
용에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지적한다. 

본고에서 우리는 한국어 경어법의 교육 내용을 검토하고 그 특수성과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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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어법에 대한 기술

학교문법 교육과학기술부(2009)에서는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한국어 교육
문법서

국립국어원(2005)는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
으로 기술함. 백봉자(2006)는 주체 존대, 상대 존대, 그 밖의 존대로 
함.

한국어 교재
경어법 체계가 명시되지는 않고 경어법을 실현하는 개별 형태로 제시
되며 관련 형태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서 주체, 주어, 화계 등 용어가 
사용됨. 

한국어 교수
중국 내 한국어 교수 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조사 대상 
78%가 주체, 상대, 객체 경어법 체계에 따라 경어법을 가르친다고 응
답함.

경어법에 개입하는 인칭 범주의 범언어적 보편성에 대해 재조명함으로써 

인칭 범주에 기반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경어법의 교육 내용을 고안하
고자 한다. 

Ⅱ. !"#��#��$%�&'�()

한국어 교육에서 경어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어 교
육 문법서와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한국어 교수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문법서에서는 학교
문법과 같이 주체 경어법, 상대 경어법은 설정했지만 객체 경어법은 빠져 
있으며, 대신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이거나 “그 밖의 존대”로 구분하여 
구체 실현 형식으로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문법 요소뿐 아니라 
어휘적 요소에 의해서도 실현되는 한국어 경어법의 특징을 일정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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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은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제시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본고에

서 검토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경어법의 실현 요소에 대해 개별 문형이나 
개별 형태로 하나씩 기술했고 구체 제시 방식에서도 문법에 의한 경어법 
체계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다.1) 예를 들면 선어말어미 ‘-시-’의 도입
에서 ‘선생님이 오시다’와 같이 주체 높임의 표지로 알려진 ‘-시-’가 발화
의 주체가 청자와 동일인인 경우, 청자를 높이는 기능으로 제시되는 교재
가 더 많았다. 예컨대,

(1) 선생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학생->선생님, 청자높임) 

검토한 한국어 교재들에서는 경어법의 문법적 체계에 대한 교육보다는 
구체적인 경어법 표현 형태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시된다는 것이 확인된
다. 그러나 표현 형태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여전히 주체, 화계 등 문법
적 용어가 적잖게 사용되고 있었다.

학습자의 문법 분석 능력보다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요구하는 외국
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목표를 감안했을 때, 문법 편향적인 한국어 교육 
문법서의 경어법 체계는 한국어 경어법 교육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양자 간 심각한 괴리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
도 나타나는바 중국 내 대학교의 한국어과 교수 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
사한 박성일(2012: 88)에 의하면 조사 대상 교수들은 한국어의 경어법이 

1) 검토 대상 교재는 서울대학교언어교육원편(2000), �한국어1�,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

편(2007), �연세 한국어1�, 북경대학교편(2001), �한국어1�, 채옥자․강은국(2005) �초

급한국어(상)�, 경희대학교편(2004), �한국어(초급1)�, 이화여자대학교편(2010), �이화 
한국어 1-1�, 최희수 외(2002) �초급한국어�이다. 이 중에서 경어법 화계를 尊敬, 對

等, 基本으로 구분하여 연역적인 방법으로도 기술한 것은 북경대학교편 �한국어 
1�(2001)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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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황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전원 수긍하면서도 78%의 
교수들이 여전히 문법 중심의 경어법의 체계에 따라 가르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이론과 교육 현실의 혼선을 보여주었다. 반면, 한국의 교실 수
업에서는 경어법이 문법적 방식으로 교육되어 오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
았다. 교사가 재량껏 가르치는 이런 현상들은 문법서든 교재든 통일된 지
침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습자 오류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다.2)

 

(2) 가. *내가(√제가) 이 서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나. *과장님, 제가 도와 주시겠어요(√도와 드리겠어요).

다. *부장님, 점심을 잘 먹었어요(√드셨어요)? 

라. *과장이 오시면(√과장님께서 오시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학습자 오류 예문에서 (가)는 겸양 대명사 ‘저’ 대신 ‘나’를 사용하
여 생긴 오류인데 이정희(2003: 187,205)에 의하면 중․고급학습자들이 경
어법의 사용에서 ‘나’와 ‘저’를 무의식적으로 잘못 사용하여 범하는 오류
가 많다고 보고된다. (나)는 문장의 주체가 화자이므로 주체를 높이는 선
어말어미 ‘-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자기를 낮추어서 ‘도와 드리다’로 표
현해야 한다. 즉, (가, 나)는 문장의 주체가 화자인 경우인데 학습자는 주
체 높임법을 통해 주체를 높이는 방법은 배웠어도 주체 겸손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익숙치 않음을 보여준다. (다)는 ‘먹다’의 존대 동사 ‘드시다’를 
사용하지 않은 오류이다. (라)의 경우는 “과장님께서 오시다”와 같은 문장
에서 주체인 ‘과장’은 선어말어미 ‘-시-’뿐만 아니라 접미사 ‘님’이나 조사 
‘께서’와 같은 어휘 요소들에 의해서도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동시에 

2) 학습자 오류는 중국의 한국어과 2-3학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에 담화 완성형 
조사 방식으로 수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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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님’, ‘께서’, ‘-시-’를 모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 교육 문법서에서 기술하는 경어법, 한국어 교
재에서 제시되는 경어법, 교실 현장에서 교육되는 경어법이 교육 내용 면
에서 서로 심각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학습자 오류
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법 분석 중심의 경어법보다는 의사소통 중심의 경어법 교육을 지향하
고 따라서 경어법 교육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높임 대상과 높임 기능에 
초점을 둔 경어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0!��#��$%�&'���������

우리는 한국어 경어법의 유형론적 특수성은 완화하고 보편성은 강화하
는 것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에 유리하다고 본다. 아래 우
리는 우선 몇몇 언어들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 경어법의 유형론적 특수성
을 보기로 한다.3)

중국어에는 문법에 의한 경어는 없고 모두 敬謙詞, 호칭어 및 2인칭 대
명사의 존대 형식인 ‘�’과 같은 어휘에 의해 높임 기능이 실현된다. 영어

에서의 경어에 대해 김현섭(1999)에서는 공손표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직설법보다는 가정법이, 같은 시제라도 과거 시제 등 화용론적 의미에서
의 공손 표현들이 있음을 지적한다. 베트남어 경어법은 주로 인칭 대명사

3) 아래와 같은 언어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어, 일본어, 자바어는 경어법의 문법화가 높
은 언어임을 고려했고, 기타 언어는 어족 관계를 고려했다. 언어별 구체적 기술은 각
각 중국어는 呂叔湘(1999); 영어는 김현섭(1999); 베트남어는 黃敏中(1997: 105-126); 

자바어는 이익섭(2010: 195-199); 일본어는 홍사만(2002: 139-166)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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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한국어 자바어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주체 경어 O O O (O) (△) (△)

객체 경어 O O O (O) × ×

상대 경어 O O O O × ×

문법화 
정도

<------------------------------------------------------>

높음                                                   낮음

에 의해 실현되며 자신보다 높은 사람일 때는 끝맺음에서 ‘a’를 붙여 쓴다.

자바어는 기본적으로 3등급의 경어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3등급
에 대해서는 각각 ngoko(낮춤말), madya(중간말), krama(높임말)라는 독자
적인 용어도 있다. 3등급으로 나뉜 이런 단어들은 같은 등급끼리만 결합
한다. 일본어는 존경어, 겸양어와 정녕어(공손어)를 갖추고 있으며 이 3체
계를 중심으로 미화어, 정중어를 추가할 수 있는 다분화 경향을 보여주면
서 복잡한 경어법 체계를 갖고 있다. 

경어법 체계를 대체로 주체 경어, 객체 경어, 상대 경어로 보았을 때, 

언어에 따라 이들의 수용 범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몇몇 조사된 언
어의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4)

<  2>     

이상에서 보다시피 한국어의 경어법은 일본어, 자바어 등 언어와 함께 
극소수의 문법화 정도가 아주 높은 언어에 속한다. 한국어에서 종결어미
로 실현되는 상대 경어법과 선어말어미 ‘-시-’로 실현되는 주체 경어법은 
고도로 문법화 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어 경어법의 유형론적 특수성을 반
영한다.

그런데 한국어 경어법은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등의 문법 요소에 의해 
표현될 뿐만 아니라 명사, 대명사, 동사, 조사 등 어휘 요소에 의해서도 

4) ‘문법화’는 전통적으로 어휘 요소가 문법 요소로 기능을 바꾸는 언어 변화의 한 양상
을 일컫는다. 권재일(2004: 398)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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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다. 문법으로 실현되는 한국어 경어법을 강조하다보면 문법 요소
에 의한 것이 마치 한국어 경어법의 모두인 것처럼 오해되기 쉽다. 기존

의 경어법 체계에서는 종결어미의 화계는 상대 경어법에서 다루고 ‘-시-’

나 ‘께서’는 주체 경어법에서 다루었고 ‘님’과 같은 호칭어로 실현되는 존
대 명사는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청자를 높이는 실현 요소에 종결
어미 화계뿐만 아니라 ‘-시-’, ‘께서’, ‘님’과 같은 형식들도 포함시켜 통합
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화제 인물을 높이는 “아버님께

서 차를 사셨다”와 같은 문장에서 ‘님’, ‘께서’와 같은 어휘 요소는 문법 요
소인 ‘-시-’에 이끌려 부가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정
도를 조절하는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는 문법 요소와 
어휘적 요소가 통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인칭 범주에 기반한 
경어법 교육 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인칭 범주에 기반한 경어
법은 인물을 높이는 의미 기능을 가지는 문법 요소와 어휘적 요소들을 함
께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각 실현 형식의 의미 기능에 
따라 높임 등급 정도를 고찰할 수 있게 되며 경어법 실현 형식들의 출현 
정도에 따라 경어법 사용의 등급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인칭은 대화 참여자 역할의 개념과 관련하여 의미적 관계가 파
악되는 범주로서 “근본적으로 언어행위의 지시기능과 관련이 있는 것이
므로, 어떤 형태로든 모든 언어에 실현될 수 밖에 없는 문법범주이다”(목

정수, 2004: 9). 영어학 사전(1992: 892-893)은 인칭을 “발화에서 화자를 1인
칭, 청자를 2인칭, 그 밖의 사람이나 사물을 3인칭으로 구분하는 문법 범
주”로 정의했다. Lyons(1970)는 인칭에 대해 화용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
이 정의한다. 1인칭은 화자에 의하여 언술의 주어로서 자기 자신을 지시
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2인칭은 청자를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3인칭은 
화자 및 청자와 다른 사람과 사물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인칭은 거
의 모든 언어에서 1, 2, 3인칭과 같이 3개로 구분된다.5) 따라서 인칭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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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어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 언어에도 공통으로 있는 개념 범주라는 
것은 인칭 범주에 기반하여 경어법을 체계화 하는 것이 외국인을 위한 한
국어 교육에 유리함을 시사한다.

또한 문장을 구성하는 절차에 있어서, 화자는 마음에 두드러지게 인식
되는 어떤 존재를 출발점으로 삼아 대화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화자
는 이러한 출발점을 문장을 구성하는 기둥으로 삼아 이에 연관된 어떤 기
술을 연관 짓는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 출발점이 되는 존재는 1차 
존재, 2차 존재, 3차 존재의 순서로 출발점이 되기 쉽고, 1차 존재 중에서
도 인물, 동물, 사물의 순서로 출발점이 되기 쉽다. 화자는 이처럼 마음에 
두드러지게 인식되며 문장 구성의 출발점 기능을 하는 인물을 기준으로 
하여 문장을 구성하게 된다(임동훈, 2000: 115). 화자가 인물을 기준으로 
문장을 구성한다는 점은 인칭 범주에 기반하여 경어법을 체계화 하는 것
이 학습자가 문장을 구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
다.  

많은 언어에서 인칭 대명사는 지위, 성, 친밀성과 같이 다른 의미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예컨대, 2인칭 청자를 가리키는 방법에서 대
화 참여자 관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데 이런 현상은 경어법과 여러모
로 연관된다. 경어법이 별로 발달하지 못한 유럽의 언어에서도 대부분 2
인칭 대명사는 평칭과 존칭으로 양분되어 있다.6) 즉, 영어를 제외한 대부
분의 언어에서 인칭 대명사는 경어법과 관련된다. 한국어의 경우, 경어법

에 내포된 인칭 지시의 성격에 대해 목정수(2004)는 한국어의 종결어미들
을 인칭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어미가 보여주는 인칭성이 굴절적 차원과 

5) 인칭은 보통 3개의 인칭으로 구분하지만 인칭 대명사는 2가지 인칭 대명사 체계와 
3가지 인칭 대명사 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인칭과 인칭 대명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경석(2011), 송경안(2010), 박동열(2003)을 참고함.

6) 구체 내용은 이익섭(2010: 175)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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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구체적인 인칭 대명사와 관련이 되는
지 밝히면서 한국어의 종결어미들이 반영하는 인칭성 정보들을 기술했다. 

박동열(2003)은 한국어를 담화 인칭이란 관점에서 형태소 차원, 단어차원, 

문장차원에서 발화행위 속에 개입된 인칭의 흔적을 기술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는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가 아주 높은 언어이고 
실제 사용에서 문법 요소뿐만 아니라 어휘적 요소도 높임 기능으로서 중요
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인칭 범주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도 공통으로 있는 개념 범주로서 문장 구성의 출발점 기능을 
한다는 점과 한국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에서 인칭과 경어 표현이 서로 관련
이 되어 나타난다는 범언어적 공통성은 인칭 범주와 경어법의 자연스런 통
합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의 경어법 교육 내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IV. *+�,-.�/0!�!"#��#�� $%�&'���

국어학에서 경어법을 사람과 관련된 문법 범주로 보고 화자와 청자의 
필수적 참여를 전제로 하여 경어법을 논의한 연구로는 고영근․구본관

(2008: 457-468)의 공대법 체계가 있다. 여기서 공대법은 남을 존경하거나 
자기를 낮추어 말하는 언어예절 범주이다. 

공대법에는 존경법과 겸손법이 있다. 존경법은 남이 화자에게 존경의 대
상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서술어에 실현되는 문법적 절차이다. 존경법은 
선어말어미 ‘-시-’, 조사 ‘께서, 께’, 접사 ‘님, 씨, 존(尊), 옥(玉)’ 등, 그리고 
‘진지, 말씀, 어르신, 주무시다, 손수’ 등을 포함하는 특수 어휘에 의해 표시
되고, 이 외 존비법에서 하오체, 하십시오체의 의문법, 명령법, 공동법,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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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경계법도 존경법을 실현한다. 겸손법은 화자가 남에게 자신의 행동이나 
동작을 겸손한 태도로 낮추어 말할 때 사용되는 문법적 절차이다. 겸손법은 
‘저, 졸고, 드리다’ 등 특수 어휘, 선어말어미 ‘-삽-, -옵-’, 그리고 하오체, 

하십시오체의 평서법, 약속법, 감탄법과 같은 존비법에 의해 실현된다. 

높이고 낮추는 기능 중심의 이와 같은 경어법 체계에서는 한국어 경어
법의 문법 요소와 어휘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기술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우리는 위의 고영근․구본관(2008)의 공대법 기본 체계를 따르면서 외국
인을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내용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겸손법이 화
자를 낮추는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겸손법을 1인칭 겸손 표현으로 
명시하고, 존경법이 상대편이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를 높인다는 점을 
반영하여 각각 2인칭 존경 표현과 3인칭 존경 표현으로 구체화한다.

┌겸손법─ 1인칭 겸손 표현 (존비법 포함)

경어법 │ ┌ 2인칭 존경 표현 (존비법 포함)

└존경법 └ 3인칭 존경 표현

한국어의 경어법을 이와 같이 체계화하는 것은 한국어 경어법의 높임
과 낮춤의 의미 기능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높이고 낮추는 대상의 인칭 
범주도 나타내게 된다. 이것은 각 문장에서 해당 인칭에 관계하는 경어법 
실현 요소를 통해 해당 인칭의 높임 혹은 낮춤의 정도가 얼마나 실현되었
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경어법을 인칭에 따라 구분하면 ‘누구’를 어떻게 
높이고 낮출 것인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인칭 범주의 보편성에 기대어 
두 언어의 유형적 차이로 인한 경어법 학습의 난이도를 최대한 낮추게 된
다. 아래 우리는 고영근․구본관(2008)의 겸손법과 존경법의 기본 틀을 따
르고 박성일(2012)를 참고하여 각 인칭별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내용을 기술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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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 평서 약속 의문

하십시오체 -습니다,-입니다 -(겠)습니다 -습니까?-입니까?

해요체

-아요,-어요,-여요,-예요,-

니까요,-ㄴ데요,-은요,-고

요, -거예요

-ㄹ게요,-ㄹ래요,-

려구요,-지요
-ㄹ까요?-나요?

1. 1�1�23�45

1인칭 겸손 표현은 화자가 청자, 혹은 제3자와 비교하여 자신의 행동이
나 상태를 겸손하게 낮추어 말할 때 사용되는 경어법이다. 1인칭 겸손 표
현은 일부 종결어미, 1인칭 겸양 대명사, 겸양 명사, 겸양 동사, 일부 선어
말어미로 실현된다. 아래 구체적인 실현 형식에 대해 보기로 한다.

먼저 1인칭 겸손 표현을 실현하는 종결어미이다. 청자에게 자기의 생각
이나 느낌을 진술하고 자기의 행동 수행 여부에 대해 청자에게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 종결어미들은 1인칭 겸손 표현을 실현할 수 있다. 한길(1991, 

2002)에서 기술한 내용과 한국어 교재에 반영된 종결어미의 빈도를 고려
하여 1인칭 겸손 표현의 종결어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7)

<  3> 1     

위의 표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는데 이 외 하오
체도 1인칭 겸손 표현에 들어 갈 수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에는 ‘해
체, 해요체’의 2원적인 체계로 대치되어 가고 있으며”(구본관, 2006: 766), 

“일상 생활에서 해요체의 사용빈도가 아주 높고, 여성의 경우는 해요체로
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고”(노마 히데키, 2002: 335), “21세기 초두의 20, 

7) 한길(1991)에서 1인칭 주어와 결합하는 종결어미는 아래와 같다. “-ㅂ니다, -ㅂ니까? 

-ㅂ시다, -는답니다, -아요, -지요, -네요, -ㄴ군요, -거든요, -ㄴ데요, -고요, -으라고

요, -ㄴ다니까, -자니까, -ㄹ게요, -ㄹ까요, -ㄹ래요, -ㄴ걸요, -ㄹ걸요, -나요, -ㄴ가

요, -니까요, -다니요, -ㄴ다고요, -느냐고요, -ㄴ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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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의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해요체와 해체의 
실현 비율이 무려 63.78%를 차지한다”(고영근․구본관, 2008: 456)는 점들
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하오체는 배제하고 해요
체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 그러나 한편 
“지문에서는 하십시오체가 여전히 애용되고 있으므로” 하십시오체도 함
께 1인칭 존경 표현에 포함시켜야 한다.

1인칭 겸손 표현에서 화자는 대화의 목적에 따라 평서문, 약속문, 의문

문을 선택할 수 있으나 명령문과 청유문은 적용되지 않는다.8)

(3) 가. 제가 맡은 일입니다. (평서) 

나. 제가 할게요. (약속)

다. 제가 할까요? (의문)

라. *제가 하십시오. (명령)

마. *저희 함께 갑시다. (청유)

위의 (3가, 나, 다)는 각각 평서, 약속, 의문문에 ‘저’가 사용된 것이고 
(라, 마)는 명령문과 청유문의 한 예이다.

위의 종결어미 중에서 화자의 낮춤과만 연관이 되는 종결어미는 ‘-ㄹ
게요’이다. ‘-ㄹ게요’는 1인칭 주어와만 함께 쓰여 청자의 능동적 행동을 
나타내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보통 청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 

8) 고영근․구본관(2008: 425)에서는 문체법으로 평서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허락법, 경계법을 두었으나 본고에서는 평서, 약속, 의문, 명령, 청유법에 대
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그리고 고영근․구본관(2008: 462)는 의문법을 존경법에 포
함시켰으나 본고에서는 의문법이 “제가 할까요?”와 같이 화자가 자기 행동의 수행 
여부에 대해 청자에게 확인하는 의미 기능도 있으므로 겸손법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 �����!"������53

(4) 제가 창문을 닫을게요.

‘-ㄹ게요’는 ‘-시-’와 결합할 수 없으므로 가장 높임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겠+습니다’의 형태로 전환되어 나타난다.

 

(5) 가.*제가 창문을 닫으실게요.

나. 제가 창문을 닫겠습니다.

1인칭 겸양 대명사, 겸양 명사, 겸양 동사로 표시되는 1인칭 겸손 표현
은 다음과 같다.9) 

① 저(나), 저희(우리)

② 말씀(말), 졸고(원고), 비견(의견), 소생(나), 상서(글), 가내(아내), 우문(질

문), 천민(백성), 여식(딸), 폐사(우리 회사)10)  등

③ 드리다/올리다/바치다(주다), 뵙다/뵈다(보다), 여쭙다/여쭈다/아뢰다/사

뢰다(이르다), 모시다(데리다)

위의 어휘 중에서 국립국어원(2003)의 학습용 어휘 목록에 나와 있는 
것들로는 ‘저, 저희, 말씀, 드리다, 바치다, 뵙다, 뵈다, 여쭈다, 모시다’ 이

며 한자어로 된 겸손 표현은 어휘 목록에 나와 있지 않다.

1인칭 겸손 표현 선어말어미로는 ‘-오-, -옵-, -사오-’이 있다. 

(6) 저희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자 하오니,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괄호 안의 것은 대응하는 일반 의미의 어휘이다.

10) 겸손의 의미를 갖는 한자어 어휘소들은 ‘小- 家- 愚- 賤- 舍- 鄙- 拙-’ 등과 같은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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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의 ‘-오-, -옵-, -사오-’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공손의 의미로 
겸손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이다. 이는 화자거나 혹은 화자와 관련된 내
용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위와 같은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여 공손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이와 같은 용법은 주로 아주 공식적인 
문어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고 사용 빈도도 낮으므로 한국어 교육 내용으
로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다음은 한국어의 중요한 1인칭 겸손 표현 요소인 대명사 ‘저’와 종결
어미 화계의 관계에 대해 청자가 상위자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7) 가. *내가 할게.

나. *제가 할게.

다. *내가 할게요.

라. 제가 할게요.

위의 (7가)는 평칭 대명사 ‘나’와 해체가 사용되었고, (나)는 겸양 의미
의 ‘저’와 해체로 사용되었으며, (다)는 해요체가 쓰였으나 대명사는 평칭 
‘나’이며, (라)는 해요체와 겸양형 ‘저’가 사용되었다. 청자가 상위자인 경
우 (가, 나)처럼 화계가 해요체나 하십시오체가 아니면 비문이 되고, (다)

처럼 청자 높임의 해요체가 사용되었어도 청자가 상위자이고 화자가 스
스로 겸손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할 때 ‘저’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
다. (다)의 경우는 동급 관계에서 상호 존중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상하 위
계 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예우해줄 때 가능하기는 하지만 화자의 
겸손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그러나 (라)와 같이 ‘저’가 해요체나 하십시오
체와 함께 사용되면 화자의 겸손 표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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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

등급

종결어미

의문 명령 청유 평서

하십시

오체

-습니까?-ㅂ니까?

-입니까?-십니까?

(계-,잡수-,드-,주무-,

말씀하-)

-십시오, 

(계십-,잡수-,드-,

주무-,말씀하-)

-시지요
-습니다,-ㅂ니다, -

입니다

해요체

-ㄹ까요?-ㄹ래요?-나

요?-어요?-지요?-구

요?-네요?-어서요?-

면서요?-ㄴ데요?-대

요?-려구요?

-어요, 

-지요,

-세요

-어요, 

-지요,

-ㄹ까요

-어요, -지요, -구

요,-네요,-어서요,-

면서요,-는데요,-

대요,-래요,-니까

요,-거든요,-군요

2. 2�1�6%�45

청자를 높이는데 참여하는 요소들은 주로 종결어미, 호칭․지칭어, 존

대조사, 존대 선어말어미가 있으며 이 외 일부 명사와 동사가 있다. 

2인칭 존경 표현을 실현하는 종결어미는 존경의 대상이 되는 청자로부
터 정보를 요구하거나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
에 주로 의문, 명령, 청유형 종결어미로 실현되며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 
진술할 때는 평서형으로 실현된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4> 2     

호칭어 형태들은 대화 참여자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대화 참여
자 관계에 대해 보기로 한다. 대화 참여자 요소는 화자, 청자, 제3자 등의 
대화 참여자가 가진 특성과 이들 사이의 관계적 특성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지위, 나이, 성별, 친밀성과 같은 요인이 있다. 이들 요인 관계
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구
분해 볼 수 있다.



56   �������	32


① 상하 위계 관계 +직위차 +연령차 ±성별차 ±친함

② 상하 친밀 관계 +직위차 +연령차 ±성별차 +친함

③ 동급 존중 관계 -직위차 -연령차 ±성별차 -친함

④ 동급 친밀 관계 -직위차 -연령차 -성별차 +친함

대화 참여자 관계 호칭․지칭어 유형

상하 위계 관계 상→하 김 과장, 김영호 씨, 영호 씨
하→상 과장님, 김(영호) 과장님

동급 존중 관계 과장님, 김(영호) 과장님, 김영호 씨 
동급 친밀 관계 김 과장, 영호 씨, 영호(야)

<  5> �     

위의 관계에 기초하여 호칭․지칭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6>    �  

한국어 문장에서 2인칭 존경 표현으로 존대 조사 ‘께서’가 쓰이는 경우
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은 주어의 생략과 맞물리기 때
문이다. 한국어 문장에서는 호칭어가 실현되고 호칭어와 주어의 지시 대
상이 일치하며 또한 주어에 배타적 대립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 
주어는 생략될 수 있다. 주어의 생략과 함께 ‘께서’도 생략되지만 유표적
으로 나타날 때는 중요한 높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상급자의 행동을 높이고자 할 때에는 일반 동사에 존대 선어말어미 ‘-시
-’를 함께 사용한다. 주체 높임 표지로 알려진 ‘-시-’가 발화의 주체가 청
자와 동일인인 경우, 청자를 직접 높이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2인칭 존경 
표현의 실현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시-’가 청자 높임에 관여하
는 경향은 항상 청자를 마주 대하는 장면에서 발화되는 의문문이나 명령
문에서 강하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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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철수 씨, 언제 오셨어요? (청자=철수)

나. 철수 씨, 언제 왔어요?

  

위의 (8가)를 발화하는 화자는 청자인 ‘철수’를 (나)에서보다 더 높이기 
위해 ‘-시-’를 쓴 것이며 문장의 주체가 청자인 경우이므로 ‘-시-’에 의해 
청자가 높여지게 된다. 

일부 존대 대명사, 명사, 동사에 의해 실현되는 2인칭 존경 표현은 다음
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어르신(너), 당신(너)

② 진지(밥), 약주(술), 말씀(말), 생신(생일), 댁(집), 부인(아내) 등

③ 계시다(있다), 잡수시다/잡수다/들다/자시다(먹다), 주무시다(자다)

다음은 한국어의 중요한 2인칭 존경 표현의 실현 요소인 접사 ‘님’, 조

사 ‘께서’, 선어말어미 ‘-시-’ 및 종결어미 화계의 관계를 보기로 한다. 

(9) 가. *과장님은 이쪽에 앉아라.

나. *과장은 이쪽에 앉아요.

다. 과장님은 이쪽에 앉아요.

위의 (9가)는 ‘님’이 사용되었으나 해라체가 쓰였고, (나)는 해요체가 쓰
였지만 ‘님’이 빠져있다. (다)는 ‘님’과 해요체가 사용되었다. (가, 나)처럼 
호칭 혹은 지칭어가 친족 명칭이 아닌 경우, 화자가 높이고자 하는 인물
에 대해서 ‘님’을 붙이지 않거나 해체 혹은 해라체를 쓰면 비문이 되며 응
당 (다)와 같이 ‘님’과 종결어미 화계는 서로 격을 맞춰 사용해야 한다. 따

라서 1차적으로 2인칭 존경 표현에서는 높임 대상에 대해 호칭․지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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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종결어미 화계로 높임 등급이 우선 결정된다.

다음은 ‘-시-’의 사용 여부에 따른 관계를 보기로 한다.

(10) 가. 과장님은 이쪽에 앉아요.

나. *과장님은 이쪽에 앉으시라.

다. *과장은 이쪽에 앉으세요.

라. 과장님은 이쪽에 앉으세요.

위의 (10가)는 ‘님’과 해요체가 사용되었고, (나)는 ‘님’과 ‘-시-’가 사용
되었으나 해라체가 사용되었고, (다)는 ‘님’이 빠지고 ‘-시-’와 해요체가 
사용되었으며, (라)는 ‘님’, ‘-시-’, 해요체로 실현되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다시피 ‘-시-’는 (나)처럼 낮춤 화계가 쓰이거나 (다)처럼 ‘님’을 붙이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따라서 높임 대상에 대해 1차적으로 호칭․지칭어와 
종결어미에서 높임 등급이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 ‘-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음은 ‘께서’의 사용이다.

(11) 가. 과장님은 이쪽에 앉으세요.

나. *과장께서는 이쪽에 앉으세요.

다.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앉으시라.

라.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앉아요.

마. 과장님께서는 이쪽에 앉으세요.

위의 (11가)는 ‘님’, ‘-시-’, 해요체가 사용되고 ‘께서’는 빠져있으며, (나)

는 ‘께서’가 사용되었으나 ‘님’이 빠져있고, (다)는 ‘께서’가 사용되었으나 
해라체가 사용되었으며, (라)는 ‘께서’가 사용되었으나 ‘-시-’가 빠져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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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마)는 ‘님’, ‘께서’, ‘-시-’, 해요체 모든 요소가 다 실현되었다. 위의 예
문들에서 보다시피 ‘께서’는 (나)처럼 ‘님’이 쓰이지 않거나 (다)처럼 해라
체가 쓰이거나 하면 비문이 되고 (라)처럼 ‘-시-’가 사용되지 않으면 어색
한 문장이 된다. 따라서 ‘께서’의 사용 제약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님’, ‘께서’, ‘-시-’, 종결어미 화계의 높임 등급 실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2) 가. 과장은 이쪽에 앉아. (기본)

나. 과장님이 이쪽에 앉아요. (님, 해요체)

다. 과장님이 이쪽에 앉으세요. (님, -시-, 해요체)

라. ?과장님께서 이쪽에 앉아요. (님, 께서, 해요체)

마. 과장님께서 이쪽에 앉으세요. (님, 께서, -시-, 해요체)

위의 (12가)는 청자에 대한 높임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고, (나)는 ‘님’과 
해요체가 사용되고, (다)는 ‘님’과 ‘-시-’, 해요체로 실현되고, (라)는 ‘님’과 
‘께서’, 해요체가 사용되었으며, (마)는 ‘님’, ‘께서’, ‘-시-’, 해요체가 모두 
사용되었다. ‘님’, ‘께서’, ‘-시-’, 종결어미 화계의 높임 실현 순서를 보면 
우선 ‘님’과 그에 대응하는 종결어미 화계가 사용되어야 하고, 다음, 그의 
행동에 대해 ‘-시-’로 높이고, 더 높이려면 ‘께서’를 사용하게 된다. 가장 
높임 형식으로는 ‘님’, ‘께서’, ‘-시-’ 및 하십시오 혹은 해요체를 모두 사용
한 경우이다. 

3. 3�1�6%�45

3인칭 존경 표현은 화자와 청자 외의 제3자를 높여 대접하는 경어법이
다. 3인칭 존경 표현은 존대 명사, 존대 조사, 존대 선어말어미, 존대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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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실현된다. 

3인칭 존경 표현을 실현하는 명사에는 주로 3인칭 지칭어와 일반 존대 
명사들이 포함된다. 지칭어로만 사용되는 명사는 “부모님, 교수님, 사장님, 

아드님”과 같이 접사 ‘님’을 포함한 일부 명사와 “이/그/저 분, 두 분, 친구 
분, 동생 분” 등과 같이 의존 명사 ‘분’을 포함한 명사들이다.11) 이 외 존
대 대상과 관련된 사물을 높이는 ‘댁(집), 진지(밥), 연세/춘추(나이), 생신

(생일), 성함(이름)’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존대 조사 ‘께서’도 3인칭 존경 표현에 참여하게 된다. ‘께서’가 2인칭 
존경 표현으로 사용될 때 주어의 생략과 맞물리면서 많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아 보였던 것과는 달리 3인칭 존경 표현에서는 그 역할이 비교적 뚜렷
하게 나타난다.

화자가 대화 중에 나타나는 제3자를 높이고자 할 때에는 높임의 표지
인 ‘-시-’를 제3자의 행동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어간에 첨가하여 유표적
으로 나타낸다.

(13) 선생님께서 오신다.

다음은 한국어의 중요한 경어법 실현 요소인 접사 ‘님’, 존대 조사 ‘께
서’, 선어말어미 ‘-시-’의 관계가 어떤지 보기로 한다.

(14) 가. *선생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나. *선생이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 선생님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위의 (14가)는 제3자에 대한 높임 형식이 모두 사용되지 않았고 (나)는 

11) 여기에 ‘여러분’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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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 사용되었으며, (다)는 ‘님’만 사용되었다. (가, 나)처럼 지칭어가 
친족 명칭이 아닌 경우, 화자가 높이고자 하는 인물을 지칭할 때 ‘님’을 
붙이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다)와 같이 ‘님’이 사용되고 ‘-시-’가 
사용되지 않아도 비문은 아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높임 대상에 대해 지
칭어 높임이 먼저 실현되며 그다음 ‘-시-’의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은 ‘께서’의 사용 여부에 따른 이들의 관계를 보자.

(15) 가. 선생님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나. ?선생님께서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 *선생께서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라. 선생님께서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위의 (15가)는 ‘님’이 사용되고 ‘-시-’는 사용되지 않았고, (나)는 ‘님’과 
‘께서’가 사용되었으나 ‘-시-’가 빠졌고, (다)는 ‘께서’와 ‘-시-’가 사용되고 
‘님’이 빠졌다. (라)는 모든 요소가 다 실현되었다. 위의 예문들에서 보다
시피 ‘께서’는 (가)의 ‘님’과는 달리 (나)처럼 ‘-시-’가 쓰이지 않으면 어색
한 문장이 되고 (다)처럼 ‘님’을 사용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3인칭 존경 표현 ‘님’, ‘께서’, ‘-시-’의 높임 등급 관계는 다음과 같다.

(16) 가. 선생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기본)

나. 선생님이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님)

다. 선생님이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님, -시-)

라. ?선생님께서 오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님, 께서)

마. 선생님께서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서자. (님, 께서, -시-)

위의 (16가)는 제3자에 대한 높임 형식이 사용되지 않았고, (나)는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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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고, (다)는 ‘님’과 ‘-시-’가 사용되고, (라)는 ‘님’과 ‘께서’가 사용
되었으며, (마)는 ‘님’, ‘께서’, ‘-시-’가 모두 사용되었다. 3인칭 존경 표현의 
높임 실현 순서를 보면 우선 ‘님’으로 지칭하고 나서 그 행동에 대해 ‘-시
-’로 높이고, 다시 지칭어에 존대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높이게 된다. 가

장 높임의 형식으로는 ‘님’, ‘께서’, ‘-시-’를 모두 사용한 경우이다. 

인칭 범주에 기반한 한국어 경어법의 교육 내용은 높임 대상과 높임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학습법에로의 응
용이 가능하게 된다. 박성일(2012: 194-199)에서는 인칭 범주에 기반한 경
어법 교육의 교수-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습자들을 수업 전과 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 효과를 확인하였는바 수업 전보다 수
업 후에, 통제 집단보다 실험 집단에서 경어법을 더 적절하고 정확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해보면 학습자의 경어
법 실현 형식의 사용 분포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청자를 높이는 
형식으로 ‘-시-’의 사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 발견된다. 예컨대, 아

래 예문에서 (가)와 (나)는 모두 비문은 아니지만 청자를 높이고자 할 때
는 (나)보다는 ‘-시-’를 사용한 (가)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17) 가. 부장님,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것 어떠신지요?

나. 부장님, 지하철로 이동하면 어때요?

위와 같이 상하관계에서 제안 기능을 수행 시, 수업 전에는 학습자의 
17%만이 청자를 높이는 수단으로 종결어미 ‘-시-’를 사용했지만 수업 후에
는 43%의 학습자가 ‘-시-’를 사용했으며 이것은 52%를 기록한 모어화자의 
비율에 육박한다. 이는 기존의 상대 경어법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시-’의 
기능이 2인칭 존경 표현에서는 청자 높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형식 요소로 
포함되므로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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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본고는 인칭 범주에 기반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경어법의 교육 내용 
고안을 목표로 논의를 전개했다. 2절에서는 한국어 교육 문법서, 교재, 교

실 수업 현장에서의 한국어 경어법 교육 내용과 교육 방식에 대해 검토하
고 서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3절에서는 인칭 범주에 기반한 경
어법 교육 내용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문법화 정도가 높은 한국어 
경어법의 유형론적 특수성과 함께 문법 요소뿐만 아니라 어휘적 요소에 
의해서도 실현되는 특징도 확인했다. 그리고 인칭 범주의 범언어적 보편
성 및 경어법과 인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4절에서는 한국어의 
경어법을 1인칭 겸손 표현, 2인칭 존경 표현, 3인칭 존경 표현으로 분류하
여 각 실현 형식들을 기술하고 체계화했다. 

본고는 통사 분석 중심의 경어법 틀에서 벗어나 높임 대상과 높임 기
능 중심의 경어법 체계를 지향했으며 언어 간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근거
하여 인칭 범주에 기반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내용을 재구성했다는 데 의
의를 둔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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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일

이 연구에서는 문장 분석 심의 학교문법 경어법 교육 내용이 의사소통 능

력 향상을 추구하는 외국인을 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효율 인지 의문을 제기

하면서 높임과 낮춤의 상과 기능을 심으로 한국어 경어법의 교육 내용을 재

구성했다. 

우선, 기존의 한국어 교육 문법서, 한국어 교재, 교실 수업 장에서의 한국어 

경어법 교육 내용과 방식에 해 검토하고 서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외국인을 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에서 성인들의 언어 습득의 난이도

는 두 언어의 유형  차이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는 제 하에 한국어 경어법

의 유형론  특수성을 완화하고 각 언어에 보편 으로 존재하는 인칭 범주에 기

반하여 한국어 경어법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높임

과 낮춤의 의미를 반 하여 한국어의 경어법을 존경법과 겸손법으로 구분하고 

다시 높이고 낮추는 상에 따라 화자 스스로를 낮추는 1인칭 겸손 표 과 2인

칭 청자를 높이는 2인칭 존경 표 , 화제 의 3인칭 인물을 높이는 3인칭 존경 

표 으로 체계화했다. 이와 같은 근을 통해 문장 분석 심의 경어법 틀에서 

벗어나 높임 상에 따라 존경과 겸손의 의미에 주안 을 둔 기능 심의 경어

법 교육 내용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한국어 경어법, 언어유형론, 인칭 범주, 겸손법, 존경법,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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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o, Chengri

This study questions whether education contents with school grammar 

honorifics based on sentence analysis is also effective on teaching Korean 

language for foreigners who seek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skills, and 

reconstructed the education contents of Korean honorifics which is based on 

objects and functions of raising and lowering words. 

Firstly, Korean honorifics education contents and methods from existing 

Korean education grammar books, Korean language text books and 

classrooms are reviewed and some differences were found. And it is 

suggested that there is a need to mitigate typological peculiarities of Korean 

honorifics and to create education contents of Korean honorifics based on 

person category that exist for each language. According to the object, they 

are divided into the first person humility expressions which lower the speaker 

itself, the second person respect expressions which will raise the listener and 

the 3rd person respect expressions which will raise the 3rd person. 

This approach is significant as it establishes honorifics education contents 

system based on respect and humility according to the object rather than 

focusing on sentence analysis based honorifics. 

[Key words] Korean honorifics, language typology, personal category, 

humility, respect method, educatio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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