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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모든 언어에는 상대방을 높이는 다양한 어휘 및 문법적인 범주가 있

다. 이 범주는 언어마다 서로 다르게 실현되는데 한국어의 높임 체계는

다른 언어들에 비해 매우 폭넓게 발달하였다. 즉, 대부분 언어에 상대를

높이는 범주가 있지만, 한국어에는 특별히 주체와 객체를 높이는 어휘

및 문법 범주가 존재한다. 하지만 키르기스어의 높임 체계는 한국어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실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적인 차이점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키르기스 학습자들은 높임 표현에 대한 어려

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다양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한국어 높임 표현에 관한 오류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르기스 학습자가 높임 표현의 어휘ㆍ문법적인

범주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효과적인 높임 표현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상 연구의 논지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장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설정

한 다음 II장에서는 한국어와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을 대조하고 양국

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양 언어의 높임 표현 개념을 대조

분석한 결과 높임 표현이 상위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두

언어는 서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어의 높임 표현은 다

양한 문법 및 어휘적인 요소로 실현되는 반면 키르기스어의 경우는 높임

법을 실현하는 언어적 요소가 한국어만큼 잘 발달되어있지는 않았다. 즉,

한국어처럼 주체와 객체까지 높이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고 상대 높임만

있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키르기스스탄 교육 현장에서의 높임 표현 교육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해 주 교재를 분석하여 각 교재의 제시, 설명 방식, 그리고 문형

연습 활동을 살펴보았다. 교육 실태를 교재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족하

므로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사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높임 표현은 한국의 문화이므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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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의견에 서로 공감하고 있었다. 학습자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학

습자들이 수업 중에 활발한 의사소통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하

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의 3개 대학교의 2, 3, 4학

년 재학생들과 한국어교육원의 중급반 수강생 총 40명을 중심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 표현 사용 양상과 이들이 범하

는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방법으로 ‘키ㆍ한 번역 테스트’, ‘담

화 완성형 테스트’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를 이용하였다. 또

한, 학습자와 한국인의 사용 양상을 비교할 목적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

에게도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실시하여 양 집단의 사용 양상을 SPSS

22.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학습자들이 작성한 ‘키ㆍ한 번역 테스트’,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한 실

제 발화’의 결과를 토대로 오류를 추출하였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높임

표현의 복잡성 때문에 문법적 그리고 어휘적 형태를 혼동하거나 불필요

한 곳에 높임 범주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오류 양상을 유형

별로 분류하고 그 원인을 모국어, 목표어 그리고 교육 현장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때 학습자 사후 인터뷰도 활용하였다.

IV장에서는 본 연구 II장의 이론적 고찰과 III장의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였

다. 키르기스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방법으로는 형태 초

점접근법과 의사소통 접근법을 활용하였고 수업 모형으로는 정확성을 요

구하는 PPP모형과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ESA모형을 선정하여 교수ㆍ학

습 방법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중국어권, 일본어권, 영

어권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 수

가 증가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에서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키르기스 학습자를 중심으로 실행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키르기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

습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러시아어권 학습자와 고려인 학습자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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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더 재미있고 다양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본 연구의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더 다양한 영역의 교육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전망해본다.

*주요어: 높임 표현, 키르기스 학습자, 한국어 교육, 형태 초점 접근법,

의사소통 접근법, PPP모형, ESA모형

*학  번: 2014-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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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키르기스스탄1)의 한국어 학습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 학습자

들은 대개 한국에 와서 취업하거나 유학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의 공통점은 목표어인 한국어를 유창

하고 효과적으로 구사하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대인관계를 올바르

게 형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키르기스 중급2)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높임 표현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알맞게 사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는 언어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높임 표현이다. 한국어와 키르기스어는 서로 같은

유형의 언어인 교착어에 속하는 언어들이다. 문장의 어순을 비롯하여 문

법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키르기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쉽게 습득하

는 편이지만 양 언어의 높임 체계의 실현 방법이 서로 달라 이 부분에서

학습이 어려움을 느낀다. 키르기스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 표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결과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이 어려웠는

가?’라는 질문에 55.56%의 응답자가 ‘어렵다’고 했고, ‘보통’이라고 생각

하는 학습자는 44.44%에 불과했다. ‘한국어 높임 표현을 어려워하는 이

1)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 공화국)은 중앙아시아 내륙의 공화국으로 러시아(구소련)에

포함되는 공화국이었다가 1991년 8월에 독립을 선언했다. 키르기스어는 튀르크어족에

속하는 언어 중 하나이다. 키르기스 문자는 20세기까지 아랍 문자로 표기되었다가

1928년에서 1941년까지 로마자로 표기되었고, 1942년부터 키릴 문자를 쓰게 되었다.

2) 본고에서 ‘중급’이라는 수준은 현재 2, 3, 4학년 재학생이고 한국어 교육원에서 한국어

를 중급반에서 수강하는 중급 이상 학습자들이다. 키르기스 학습자 중에서 높임 표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1학년 학습자를 제외하였다.

3) 높임법에 대한 용어는 ‘경어법, 존대법, 공대법, 대우법’ 등 여러 가지로 지칭되어 왔

지만, 구본관 외(2015:297)에서 높임법 범주는 주로 문법 형태소로 표현되므로 ‘높임

법’이라는 문법 범주를 설정할 수 있으나 간혹 어휘적 수단으로도 표현되므로 여기에

서는 ‘높임 표현’이라는 포괄적 범주를 쓰기로 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문법, 어휘

적 측면에 대해 다룰 것이므로 ‘높임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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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대한 질문에 50%는 ‘한국어 높임 표현의 어휘와 문법이 어렵다’라

고 답했고, 38.89%는 ‘한국어와 모국어의 높임 체계의 차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시겠습니다.

(2)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댁에 없으세요?

위의 예문을 보면 키르기스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

어의 높임 체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류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1)의 경우 문장의 주체를 혼동해서 발생한 오류이

고, (2)는 ‘없으세요’ 대신 ‘계세요’를 사용해야 하는데 존대의 특수 어휘

에 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정민(1985)은 한국어가 기원적으로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알타이어족 언어들과는 다른 고유한 경어법 체계를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에서 높임 표현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

였고, 구본관(2008:761)도 대부분 언어에서 높임을 표현하는 수단을 발견

할 수 있지만 한국어처럼 그것이 문법 범주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하였다. 이처럼 키르기스어에는 높임 표현에4) 관한 범주가 존

재하지만 한국어와 같이 주체와 객체까지 높여야 할 정도로 복잡하지 않

고 단순하다. 그런 면에서 문법 범주로 높임 표현이 있는 언어를 모국어

로 사용하는 키르기스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다양하고 복잡한 한국어 높

임 표현을 습득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국 언어의 높임

체계 차이는 키르기스인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능숙한 한국어 실력을

갖추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키르기스 학습자가 높임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적절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높임 표현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조 분석을 통해 한국어와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에

4) 키르기스어에는 청자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칭 대명사의 존칭 형과 어미변화가 사

용된다.(Abduvaliev I,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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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키르기스 중급 학습자들이 높

임 표현 사용에서 보이는 오류와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한

본고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높임 체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과 관련 개념을 대조 분석한다.

둘째, 키르기스 한국어 학습자의 높임 표현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이

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높임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비교한다. 또한 키르기스 중급 학습자의 높임 표현 사용에서 발생한 오

류 유형을 제시하고 이의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연구 내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키르기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내용 및 교수ㆍ학습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높임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적절한 교수ㆍ학습 방

안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 높임 표현에 관련한 선행 연구는 두 개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는 국어학과 키르기스어에서의 연구이고, 둘째는 외국인을 위

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높임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이다.

2.1. 키르기스어와 국어학에서의 높임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

  한국어 높임 표현은 폭넓게 연구됐다. 이에 대해 서정수(1984)는 높임

법을 비존대 또는 낮춤말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대우법이 알맞다고 주

장하면서 대우법을 말할이가 들을이나 화제의 인물에 대하여 상하관계,

친소관계 등을 바탕으로 상황에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서정수(1984)는 높임법의 특성과 기능을 밝히고 대우법의 구성

인물과 표현 형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높임법을 대상 위주에 따라 청

자대우, 주체대우 그리고 객체대우로 나누었고 대우하는 방법 위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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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존대법, 비존대법, 겸사법과 압존법으로 나누었다.

김태엽(2007:14)에서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 예절이 한국어에

반영된 문법 범주가 대우법이다”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우법을

타인대우법과 자기대우법으로 분류하면서 한국어 대우법의 체계상의 특

징과 표현상의 특징이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체계상의 특징으로는 안높

임과 높임의 대립 체계로 이루어지는 타인대우법, 안높임과 높임의 대립

체계로 이루어지는 자기대우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타인대우법의 실현에 관여하는 요소와 자기대우법의 실현에 관여하는 요

소가 구별되고 있으면서 한 문장 안에 두 개 이상의 대우법이 동시에 실

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고영근ㆍ구본관(2008)에서는 높임법을 사람과 관련된 문법 범주로 삼

아 결어법과 공대법으로 제시하였다. 결어법을 문체법과 존비법으로 구

분하였는데 문제법은 종결어미로써 문장을 끝맺는 기능으로 보고 이를

평서법, 감탄법, 의문법, 명령법 등으로 나누었다. 존비법은 ‘해라체’, ‘하

게체’, ‘하오체’, ‘합쇼체’의 등분과 ‘요-결락형’, ’요-통합형‘의 체계로 구분

하였다. 공대법을 다시 남이 화자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서술어에 실현되는 문법적 절차인 존경법과 화자가 남에 대하여 자기

를 낮출 때 실현되는 문법적 절차인 겸손법으로 분류하였다.

남기심ㆍ고영근(2014:331)에서는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을 통틀어 높

임법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용언의 활용에 의한 존대법을 규칙적인 문법

범주라 하는 반면 특수어휘에 의한 존대법은 불규칙적이므로 문법범주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규칙적인 활용에는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어

미가 붙는 주체 높임과 ‘합쇼, 하오, 하게, 해라’체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상대 높임이 있다는 것이다. 불규칙에는 ‘드리다, 모시다’ 등

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이는 법이 있다고 하였다.

한길(2002:21)에서는 말할이가 말이 이루어지는 데 관여되는 사람에게

적절한 높낮이의 정도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를 높임법이라 한다고 정의

하였다. 한길(2002:14)은 높임법 체계를 광복 이전과 광복 이후로 살펴보

면서 광복 전에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높낮이 위주로 엄격하게 체계화되

어 있었고 광복 이후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친소 관계, 힘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수평 구조로 바뀌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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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섭(2005:208)은 경어법에 대해 “성이라는 문법범주가 ‘성별’을 바탕

으로 하고, 시제는 ‘시간’을 바탕으로 한다면 한국어의 경어법은 ‘신분’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여 어떤 인물이 존대의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일차

적으로 사회적인 규범에 속한다고 하였다. 경어법을 대상에 따라 행위의

주체가 대상이 되는 주체 경어법, 행위가 미치는 쪽이 대상이 되는 객체

경어법 그리고 청자가 대상이 되는 상대 경어법으로 나누었다.

왕문용ㆍ민현식(1993:269)은 “대우법이란 화자, 청자 또는 주어 및 목

적어나 부사어로 실현되는 대상 사이에 적절한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실

현되는 어법’이라 하면서 한국어의 흔하지 않은 특이함을 언급하였다. 왕

문용ㆍ민현식(1993)은 대우법을 문법 형태소와 어휘에 의한 대우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문법 형태소에 의한 대우법에서 주체와 상대높임법

을 다루었고 어휘에 의한 대우법을 체언과 용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립국어원(2005:213-232)은 높임 표현을 만드는 방법을 두 종류로 나

누었다. 첫째는 서술어의 높임어미 ‘-(으시)-’, ‘-ㅂ니다/습니다’ 등을 통

한 문법적인 방법, 둘째는 ‘주다’ 대신 ‘드리다’와 같이 바꿔 쓰는 어휘적

인 방법이다. 즉, 국립국어원(2005)은 문법적인 방법에서 주체와 상대 높

임 표현을 다루었고, 어휘적인 방법에는 특수어휘와 객체 높임을 살펴보

았다.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은 둔가노바(Dunganova T, 2014), 우세예브

(Useev N, 2009), 벡술타노바(Beksultanova A, 2009)등에 의해 연구되었

다.

둔가노바(Dunganova T, 2014)는 키르기스어의 공손 표현 실현 방식에

관해 연구하였고 이 실현 방식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나누었다. 그 중

에서는 언어적인 방식으로 인칭 대명사와 어미에 대해 다루었고 어휘적

인 방식으로는 완곡어와 금기어를 제시하였다.

우세예브(Useev N, 2009)는 키르기스어 높임 표현에서 빈번히 나타나

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복수형 인칭

대명사가 소련연방으로부터 생겼다는 기존 학자들의 의견을 지적하면서

이 범주의 역사적인 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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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술타노바(Beksultanova G, 2009)는 키르기스어와 독일어에서 실현되

는 높임 표현에 대한 개념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어와 키르

기스어의 높임 표현을 언어적, 비언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세계화 시대에 의사소통의 실패 원인으로는 문화차이에서 발생한 부분들

을 제시하였다.

2.2. 한국어교육에서의 높임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

  본 절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높임 표

현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본다. 이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

면 대부분 중국어, 일본어와 비교하는 연구 그리고 그 언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마련된 교육 방법과 오류 분석에 관한 논저들이 많다.

허봉자(2008)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경어법 구성을

조사하고, 양국어의 경어법 체계를 대조 분석하였다. 그 다음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한국어 경어법 사용 양상을 비교하고 학습자의 오류 유형의

원인을 분석하여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의 원리

에 따른 경어법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였다.

사티쉬 찬드라 사티야티(2014)는 한국어와 힌디어의 높임법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대조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주체, 상대,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하면서

나이, 지위, 친밀도, 장면이라는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교육

방안을 의사소통 접근법을 활용하여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높임

법의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었지만 학습자들의 오류 원인을

밝히지 않고 문법적, 어휘적인 측면을 깊이 교육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박성일(2011)은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인칭 범주에 기반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경어법의 실현 요

소와 대화 참여자 관계 요인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다루었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경어법 사용 양상을 비교하고

차이점을 고찰하여 학습자 오류를 언어 실현 형식의 오류와 인칭 범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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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형태 초점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을 활용

하여 교수ㆍ학습 방안을 마련하였다.

류방동(2011)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주체 높임법의 교수ㆍ학습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체 높임법을 규범적인 주체 높임법과 탈

규범적인 높임법으로 구분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주체 높임법을 맥락을 활용한 주체 높임법

의 교수ㆍ학습 원리와 형태 초점 접근법을 활용하여 교육 방법을 마련하

였다.

나카가와 마사오미(2005)는 일본인 학습자를 위해 경어법 교육 연구에

서 일본어와 한국어의 경어법 체계를 문법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

서 비교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 관찰 조사, 응답형 설문 조사 그리고

이해 능력 조사를 활용하면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굴절 방식, 파생 방식

그리고 어휘 방식의 오류를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최선자(2007)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법을 연구하면

서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높임법을 대조 분석하고 학습자의 사용 양상과

오류를 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해 교육 방안을 마련하

면서 역할극과 의사소통 접근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교육 방안에서

는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보

인다.

한가누 비앙카(2013)는 루마니아인 학습자를 위한 높임법 교육 연구를

마련하였는데 이를 위해 루마니아어와 한국어의 높임법을 대상과 방법에

따른 유형으로 대조ㆍ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 유형도 형식과 원

인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육 방안에서는 오류 빈도에 따른 교육,

대조 분석의 접근에 따른 교육, 상황 제시를 통한 교육 등과 같은 접근

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상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진행되어 온 높임 표현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

고 주로 중국어, 일본어와 비교하고 그 언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진행

된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들을 위한 한

국어 높임 표현 교육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쓰기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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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됐음을 볼 수 있었다. 한국어 높임 표현은 실제 발화와 쓰기 부분에

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앞에 제시된 연구들에서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한국어와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 대조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았고 키르기스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도 없는 상태

이다. 따라서 본고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현황을 전반적으로 밝힌다. 그 다음 학습자의 실

제 사용 양상과 오류 원인을 기술하고 키르기스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키르기스 중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이

다.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있는

세 대학교5)와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의 수강생들이다. 조사 대상인 키르기

스 학습자의 높임 표현 사용 능력과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서 ‘키ㆍ한 번역 테스트(Translation Test)’와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로 된 양

집단의 높임 표현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담화 완성형 테스트

(Discourse Completion Test)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높임

표현 사용 양상과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오류를 추출하여 유형별로

나눈 다음 오류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목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피

조사자들과 사후 인터뷰(Follow-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5)

학교 명 6)교재

1. 비슈케크인문대학교(BHU) 주교재: 연세대

2. 국립대학교(KNU) 주교재: 연세대

3. 아라바예바 대학교(KGUArabaeva) 주교재: 연세대

4. 비슈케크 한국교육원 주교재: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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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II

한국어와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 대조 분석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에서의 높임 표현

선행 연구, 키르기스어

높임 표현에 관한 선행

문헌 연구

[표 1]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

문헌 연구와 실험 연구를 통해 얻은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의 세부 목

적과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장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선행 연구를 제시하고 연구

의 대상과 방법을 밝힌다.

II장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국어와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의 개념을 대조 분석하고 양 언어의 높임 표현이 실현되는 범주들을

살펴보았다. 즉, 한국어의 높임 체계를 대상에 따라 상대, 주체 그리고

객체 높임으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키르기스어의 높임 체계로서 인칭 대

명사와 어미변화를 통해 실현되는 특징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양 언어

를 대조 분석하기 위해 문법적인 측면과 어휘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공통

점과 차이점을 다루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이 다니는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주 교재들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과 학습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높임 표현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습 시의 어려움을 밝혀내어 교육 실태를 파악하였

다.

III장에서는 본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10명에게 예비조사를 하였다. 예

비조사의 결과로 설문조사를 보완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에

서 앞에 제시한 자료 수집 방법들을 이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사용 양

상을 살펴보고 범한 오류를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과 사용 양상 및 오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제시하여 키르기스 학

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모형을 마련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

리하여 연구의 세부적인 목적 그리고 연구 대상과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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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키르기스스탄에서

의 높임 표현의

교육 실태

교재 분석, 교사, 학습자

인터뷰
교재 분석, 인터뷰

III

학습자와 모어

화자 집단의 높임

표현 사용 양상

비교

연구 참여자:

학습자 40명

모어 화자 40명

담화 완성형 테스트

학습자의 오류

분석

학습자가 범한 오류

담화 완성형 테스트,

키ㆍ한 번역-테스트,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

학습자 7명

모어 화자 3명
인터뷰

IV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내용 선정

교수ㆍ학습 방안

마련

III장에서 도출된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 분석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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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1962) 존대법

이익섭(1977), 이정복(2008), 이주행(2011) 경어법

허상희(2012) 공손 표현

서정수(1984), 김영배 외(1987), 김태엽(2007), 대우법

민현식(1999), 한길(2002), 구본관 외(2015) 높임법

[표 2] 높임 표현의 정의

II.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논의를 위한 전제

본 장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을 위한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키르기스어와 한국어 높임 표현의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고

양 언어에 나타나는 문법적 그리고 어휘적인 방식의 높임 표현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1. 한국어와 키르기스어 높임 표현의 정의 및 개념

본 장에서는 키르기스어와 한국어 높임 표현의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

고 양 언어의 높임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파악해 본다.

한국어 높임 표현을 학자마다 한국어 높임법을 서로 다르게 정의하였

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의 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높임 표현은 학자마다 ‘존대법, 경어법,

대우법, 높임법, 공손 표현’ 등 여러 가지로 지칭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자들이 서로 다르게 지칭해 온 높임 표현의 정의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 경어법에 대해 이주행(2011:293)은 경어법을 어떤 대상을 언어

로써 높이 받들어 대우하거나 낮게 대우하는 문법 범주라고 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분 관계와 친소 관계를 언어로써 표현하는 법이라고 하였

다. 이숭녕(1964:322)은 언어 사회의 특이한 신분성 표시라는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신분성 표시에 초점을 두었다. 이정복(2008)은 경어법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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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계 중심’과 ‘언어 형식 중심’ 두 가지로 묶어서 사람들 사이의 관

계를 언어적으로 반영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공손 표현으로 지칭한 허상희(2012)는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도나 태도를 언어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정수(1984:3)는 “대우법이란 말할이가 들을이나 화제의 인물에 대하

여 상하관계, 친소관계 등을 바탕으로 상황에 알맞은 말씨를 골라 쓰는

것이다, 즉 말할이가 들을이나 화제 인물에 대하여 언어적으로 알맞게

대접하는 행위가 대우법인 것”이라며 화자가 높임을 받을 대상과의 상

하, 친소관계를 고려하여 높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김태엽(1999:8)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과 더불어 상대방에 대한 높임의 관념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기 마련인

데,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의향 태도를 가지고 언어

내용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가 높임법이다”고 하였고 구본관 외(2015:297)

에서는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높고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즉, 화자가 어떠한 대상을

높이기 위해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범주임을 언급하였다.

이제 키르기스어 높임 표현에 대해 살펴보면 벡술타노바(Beksultanova

G, 2009:27-28)에서 키르기스어에 공손함은 그 예절도의 일부분으로 간

주하면서 키르기스 문화에서는 공손함이 경외, 겸손성 있고 자상함이라

는 요소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둔가노바(Dunganova T, 2014:12)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일

상생활에서 주위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키르기스어와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았는

데 양국 모두 어른을 존중하는 표현에서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한국어의 높임 표현은 신분과 친소 관계를 언어에 반영하여 표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키르기스어의 경우 상대방을 높여 대우하는 의도를

행동으로 보여주므로 대부분 공손함의 하위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정의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의 높임 표현은 언어적으로

즉 문법ㆍ어휘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키르기스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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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 표현 보다는 공손함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 높임 표현의 체계

한국어의 높임은 대상과 방법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상에 따라

상대, 주체, 객체 높임으로 나누고, 방법에 따라 문법적ㆍ어휘적 높임으

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 한국어의 높임 체계를 대상에 따

라 기술하고, 키르기스어의 높임 체계를 대조하는 부분에서는 방법에 따

라 문법적 · 어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의 높임 체계는 한국인의 삶의 문화,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높임이라는 개념이 한국어 문법에서 중요하고 특

징적인 문법 범주이다. 한국어 높임 체계는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찾아보

기 어려운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화자가 듣는 사람을 높이는 상대

높임, 화자가 말하는 내용의 주체가 되는 인물을 높이는 주체 높임, 그리

고 말하는 내용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있다. 이에

대해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 선생님, 학생들이 과제를 다 냈습니다.

(2) 조용히 해! 선생님께서 들어오신다.

(3) 학생이 선생님께 여쭈었다.

(1)에서는 화자의 상대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지만 문장의 주체로 등

장하는 ‘학생들’을 높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2)에서는 문장의 주체

인 ‘선생님’을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높였지만, 청자를 높인 것

은 아니다. (3)에서는 문장의 주체로 등장하는 ‘학생’이 객체로 등장하는

‘선생님’을 높임으로써 본 문장의 주체와 청자는 높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제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 높임 표현의 대상에 따른 분류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상대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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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격식

합쇼체 -ㅂ니다 -ㅂ니까 -ㅂ시오 -시지요

하오체 -오 -오 -오 -ㅂ시다

하게체 -네 -는가 -게 -세

해라체 -는다 -느냐 -어라 -자

비격식
해요체 -어요 -어요 -어요 -어요

해체 -어 -어 -어 -어

[표 3] 한국어 상대 높임법의 종결 어미

한국어 상대 높임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혹은 높이지

않고 말하는 방법으로, 문장 끝의 서술어 어간 뒤에 여러 종결 어미를

붙여 나타낸다(국립국어원, 2005:220). 상대 높임을 종결 어미에 따라 격

식체와 비격식체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로 나뉘고 비격식체

는 ‘해요체’와 ‘해체’ 두 가지가 있어 총 6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제

각 등급의 쓰임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1)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는 말을 듣는 상대방의 지위가 높거나 처음 만난 경우 또

는 공식성을 갖추어야 할 상황일 때 자주 사용된다. ‘하십시오체’의 어미

는 평서문에 ‘습니다/ㅂ니다’, 의문문에 ‘습니까/ㅂ니까’ 그리고 명령문에

‘십시오/(으)십시오’가 있다.

(4) ㄱ. 평서문: 선생님은 매일 학교에 오십니다.

ㄴ. 의문문: 고객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ㄷ. 명령문: 그 방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ㄹ. 청유문: 이제 식사하러 일어납시다.

‘하십시오체’는 주로 강연, 방송 등에서 쓰이고 또한 높임을 받을 대상

에게 쓸 말투로 활용되지만 자기와 동등한 사람에게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2) 하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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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체’는 화자가 나이가 많으면 아랫사람이나 서로 동등한 사람 사이

에 쓸 수 있는 것인데 현재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사용할 뿐 일상

생활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는다.6)

(5) ㄱ. 평서문: 나는 홍길동이라고 하오.

ㄴ. 의문문: 그 사람이 무어라고 했소?

ㄷ. 명령문: 이번에는 혼자서 고향에 내려가지 마시오.

ㄹ. 청유문: 영화 보러 같이 갑시다.

ㅁ. 감탄문: 선생님께서는 매번 저를 놀라게 하시는구려.

3) 하게체
‘하게체’는 청자와 화자의 나이가 비슷하거나 듣는 사람이 아랫사람일

때 약간 낮춰 표현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것이다. ‘하게체’도 앞에서 언급

된 ‘하오체’와 마찬가지로 쓰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게체’

의 대표적인 어미는 평서문에 ‘-네’, 의문문에 ‘-나’, ‘-는가/ㄴ가’가 있고

명령문에 ‘-게’, 그리고 청유문에 ‘-세’가 있다.

(6) ㄱ. 평서문: 그림을 잘 그리네.

ㄴ. 의문문: 도서관에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

ㄷ. 명령문: 나는 괜찮으니 먼저 가게.

ㄹ. 청유문: 우리 언제 한번 식사나 하세.

ㅁ. 감탄문: 날씨가 쌀쌀해지는 걸 보아하니 가을이 오려는가 보구먼.

4) 해라체
‘해라체’는 아랫사람을 낮출 때나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대표적

인 어미로는 ‘-아/어라’, ‘-다/는다’, ‘-느냐’, ‘-니’, ‘-구나’ 등이 있다.

(7) ㄱ. 평서문: 내일 비 온다.

ㄴ. 의문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ㄷ. 명령문: 당장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도록 하여라.

6) 이익섭(2005:226)에서는 ‘하오체’와 ‘하게체’가 더불어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

면서 (5ㄴ)과 같은 예문을 제외하여 이제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등

급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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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청유문: 오늘 밖에 나가지 말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자.

ㅁ. 감탄문: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구나.

5) 해요체
‘해요체’는 비격식체의 높임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는 형태이다. 아랫사

람이 윗사람에게 사용하여 주로 ‘해요체’는 요즘 일반 회화에서 가장 빈

번하게 쓰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8) ㄱ. 평서문: 저는 오늘 학교에 가려고 해요.

ㄴ. 의문문: 오늘은 무엇을 드실래요?

ㄷ. 명령문: 오늘 안으로 이 서류를 검토해 주세요.

ㄹ. 청유문: 내일은 저와 함께 공항에 가요.

ㅁ. 감탄문: 정말 예쁜 꽃다발이네요.

6) 해체
‘해체’는 ‘반말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이는 일상 대화에서 나이가 동등

한 사람들끼리 사용하곤 한다.

(9) ㄱ. 평서문: 식사 먼저 해.

ㄴ. 의문문: 이번 학기 학점 다 채우는 게 아니야?

ㄷ. 명령문: 철수야, 너 여기 내 옆에 앉아.

ㄹ. 청유문: 나 기다리지 말고 가고 있어.

ㅁ. 감탄문: 오늘 토요일이라서 놀러 온 사람이 많군.

2.2. 주체 높임

문장의 서술어가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은 높임

과 안높임으로 나뉜다. 즉, 문장의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면 그 서술어에

선어말어미 ‘-(으)시-’가 붙이지만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닐 경우 ‘-

(으)시-’가 결합하지 않는다.

(10) ㄱ. 철수가 책을 읽는다.

ㄴ. 할머니께서 책을 읽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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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의 문장에서는 주어로 나타나는 ‘철수’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 이

유로 선어말 어미 ‘-(으)시-’를 결합할 필요가 없다. 반면 (10ㄴ)에서는

‘할머니’가 높일 대상이므로 그 문장의 서술어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

(으)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이 다르게 형성된다. 만일

문장의 주어가 화자 자신이면 주체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가 제삼자나 2인칭일 경우에만 실현된다.

(11) ㄱ. 나는 서점에서 책을 샀다.

ㄴ. *나는 서점에서 책을 사셨다.

(12) ㄱ. 선생님께서 강의를 마치셨다.

ㄴ. 선생님, 내일도 학교에 오십니까?

(11ㄱ, ㄴ) 문장에서 주어로 등장하는 체언은 ‘나’이다. ‘나’는 화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12

ㄱ)의 주어인 ‘선생님’은 화자 자신도 아니고 화자의 상대방인 청자도 아

니다. 이 문장의 ‘선생님’은 제삼자이고 높임을 받을 대상이므로 주체 높

임의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 문장인 (12ㄴ)의

예문에서는 2인칭으로 나타나는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이므로 선어말 어

미 ‘-(으)시-’가 결합하는 것이 적합하다.

주체 높임의 중요한 요소로 선어말 어미 ‘-(으)시-’이외에 주격조사

‘이/가’를 ’께서’로 바꾸어 쓰는 것을 들 수 있다.

(13) ㄱ. 아버지가 운전하신다.

ㄴ. 아버지께서 운전하신다.

위의 문장 (13)에서 주격조사 ‘가’나 ‘께서’를 써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다만 (13ㄱ)보다는 (13ㄴ)에서 높임의 대상인 ‘아버지’를 더 존중해 준다

는7) 느낌을 준다.

주체 높임은 직접높임과 간접높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어말어

7) 이에 대해 한길(2002:70)에서는 “주체를 높이기 위해 ‘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

니지만 ‘께서’의 사용을 통해 주체를 더욱 높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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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 ‘-(으)시-’는 주체를 직접 높이는 기능뿐만 아니라 높임의 대상인

주어에 해당하는 신체의 일부, 가족 등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기능도 한

다.

(14) ㄱ. 선생님은 책이 많으시다.

ㄴ. 사장님의 아드님이 잘 생기셨다.

(14ㄱ)에서는 ‘책’을 높이는 것 같지만 ‘책’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

으므로 결과적으로 ‘책’에 선행하는 ‘선생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문장이

다. (14ㄴ)도 (14ㄱ)과 마찬가지이고 종합해 보면, 높임의 대상은 ‘선생

님’, ‘사장님’이지만 그 대상들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

써 주어를 간접적으로 높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높임 체계에는 압존법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이는 화

자가 주어로 나타나는 대상을 높여야 하는데, 주어보다 청자의 나이, 지

위 등이 높은 경우에 주어를 높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15) ㄱ.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금 퇴근하였습니다.8)

주체 높임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방법은 특수 어휘 즉, ‘계시다 - 있

다’, ‘주무시다 - 자다’, ‘잡수시다 - 먹다’ 등과 같은 어휘들을 통해 표현

하는 것이다.

(16) ㄱ. 할아버지께서 오늘 일찍 주무셨다.

ㄴ. *할아버지께서 오늘 일찍 잤다.

ㄷ. 선생님께서 지금 연구실에 계십니다.

ㄹ. *선생님께서 지금 연구실에 있다.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인 ‘있으시다 - 계시다’, ‘편찮으시다 - 아프시

다’ 등의 쓰임이 다르다.

(17) ㄱ.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이 계시다.

8) 고영근ㆍ구본관(2008)에서 나온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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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선생님께서 시간이 있으시다.

ㄷ. 할아버지께서 올해 많이 편찮으시다.

ㄹ. 할아버지께서 머리가 아주 아프시다.

위의 (17ㄱ, ㄷ)에서의 ‘계시다’는 높임 대상의 존재에 대해 쓰이는 어

휘이다. 그러나 (17ㄴ, ㄹ)의 경우는 주어와 관련 있는 사물이나 신체 일

부 등에 대하여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체 높임법에서 높임의 대상을 가리키는 요소로는 의존명사 ‘-님’을

결합하여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18)ㄱ. 선생-님, 사장-님, 선배-님

딸-님=따님, 아들-님=아드님 등

2.3. 객체 높임

객체 높임은 화자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로 기능하는 객체에 대한

높임을 말한다. 이는 여격조사인 ‘께’와 특수 어휘9)를 통해 높임을 이루

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ㄱ. 제가 동생을 유치원으로 데려다주고 오겠습니다.

ㄴ. 제가 할머니를 공원에 모셔다드리고 오겠습니다.

(19ㄱ)는 목적어로 등장하는 객체인 ‘동생’이 높일 대상이 아니므로 ‘데

리다’가 선택됨으로써 평이하게 쓰였다. 반면 (19ㄴ)서는 목적어로 기능

하는 객체인 ‘할머니’가 높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모시다’가 선택되어 객

체 높임이 실현된 것이다.

(20)ㄱ. 이 벌어진 일에 대해 그 사람에게 물어봐.

ㄷ. 이 문제에 대해 교수님께 여쭈어 봐.

9) 서정수(1994:933)에 의하면 풀이씨로는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여쭈다, 아뢰다, 사뢰

다, 뵙다, 모시다, 받들다, 받잡다’ 등을 들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객체가 어찌말일 때

쓰이는 것으로는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여쭈다, 아뢰다, 사뢰다’가 있고, 부림말일

때는 ‘뵙다, 모시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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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대명사 단수 복수

I인칭 Мен[나] Биз[우리]
II인칭 Сен[너] Силер[너희]
II인칭(존칭) Сиз[당신] Сиздер[당신들]
III인칭 Ал[그] Алар[그들]

[표 4] 키르기스어의 인칭대명사 체계

위의 (20)은 객체가 부사어로 등장하는 경우이고 (20ㄱ)에서 객체인

‘그 사람’은 높일 대상이 아니므로 ‘묻다’를 사용하였지만 (20ㄴ)에서는

부사어로 등장하는 ‘교수님’이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가 선택될 뿐만 아니라 객체에 여격조사 ‘께’까지 결합하는 것이다.

3.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 체계

키르기스어의 높임 체계는 한국어의 높임 체계와 같은 범주에는 들지

않는다. 이는 한국어처럼 주체, 객체까지 높여야 할 정도로 높임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르기스어에서는 인칭 대명사의 존

칭형인 Сиз[당신]과 복수 존칭형 Сиздер[당신들]/Силер[너희] 그리고 어

미변화를 통한 높임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키르기

스어의 인칭 대명사 그리고 대명사에 후행하는 어미의 변화를 통한 높임

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인칭 대명사를 통한 높임 표현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로서 그런 말들을

지칭하는 품사다. 한국어의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저, 너, 우리, 너희, 자

네, 누구 등)와 지시 대명사(거기, 저기, 그것, 이것, 저것 등)로 나뉘지

만, 키르기스어에서는 인칭, 지시, 의문, 부정 대명사로 나뉜다(이욱세,

2011:63). 키르기스어의 인칭 대명사를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인칭 대명사에서 1인칭인 Мен[나]은 대화 장면에서 화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Мен[나]의 복수형인 Биз[우리]는 화자를 포함하는 공동체를 가



- 21 -

리키는 대명사이다. 쿠다이베르게노브(Kudaibergenov S, 1960)는 Биз[우

리]가 Мен[나] 대신에 공손함의 뜻으로 사용된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Биз[우리]는 인칭 대명사에서 복수형 또는 공손함을 나타내 준다.

(21) Сиз менен биздин пикир келише албады.10)

[우리와 당신 모두 서로 동의할 수 없을 것 같다].

키르기스어의 2인칭에는 Сен[너], Силер[너희] 그리고 Сиз[당신]과 Си

здер[당신들]이 있다. 이 중에서 Сен[너]는 2인칭 대명사의 평칭 형이고

Сиз[당신]이 존칭형이다. Сиз[당신]에 ‘-лар’이라는 접미사가 붙여져 Сиз

дер[당신들]이 만들어진다.

3인칭 대명사의 Ал[그]는 대화 장면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을 가리킨

다. 쿠다이베르게노브(Kudaibergenov S, 1960)는 키르기스어에서는 3인

칭 대명사인 Ал[그]는 사람, 동물 또는 다른 사물을 가리킬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3인칭 대명사는 다른 1인칭과 2인칭보다 범위

가 넓음을 언급하였다.

이상 키르기스어의 인칭 대명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후로

는 본 연구의 대상인 2인칭 대명사의 존칭형에 초점하여 다룰 것이다.

 1) 존칭형 2인칭 대명사 ‘Сиз’의 사용

2인칭 대명사 Сиз(당신)은 대화에서 직접 참여하는 상대이다. 대부분

키르기스어에서 인칭 대명사의 존칭형인 Сиз[당신]은 두 가지 경우에 사

용한다. 첫째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과 대화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두 번째는 공식적인 자리나

친밀감이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22) ㄱ. Ата, сиз11) жакшы эс алдынызбы?

[아버지, 당신 잘 쉬셨어요?]

10) 쿠다이베르게노브(Kudaibergenov S, 1960)에서 나온 예문이다.

11) 이 예문에서 주어인 ‘아버지’가 있어서 대명사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 22 -

단수 복수

I인칭 Мен[나] Биз[우리]
II인칭 Сен[너] Силер[너희]
II인칭(존칭) Сиз[당신] Сиздер[당신들]
III인칭 Ал[그] Алар[그들]

[표 5] 인칭 대명사의 단수/복수형

ㄴ. Сиз эмне суроо менен келдиниз?

[당신은 어떤 문제로 오신 거예요?]

예문(22ㄱ)은 딸이 아버지에게 잘 쉬셨는지 묻는 상황인데 이 문장과

같이 사람에게 존칭과 평칭을 엄격히 구분하여 말해야 하는 경우 Сиз

[당신]을 사용한다. 은행업무와 같은 공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22ㄴ)

고객과 해당 은행의 직원은 금융업무로 인해 맺어진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Сиз[당신]은 이와 같이 대화에서 상대방과 친밀감이 없고 일

반적으로 격식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존칭형 2인칭 대명사 ‘Силер/Сиздер’의 사용

키르기스어에는 단수형을 복수형으로 부르는 방법으로 높임의 뜻을 나

타낼 수 있다. 즉, 사람 한 명에게 복수형으로 맞대는 것이다. 이는 형태

론적으로 Силер[너희]은 Се/Си의 어간에 ‘-лер’12)이라는 접미사를 결합

하여 이루어진다(Useev N, 2009).

2인칭 복수인 Силер[너희]은 대부분 복수형을 나타내는 형태가 있고,

또한 청자를 위한 높임의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Силер[너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는 것은 Сиз[당신]과 같은 의미가 있

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존재한다.

Силер[너희]은 화자가 청자를 평칭형 Сен[너]로 부르는 것보다는 어

느 정도의 높임을 두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사용한다. 즉, 격식이 없

는 관계에서의 높임을 나타낸다.

12) 복수형을 나타내는 ‘-лер’는 어간이 자음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지 아닌지와 모음조화

의 4가지 규칙에 따라 ‘-лар, -тар, -дар, -дер’ 등으로 1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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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ㄱ. Сиз Бишкектен качан келдиниз?

[당신은 비슈케크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ㄴ. Силер Бишкектен качан келдинер?

[당신들은 비슈케크에서 언제 왔습니까?]

위의 예문(23)에서 화자의 의도로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두 번째 문

장보다 첫째 문장이 표현하는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13)

이러한 이유로 Сиз[당신], Силер[너희]이라는 대명사가 의사소통에서 높

임의 일부분으로 형성되었다.

3.2. 어미변화를 통한 높임 표현

키르기스어의 어미변화를 통해 높임 표현을 나타내주는 것은 인칭어미

와 소유격어미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어에서의 명사는 선행하는 소유격이

단수인지 복수인지의 여부에 따라 8가지로, 그리고 모음조화의 현상에

따라 인칭별로 4가지의 변형을 수반한다. 이는 서술어도 마찬가지로 주

어의 형태가 단수인지 혹은 복수인지에 따라 어미가 바뀔 뿐만 아니라

모음조화에 따라 추가로 4가지 형태를 더 갖게 된다. 즉, 키르기스어에서
는 적어도 한 문장에서 어떤 사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기와

주어의 명확한 표기가 없을지라도 단수인지 복수인지 혹은 누구의 소유

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어미의 형태는 서로 유사성을 띠지만

기능과 의미적으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인칭어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인칭 어미의 변화를 통한 높임 

키르기스어의 인칭어미 변화를 통한 높임은 2인칭의 존칭형인 Сиз[당

13) Nurdin Useev(2009:195)는 Сиз[당신], Силер[너희]/Сиздер[당신들] 이라는 대명사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것은 소련연방 시대에 러시아어의 영향으로 생겼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튀르크어족 언어들에 복수형을 나타내주는 접사가 어떠한 사실이나 뜻을

깊게 나타내주거나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이는 웃어른에게 존대를 표시하여

복수형을 강조하는 결과로 Сиз[당신]에서 Силер[너희]이라는 존칭형이 생겼을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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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대명사 명령법

단수

I Мен [나]
II Сен [너] Бар
II Сиз [당신] Барыңыз
III Ал [그] Барсын

복수

I Биз [우리]
II Силер [너희] Баргыла
II Сиздер [당신들] Барыңыздар 
III Алар [그들] Баргыла

[표 6] 인칭에 따른 어미 ‘-ыңыз’의 명령법에서의 변화 현상

신]에 후행하는 서술어에 ‘-ыңыз’이라는 어미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이

어미는 문법적인 기능으로는 대부분 타동사문에만 붙여서 사용된다. 이

를 인칭별로 명령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4) ㄱ. Сен университетке бар. [너는 도시에 가].

ㄴ. Сиз университетке барыңыз . [당신은 도시에 가십시오].

ㄷ. Ал университетке барсын. [그가 가면 좋겠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24ㄱ)은 2인칭 Сен[너]에 후행하는 타동

사인 бар[가]에 어미가 결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24ㄴ)의 주어는 인칭대

명사의 존칭형인 Сиз[당신]이므로 ‘-ыңыз’어미가 결합한 예문이다. 이는

Сиз[당신]이 높임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예문인 (24ㄷ)에서

는 Ал[그]가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키르기스어에 높임

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의 Ал[그]는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든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리키든 높임을 나타나는 ‘-ыңыз’

라는 어미가 결합하지 않는다.

2) 소유격어미 변화를 통한 높임

키르기스어의 소유격어미 변화를 통한 높임을 살펴보면 인칭어미와 유

사하게 만들어진 ‘-ыңыз’가 있다. ‘-ыңыз’는 형태론적으로 분석해 보면

원래 ‘-ың’은 2인칭의 소유격이고 ‘-ыңыз’는 존칭형 소유격이라고 할 수

있다(Dunganova T, 2014). 이 ‘-ыңыз’이라는 소유격어미를 인칭별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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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대명사+의 명사

단수

I Менин [나의] кызым

II Сенин [너의] кызың
II Сиздин [당신의] кызыңыз
III Анын[그의] кызы

복수

I Биздин[우리의] кызыбыз
II Силердин [너희의] кызыңар
II Сиздердин [당신들 кызыңыздар 
III Алардын [그들의] кызы

[표 7] 인칭의 소유격어미 ‘-ыңыз’의 변화 현상

시하면 다음과 같다.

(25) ㄱ. Сенин кызың. [너의 딸].

ㄴ. Сиздин кызыңыз. [당신의 따님].

ㄷ. Анын14) кызы. [그의 딸].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25ㄱ)은 2인칭의 평칭 소유격어미 ‘-ың’이 활

용된 것이고 (25ㄴ)은 주어가 높임의 대상인 Сиз[당신]에 후행하는 кыз

[딸]에 ‘-ыңыз’이라는 존칭 소유격어미가 결합한 것이다. 이 문장에서는

한국어와 유사하게 높임을 받을 대상의 소유물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화

자보다 위인 상대를 높이는 것이다. (25ㄷ)에서 Анын[그의]는 화자보다

위인 사람일지라도 키르기스어에는 3인칭이 대화 장면에 직접 참여하는

상대가 아니므로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서술어로 사용된 명사의 인칭어미 변화를 통한 높임15)

키르기스어에는 서술어로 사용된 명사의 인칭어미 변화로는 존칭형 -

сыз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 어미는 문법적인 기능으로 사람과 관련된 명

사, 수사, 형용사에 결합하여 나타난다(Dunganova T, 2014). ‘-сыз’의

인칭별로 변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4) Ал은 모음 조화로 Анын으로 바뀐 것이다.

15) 이욱세(2011: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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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대명사 명사

단수

I Мен[나는] кызматчымын
II Сен [너는] кызматчысың
II Сиз[당신은] кызматчысыз
III Ал[그는] кызматчы

복수

I Биз[우리는] кызматчыбыз
II Силер[너희는] кызматчысыңар

II Сиздер[당신들] кызматчысыздар
III Алар [그들은] кызматчылар

[표 8] 명사의 인칭 어미 ‘-сыз’의 변화 현상

(26) ㄱ. Сиз мугалимсиз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ㄴ. Сиз ирээт саны боюнча он тогузунчусуз.

[당신은 대기 번호로는 19번입니다].

ㄷ. Сиз кудуреттүүсүз. [당신은 위대합니다].

위의 예문에서 (26ㄱ)은 모음조화로 ‘-сыз’가 ‘-сиз’로 변하여 결합한

것이다. 이 예문에서는 Сиз[당신]이 화자보다 위인 대상이므로 후행하는

명사인 мугалим[선생님]에 ‘-сиз’가 붙인 것이다. (26ㄴ)을 보면 높임을

받을 대상인 Сиз[당신]의 대기 번호는 수사가 되어 ‘-сыз’가 결합하였다.

이 문장도 (26ㄱ)과 마찬가지로 모음조화로 ‘-суз’로 변하여 활용되었다.

(26ㄷ)예문의 서술어는 형용사로 되어 있고 모음조화로 ‘-сүз’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4. 한국어와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 대조

양 언어는 교착어에 속하므로 높임 표현을 문법 또는 어휘적인 형태에

의한 체계로 대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고의 대조 부분에서 한국어 높

임 체계의 문법적인 방식에는 선어말어미 ‘-(으)시-’와 주격조사와 여격

조사인 ‘께서’와 ‘께’가 있고 또한 상대 높임법의 종결 어미가 있다. 이하

에서는 높임 표현의 문법적인 요소에 포함된 범주들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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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문법 형태에 의한 높임 표현 

1) 선어말어미 ‘-(으)시-’에 의한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는 높여야 할 대상의 서술어에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화자가 일정한 행위나 상태의 주체 또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

고자 할 때 서술어에 붙여서 사용된다. 선어말어미 ‘-(으)시-’는 주어가

2인칭으로 등장하는 주체높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면서도 청자를 높

이는 상대 높임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는 범주이다. 이 선어말어미를 키

르기스어로 번역하여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다.

(27) ㄱ. 민수는 운동을 좋아한다.

[Минсу футболду жакшы көрөт].

ㄴ. 할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신다.

[Чон атам футболду жакшы көрөт(∅)].

예문 (27ㄱ, ㄴ)에서 주체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민수’와 ‘할아버지’이

다. (27ㄱ)문장에서는 ‘좋아한다’에 ‘-(으)시-’를 결합하지 않음으로 주체

인 ‘민수’를 높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27ㄴ)에서는 ‘좋아한다’에 선어

말 어미 ‘-(으)시-’를 삽입하여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였다. 이 문장들이

키르기스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보면 서술어에 아무 선어말어미가 결합하

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즉, (27ㄱ)에서 높임의 대상이 아닌 ‘민수’의 서

술어인 ‘좋아한다’는 ‘жакшы көрөт’ 으로 번역되는데, (27ㄴ)의 한국어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의 서술어는 선어말어미 ‘-(으)시-’가

결합하여 ‘좋아하신다’가 되는 반면 키르기스어 문장은 (27ㄱ)문장과 마

찬가지로 ‘жакшы көрөт’[좋아한다]로만 번역되는 것이다. 이는 키르기스

어에 주체 높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한국어의 선어말어미 ‘-(으)시-’는 주체 그리고 상대인 청자를 높일 때

에 활용되고 키르기스어의 높임은 상대를 높일 때만 실현된다고 언급하

였다. 양 언어의 높임이 실현되는 한국어의 선어말어미와 키르기스어의

인칭어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키르기스어의 높임을 나타내 주는 ‘-ыңыз’

를 어미라고 할 수 있(Kudaibergenov S, 1957:87)는데 이를 한국어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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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말어미와 비교하여 다룰 것인지 아니면 종결 어미와 같이 다루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문법적인 범주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선어말어미

는 그것으로 한 단어가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다른 어미를 필요로 하며

종결 어미는 그 자체로 단어를 완성하는 것이다(고영근ㆍ구본관, 2008).

따라서 키르기스어의 높임을 나타내 주는 어미가 선어말어미보다 종결

어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 종결 어미에 의한 높임

한국어에서 상대 높임 체계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상대

높임에서 문장의 끝에 놓이는 종결 어미는 주로 등분을 결정해 준다. 대

화할 때 상대방의 직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말투를 사용하는 한

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주로 서술어의 어미 활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화

자와 상대방의 관계로 대화의 높임 체계가 변하는 것은 한국어의 특징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대 높임법의 분류 기준도 학자마다 다

르게 나타나 있지만 일반적으로 4등분에서 6등분으로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라고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요체’는 격식체에 해당하고, 나머지 ‘해요

체’, ‘해체’는 비격식체이다.

키르기스어에는 한국어와 달리 주체와 객체 높임법이 존재하지 않고

상대 높임만 있다. 하지만 상대 높임 부분에서 한국어는 어미가 다양하

게 변하지만 키르기스어는 윗사람을 높이거나 높이지 않을 경우로만 나

뉘고 한국어와 같이 다양하게 발달하지 않았다. 키르기스어의 상대 높임

은 대화 장면에 높임을 받을 인물이 있어야 인칭어미를 통한 높임이 활

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음의 명령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8)ㄱ. Сен бул ишти кылгын. [너는 이 일을 해].

ㄴ. Сиз бул ишти кылыңыз. [당신은 이 일을 하세요].

ㄷ. Силер бул ишти кылгыла.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

ㄹ. Сиздер бул ишти кылыңыздар. [당신들은 이 일을 하십시오].

따라서, 키르기스어의 상대 높임은 한국어에서와 같이 격식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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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종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높이는 인칭어

미를 통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즉, Сиз[당신]과 Сиздер[당신들]의 서술

어에 ‘-ыңыз’이라는 인칭어미의 존칭형이 결합했고 Сен[너]과 Силер[너

희]에서는 평칭이 이루어지는 예문들이다.

3) 조사 ‘께서’, ‘께’에 의한 높임

한국어 높임의 또 다른 문법적 방법에는 조사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에는 문장의 주체를 높일 때 ‘이/가’대신에 주격조사 ‘께서’를 쓰는 것

과 ‘-에게/-한테’를 높임으로 대치 사용할 수 있는 여격조사 ‘께’를 사용

하는 것이 있다.

(29) ㄱ. 철수는 사과보다 수박을 좋아한다.

[Чольсу алмага караганда дарбызды жакшы корот].

ㄴ. 할머니께서는 저를 좋아하신다.

[Чон энем (∅) мени жакшы корот(∅)].

ㄷ. 이것을 철수에게 선물로 주려고 구입했다.

[Муну Чольсуга белек кылууга сатып алдым].

ㄹ. 이것을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구입했다.

[Муну мугалимге (∅) белек кылууга сатып алдым].

위의 문장들을 통해 주어로 나타나는 인물마다 조사가 다름을 볼 수

있다. (29ㄱ)경우는 주어로 나타나는 ‘철수’는 높일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

‘-가’가 결합하는 반면 (29ㄴ)에서는 주어인 ‘할머니’가 높일 대상인 이유

로 ‘이/가’ 대신에 ‘께서’가 대치 결합되었다. 하지만 키르기스어의 번역

문에서 보다시피 주격조사의 존대형인 ‘께서’가 존재하지 않아 결합되지

않았다. (29ㄷ)도 마찬가지로 ‘철수’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여격조사

‘-에게’가 붙어서 활용되고 (29ㄹ)은 ‘선생님’이라는 주어에 ‘께’가 결합하

는 방법으로 높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ㄹ)와 마찬가지로 여격

조사의 존대형인 ‘께서’가 결합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상 두 언어의 높임 체계를 문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어 높

임법 중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선어말어미 ‘-(으)시-’는 문장의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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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때 사용되지만 키르기스어에는 그런 범주가 존재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어 높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사 ‘께서’와 ‘께’ 자체도 키르기스

어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와 키르기스어는 높임법 체계 안

에 상대 높임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그것이 종결 어

미를 통해 드러나지만 키르기스어에서는 인칭어미를 통해 나타난다.

4.2. 어휘 형태에 의한 높임 표현

 1) 인칭 대명사를 통한 높임 

한국어의 대명사는 다양하지만 실제 구어 상황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

는다. 이는 특히 2, 3인칭에서의 사용 제약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1인

칭 대명사를 통해 화자가 청자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청자를 높

일 수 있다. 즉 높여야 할 청자 앞에서 ‘저’를 쓰고 복수형으로는 ‘우리’

대신 ‘저희‘를 써야 하는 규칙이 존재한다. 반면 키르기스어도 대명사를

다양하게 갖추었지만 ‘나’ 와 ‘저’ 그리고 ‘우리’, ‘저희’와 같이 존칭, 평칭

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30) ㄱ.민지야, 내가 먼저 갈게.

[Минджи, мен эрте кете берейин].

ㄴ. 선생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Агай, мен эрте кете берейин].

위의 두 예문에서 한국어 번역문을 보면 같은 뜻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30)에서는 동등한 사이이므로 1인칭 평칭 단수 ‘나’를 사용했고, 두 번째

에서는 청자인 ‘선생님’을 존대할 목적으로 1인칭 단수 ‘저’를 사용했다.

이에 반해 키르기스어 번역문에서는 예문 두 개에서 1인칭 평칭 단수의

Мен[나]가 사용된 것이다.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그리 빈번하게 쓰이지는 않는다. 대부분 인

칭 대명사를 쓰는 대신 호칭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용법이

조심스럽고 또한 제약을 받는 것이다. 반면 키르기스어에 높임 표현은

인칭 대명사의 존대형인 Сиз[당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 장의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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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한 바 있다.

(31) ㄱ. Чон эне, сиздин баланыз мектепте калды.

[할머니, (당신의) 아드님이 학교에 남았어요].

(31)예문에서 보면 키르기스 문장에서는 ‘당신’이 자연스럽지만 한국어

로 번역될 때에는 ‘당신’이 잘 쓰이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당신’은 문어에서

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구어에서는 주로 부부 사이에 사용한다.

한국어의 3인칭 대명사도 다양하게 발달하여 있고 마찬가지로 평칭,

존칭으로 나뉠 수 있는데 대부분 상위인 사람이 3인칭이면 ‘이분’, ‘그분’

등으로 가리킬 수 있다. 하지만 키르기스어에는 평칭, 존칭으로 나누는

경우가 없고 무조건 Ал[그]를 사용한다.

(32) ㄱ. 걔는 우리 막내다. [Ал биздин кенжебиз]

ㄴ. 그분은 우리 교수님이시다.[Ал биздин профессорубуз].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문에서 3인칭은 주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냈는데 키르기스어문에서 주어에 상관없이 Ал[그]로 활용된다.

이상 한국어와 키르기스어의 인칭 대명사에 대해 살펴봤는데 여러 차

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즉,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지칭 대상이 높임을

받을 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평칭 그리고 존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키

르기스어에는 그런 분류가 존재하지 않아 한국어의 존칭 대명사에 대응

되는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1인칭 대명사의 자기를 낮추는 대명

사 ‘저’와 ‘나’가 있는데 키르기스어에는 상관없이 Мен[나]가 사용되고, 2

인칭 대명사에서 Сиз[당신]을 잘 사용하지만 한국어에는 이 존칭 대명사

는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3인칭 대명사도 한국어에는 높임을 받을 인

물이 누구냐에 따라 평칭, 존칭으로 나누어져 있는 반면에 키르기스어는

대부분 Ал [그]만 쓰이는 것이다.

2) 명사를 통한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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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높임의 어휘들은 한국어 높임법 체계에서 상대방과 관련된 인물

이나 사물을 높여 표현하는 어휘들이다. 대부분 높임을 나타내는 명사

높임은 호칭어와 한국어의 고유어로 쓰이는 말씀, 성함, 진지, 생신 등과

같은 어휘가 존재한다. 키르기스어의 호칭은 공식적으로 사람의 이름과

부칭으로 부르는 것으로만 충분하다. 한국어에 일정한 명사의 존칭형이

존재하는 반면 키르기스어에는 그런 범주가 없지만 금기어나 완곡어라는

의미로 어떠한 어휘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말로 대치하여

이르는 경우가 있다. 키르기스어의 완곡어를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

다.

(33) ㄱ. Ал айымдын боюнда бар экен. [그 여자는 임신 중이다]

ㄴ. Ал айым айы күнүнө жетип турган чагы экен.16)

ㄷ. Чоң ата ооруп калыптыр. [할아버지는 아파요].

ㄹ. Чоң ата төшөккө жатып калыптыр. [할아버지는 편찮으시다].

위의 (33ㄱ, ㄴ)예문에서 [그 여자는 임신 중이다]라는 문장인데 이 경

우에는 ‘боюнда бар’라는 표현보다는 ‘айы күнүнө жетип турган чагы э

кен’라고 완곡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3ㄷ, ㄹ)예문에서는 한

국어에 ‘아프다, 아프시다 또는 편찮으시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윗사

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지만 만 키르기스어의 ‘ооруп калыптыр’ 대신

‘төшөккө жатып калыптыр’를 사용하는 것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이 돌

아가실 수도 있다는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3) 특수 어휘를 통한 높임

한국어 높임법에 용언에서 활용되는 특수 어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평칭 높임은 상위인 대상이 주체로 나타나는 것과 객체로 나타나

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주체를 높이는 평칭으로는 ‘드시다’, ‘주무시다’,

‘계시다’ 등과 같은 어휘들이 있고 객체를 높이는 평칭으로는 ‘여쭙다’,

‘뵙다’, ‘드리다’등이 존재한다.

16) 둔가노바(Dunganova T, 2014)에서 나온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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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ㄱ. 할머니께서는 지금 주무셔.

[Чон энем азыр уктап жатат(∅)].

ㄴ. 아기는 지금 자고 있어.

[Бала азыр уктап жатат].

ㄷ. 이것은 선생님께 드릴 선물이야.

[Бул мугалимге бере турган белек (∅)].

ㄹ. 이것은 막냇동생에게 줄 선물이야.

[Бул кенже иниме бере турган белек].

위에 양 언어로 번역된 예문에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앞에서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높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존칭과 평칭

으로 나뉘어 있지만 키르기스어에서는 존칭, 평칭과 상관없이 같은 어휘

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형용사 높임에서도 나타

나는 것을 예문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35) ㄱ. 할아버지가 안색이 안 좋은 걸 보니 편찮으신 것 같아.

[Чон атам өңүнө караганда ооруп жатат окшойт].

ㄴ. 할아버지는 머리가 아프셔서 계속 누워 계시다.

[Чон атам башы ооругандыктан төшөктө жатты].

ㄷ. 나는 과로 때문에 온몸이 아파.

[Мен аябай чарчагандыктан денем баары ооруп жатат].

이상 한국어와 키르기스어의 용언류 높임을 살펴보았다. 한국어의 경

우는 주체와 객체를 높이는 존대 어휘를 상위인 사람에게 따로 사용하는

반면에 키르기스어에서는 상위와 하위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높임의 개념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언어에서 그 사회나 사회의 규칙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로 인해 높임이라는 개념은 언어마다 공

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나 일본어에 높임법에 관한 문

법 범주가 따로 있는 반면에 다른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 체계를 대조하여 양 언

어의 높임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기술하였다. 앞에서 한국어와 키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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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어의 높임 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키르기스어에는 상대 높임

법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어의 상대 높임법과 같

이 격식, 비격식 그리고 등급 같은 범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명사로 나타나는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예사 높임, 아주 높임, 안 높임과 낮춤으로 나뉘지만 키르기스

어의 인칭 대명사는 평칭, 존칭으로만 나뉜다. 따라서 키르기스어에서는

상대방을 자유롭게 2인칭 대명사로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점

에서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한국어의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로 등장하는 인물을 높이는 방식으

로 선어말어미 ‘-(으)시-’를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키르기

스어에는 주체 높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예로 한국어의 ‘할아

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를 키르기스어로 번역하면 높임의 표시가 없이

‘할아버지가 들어왔다’가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주체 높임의 어휘적인

방식을 살펴보면 문장의 주어로 나타나는 대상을 일정한 형용사나 명사

로 높이거나 그 사람에 향한 공손함을 표현할 수 있다.

양 언어의 공통점은 명령이나 제안을 할 때 말을 직접 던지는 대신에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손함을 나타냄으로써 상대를 높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5.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육 실태

본 장에서는 키르기스스탄에서의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의 특성과 실

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각 교육 기관이 사용하는 주 교재들을 분석하고

교수ㆍ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교사와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하여

점검하기로 한다.17)

17)교재는 일반인의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교육현장을 진행하는

데 필연적 내용을 담은 교수 구성 요소이다. 언어 교수 현장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흔히 교사(teacher)와 학습자(learner), 교재(materials)를 3개 요소로 든다(서종학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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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교재명 연도 저자 출판사

서울대학교
한국어

①-④

2000

2005

서울대

언어교육원
문진미디어

국립국제

교육원
①-④

2006

2014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진홍원

연세대학교 ①-⑫
2007

200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대학교

출판부

[표 9] 한국어 교재 서지 사항

5.1. 한국어 교재 분석 

본 장에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의 특성과 교육 실태를 먼저 교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김

영만(2005)에 따르면 교재는 해당 교육 기관의 교육 정책이나 철학, 교육

과정 등을 근간으로 하여 어떠한 교육을 실시해 나갈지를 제시해 주는

도구이며, 교수ㆍ학습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또한, 박경자 외(1998; 김영만(2005) 재인용)에서는 교재가 지니는 역할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교재는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

시킨 구현제이다. 둘째,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

다. 셋째, 교재는 수업의 촉진 자이므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들

을 분석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교재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제시한 것(서종학 외,

2007)이며 교육과정의 중요한 도구이자 교육 실태를 잘 반영해주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교육 기관

에서 사용 중인 서울대, 연세대,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

로 높임 표현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 교재들

의 서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국립국제교육원의 교재는 '입문',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고급

한국어'로 나누어져 있고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입문 교재는

20과로 되어 있고 초, 중, 고급 교재는 각각 25과로 구성되어 있다. 과마

다 대화문, 어휘, 문법, 쓰기 연습, 듣기, 읽기, 과제 부분으로 나누어져



- 36 -

교

재

단

원
제시된 요소 설명 방법 연습 활동

입

문

1 해요체 대화문

2 씨
사람을 높여 대할 때 쓰

임
빈칸 채우기

3 세요
2, 3인칭 평칭의 높임 형

태

8 드시다 ‘먹다’의 높임 형태

16 세요/지 마세요 부정 명령문의 높임 형태

초

급

한

국

어

1 습니다/ㅂ니다 격식체인 높임 표현 쓰기, 말하기 연습

2
나/저,

우리/저희

상대방을 높여 대할 때

사용

2 당신

‘당신’은 제약을 받고 있

지만 부부, 친구, 아는 사

람들끼리 사용함

2 님
상대방을 높여 대할 때

쓰임

8 아요/어요 비격식체인 높임 표현 문장 만들기

13 ‘(으)시’

평칭, 형용사 그리고 보

어에 결합하여 높임을 나

타내 줌. 대부분 2, 3 인

칭에 해당함.

쓰기 연습

13 특수 어휘 목록 문장 만들기

16 ‘(으)십시다/(으)

시지요’

격식/비격식적인 높임 형

태
쓰기 연습

중

급

한

1

께, 께서, 시,

습니다, 아요/어

요, 성함, 진지,

댁, 연세

쓰기 연습

[표 10]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 교재에서의 높임 표현 수록 양상

있다.

이 교재에서 높임 표현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된 부분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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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11 주체 높임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기 위

해 ‘(으)시’와 조사 ‘께/께

서’ 그리고 특수 어휘들

이 활용함

‘(으)시’의 여러 가지 기

능 언급됨

쓰기 연습,

문장 만들기

12 상대 높임법

상대높임법의 격식체와

비격식체인 형태를 모두

제시하여 설명함

쓰기 연습,

문장 만들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입문 교재에서 먼저 ‘해요체’가 제시되어 있

고 ‘하십시오체’가 8과에서 등장하였지만 초급 교재에서는 1과부터 대화

문을 비롯한 모든 부분이 ‘하십시오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어말어미 ‘(으)시’는 입문 교재에서 ‘세요’, ‘지 마세요’ 형태로 제시되

었고 본격적인 설명문은 초급 13과에서 간단하게 나오며 이 선어말어미

의 모든 기능은 중급 11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 선어말

어미를 제시하면서 평칭과 형용사 등 높임의 특수 어휘가 별도 표로 정

리되어 있다. 본 과의 연습 부분은 ‘문장 만들기’와 ‘빈칸 채우기’ 그리고

‘바꿔 쓰기’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 높임 표현도 중급 12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고 격식체와 비

격식체의 어말어미들에 대한 짧은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었다. 이어지는

연습 과정은 격식체로 되어 있는 문장을 낮춤말로 바꿔 쓰거나 상황에

맞는 대답을 글로 쓰는 과제가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한국어 ①, ②, ③, ④의 네 권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교재

에 높임 표현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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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단

원
제시된 요소 설명 방법 연습 활동

한

국

어

1

1 -습니다/

ㅂ니다

3 씨

Is a term of address that

can be added at the end of

someone's name. It is

rather impolite to use -씨

with the last name only.

질문에 대답하는

연습 활동

4 -시-

1.honorific verb marker

하십니까-to do

읽으십니까-are you reading?

2. 문법: V+honorific

marker+sentence ending

3. notes: -시-/-으시-is an

honorific ending that comes

between the verb stem and

the ending

대화를 완성하기

나/저

저is used when we address

a person considered senior

to us in status

나 is is used in casual

situations

8 아요/어요

ㅂ니다/습니다 vs 어요/어요

both are verb endings used

to conclude a sentence in a

polite style. The former is

the most polite, formal style

while the latter is a casual

polite ending

대화 완성하기.

10 V+(으)셨- V+honorific marker(past)
-시-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기

11 -(으)세요
is the shortened form of the

honorific marker

‘세요’를 사용하여

대화 완성하기

[표11]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의 높임 표현 수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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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계시다
계시다 is honorific form of

있다

12
-(으)세요/

(으)십시오

both are used to make

requests, suggestions, or

commands politely. -(으)십

시오 is more formal and

polite than -(으)세요

13
(N께) N을/

를 드리다

to give N (to N) (honorific

form)

그림 보고 ‘주다/드

리다’를 활용하기

주다/드리다
드리다is the honorific term

of 주다

에게/께

께 is the honorific form of

에게(주다 - 에게/

드리다 - 께)

17 N-님/분 honorific ending/person

N-(이)세요?
Are you(is,he,she) honorific

form
대화를 완성하기

23 잡수시다 to eat-politest

25
아/어 주다/

드리다

Instead of 주다, 드리다 is

used to show respect to the

addressee.

27 N께서(는)

N+honorific topic particle.

Notes: 이 is used in casual

speech, while 께서는 is used

for more formal speech.

N이/가/께서

좋아하다
N be glad(like).

29
V-아/어 드

리다

to do smth for someone

(more polite)
대화를 완성하기

한

국

어

2

20

말[말씀](을)

하다-to

say/talk

about

[honorific]

이름

[성함]-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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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ific]

23 연세[나이]- age[honorific]

25
N을 N에 모

셔다 드리다

to escort someone

somewhere(honorific)
문장을 완성하기

28
자다 /주무시

다
to sleep/honorific

32

A/V-아/어?,

A/V-니/냐?

등

A/V+sentence ending used

to peers

대화 완성하기, 해

체를 활용하여맞는

말을 쓰기

한

국

어

3

5
연락 . . .주다 /

드리다

6
여쭈다 /여쭙

다

이 교재는 문법과 어휘 설명이 주로 영어로 번역되어 있고 과마다 대

화, 문법, 어휘와 표현, 연습 활동 notes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 교재에서는 ‘한국어1’의 8과에서 ‘아요/어요’ 및 ‘해요체’를 다루

며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십시오체’는 격식체, ‘해요체’는 비격식체로

제시하고 있다.

선어말어미‘(으)시’는 ‘하십시오체’ 다음 순서로 등장하였으며 어간과

종결 어미 사이에 삽입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존대 조사인 ‘께서’에 대해

‘한국어1’의 27과에서 제시되면서 격조사 ‘이’는 일상 문장에서 사용되고,

‘께서’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께’는 13과의 연

습 부분에서 학습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주다, 주시다, 드리다’를 혼동하

지 않도록 상황을 잘 제시하는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 교재의 장점은 앞부분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들이 뒷부분의 연

습 부분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일정한 문

법 범주를 수업에서 한 번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과에서도 계속 복습할 수 있도록 연습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한

국어 높임 표현에 대해 체계적으로 언급되는 과가 없다는 점과, 주체 높

임 표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반해 상대나 객체 높임 표

현은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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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재

단

원

제시된

요소
설명 방법 연습 활동

연

세

한

국

어

1.1

-

1.2

1 -입니다
‘입니다’ is used to politely

explain it to the listener

괄호 채우기,

친구와 인사하기

2 계시다

When the subject is an

esteemed individual, use 계시

다 instead of 있다.

3

존대어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드시다, 말씀하시다’ 로 설명
표를 완성하기

-으시-

It is used to express respect

for the subject. ‘-시-’ is used

along with the honorific

subject particle ‘께서’

표를 완성하기

5

아요/어요

This informal style is used in

conversation with clothe

friends

표를 완성하기, 그

림 보고 말하기, 묻

고 대답하기 등

-으세요

This honorific form results

from adding '-으시-', the

honorific suffix, to '-어요/아

요.

쓰기, 대화를 완성

하기

6

아 / 어 / 여

주다

When the listener is someone

is higher than then the

speaker, use '어/아/여 드리다‘

에게/께
‘께’is the honorific form of '

에게/한테‘.

연

세

한

국

어

2.1

-

2.2

4

-어/아/여,

이야/야

the intimate style is a speech

mood used to someone who

is of an equal or lower

status.

빈칸 채우기

-지 마

The intimate style of the

negative honorific imperative

form ‘-지 마세요’ is ‘-지 마’,

which is the form that the

honorific form ‘시’and ‘요’

are deleted.

[표 12] 연세대학교 한국어 교재에서의 높임 표현 수록 양상



- 42 -

연

세

한

국

어

5.1

-

5.2

1

호칭
여러 가지 관계와 호칭을 제시

하여 설명

상황을 주고 알맞

은 호칭을 맞추기

하오체
지시문, 주의 사항

만들기

하게체
대화를 중년 남성

의 말로 바꾸기

상대, 주체,

객체 높임

법

문화/읽기/듣기 자료를 통해 설

명

높임 표현을 활용

하여 맞는 설명을

연결하기, 대화 만

들기

연세대 교재는 1부터 6까지 각각 2권씩 총 12권으로 구성되었고 대화

문, 어휘, 문법 연습, 과제 그리고 문법 설명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재도 먼저 ‘하십시오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청자에게 공손함을 나

타낸다고 설명되어 있다. ‘해요체’는 5과에서 등장하며 이를 비격식체로

소개하면서 친한 친구 사이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또한 선어말어미 ‘(으)

시’는 ‘하십시오체’와 ‘존대 어휘’ 다음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주어를 높일

때 사용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께서’와의 호응 관계도 언급하였다. ‘께’

에 대해서는 ‘에게/한테’를 설명하면서 이들의 높임형은 ‘께’라고 설명하

였다. 과마다 문법 설명이 영어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연습 과제

에 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기능이 강조된 것을 장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성일(2011:94)은 “높임 표현의 형태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의 크기와 관계되는 것이고

도입 시기가 너무 빠르거나 혹은 해석과 설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사용되거나 또는 다른 높임 형태의 호응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학습자

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루게 된 교재에서의 높임

표현의 각 범주가 어떤 순서로 제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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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제교육원 서울대 교재 연세대 교제

해요 하십시오 하십시오

-으시- -으시- 특수 어휘

하십시오 해요 -으시-

특수 어휘 특수 어휘 해요

존대 조사 해채 존대 조사

[그림 1] 교재에서 높임 표현 범주의 제시 순서

일반적으로 서울대 교재와 연세대 교재를 보면 상대 높임법은 ‘하십시

오체'부터 제시되어 있지만 국립국제교육원의 ‘입문’ 교재에서는 ‘해요체’

부터 제시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민현식(2009:108)에서는 “하십시오

체’와 ‘해요체’의 선택 배열은 교재 개발자의 일관된 관점, 철학이 중요하

다. 대체로 ‘하십시오체’를 처음부터 시작함은 정중한 격식체 표현을 익

히는 장점이 있어 높임법 문화의 정수를 익히는 데 유리하며 ‘해요체’를

먼저 익힘은 회화용 비격식체를 먼저 익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상대 높임법의 종결어미 다음에는 주체 높임법의 선어말어미나 존대 어

휘 순으로 나왔다. 연세대 교재는 선어말어미 ‘(으)시’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수 어휘를 따로 제시하여 이 어휘에 선어말어미가 붙지 않는다고 언급

하였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고려하면 국립국제교육원과 서울대 교재에

서 먼저 선어말어미를 제시하여 그 다음에 존대 어휘를 도입하는 방식은

학습자들이 특수 어휘에서 찾을 수 있는 ‘(으)시’ 부분을 높임 표현의 선

어말어미 ‘(으)시’로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또한 존대 조사 ‘께서’와 ‘께’를 나중에 도입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선어

말어미 ‘(으)시’와 ‘께서’의 호응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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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성일(2011)은 높임 표현에서 호응관계가 있는 ‘께

서’ 와 ‘(으)시’를 함께 비슷한 과에 제시하지 않고 너무 차이를 두고 제

시하면 ‘께서’ 와 ‘(으)시’의 연동학습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분석 대상이 된 세 교재의 설명 방식이 매우 다양

함을 알 수 있었다. 교재마다 ‘해요체’를 설명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국립

국제 교육원 교재에는 ‘해요체’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이나 격식성을 갖출 필요가 없는 상황 또한 친한 관계지만 높임으로 대

화해야 할 관계에서 사용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반면 연세대

교재에서는 이에 대해 ‘친한 친구와 대화할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연세대 교재의 설명은 불충분해 보인다.

선어말어미 ‘(으)시’를 설명하는 방식을 다루어 보면 국립국제교육원 교

재는 이 선어말어미에 대해 평칭, 형용사 그리고 보어에 결합하여 높임을

나타내 준다고 하여 대부분 2, 3인칭에만 해당한다고 보충하였다. 하지만

서울대 교재는 이 선어말어미에 대해 ‘honorific marker'라고 영어로 설명

하고, 연세대 교재는 문장의 주어를 높일 때 사용한다고 하였다.

세 교재의 연습 활동을 살펴보면 서울대 교재는 주로 빈칸 채우기, 제

시된 범주를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와 질문에 대답하기 또한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연습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세대 교재

는 빈칸 채우기, 문장 만들기, 질문하고 대답하기, 말하기 활동으로 구성

되어 있다. 반면 국립국제교육원 교재는 빈칸 채우기, 문장 만들기 활동

이 제시되어 있는데 말하기를 향상하는 활동이 없어 보인다.

연세대 교재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 먼저 문법 연습과 과제 1, 2를 제시

하고 마지막에 문법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귀납적인 접근법을 사용

하였다. 하지만 국립국제교육원과 서울대 교재는 먼저 본 수업에서 다루

게 될 문법 범주에 관해 설명하고 그 다음 연습 과제로 넘어가는 방식으

로 되어 있어 연역적인 접근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국립국제연구원 교재

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법 설명이 주로 길게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교사가 긴 문법을 설명하는 동안 종종 학생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학습은 단순히 규칙을 아는 것에 불과

할 수 있다. 또한 연습 활동도 주로 쓰기와 빈칸 채우기식이어서 학습자

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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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권 표시 번호 교사 경력 성별 나이 (대)

한국어권
HT#1 8년 남 40대

HT#2 6년 남 40대

키르기스어권
KT#3 4년 여 20대

KT#4 7년 여 30대

러시아어권
RT#5 3년 여 20대

RT#6 7년 남 30대

[표 13] 교사 정보

결할 수 있는 교육 원리를 토대로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교사 인터뷰

한국어 교재만으로 한국어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어

보여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키르기스스탄 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

치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고범혜(2009:19)는

“교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끌어

낼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

할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교사들이 수업 시

간에 높임 표현을 가르칠 때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해 인터뷰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 다루었다. 또한 높임 표현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습자’라는 요소로 나누어 이 중

에서 교사에 관한 부분을 다룰 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는 ‘교사의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높임법 수업’, ‘학습자’ 그리고

‘교과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고범혜(2009:19)가 다룬 방식을 토대로

분석하기로 한다.

키르기스스탄에 위치한 대학교의 한국어 수업에서 높임 표현을 다룰

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총 6명의 교사를 대

상으로 인터뷰18)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시행한 기간은 2015.12.23부터

2016.01.20까지였고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18) 교사 인터뷰는 답을 한 교사 중 4명(키르기스어권, 러시아어권)과는 일대일로 진행했고, 원

어민 교사 2명과는 통화를 통해 실시하였다.



- 46 -

영역 질문 내용

1) 한국어 높임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어 높임에 관해 가장 중요한 점

2) 한국어 높임 표현 수업 한국어 높임 표현 수업의 어려운 점

3) 학습자 학생들의 높임 표현 사용 실태

4) 교과서 교과서 교육 내용에 대한 건의 내용

[표 14] 교사 인터뷰 내용

RT#5 교사:  한국어의 높임 표현을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한국어

의 높임법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에요.  키르기스인들은 아시아 민족

이고, 키르기스 전통은 어른들을 존대하는 것에 기초하지만,  한국어의 높임법처럼 언

어에 잘  반영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울 때 학습자들에게 중요한 점은 

키르기스스탄 내 교육 기관에서 주로 한국어 수업은 현지인 교사와 원

어민 교사가 담당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원어민 교사의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반면에 현지인 교사의 수업은 주로 러시아어나 키르

기스어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키르기스인, 러시아인(또는 고려인), 한국인 교사로 나누었다.

교사의 언어권에 따라 높임 표현을 가르칠 때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것

을 고려하여 각 언어권에서 2명씩 총 6명의 교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

다. 인터뷰에서 제안된 네 가지 영역의 질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1) 높임 표현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점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교실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일정한 문법 범주를 가르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

다. 이 장에서는 교사들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높임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 질문에 대해 RT#5 교사의 응답 내용19)은

다음과 같다.

19) 교사와 학습자 인터뷰는 모국어로 진행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국문 번

역본만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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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2 교사:  높임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자의 모국

어에 없는 경우에 특히 높임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T#6 교사:  언어란 일정한 뜻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물론이고 문화적인 뜻

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즉, 학생이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줄 아는 단계에 도달하면 

뜻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의미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언어에서는 

높임법이 없거나 그다지 복잡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한국어에는 높임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만 가르칠 뿐 

아니라 그 언어의 문화적인 측면도 이해하는 것을 가르쳐야 해요.                 

 

한국인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실패를 하지 않고, 한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높임법을 알아야 해요. 한 마디로 높임법은 언어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RT#5 교사는 한국어 높임 표현의 문화적인 점을 언급하면서, 학습자

들이 한국어 원어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

로 이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RT#6교사도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특성을 언급하였다.

KT6 교사는 한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그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

으므로 학습자들이 어떠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학습자가 일정한 수

준으로 올라가면 표현하고 싶은 뜻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맥락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원어민 교사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교사들의 응답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교사들은 높임 표현이 한

국인들의 문화를 반영해 주는 범주이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있고 특히

학습자의 모국어에 이러한 높임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더욱 더 강조해

야 한다는 의견을 의사소통과 문화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또

한, 한국어에는 높임법 체계가 다양하게 발달하여 있으므로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먼저 문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모국어에 높임말이 잘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국어

화자와 이야기 할 때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높임

표현 교육이 꼭 필요하고 높임말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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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4 교사:  학생들에게 주로 “이것을 왜 배워야할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생겨

요.‘먹다’가 있으면 ‘드시다’는 왜 따로 공부해야 하냐고 ‘왜’라는 질문이 많

이 생겨요. ‘먹다’가 있잖아요. ‘드시다’는 왜요?”라는 질문 같은 거.     

HT#1 교사:  대부분 수업 중에서 높임 표현을 가르치게 되면 학습자의 모국어에 높임

말이 없거나,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RT#6 교사:   높임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은 높임법의 모든 측면을 혼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인식시키는 것이 제일 어렵죠. 대부분 설명을 할 때는 이해하기

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는 많이 헷갈려요. 특히 주체와 객체 높

임법을 설명할 때 더 어려워져요.      

교사들의 의견대로 학습자들에게 높임 표현을 가르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2) 높임 표현 수업의 어려운 점

높임 표현을 가르칠 때 어려운 점에 대해 교사들이 응답한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응답한 KT#4 교사는 높임 표현을 가르치면서 어려웠던 점으

로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의 특수 어휘들을 왜 따로 또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는 점을 들었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현지에서 높임 표

현을 배우면서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1 교사는 원어민 교사로서 모국어에 높임 표현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들에게 높임법의 복잡성 때문에 이를 설명하거나 이해

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응답을 통해서도 키르기스 학습

자들에게 적절한 교수ㆍ학습 방안이 필요함을 볼 수 있다. 즉, 한국어의

높임 표현 체계가 문법적으로 복잡하고 또한 한국 사람에게도 어려울 만

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너무 다양하게 변화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혼

동이 많이 생긴다는 응답을 하면서 높임 표현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호



- 49 -

KT#4 교사:  학생들은 주로 키르기스어에 없는 ‘저’와 ‘나’와 같은 개념들을 혼

동해요. 그리고 대화에서 나타난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높임법을 써야 할지 모르거나 

헷갈리는 겁니다. 학생들이 어른에게 이야기할 때 높임법의 특수 어휘들을 잘 못 사용

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어른인 할아버지 앞에 있으면 ‘저는 드십니다’라고 한

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어 높임법의 존대 어휘들을 종종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는데 다시 숙제를 잘 모르는 상태로 해 옵니다. 이런 점에서 어

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HT#2 교사:  어느 때 어떻게 높여야 할지 모를 때가 가장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삼

자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화자와의 관계 때문에 

무조건 높인다거나, 어린아이에게 높임말을 쓴다든지 등등 정확한 상황과 용례를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소했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높임 표현 사용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즉, 학습자

들이 교육 현장에서 높임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오류를 범하는

지 질문한 것이다.

3) 학생들의 높임 표현 사용 실태

교사들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높임

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교사들에게 질문하였다. 그 결과 현지인 교

사들은 (RT5교사) 학습자들이 주로 문법적인 범주를 혼동한다고 하였고

원어민 교사는 (T2교사) 학습자들이 대화 속 참여자들에게 높임 범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혼란스러워 한다고 하였다.

KT#4 교사의 응답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특수 어휘를 많이 혼용하

고 대화 맥락 파악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오류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태도를 보인 교사 HT#2역시 위의 교사와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의 교사들이 응답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습자들이 대화에서 등장

한 청자뿐만 아니라 주체와 객체 중 어느 쪽을 높여야 할지를 혼란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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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6 교사:  설명문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문법 구조가 교재에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구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예를 들면 대화문에서 새로운 항목

이 나왔다고 하면 그 항목이 교재의 해당 과에서 설명된 상태여야 해요. 이와 마찬가

지로 수업의 목표는 ‘높임법’이 아닌데도 높임법에 관한 항목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교재의 체계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KT#3 교사:  나는 주로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게 돼요. 그래서 이 교재 하

나만 잡지 않고 시각적인 자료와 쉬운 교재를 찾아가면서 가르쳐요. 교재에 실제성이 

있는 상황과 원어민들이 실제로 쓰는 문법적인 항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어요.

HT#2 교사: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른 설명은 있지

만, 높임법 자체에 대해 자세한 용례를 들어 설명한 교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어 높임법의 문법적 그리고 어휘적

인 체계를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다음은 교사들이 어려운 높임 체계를 가르치는 데 중요한 뒷받침이 되

는 한국어 교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교사의

교육 내용에 대한 건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4) 교과서 교육 내용에 대한 건의 내용

교과서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교사들의 의견은 주로 교재의 구조에 대

한 것이었다. 즉, 교재에서 주어진 항목들이 체계적이어야 하며 또한 제

시된 상황과 항목들이 실제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RT#6 교사는 한국어 교재의 각 해당 문법의 설명이 정확했으면 좋겠

다고 응답하였고 교재의 구조와 각 문법 항목의 출현 순서가 일정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다음의 교사는 교재에서 나온 상황이나 문형 연습들에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HT#2 교사도 여전히 교재의 체계성과 자세한 용례가 필요함을 진술하

였다. 교사 인터뷰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높임 표현 교육을 함

에 있어 교사들은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한국의 문화를

잘 알기 위해서 높임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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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높임법에 대한 인식

2.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할 때 어려운 점

3.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

[표 15] 학습자 인터뷰 내용

었다.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복

잡성 때문에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이다. 또한 높임 표현에서 모국어에 존

재하지 않는 주체와 객체높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최대한

재미있고 단순화된 교수ㆍ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이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들을 교

수ㆍ학습 방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5.3. 학습자 인터뷰

다음으로 키르기스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법 사용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들과의 인터뷰를 녹취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아래와 같다.

고범혜(2009:24)에서는 높임법의 오용 유형을 첫째, 높임법을 아예 사

용하지 않은 경우 둘째, 높임법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셋째, 높임

법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높임법을 잘못 사용하

는 것으로 나누었다. 이런 이유로 학습자가 범한 오류도 높임법에 대한

의식 부족과 높임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높임법을 사용하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20)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았다.

1) 한국어 높임 표현에 대한 인식

학습자들은 한국어 높임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터

뷰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중요

20)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학습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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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할 때는 높임 표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 그냥 말을 해요. 왜냐하

면 (-)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요. 하지만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한국인이 이해해 

주고 고쳐 주곤 해요.... 나의 목적은 그냥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한국인이 나

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높임 표현도 조금 공부하지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학습자#4

.....높임법이란 그 ‘있다’, ‘계시다’ 그리고 ‘-(으)시-’ 그거죠? 그것들은 나

에게 어렵지 않아요, ‘있다’ 대신에 ‘계시다’,(:::)  ‘먹다’ 대신 ‘드시다’

를 놓고 ‘-(으)시-’를 붙이면 되잖아요. 어떨 때는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학습자#3

...하지만 높임 표현이 어렵다고 안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

가 서로 일치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요소인 높임 표현을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학습자#1

한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표현을 전달할 줄

알아야 하니까 높임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구

체적인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한국어 높임에 대해 특수 어휘를 외우고 선어말어미 ‘-(으)시-’

만 잘 활용할 수 있기만 하면 한국어 높임 표현은 어렵지 않다‘고 응답

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다음의 학습자는 위에서 제시된 학습자#4와 달리 ‘한국어의 높임 표현

은 그 나라의 문화이므로 분리하여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응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 표현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특

수 어휘를 잘 외우고 선어말어미 ‘-(으)시-’만 사용하면 된다는 학습자가

있고, 한국어로 말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릴 수 있으면 되고

복잡한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학습자도 있었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 아래 문화로서의 높임

표현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학습자의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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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법에서 ‘-(으)시-’와 특수 어휘들이 특히 어려워요.                학습자 #2

...높임법의 뜻이 많아서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높임법의 규칙을 암기하지만 다

양한 상황에 부딪힐 때 딱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수업에

서 배웠던 내용을 밖에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학습자#6 

...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하기를 배우고 싶어요... 문법 배우는 게 아주 심심해요

<vocal desk=웃음>.... 말하기를 통해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문법을 집에서 예습하고 

수업에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아요(::)  우리는 대부분 말하기는 부족하고 책에

서 나온 문법만 많이 배워서 우리 말하기 실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학습자#2

2) 한국어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 어려운 점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 높임 표현에 대해 어떤 어려운

점들을 느꼈는지에 대해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

다.

한국어 높임 표현의 어려운 점에 대한 학습자들의 대답 중에서 제일

많았던 답은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가 복잡해서 실제 상황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하니까 부담스럽다는 내용이었다(학습자#2). 또한 윗사람 앞에서

높임법을 사용해야 하니까 긴장이 된다는 대답도 있었다(학습자#7).

학습자들의 대답 내용을 보면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이지 않은 내용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요구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학

습자들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 질

문해 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 학습자들이 문법보다 말하기 기능

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학습자#6, 학습자#7). 학습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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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는 대부분 텍스트를 통번역 해요. 하지만 나는 그 대신 재미있게 말하면서 수업을 진

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학습자#7

또한 수업 중에서 배운 내용이 실용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학습자

의 대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의 학습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학습자들은 결과적으로 문법보다

는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수업에서 말하기 부분을 더 많이 연습하고 구어적인

능력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상 본 장에서 한국어 높임법을 교육하는 현장의 실태를 분석해 보았

다. 또한 교사들은 높임 표현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이

고 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더불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 표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높임 표현에서 어려워하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설문지와 실제 발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높임의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을 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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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어 높임 표현의 사용 양상 분석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키르기스어와 한국어 높임 표현의 특성

을 토대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높임 표현을 어떻게 인

식하고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를 진

행한 과정과 방법을 밝히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키르기스 학습자로 나

뉜 양 집단의 상대, 주체, 객체 높임 표현에서 나타나는 사용 양상을 비

교하고, 또 나아가 학습자 집단이 범한 오류를 분류하고 그 원인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조사 방법

1.1. 조사 대상 정보

본 연구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소재 대학교인 BHU(비

쉬켁 인문대학교), KNU(국립대학교), KGU(아라바예바 대학교21)) 그리

고 비쉬켁 한국교육원이라는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총 40명의

학습자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을 현재 2, 3, 4학년의 재학생들과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중급반을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들22)로 한정하였

는데 높임법 항목의 교육 시기를 고려하여 높임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1

학년 학습자들을 제외하였다. 즉, 앞 장의 교재 분석 부분에서 살펴보았

듯이 높임 표현의 기본적인 범주들이 초급 교재에서부터 등장하였지만

이 단계에서 교육된 높임 표현의 기본적인 항목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기

회가 없는(이유경, 2006:221)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초급 학습자들의 경

우 설문 조사를 작성하는 것이 부담 될 수 있고 또한 연구의 타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원어민과 학습자가 높임 표현을 쓰는 양상을 비교하는 것도 본고의

21) ‘아라바예바 키르기스 국립 대학교’ (Кыргыз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

И. Арабаева)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다른 대학교와 동일하게 ‘KGU’라고 하겠다.

22) 본 조사 대상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취득자와 미취득자가 섞여 있는 관계로

2, 3, 4학년 학습자와 중급반 수강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중급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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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모어 화자

성별
남(27%) 8명 13명

여(73%) 32명 27명

총 40명 40명

[표 16] 조사 참여자 정보

목적 중 하나이므로 대조 집단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게도 같은

실험을 하였다.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모어 화자 집단도 총

40명으로 되어 있으며 양 집단의 연령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여 나이를

20대로 한정하였다. 조사 대상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 본 연구의 전체 조사 참여자는 80명이며 나이는 20대이다. 그 중

남학생은 21명(27%), 여학생은 59명(73%)으로 구성되었다.

1.2.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높임 표현에 대한 오류와 사용 양상을

여러모로 살펴보기 위해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 키ㆍ한 번역 테스트

(Translation test),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 과제 그리고 사후 인터뷰

(Follow-up interview)를 이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학습자의 높

임 표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위해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 과제

와 키ㆍ한 번역 테스트 (Translation test) 방법을 이용했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키르기스 학습자의 높임 표현 사용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이 제시된 과

제를 수행했을 때의 의지나 생각을 명확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사후 인터

뷰(Follow-up interview)를 하였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구체

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키ㆍ한 번역 테스트(Translation test)는 학습자들의 수행 능력을 알

아보기 위해 자연스러운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번역 테스트는 학습

자들의 모국어를 목표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과제로 모국어에 대한 문법

적 체계뿐만 아니라 목표어에 대한 문법적 체계까지 필요로 하는 과제

유형이다(전동근, 2007:43). 또한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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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지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번역 테스트

(Translation test)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가 문장을 한국

어로 번역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해 대화문으로 제시하였

고 높임 표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이 방법은 키르기

스 학습자의 모국어로 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므로 모어 화

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2) 담화 완성형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DCT)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빈칸에 원하는 답을 쓸 수 있는 개방 담화 완성

형 테스트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을 제시하고 빈칸을 만들어서 응답자들

이 각 상황에 적당한 말을 쓰게 하는 폐쇄 담화 완성형 테스트이다(김덕

영, 2002).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

운 답을 쓸 수 있도록 전자와 같은 형식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비베와

커밍스(Beebe & Cummings,1985; 양명화(2010) 재인용)는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언급하였다.

첫째, 원하는 화행에 관한 자료를 단 시간 내에 대량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둘째, 대화에서 발견되는 의미 단위와 전략 등과 같은 핵심적 요소를

파악하기 쉽다.

셋째,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요소들을 관찰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설문지에서 나타난 각

상황을 읽고 자신에게 실제 일어난 상황으로 생각하면서 답을 적게 하였

고 각 문항에서 주어진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시문을 한

국어와 학습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학습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불성실한 답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상대, 주체, 객

체 높임에 따라 3가지 영역으로 나누었고 이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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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

법

번

호
문항

상하

관계

친소

관계

공식

성

주체

높임

1
부모님이 소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상황
상 소 유

2
(의사로서) 아들에게 할머니의 약 복용을

설명하는 상황
상 소 유

3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묻는 상황
상 친 무

4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말을 전달하는 상황

상 소 무

5
선생님이 선배를 찾는다는 말을 전달하는

상황
상 소 무

상대

높임

6
선생님에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알려

주겠다고 하는 상황
상 소 무

7
집에 온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상황

상 친 무

8
친구의 어머니에게 친구가 학교에

남았다는 말을 전달하는 상황
상 소 무

9
선생님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상황

상 소 유

10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짐을 들어 달라고

하는 상황
상 소 무

객체

높임

11
선생님에게 문법을 물어보자고 하는 상황

상 친 무

12
여름 방학 때 할머니를 보러 가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
상 친 무

13
아저씨에게 컴퓨터 사용 방법을 알려

주겠다는 상황
상 소 무

14
이웃 아주머니 대신 편지를 부쳐주겠다고

하는 상황
상 소 무

15
시어머니에게 줄 선물에 대해 물어보는

상황

상
소 무

[표17]담화 완성형 테스트에서 제시된 상황 개관

3)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 담화 완성형 테스트는 작성하고 있는

과정에 실제 발화에서 하지 않았던 글을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 문어로 된 담화 완성형 테스트의 피험자 응답은 구어가 문어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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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 대학교 명 성별

학습자#1 BHU 여

학습자#2 교육원 여

학습자#3 KGU 여

학습자#4 KNU 남

학습자#5 KNU 남

학습자#6 KNU 남

학습자#7 BHU 여

①아버지가 집 안에서 가사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②장래에 여성인 경우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③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④선배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⑤대중교통에서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하는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➅아르바이트 할 때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나 반영이 되는가, 짧고 상황 설명이 거의 없는 반응 결과가 실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정일, 2009). 담화 완성형

테스트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발화를 수집하였다. 즉,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 사용 지식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질의응답은 설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중

7명에게 실시하였다. 이에 참여한 피험자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18] 실제 발화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를 하면서 제안한 주제는 아래와 같이 6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4) 사후 인터뷰(Follow-up interview)는 학습자가 제시된 과제에 응답

할 때의 생각이나 의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는 질적 연구로서 학습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응답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위햇님(2009)은 사후

인터뷰 설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터뷰는 피조사자의 모어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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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 짧은 휴지, 중간 휴지

(: ), (: : ), (: : : ) 길이 연장. 길이에 따라 다르다

(...) 발화 생략 경우

(=) 발화 정정, 망설임

<vocal desc=' '> 음소 아닌 요소

조사 도구 개발

학습자 대상 예비 조사

한국인 모어 화자,

학습자 대상 본 조사

한다. 둘째, 피조사자에게 본 조사 당시의 행동에 대해 말로 설명을 듣는

다. 셋째, 본 조사 당시의 언어 행동을 녹음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한다. 넷째, 인터뷰는 본 조사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다섯째, 인터

뷰 전 질문 목록을 만들어 미리 숙지한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질문한다. 여섯째, 인터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녹음한다.본고

에서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조사에서 사후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전사 작업에 있어

GAT(Gesprächsanalytische Transkriptionssystem)을 기본으로 취하기로

한다. 전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기로 한다.

[표19] 전사에서의 기호

1.3. 연구 절차

한국어 높임 표현의 사용 양상과 오류 분석을 연구하기 위해 본고에서

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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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터뷰

실험 결과 분석

[그림 2] 연구 절차

구분 예비 조사 본조사

조사

대상

학습자 10명

모어 화자 5명
학습자 40명, 모어 화자 40명

조사

기간

2015.11.06.-

2015.11.27

2015.12.30.-

2016.01.30

조사

목적

유의미한 결과가 나

올지 예측하기

1)담화완성형 테스트(DCT): 한국인 모어화자

와 학습자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 비교하기

본고에서는 조사 도구 개발로 담화 완성형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번역 테스트(Translation test),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를 이용하였다. 먼저 각 방법을 높임 표현에 관한 기존 논저들을 참

고하여 구성하였고 예비 조사를 하였다. 예비 조사는 학습자 10명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고 결과를 국어교육과를 전공하고 있는 모어 화자들에게

검토를 받아 수정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이렇게 조사 도구가 완성된

후 본 실험을 학습자 40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40명을 대상으로

2015.12.30.부터 2016.01.30.까지 진행하였다. 그 다음 무작위로 설문 참여

자를 선택하여 사후 인터뷰를 하였다.

자료의 결과를 통해 한국인 모어 화자와 키르기스 학습자의 사용 양상

을 비교하고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

자의 사용 양상을 SPSS22.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표 20] 조사 도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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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주제 상하 관계 친소 관계 화제 인물

선생님에게 면담

요청하기

상 동 하 친밀 소원 상 동 하

ü ü

잘못된 표현이나 문

장을 파악하여 수정

하기

2)번역 테스트: 학습자의 종합적인 높임 표현

의 사용 양상 고찰하기

3)실제 발화: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높임 표현

을 어떻게 쓰는지 파악하기

2. 학습자와 한국인의 높임 표현 사용 양상 비교

본 장에서는 키르기스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한국어 높임 표현

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담화 완성형 테스트

(DCT)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 사후 인터뷰

(Follow-up interview) 결과를 통해 높임 표현 사용 양상의 특징과 원인

을 살펴보고 비교한다. 사용 양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높임 표현을

대상에 따라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1. 상대 높임 표현 사용 양상

상대 높임은 청자를 높이느냐 안 높이느냐에 따라 서술어 어간 뒤에

적절한 어말어미를 붙이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상대 높임의 중요한 범주인 어말어미를 사용할 때의 차이점

과 비슷한 점을 비교한다. ‘하오’, ‘해라’, ‘하게’체의 경우 중급 이상에서

교육되므로23) 본고에서는 ‘하십시오’, ‘해요’, ‘해’체를 위주로 분석한다.

23) 이유경(2006:218)에 의하면 ‘하오’, ‘하게’체는 고급 과정의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

는 정도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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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학습자 모어 화자

87

33

13

67

하십시오체

해요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어말어미 사용 양상

연구자:‘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내일 오후에 일이 있으니까 오전 11시에  만날까

요?’라고 응답했는데 문장의 어말어미를‘아요/어요’로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습자: ...우리는 한국어를 배울 때 모든 것을‘아요/어요’로 배웠어요.(:::) 선생님

과 대화할 때도.. 응...(=)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내일 못 와요’,‘숙제 없었어

요’와 같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렇게 한국어를 선생님과 아는 친구들과 이야기

할 때 그냥‘아요/어요’를 쓰는 게 편해요....

연구자: 그러면 ‘-습니다’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학습자: 그것을 많이 사용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습니다’로 대화하면 나한테 

어려워요.(::) 먼저 이에 익숙하지 않아서, 둘째로, 이거는 딱딱한 느낌이 드니까요....

위의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집

단이 종결어미를 활용하는 것에 차이점이 나타난다. 학습자 집단이 모어

화자 집단보다 ‘해요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하십시오체’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67%의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이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뵈어도 되겠습니까’ 등의 표현으로 답하였고 33%의 한국인 모어 화

자가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이에 반면 키르기스 학습자는 87%가 ‘해요

체’를 사용하여 ‘오전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어떨까요?’, ‘만날 수

있으세요?’ 등과 같이 응답하였다. 학습자 중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경우

는 13%에 불과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중 33%가 ‘해요체’를 사용했지

만, 대다수 원어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집단이 자신보다 상위

관계에 있는 ‘선생님’에게 왜 ‘해요체’를 썼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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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6

연구자:‘선생님 내일 오전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그때 면담하면 될까요?’라고 대답했

는데 여기에‘아요’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학습자:‘아요/어요’를 쓰는 것이 나한테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습니다’를 조금 배웠지만(:::)‘아요/어요’를 많이 사용해 왔어요.... 

연구자:이 문장에 ‘-습니다’로 대답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학습자:‘-습니다’? <vocal desk=웃음> (::) 모르겠어요 (=) 나한테 개인적으로 어색

해요....                                                                학습자#1

연구자:‘선생님, 내일 오후에 급한 약속이 있어서 다른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 

때 찾아뵙겠습니다.’에서‘하십시오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모어 화자: 뭔가 대부분 교수님 같은 분이나 그럴 때 (-)‘하십시오체’를 쓰는 것 

같아요. (::) 또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더 공적인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하십시오

체’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만약에 이럴 때 ‘해요체’를 쓰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모어 화자:‘해요체’를 쓰면 되지만 (:::) 좀 더 친근한 사이에서(=)? 그 때 써야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다른 (:) 좀 뭔가 개인적인 일을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라 (-) 면

담을 요청하는 상황이면 공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 모어 화자#2

위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주로 상대 높임의

‘해요체’를 위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십시오체’가 격식체라

는 이유로 사용하기가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편

하다는 반응이었다. 이제 한국인 모어 화자가 본 상황에서 ‘하십시오체’

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사후 인터뷰 결과를 통해 학습자 집단의 87%가 상대방의 사회적인 지

위나 윗사람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웠던 습관대로 ‘해요체’를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가 ‘하십시오체’가 어색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면 모어 화자 집단은 상

대 높임 표현의 종결어미를 사용할 때 일상생활 말투라기보다는 상하 관

계, 공식성, 친소 관계에서 출발하여 상대방의 위치와 대화 장면을 고려

하면서 ‘하십시오체’로 옮겨 활용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장면에서 높임

법에 충실하게 신경을 쓰면서 높은 수준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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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는 (=) 우리나라 키르기스스탄은 무슬림 나라입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

리 남자들 집안일을 많이 안 한다. ....우리 가족에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번도 도

와주는 (=)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 우리는 그전에 

시골에 살았어요. 그리고 시골에 살 때 집안일도 많고.... 집안일 너무 많으니까 우리 

엄마는 집안일을 혼자 하고(: ) 아기들도 혼자 키우고 (:::) 응 (-) 시간이 있으면 농사

도 하고 (::) 그렇게 일도 혼자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사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볼 수 있었다.

다음은 학습자의 실제 발화에서 전사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어말어미

를 다양하게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길(2004)은 “들을이높임법의 등분이 격식체와 비

격식체로 나뉘어 이원적으로 설정되지만 실제 발화에서는 이들이 뒤섞여

쓰이게 되어, 말할이가 동일한 들을이에게 연달아 발화할 때, 들을이 높

임의 정도가 비슷한 등분끼리 뒤섞여 쓰인다24)”고 하였다. 따라서 이런

실제 발화 현상의 경우를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발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학습자들도 격식체인 ‘하십시오체’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일관

성 없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 두 집단이 상대 높임 표현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면

학습자 집단이 교육 기관에서 배운 ‘해요체’를 주로 다양한 상황에서 거

의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2.2. 주체 높임 표현 사용 양상

한국어의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 높이고 주체 높임 표현은 선

어말어머 ‘-(으)시’, 존대 조사 ‘께서’를 통해 활용하여 높임이 이루어진

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들이 각 주체 높임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24) 이의 이유는 첫째로, 격식체와 비격식체는 쓰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둘 다 들을

이높임의 등분을 나타내는 공통점과 아울러 뒤섞이는 등분 사이에 높임의 정도가 거

의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둘째로, 말할이의 심리적 상태나 장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장면에서 주로 쓰이는 격식체를 썼다가 친근감을 나타내는 비격식체를 쓰

기도 하고, 반대로 친근감을 표시하는 비격식체를 썼다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쓰

이는 격식체를 쓰기도 한다(한길,20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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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존대 선어말어미 ‘-(으)시-’는 청자 또는 제3자

인 주체를 높이기 위해 동사에 붙어 높임 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 선어

말어미는 동사, 형용사, 존대 조사는 명사와 결함되어 주체와 주어인 청

자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또한 높임 표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

들이 가장 많이 일으키는 오류는 선어말어미 ‘-(으)시-’라고도 할 수 있

다.

본고의 이론적 부분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키르기스어에는 대화 장

면에 높임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높임이 활용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주체 높임 표현에서 주어가 청자가 아닌 경우와 청자일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대해 한길(2002)에서는 선어말어미 ‘-(으)시-’가

대부분 상대 높임에도 쓰이더라도 부적격한 문장이25) 되는 경우가 있지

만, 적격하게 상대를 높이는 경우는 2인칭 문장에서 쓰일 때라고 하였다.

따라서 주체높임법이 중요하면서도 빈번히 사용되는 선어말어미 ‘-(으)

시-’를 다룰 때 주체가 청자일 경우와 청자가 아닐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면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⓵주어가 청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주어진 상황은 화자가 직원에게 ‘부모님’이 소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상황이다. 청자인 ‘직원’은 상하 관계에서 상위이고

친소 관계에서 소원하다. 발화에서 화제 인물로 등장한 ‘부모님’은 상위

로 구성되었다.

25) *기차가 아직 안 도착하셨어요.

*이거 얼마세요?

*강아지가 참 예쁘시네요. 한길(2002:233)에서 나온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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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높임 표현 '(으)시'의 사용 양상

연구자:‘부모님이 소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시겠어요?“라고 대답했는

데 이 문장에 ’부모님‘에게 ’(으)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학습자: 이 문장에서 직원에게 ‘-시-’ 를 사용했으니까‘부모’에게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윗사람에게 존댓말로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 

나는 문장에 높여야 할 사람 두 명 있으면 항상 누구에게 써야 할지 모르고 망설여

요, -시-를 그 중에서 누구에게 써야 할지 몰라 어려워해요.

학습자#1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통해 위의 상황에서 학습자 집단이 선어말어미

‘-(으)시-’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즉, 이 상황에서 키르

기스 학습자 중 20%가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받으실 수 있

을까요?’라고 대답하였고, 나머지 80%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와 같

이 응답하여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인 모어 화자의

63%는 이런 상황에서 주체인 ‘부모님’을 높이기 위해 선어말어미를 결합

하여 대답했고, 그 중 37%만 ‘-(으)시-’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후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한국어 높임 표현에서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쓰거나 청자에게 선어

말어미 ‘-(으)시-’를 결합하는 것은 상대 높임이고 발화에서 등장한 주체

를 ‘-(으)시-’나 ‘께서’를 통해 높이는 것은 주체 높임이다. 위에 제시된

학습자의 사후 인터뷰의 내용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대화 장면에 화자보

다 상위인 대상이 두 명 이상 있으면 누구를 어떻게 높여야 할지 부담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학습자들은 주어가 청자가 아니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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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높임 표현 '(으)시'의 사용 양상

상위면 부담을 느껴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학습자가 발화에

서 대화의 주체보다는 청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높여야 할지 아닐지를 결

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체인 ‘부모님’이 청자인 직원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것이 높임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상대인 청자가 화자보다 나

이가 많다는 이유로 발화의 주체인 부모님에도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다음 문항에서 주어진 상황은 주체인 ‘선생님’이 청자인 ‘선배님’을 연

구실로 오라고 하는 말을 화자가 ‘선배’에게 전달하는 상황이다. 청자는

상위인 ‘선배님’이고 친소 관계에서 친한 사이이다. 화제 인물은 상위인

‘선생님’으로 구성하였다.

주체인 ‘선생님’이 한 말을 ‘선배’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학습자와 모

어 화자의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는 양상을 알아본 결과 이 문

항에서 모어 화자 집단이 ‘오라고 하셨어요’ 등과 같이 주체를 높이는

‘-(으)시-’를 사용했지만 학습자 집단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를 3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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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선배님, 선생님이 오라고 했어요’라는 문장에‘(으)시’를 왜 사용하지 않

았어요?

학습자:	한국어로 말할 때 대부분‘(으)시’와 같은 것들이 잘 생각이 안 나요: :  사

실은. 그리고 우리 문화에는 어른들을 ‘Сиз’만으로 높이지만 (-) 한국어처럼 그

다지 많지 않아서 <vocal desc=웃음> (...) 그런가...?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 

대부분‘(으)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학습자#6

연구자:‘선배님, 선생님께서 선배님을 10시에 연구실로 오라고 하셨어요.’라고 응

답하셨는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선생님’에게‘(으)시’를 붙이지 않았다고 생각하

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모어 화자:‘하셨어요’라고 하는 것은(::) 그 선생님이 그 말을 하신...거니까... 응 (=) 

선생님이 선배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 선생님을 높여야 돼서‘셨’(선어말어미 

‘(으)시’)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걸 안 쓰면 예의에(::) 어긋나는 표현이 되어서

요... 아(:) 근데 요즘 안 쓸 수도 있는데 (=) 그 국어 교과서로 배울 때는 써야 한다

고 배웠어요... 

한국인 모어 화자#1

사용하였다. 즉, ‘오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했어요’ 등과 같은 응답이 많

았다. 본 상황에서는 화제 인물로 나타나는 ‘선생님’이 주체로서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에 대해 모어 화자 집단의 75%가 선어말어미 ‘-

(으)시-’를 삽입한 것으로 나왔고 학습자 집단은 37%의 비율로 선어말어

미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을 재확인해 보고 원인을 발견하기 위

해 사후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위 학습자의 사후 인터뷰 내용에서도 학습자가 모국어의 예를 들어서

목표어와 비교하였다. 즉, 모국어에서는 윗사람에게 ‘Сиз’[당신]만을 쓰지

만 한국어처럼 복잡하게 높이지 않다고 하여 이런 까닭으로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절반 이상인 75%가 주체인 ‘선생님’에게 선

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유를 물어 보았다.

사후 인터뷰를 한 결과를 보면 모어 화자 집단은 가능하면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모어 화자는 학습자 집단보다 높일 대상을 화자 중심으로 보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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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청자인 ‘선배님’과 화자보다 더 위에 있는 주체의 지위를 고려하여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였다. 또한, 높일 대상에 ‘-(으)시-’를 사

용하지 않은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진술하였다. 이상 학습자 집단이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모국어에 일정한 개념이 없는 이유로 어

려워하는 것이고 높여야 할 대상이 여러 명 있을 때 혼란을 느끼는 것이

었다. 둘째, 양 집단이 높여야 할 대상에 향하여 고려하는 조건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누구를 중심으로 보고 높이느냐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주체 높임법이 없다고 해서 선어말어미 ‘-(으)시-’

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때때로 잘못 인식하거나 정확

하게 습득하지 않은 이유로 부적절한 곳에 이를 삽입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향도 있다. 학습자의 이러한 양상을 오류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⓶주어가 청자일 경우

높임을 받을 대상이 상대일 경우 학습자들은 선어말어미를 자기의 모

국어에 존재하는 상대 높임과 대응시키므로 인식하기 쉬울 것으로 예측

된다. 이러한 양상을 담화 완성형 테스트의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확인

해 보기로 한다. 이 상황은 ‘의사로서 아들에게 할머니가 약을 먹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 화자인 ‘의사’는 청자로 나타나는 ‘아들’

과 동등하고 친소 관계에서는 소원하다. 또한 화제 인물인 ’할머니‘는 상

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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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높임 표현 '(으)시'의 사용 양상

연구자:‘할머님 약을 꼭 먹게 해 주시고, 산책도 많이 시켜 주셔야 합니다.’에 

‘(으)시’를 사용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습자: ...왜냐하면 제가 할머니의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키르기스어는(:::) 

‘도와주세요’(жардам бериниз),	 러시아어로	 (помогите») 와 같이....     학습자#3

연구자:‘아드님, 할머니와 산책을 많이 하시도록 하세요’라고 대답했는데 여기에

‘(으)시’를 어떤 목적으로 썼어요?

학습자:...내가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서 썼어요....          학습자#5

위의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 집단 67%는 청자에게 선어

말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응답했고 주로 ‘복용을 제시간에 하시고’,

‘할머님을 도와 드리시면 됩니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모어 화

자 집단과 거의 비슷하게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국인 모어 화자 92%가 ‘의사’로서 ‘아들’에게 명령이나, 제안하는 장면

에서 높일 대상에게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였고 한

국어 학습자도 이 선어말어미를 67%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런 상황으로 선어말어미 ‘-(으)시-’를 통한 높임이 청자에게 향했

을 때 사용 빈도가 훨씬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현상을 사후 인

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위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또다시 모국어와 비교하여 예를 들

면서 선어말어미를 사용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였다. 대부분 앞에 있는 사

람에게 맞대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므로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였다고 진술

하였고 상대방에게 높임을 표현하는 모국어의 경우와 유사하게 활용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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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주제 상하 관계 친소 관계 화제 인물

도움 요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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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을 다음의 문항을 통해 재확인해 보기로 한다. 본 문항의 상

황은 화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짐을 들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다. 청자인 사람은 상하 관계에서 상위이고 친소 관계에서는 소원한 사

이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거의 전부가 선어말어미 ‘-(으)시-’

를 사용하면서 ‘들어주실 수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등의 표현

으로 부탁하였다. 키르기스 학습자들도 73%가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응답

하였지만 남은 27%는 ‘들어 주면 감사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등과

같은 표현을 하였다.

키르기스 학습자나 한국인 모어 화자 모두 나이가 많든 적든 처음 만

난 사람에게 부탁할 때 ‘해체’나 ‘-(으)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의 없는 태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상

황에서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면 학습자 집단은

27%가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절반 이상은 모어 화자와 유사

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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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저기요, 실례지만 이 짐이 무거운데 저 정류장까지 들어 주실 수 있어요?’

에‘(으)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에요?

학습자: 그 (:::) 그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게 보여도 말을 (::) 높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으)

시’를 사용했어요....                                                   학습자#1

문항 주제 상하 관계 친소 관계 화제 인물

할아버지에게 통화해

보라는 것

상 동 하 친밀 소원 상 동 하

ü ü ü

이와 같이 학습자는 주체가 대화 장면에 나타날 때 선어말 어미 ‘-

(으)시-’를 모어 화자와 거의 비슷하게 활용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과의

거리감과 예의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본 문항에서 학습자들은

청자가 주어일 때 한국어의 존대 선어말어미 ‘-(으)시-’를 모국어의 어미

변화를 통한 높임으로 받아들여 사용하였음을 보였다.

③존대 조사 ‘께서’의 사용 양상

존대 조사 ‘께서’는 한국어 주체 높임에서 높일 대상에게 ‘이/가’ 대신

쓰는 것이다. 양 집단이 존대 조사를 사용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은 문항

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상황은 화자가 ‘동생’에게 ‘할아버지’가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라는 것이다. 화자는 ‘오빠/언니’이고 청

자는 상하 관계에서 하위이고 친한 사이이고 화제 인물로 나타나는 ‘할

아버지’는 상위 관계인 것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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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너는 내일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하

는지 물어봐’라고 대합했는데 ‘께서’대신‘에게’를 쓴 이유가 뭐예요?

학습자: 아(:::) ‘께서’를 사용했어야 됐죠? (:::) 저는 원래 ‘께’와 ‘께서’를(-) 

윗사람에게 써야 하는 것이 생각에 나면 사용해요. <vocal desc=웃음>. 근데 이 ‘께

서’/‘께’를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학습자#3

연구자: 한국어의 ‘께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학습자: 한국어에 대부분 높임법 아주 많아요. 그 다양한 높임법을 대화에서 다 사

용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예를 들면‘께서’와 다른 높임 어휘 같은 것들이요.

연구자: 그 이유가 뭐에요?

학습자: 저는 항상 ‘해요’나 ‘합니다’를 써요. 어떨 때는 ‘시’를 사용하는데

‘께서’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께서’를 사용해도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쓰는 

것 같아요.

학습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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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대 조사 '께서'의 사용 양상

본 문항을 비교한 결과 학습자 집단의 82%는 존대 조사 ‘께서’보다

‘이/가’를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등과 같은 표현을 압도적으로 사용

했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께서’와 같은 존대 조사 ‘께서’를 사용한 비

율은 18% 밖에 안 됨을 볼 수 있다. 반면 모어 화자 집단의 76%가 ‘할

아버지께서’와 같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일 대상의 뒤에 주격

조사 ‘이/가’ 보다는 ‘께서’를 결합하는 것이 적절한데 키르기스 학습자들

이 조사 ‘께서’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께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원인을 연습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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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대 조사 '께서'의 사용 양상

문항 주제 상하 관계 친소 관계 화제 인물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다는 말을 하기

상 동 하 친밀 소원 상 동 하

ü ü ü

앞에 제시된 사후 인터뷰 발췌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이 일상

대화에서 ‘께서’를 많이 안 쓰는 이유로 ‘께서’가 익숙해지지 않음을 들었

고, 또한 한국어의 높임 표현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상대 높임의 ‘해요’나

‘하십시오체’와 선어말어미 ‘-(으)시-’에만 초점을 두어 사용함을 진술하

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체 높임에서 ‘께서’를 쓰면 공식적인 분위기로 느

껴져서 어색하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이런 현상을 다음의 문항을 통해 재확인해 보기로 한다. 본

상황에서는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청자는 모르는 사람인데 상위이고 화제 인물인 주체는 ‘아버지’이다. 화

자와 청자는 친소 관계에서 소원한 사이이다.

이 상황에서 화자는 전화한 상대방인 청자보다 나이가 많지 않고 친하

지 않은 사이이다.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체로 등장한 ‘아버지’에게

존대 조사인 ‘께서’를 한국인 모어 화자의 58%가 사용했고 42%는 ‘이/

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습자 집단은 70%가 비존대인

‘이/가’를 사용했고 절반 이상인 30%만이 ‘께서’를 활용하였다. 양 집단의

사용 양상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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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지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는데요, 좀 이따가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응답

한 문장에서 ‘아버지’에 ‘께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학습자: 나는 대화할 때 윗사람을 고려해서‘-세요’를 썼어요 이것도 존댓말이잖아

요.  근데 어떨 때는 윗사람과 대화할 때‘께서’에 신경을 못 써서 많이 안 쓰게 돼

요.                                                                    학습자#2

학습자: 응 (:::)한국어를 배울 때 대부분 ‘아요/어요’에(-)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장이 ‘아요/어요’로 끝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vocal 

desc=웃음>. 만약에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으)시’, ‘께서’ 등

에 대해 깊이 배웠으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학습자#7

연구자: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윗사람과 대화하면서 존대 조사 ‘께서/께를’ 빈번하

게 많이 써요?

모어 화자: 부모님하고 편하게 얘기할 때(=)는 안 쓰는데 밖에 나가면 써요(::) 그니깐 

부모님과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존댓말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는데 (::) 밖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는 (:::)신경 써서 써요.....어(:::) 갈수록 좀  덜 

쓰는데(-)그래도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인 모어 화자#3

사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들은 이 상황에서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나이를 고려하여 ‘세요’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높임 표현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였고 ‘께서’에 대해 문장이 ‘하십시오체’로 이루어졌을 때만 사용한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수업이 주로 ‘하십시오체’보

다 ‘해요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존대 조사 ‘께서’도 많이 사용되지 않아

연습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이유로 ‘께서’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었다. 다음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존대 조사 ‘께서’에 대한 의견이다.

존대 조사 ‘께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편하게

말할 때는 안 써도 되지만 예의를 갖추어야 하므로 사용해 함을 알 수

있다.

존대 조사 ‘께서’를 사용하는 양상을 분석하면서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

자들이 ‘께서’를 많이 안 쓰는 이유를 한국어를 배울 때 대부분 ‘해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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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주제 상하 관계 친소 관계 화제 인물

시어머니에게 드릴

선물

상 동 하 친밀 소원 상 동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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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대화하고 높임 표현의 다른 범주에 대해 깊이 배우지 않았다고 진

술하였고 ‘께서’는 ‘하십시오체’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존대 조사 ‘께서’의 사용에 있어 문장을 ‘하십시오

체’로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해체’로 대화할 때는

‘께서’를 안 써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모어 화자 집단은 밖에

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목적으로 쓴다고 대답하였다.

학습자 집단은 또한 존대 조사 ‘께서’를 사용할 때 서술어에 선어말어

미를 쓰지 않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류 분석 부분에서 다

루어 보고자 한다.

2.3. 객체 높임 표현 사용 양상

①존대 조사 ‘께’의 사용 양상

객체 높임의 문법 형태에 의한 범주로 여격조사 ‘께’가 있는데 이는 ‘-

에게/한테’의 존대 조사로 사용되어 객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학습자

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이 여격조사를 사용하는 양상을 다음의 상황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상황은 화자가 가게 직원에게 시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청자인 직원은 화자

보다 상위이고 친소 관계에서 소원하다. 이 문항을 통해 양 집단이 객체

인 ‘시어머니’에게 존대 조사 ‘께’를 사용하는 양상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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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시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요?’라고 응답했는데, ‘시어머니’ 에

게‘께’ 를 쓰지 않고 ‘에게’를 쓴 이유가 뭐예요?

학습자: 이 문법을 시간에 배웠고 ‘께’는 ‘에게’의 존대형인 것을 알고 있어요 

(=)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이 조사에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어에는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학습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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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대 조사 '께'의 사용 양상

본 문항에서는 객체인 ‘시어머니’를 존대하여 높임을 실현해야 한다.

위의 도표에서 존대 조사 ‘께’의 사용 빈도는 모어 화자 집단이 53%로,

학습자 집단(30%)보다 높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키르기스 학습자 집

단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보다 비존대 조사 ‘에게/한테’를 70%로 더욱

빈번히 사용했고 존대 조사를 사용하는 학습자는 30%에 불과했다. 따라

서 학습자가 존대 조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후 인터뷰를 제시하기로 한다.

사후 인터뷰에서 학습자는 여격조사 ‘께’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교육현장에서 높임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연습이 부족함을 알려

주었다. 또한, 존대 조사 ‘께’는 문어에만 쓰인다고 인식하여 구어에서는

안 써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는 여격조사를 사용할 때 주격조사

‘께서’와 ‘께’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오류 분석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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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습자와 한국인의 높임 표현 사용 양상 해석

이상 키르기스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한국어 높임 표현 사용

양상 비교 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대부분 높임의 다양한 요소26)를 적극

적으로 사용했지만 학습자 집단은 높임의 요소가 아닌 비존대27)의 요소

를 많이 사용한다. 둘째, 학습자 집단은 주로 대화 장면에 높임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높임 표현의 실현 요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학습

자 집단은 높임 표현의 실현 양상을 알고 있어도 높임 표현의 복잡성 때

문에 부담을 느껴 실제 발화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학습자 집

단은 한국어를 구사할 때 모국어에 없는 높임의 개념들을 회피하려 한

다.

이제 본 절에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담화 완성형 테

스트를 통해 밝힌 사용 양상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 SPSS22.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적

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실시

한 담화 완성형 테스트의 각 문항에 ‘1’점을 부여하고 한국어 높임 표현

의 존대 요소를 쓰면 ‘1’, 비존대 요소를 쓰면 ‘0’으로 코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1) 한국인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가 높임 표현의 대상에 따른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을 사용하는 양상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

다.

2) 양 집단에서의 사용 양상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한국어 학습자 집단 안에서 2, 3, 4학년에 따라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모어 화자와 키르기스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 표현 사용 양상 차이 
검증

26) 존대 조사 ‘께서’, ‘께’, 특수 어휘 ‘주무시다’, ‘여쭤보다’등

27) ‘께서’ 대신 ‘-이/가’, ‘에게/한테’, ‘자다’, ‘물어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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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n=56) 남자(n=24)
영역 평균(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총점* 6.33(1.519) 3.08(0.862) 7.16*** 0.000
상대 2.74(0.984) 1.85(0.987) 2.69** 0.011

[표21]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높임 표현 사용의 집단 간 차이
학습자(n=40) 모어 화자(n=40)

영역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유의확률
 총점* 5.28(2.038) 10.70(1.522) -13.49*** 0.000
 상대* 2.45(1.061) 2.93(0.694) -2.37** 0.021
주체 1.85(1.051) 3.60(1.081) -7.34*** 0.000
객체 0.98(0.974) 4.18(0.747) -16.49*** 0.000

**p <.01, *** p <.001 총점과 상대는 등분산 가정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Welch-Aspin값을 

제시하였다.

높임 표현 사용에 대한 학습자와 모어 화자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어 화자가 모든 영역에서 학습자보다 사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학습자와 모어 화자 양 집단의 높임 표현 사용의 집단 간 차

이는 총점, 상대, 주체, 객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총점에서 학습자의 평균은 5,28, 모어 화자의 평균은 10.7이었고 t

통계치는 -13,49로 국적에 따라 높임 표현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에서 학습자의 평균은 2.45, 모어 화자

의 평균은 2.93이었고 t통계치는 -2.37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체에서 학습자의 평균은 1.85

로 나타났고, 모어 화자의 평균은 3.6로 이에 따른 t통계치는 -7.34로 집

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객체에서 학습자의 평균은 0.98, 모

어 화자의 평균은 4.18이었고 t통계치는 -16.49로 국적에 따른 높임 표현

사용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자 집단의 남녀 사용 양상 차이 검증

[표22] 성별에 따라 높임 표현 사용의 집단 간 차이



- 81 -

 주체* 2.26(0.984) 1.00(0.577) 5.08*** 0.000
객체* 1.33(0.961) 0.23(0.439) 4.98*** 0.000

**p <.01, *** p <.001 총점, 주체, 객체는 등분산 가정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Welch-Aspin값을 제시
하였다.

2학년(n=18) 3학년(n=10) 4학년(n=12)
영역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총점 3.50(1.200)a 5.50(0.527)b 7.75(0.622)c 77.37*** 0.000
상대 1.89(0.900)a 2.70(1.059)ab 3.08(0.900)b 6.27** 0.000
주체 1.11(0.583)a 1.90(0.876)b 2.92(0.793)c 22.19*** 0.005
객체 0.50(0.618)a 0.90(0.876)a 1.75(1.055)b 8.17*** 0.001

**p <.01, *** p <.001, Tukey:  a>b>c

높임 표현 사용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여성

학습자가 남성 학습자보다 사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높임 표현 사용의 집단 간 차이는 총점, 상대, 주체, 객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총점에서 여성 학습자의

평균은 6.33, 남성 학습자의 평균은 3.08이었고 t통계치는7.16으로 성별에

따라 높임 표현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에서

여성 학습자의 평균은 2.74, 남성 학습자의 평균은 1.85이었고 t통계치는

2.69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체에서 여성 학습자의 평균은 2.26, 남성 학습자의 평균은 1, t통계

치는 5.0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객체에서 여성 학습자의 평균

은 1.33이었고, 남성 학습자의 평균은 0.23으로 이에 따른 t통계치는4.98

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여성 학습자와 남성 학습자의 사례수가 각각 56명과 24명으로 차이가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학습자의 학년별 사용 양상 차이 검증

[표23] 학년별 높임 표현 사용의 집단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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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 표현 사용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3

학년이 2학년보다, 4학년이 3학년 보다 높임 표현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높임 표현 사용의 세 집단 간 차이는 총점, 상

대, 주체, 객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ukey의 사후 비교

검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총점과 주체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대에서 2학년과 4학년

집단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2학년과 3학년, 3학년과 4학년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객체에서 2학년과 3학년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나머지 2학년과 4학년, 3학년과 4학년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키르기스 학습자의 높임 표현 사용 오류

앞장에서 키르기스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높임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키르기스 학습자 집단만

을 대상으로 높임 표현을 쓰면서 어떠한 오류를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학습자의 오류 양상은 학습자 집단이 작성한 번역 테스트(Translation

Test),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담화 완성형

테스트의 자료들을 활용하기로 한다. 또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목

적으로 사후 인터뷰의 발췌문을 제시한다.

3.1. 오류의 판정 기준 및 유형 분류  

학습자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오류를 생산하는 것은 당연하고

외국어 학습에서 중요한 것이다. 코더(Corder, 1967)28)는 오류는 연구자,

교육자 그리고 학습자를 위한 의의가 있다고 하여 중요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오류는 교사에게 학습자가 목표어에 어느 정도 도달했

는지 그리고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 알려 준다. 둘째, 연구자에게 학습

자가 언어를 어떤 절차와 전략을 사용하여 습득하는지 알려 준다. 셋째,

28) 허용ㆍ김선정(201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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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키르기스스탄에서 (-)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있었어요 (:::) 아.. 

<vocal desc=망설임> 계셨어요.                                                   

                                                                     (학습자#4)  

학습자에게 목표어의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즉, 학습자가 범한

오류는 학습자에게 맞는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방안을 위한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다. 대체로 오류에 대해 매크래턴과 라이더(McCretton &

Rider, 1993; 민진영(2002) 재인용)은 정상적 형태에서 벗어나 그 언어를

말하는 모국어 화자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형태나 표현으로 정의하

였고, 레논(Lennon, 1991; 이승연(2007:53) 재인용)은 "원어민 화자가 생

성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오류"라고 하였다. 즉, 오류는 학습자가 언어를

어색하게 사용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게 잘못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류를 통해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절차와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수ㆍ학습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학습자가 범한

오류들을 분석하고 이를 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의 절차를

코더(Corder, 1981)29)는 아래와 같이 5가지 단계로 제시하였다.

①언어분석용 자료를 선정한다.

②표본자료에 나타난 오류를 식별한다.

③오류를 분류한다.

④오류를 설명한다.

⑤오류를 평가한다.

위에 제시된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류를 식별하고 판정하는

과정이다. 오류 식별에는 서로 다른 현상인 실수와 오류를 구별하는 것

이 중요하다. 브라운(Brown, 2000:252; 이홍수 외 역(2007)은 실수는 이

미 알고 있는 언어 체계를 정확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무작

위로 추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오류에 대해서는 원어민의 성인 문법

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오류인지 실

수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이정희(2003)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의 태도를 보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발화나 표현 후에 즉

각적으로 이를 수정할 때는 실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9) 이정희(200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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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학교에서 다닐 때 나: :  아: :  저(=) 저는: :  선생님들을 좋아했었습니다. 

                                                                     (학습자#1)  

(집에 온 손님들에게) 잘 자셨어요?                             

                                                                  (학습자#17)30)

둘째, 글에서 한 번만 등장하는 오기는 실수로 본다.

오류 판정 기준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논의해 왔고 주로 오류 분석에

서 문법성(grammaticality)과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을 오류 판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보았다. 문법성(grammaticality)이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으면서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추었음을 의

미하고,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문화 구조 안

에서의 사회적 용인가능성을 의미한다(이정희, 2003). 따라서 이 두 조건

에 맞지 않은 것을 오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오류 기준을 문

법성(grammaticality)과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에 두고 사회적 변인

에 따라 표현을 적절하지 않게 사용하거나 한국어 높임 표현에 어긋나는

표현을 오류로 판정하기로 한다. 하지만 고석주(2004)는 모어 화자의 사

용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용인 가능성(acceptability)의 폭이 아주 넓다고

하였다. 즉, 모어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학습자가 같은 상황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양상을 오류로 판정

하면서 고석주(2004)가 제시한 다음의 기준을 따르겠다.

첫째, 어말어미 사용31)에서 높임 표현을 써야 하는데 낮춤 어말어미를

쓴 경우와 낮춤 어말어미를 써야 하는데 높임 어말어미를 쓴 경우.

둘째, 선어말어미 ‘-(으)시-’를 썼으나 그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높임

을 쓰지 않아야 할 곳에 잘못 사용한 경우.

셋째,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높임법 선어말어미를 붙인 경우.

넷째, 자기 자신을 높임법으로 표현하는 경우.

다섯째, 객체높임의 대상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에 이끌려 이를 주체높

30) 학습자 한 명만 쓴 것이다.

31) 고석주(2004) 높임을 써야 하는 환경에서 낮춤말을 쓴 경우는 같은 텍스트 내에서

다른 문장의 높임법 사용 여부와 비교하여 파악될 수 있다. 반면 낮춤말을 써야 하는

환경에서 높임말을 쓴 경우는 텍스트의 화용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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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법으로 표현한 경우.

여섯째, 간접 높임법과 직접 높임법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곱째, 한국인 화자라면 높임법으로 표현할 상황인데 학습자가 높임

법으로 표현하지 않은 경우.

여덟째, 대명사 ‘나’와 ‘저’, ‘너’와 적절한 상대방 호칭 등을 혼동하여

쓰거나 대명사를 윗사람에게 잘못 쓴 경우. 이상의 여덟 가지 경우를 모

두 오류로 처리하기로 한다.

오류의 유형 분류는 대부분 형식적인 접근법과 내용적인 접근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인 접근은 오류의 판정에 따른 것이고 내용적인

접근은 오류의 원인에 따른 것이다32).

이런 형식적인 접근과 내용적인 접근은 한국어 교육에서의 오류 분석에

도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허봉자(2008)는 형식에 따른 오류를 범주

별 오류와 양상별 오류로 분류하였고, 원인에 따른 오류를 언어 내적 오

류와 언어 외적 요인에 의한 오류로 나누었다. 박성일(2011)은 한국어

높임 표현의 언어 실현 형식에 기초하여 호칭-지칭 오류, 대명사 오류,

존대 조사 오류, 선어말어미 오류, 동사 오류, 어말어미 오류, 호응 관계

그리고 화용 오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류 유형을 이론적 부분에서 문법적 그리고 어휘적인

방법으로 나눈 틀에 따라 분류하여 문법적인 오류를 다시 어말어미, 선

어말어미, 조사로 나누고, 어휘적인 오류를 대명사, 용언, 간접 높임으로

나누고 분석한다.

4. 문법적인 오류

형식적인

접 근

Richard(1971)
간섭 오류(interference error), 언어내적 오류(intralingual

error), 발달 오류(developmental error)

Corder(1974)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언어내적 전이(intralingual

transfer),학습 환경으로 인한 오류.

내용적인

접근

Burt(1975) 전체적 오류(global error), 부분적 오류(local error)

Dulay,Burt

&Krashen

(1982)

언어학적 범주 유형(linguistic category classification), 표면

전략적 유형(surface strategy taxonomy)

32) 이정희(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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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드님, 엄마의 건강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약을 꼭 엄마에게  

      마시도록 하십시오.

나.   할아버지 내일 만납시다. 생일 선물로 뭐 필요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다.   저는 대학교에서 다닐 때 아 선생님을 (: : ) 모두 다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존경했고 그 분들도 저를 좋아하셨어요. 응 (=)아 (::)   

     한국어 너무 좋아 (=)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  

     하고 선생님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했었다. ...내가 너무  

     좋아는 선생님이 특별히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은 김홍식 선  

     생님이다.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을 학생들 다들 좋아하고 한국  

     어도 열심히 가르치고 시간이 없을 때도 우리에게 시간 냈고 너무 많이  

     도와주는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은 성격이 별로 안 좋았었어요.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4.1. 종결 어미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

한국어의 상대 높임 표현은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며, 청자인 상대

의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바뀐다. 종결 어미는 어간에 결합하며

문장에 꼭 있어야 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데 범한 오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1가)는 의사로서 환자의 아들에게 약 복용을 설명하는 상황인데 학습

자가 ‘해체’로 하다가 문장을 ‘하십시오체’로 완성한 오류이다. (1나)도 상

위 관계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적절한 어미를 사용하지 않아 오류를 범한

것이다. (1다)는 본 장의 사용 양상에서 나왔듯이 종결 어미가 복합적으

로 활용된 경우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학습자가 모어 화자의 발화에서

도 들을 수 있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만 섞어서 쓴 것이 아니라 ‘해체’

까지 일관성 없이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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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래서 선배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한국 사람들처럼 선배  

    님 배려해 주고 (::) <vocal desk=웃음>..아무튼 선배님이랑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선배님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 선배님 뭐 부탁하시면 도   

    와주시고....

    【선배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  ...우리 아버지는 (=) 그... 남자가 (::)  부엌일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생각  

    하신다. 지금 제가 하시지만 아버지들도 조금 조금 하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가사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바.  ...예를 들면 내가 시어머님과 같이 사시면 요리 맛있게 해 주시거나 아니  

    면 시어머니 화가 날 때 그냥 아무 대답 안 하고 그냥 들어 주는 거 괜찮  

    다고 생각해요.  

         【장래에 시어머니와 잘 지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   나는 부자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기부하실 것이다. 

 나.   제가 설명해 주시는 동안 잘 들으세요. 

 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어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들으셨는데  

      친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선생님한테 찾아 줄게요.  

4.2. 선어말어미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

존대 선어말어미 ‘-(으)시-’는 청자 또는 제삼자인 주체를 높이는 기능

을 수행한다. 대부분 선어말어미는 동사, 형용사 뒤에 삽입되어 주체와

청자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높임 표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일으키는 오류가 선어말어미 ‘-(으)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위의 예문 (2가)와 (2나)는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고 다음 (2다)에서는 주체 높임법에 너무 의식해서 높이지

않아야 할 자신도 높여서 ‘들으셨는데’를 썼다. 이와 비슷한 오류를 학습

자의 실제 발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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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나는 부자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기부하실 것이다’라고 했는

데 왜‘해 주실 것이다’라고 번역했어요?

학습자: 윗사람을 높여야 하니까‘(으)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문장은 윗사람에 대한 것이면 꼭 ‘(으)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네. 이렇게 이해했어요.

학습자#6

연구자: ‘제가 설명하시는 동안 잘 들으세요’이 문장에서 ‘(으)시’를 사용하는 이

유가 뭐에요?

학습자: 여기에는 설명을  윗사람에게 하고 있으니까 ‘(으)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문장의 어말어미가 ‘-세요’로 끝나고 높임 문장이라서요.

                                                                      학습자#4

위는 학습자들의 실제 발화에서 나타난 장면들인데 (2라, 마, 바)에서

제삼자인 ‘선생님’,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화자가 자기 자신

인 1인칭에도 선어말어미 ‘-(으)시-’를 쓰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선어말어미를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다양한 오류를 범한

이유를 사후 면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후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장이나 대화가 화자보다 나

이가 위인 대상에 대해서라면 무조건 선어말어미 ‘-(으)시-’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인터뷰에 응답한 학습자#4는 학습자#6과 마찬가지로

윗사람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무의식적으로 선어말어미를 자기에게

도 쓴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선어말어미 ‘-(으)시-’가 주체와 청자가 높임의 대

상으로 나타날 때 써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들은 주로 청자와 주체를 선어말어미 ‘-(으)시-’를 통해 높여야 한

다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 다양한 오류

를 범하고 있었다. 또한 대화를 바탕으로 화자와 청자 그리고 객체와 주

체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높임 표현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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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문장에서 ‘편찮으시다’와 ‘계시다’로 번역했는데 이유가 뭐에요?

학습자: ‘편찮으시다’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아프다’의 높임이잖아

요... 

연구자:‘시간이 계시다’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학습자:‘계시다’는 ‘있다’의 높임 형이고. 그래서 이 문장이 윗사람에 대한 거

니까 ‘시간이 계시다’가 맞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혹시‘간접 높임법’이라고 들어 본 적이 있어요?

학습자: 간접? (=) 들어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깊이 배우지 않았던 것 같

아요...

                                                                      학습자#5

ㄱ. 할아버지는 머리가 편찮으셔서 집에만 계셨어요.

ㄴ. 선생님은 월요일마다 강의가 없어서 그 날에 시간이 계세요.

4.3. 간접 높임을 잘못 사용하는 오류

간접 높임에서 학습자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위 (3ㄱ)예문에서는 ‘아프시다’라는 특수 어휘가 적절하지만 학습자들

은 ‘편찮으시다’를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머리’가 높임의 대상이 아

니므로 ‘편찮으시다’를 쓰지 않고 ‘아프시다’를 사용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오류 양상을 다음 (3ㄴ)에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 문

장에서는 ‘시간’을 높일 필요가 없으므로 ‘계세요’ 대신 ‘있으세요’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주체 높임 표현에서의 간

접 높임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 인터뷰 결과로 학습자들의 간접 높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들이 주체 높임 표현의 특수 어휘를 어려워하고

특히 문장의 서술어가 두 개 있을 경우 선어말어미 ‘-(으)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혼란스러워하는 태도를 보였다33).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주체 높임 표현의 특수 어휘와 선어말어미의 간접 높임 기능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33)예를 들면: ‘편찮으시고 계세요’보다 ‘아프고 계세요’ 아니면 ‘편찮으시고 있다’로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인식한다.



- 90 -

라.  어느 날 할머니가 버스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할머니께서 자리 양보해  

     주었어요.

ㅁ. 제가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사려고 왔는데, 지금 무엇을 살지 좀       

        선택하기에 어려워서 저한테 도와줄 수 있어요? 

ㅂ. 이 문법은 어려운데 제가 선생님께서 여쭤보고 다시 다음에 설명하면 될  

    까?

ㅅ. 수지야, 내일 할아버지 생신인 걸 알지? 할아버지께서 전화해서       

        선물로 뭐 받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 

ㄱ. 신문을 할아버지께 보시고 있어요. 

ㄴ. 이런 문제들은 사장님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ㄷ. 나는 선생님께서 드릴 축하의 말씀 쓰고 있어.

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  

     생님 김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은 지금 키르기스스탄에  없어요. 지금  

4.4. 존대 조사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

한국어 높임 범주 중에는 주격조사 ‘께서’와 여격조사 ‘께’가 존재한다.

이 조사들은 대부분 주체와 객체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조사들

이 학습자의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아 오류를 범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이 주격조사와 여격조사를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를 수집된 여

러 가지 자료를 통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위의 예문(4ㄱ)에서 존칭 대상은 ‘할아버지’이므로, 주격조사 ‘-이/가’의

존대형인 ‘께서’를 사용하여 ‘할아버지’를 높여야 하지만, 학습자는 여격

조사 ‘에게/한테’의 존대형인 ‘께’를 사용하면서 오류를 범하였다. 예문 (4

ㄴ)도 (4ㄱ)과 마찬가지로 ‘사장님’에 주격조사의 존대형인 ‘께서’를 써야

하는데 여격조사 ‘께’를 사용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4ㄷ) 문장에서는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존대형 조사 ‘께’를 사용해야 하지만 ‘께

서’로 대치하여 오류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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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제가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사려고 왔는데, 지금 무엇을 살지 좀 선택하기

에 어려워서 저한테 도와줄 수 있어요?’라고 대답했는데 이 문장을 다시 읽어 보고 

맞는지 이야기해 줘요?

학습자: ....네,(=)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이 문장에서 ‘께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에요?

학습자: 이 문장에서 ‘시어머니’가 (::) 어른이에요. 그래서 사용했어요...

학습자#4

연구자:‘께서’와 ‘께’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학습자: 응(::)이 두 개를 들으면 진짜 비슷해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것이 키르기

스어에도 없고 러시아어에도 없어서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 언어에는 이 ‘께

서’와 ‘께’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가’, ‘에게/한테’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 명사에 ‘이/가’

가 결합된다고 배웠고 이에 익숙해졌거든요. 나중에 높임말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

이 있다고 배웠지만 한국어로 말할 때는 많이 안 써요.

          학습자#1

      한국에 계시다. ....제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파르 선생님이다. 그 선생님은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했어요. 그 사파  

      르 선생님은 제게 가르치는 것은 노래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제게 가르  

      칩니다. 그 선생님은 저에게 항상 앞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으면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대 에서 발표할  

      때 항상 미소를 해요 (-) 미소를 하면서 노래해요 (:::)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또 아... 이젠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  

      니다....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 해 보세요】 

위의 예문들을 보면 학습자가 존대의 주격조사 ‘께서’ 와 여격조사 ‘께’

를 혼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4ㄱ, ㄴ) 는 여격조사의 대치이고 (4ㄷ-

ㅅ)은 주격 조사의 대치 오류이다. 또한 (4아)에서는 이 존대 조사를 실

제 발화에서도 대부분 잘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오류들

이 발생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인터뷰 자료를 제시해 보기로 한

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학습자들이 ‘께’와 ‘께서’를 혼용하는 양상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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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죄송하지만, 아버지께서 지금 집에 없습니다.

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이 문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ㄷ.  나 오늘 할머니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ㄱ.  실례합니다. 짐이 무거운데. 도와 드릴 수 있습니까? 

ㄴ.  아들이 이 약을 하루에 3번 먹혀야 되요. 아침에 식사를 한 후에  

     먹습니다.

ㄷ.  그 문법은 한국인 선생님께 물어보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ㄹ.   할머니를 가지시고 (데리고) 고원에 갔어요. 할아버지 머리가   

       편찮으셔서 집에만  계셨어요.

ㅁ.  교수님 월요일마다 시간이 계세요.

있었고 대부분 존대 조사를 사용하는 양상에서 다음 세 가지 경향이 나

타났다. 첫째는, 주격조사 ‘께서’와 여격조사 ‘께’를 혼동하여 나타난 대치

오류였고, 둘째는, 불필요한 부분에 존대 조사를 삽입한 오류, 마지막으

로는 존대형 조사를 쓸 것에 ‘이/가’나 ‘은/는’을 쓰는 양상이었다.

5. 어휘적인 오류

5.1. 특수 어휘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

특수 어휘에서는 학습자들이 주로 ‘잡수시다, 계시다, 모시다’ 등과 같은

어휘의 올바른 사용을 인식하지 못해 생긴 오류들이 있었다.

(5)

(5ㄱ)는 화자보다 ‘아버지’가 상위이므로 ‘없다’보다는 ‘계시다’를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하다. (5ㄴ)의 경우는 높임의 특수 어휘인 ‘여쭤보다’를 쓰

지 않고 ‘물어보다’를 사용하는 것이고 (5ㄷ)에서는 ‘할머니’가 높임의 대

상이므로 ‘데리다’보다는 ‘모시다’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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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실례합니다, 짐이 무거운데, 도와 드릴 수 있습니까?’에서 ‘도와드리다’

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학습자: 도와드리다? (:::) 이 문장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화는 어른하고 

하는 대화잖아요. 그리고 문장이 ‘-습니까’로 끝났어요. 이 문장이 높임말이라서 

맞아요.

학습자#3

ㅂ.   저는 어떤 나라에 있어도 늙은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면 늙은 

사람이나  임신한  여자들한테 자리 양보합니다. 그런데 아 지금은 

늙은 사람들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  도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해서 아.... 

주로 자리 양보하지 안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어른들에게 자리 양보하는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예문 (6ㄱ)는 학습자가 ‘도와주다’를 쓰는 것이 적절한데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와드리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6ㄴ)에서는 의사가 아들에게 할머니의 약 복용을 설명해 주는 장면인

데,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에게 ‘먹이다’라는 어휘를 쓰는 것보다 ‘드시게

하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쓰는 것이 올바르다. (6ㄷ)예문에서 학습자가

본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여격조사 ‘께’를 썼지만 그에 후행하는

존대 어휘인 ‘여쭤 보다’를 쓰지 않고 ‘물어보다’를 쓰는 것이고 (6ㄹ)은

한국어로 된 대화를 번역하는 자료인데 학습자가 할머니를 ‘가지시고’ 또

는 ‘데리고’라는 어휘를 잘못 사용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학습자가 동사

에 선어말어미 ‘-(으)시-’만 삽입하면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 문장에서 ‘편찮으시다’를 사용했는데 이는 한국어의

존대 어휘의 사용법을 잘 몰라 몸의 어느 부분에 사용해야 하는 ‘아프시

다’를 대치하는 오류이다. (6ㅁ)에서는 ‘시간이 있으세요’를 쓰면 적절한

데 존대 어휘인 ‘계시다’와 대치 오류를 한 것이다. (7ㅂ)에서는 학습자가

‘어르신’ 또는 ‘나이 드신 분’이라는 어휘 대신 ‘늙은 사람’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

5.2. 대명사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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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할머니, 당신의 아들이 약복용과 산책을 할 때 도와줄 거예요. 

ㄴ.  오늘은 당신의 아들은 행사에 준비하고 있어요. 

ㄷ.  선생님,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나중에 선생님께 알  

    려 줄게요.

(7)

(7ㄱ, ㄴ) 예문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인칭 대명사의 차

이점이 높임 표현 사용 오류의 원인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즉, 모국어

의 인칭 대명사를 목표어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7ㄴ)은 ‘내가’를 사용

하였는데 이 대명사는 서로 친근하거나 화자보다 어린 사람에게 쓸 수

있지만 이 문장에서 윗사람과의 대화에서 ‘제가’를 쓰는 것이 적합하다.

한국어의 2인칭 대명사는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학습자가 이러한 점을 모

르는 이유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6. 오류 원인 분석

앞 장에서 키르기스 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 표현 사용 양상의 특

징 그리고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습자의 높임 표현에 관한 다양한 오류가 있었다. 이

제 학습자들의 오류를 규명할 목적으로 오류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셀린커(Selinker, 1974; 이정희(2002) 재인용)는 오류의 원인을 ①모국어

(The native language), ②교육 과정(Training procedure), ③교육 자료

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The learner's approach to the materials), ④모

국어 화자와 의사소통을 위한 학습자의 접근(The leaner's approach

communicating with native speakers), ⑤목표어 규칙의 과잉일반화

(Overgeneralization of target language rules)로 제시하였는데, 이정희

(2003)는 이를 압축하여 첫째, 모국어의 영향에 의한 오류, 둘째, 목표어

학습 과정에서 목표어의 규칙을 학습함에 따라 일어나는 오류, 셋째, 교

육 과정의 오류로 오류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앞 장에서 기술하였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양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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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은 행사가 있어서 당신의 아들이 학교에 남았어

요.’라고 대답했는데, 여기서 ‘당신’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학습자: 여기에서는 내가 친구의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거라서 ‘당신’을 썼어요. 

‘당신’없이 그냥 ‘어머니, 아들이 학교에 남았어요.’라고 하면 왠지 이상할 것 

같아요.

학습자#4 

징을 비교한 결과,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보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빈

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을 교육 기관에

서 배운 적은 있어도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학습자들이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주체와 객체 높임 표

현의 실현 범주들을 사용하는 양상에서도 볼 수 있다.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에 있어 필요한 부분에는 사후 면담을 하였다.

6.1. 모국어의 영향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에 대해 브라운(Brown,

2001; 권오량 외, 2001:82)은 ‘학습자의 모국어는 목표어 체계 습득에 강

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언급하였고 허용ㆍ김선정(2013:10)은 학습자

의 모국어와 목표 언어 간에 공통점이 많으면 긍정적인 전이가 많아 학

습이 용이하고, 적으면 긍정적인 전이가 적어 학습이 어려워진다고 하였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키르기스어의 높임 표현은 대부분 2인칭 대명

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2인칭의 존형형인 Сиз

[당신]이다. 한국어의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는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학습자들은 이를 모국어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대로 한국어

로 번역하여 ‘당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주로 인칭어미 변화를 통해 이

루어진다. 즉 대화 장면에 높임을 받을 인물이 있고 화자가 그 상대와

마주하고 이야기를 할 때 활용된다. 따라서 앞의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

습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선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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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너는 내일 할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

봐’라고 대답했는데 이 문장에 ‘할아버지’는 윗사람인데 선어말어미 ‘(으)시’나 

존대 어휘들을 왜 안 썼어요?

학습자: 나(=)여기 대답을 썼을 때 이 문장에서 (::) 그냥 듣는 사람인 ‘동생’만 생

각했어요.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한 형태들을 생각 안 하고 대답했어요...

학습자#3

어미 ‘-(으)시-’를 모국어의 인칭어미와 대응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습자들은 주체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 주어가

청자일 경우에는 선어말어미 ‘-(으)시-’를 모어 화자와 거의 비슷하게 사

용하지만, 주어가 청자가 아닌 화제 인물로 나타날 때는 선어말어미 ‘-

(으)시-’를 모어 화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런 현상은 오류라기보다는 모국어 영향으로 인해 높임 표현의 범

주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습자들은 자신의 모국어에 있는 범주를 그대로 목표어에 반영

하는 것이다. 즉 목표어 사용에 있어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

된다.

6.2. 목표어의 영향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와 목표어의 유사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습

득에 도움이 되어 효과적일 수 있다. 키르기스어와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여, 키르기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하지

만 본고의 II장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에는 높임 표현이 활발하게 발달

되어 있는 반면, 키르기스어에는 한국어의 상대 높임 표현과 같은 개념

만 있다. 그리고 상대 높임 표현이 모국어에 있다고 해서 키르기스 학습

자가 한국어의 상대 높임 표현을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한국어의 상대 높임 표현은 종결 어미가 격식체와 비격식체

별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체와 객체 높임 표현의 다양한

실현 방식인 선어말어미, 조사 그리고 특수 어휘는 키르기스 학습자들에

게 상대 높임 표현보다 더 어려운 요소이다.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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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시어머니께서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아요?’라는 문장에서 왜 ‘께서’를 

썼어요? 이유가 뭐예요?

학습자: 한국어에는 어른에게 ‘께서’를 붙여 사용해야 하잖아요.

연구자: ‘께’와 께서’의 차이점을 알아요?

학습자: 이  두 개는 쓰임이 진짜 비슷해서 항상 헷갈려요. ‘께서’는 키르기스어의 

‘ге, -га’(‘에게/한테’)를 의미하고 ‘께’는 그냥 어른에게 쓰이는 거예요.

학습자#1

연구자:‘아버지께 지금 집에 없어요. 이따가 전화하세요.’라는 문장에서 왜‘께’

사용하여 대답했어요?

학습자: 이 문장에서 ‘아버지가’나보다 윗사람이니까 높여서 ‘께’를 사용했어요

연구자: ‘께’와 ‘께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성 때문에 범하는 오류들은 다음과 같이 목표어의 복잡성, 과잉 일반화

그리고 회피 전략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1) 목표어의 복잡성

한국어의 높임 표현은 사회적인 변인을 고려하여 대화에서 참여한 인

물들을 적절하게 높여야 하는 범주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은 한국어 높임

표현을 활용할 때 대화에서 나타나는 높임의 대상을 높이거나 높이지 않

는 데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보다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

여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존대 조사 사용에서 형태적인 유사함으로 인해 생긴 오류들도 있

었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께서’를 써야할 자리에 ‘께’를 쓰는 것이다. 이

‘께서’와 ‘께’라는 조사들이 형태적으로 비슷하고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에

없는 이유로 언어생활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 많이 헷갈리는 것

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8) 시어머니께서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아요? (직원에게 묻는 상황)

(9) 아버지께 지금 집에 없어요. 이따가 다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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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실례합니다, 짐이 무거운데요, 좀 도와 드리실 수 있습니까?’ 이 문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학습자: 응(::) 맞는 것 같은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연구자: 이 문장에서 ‘드리다’를 쓴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학습자: 여기는 제가 도움을 부탁하는 사람이 나보다 어른이라서 ‘주다’의 존대 

형을 쓴 거였어요.

학습자: 응, 알아요. 하나는 목적 조사이고 하나는 어른에게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둘이 비슷해서 차이점을 항상 헷갈려요.

                                                                      학습자#4

위의 사후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께서’와 ‘께’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두 조사 중 하나는 주체를 높이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객체를 높이는 것인데 형태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학

습자들이 헷갈리는 것이다.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으로 혼란을 느끼는 것은 학습자의 모국어에 이러

한 체계가 없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2)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overgeneralization)란 제2 언어 학습에서 학습자가 모국

어와는 상관없이 목표어의 특정 규칙이나 항목이 갖는 사용 범위를 넘어

서서 목표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Brown, 2000; 이홍수

외 역(2007). 즉, 목표어의 어떠한 규칙을 다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고 인식하고 그 규칙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과잉 일반화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일례로 주체와 객체 높임 표현에 있어서 높임을 받을

대상과 같이 있을 때 존대 어휘나 문법 범주를 자기에게 쓰는 오류가 있

었다.

(10) 실례합니다, 짐이 무거운데요, 좀 도와드리실 수 있습니까?

(11) 아저씨, 제가 설명해 주시는 동안 잘 들으세요.

(12) 이 문법을 나도 잘 몰라서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알려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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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2

연구자: 아저씨, 제가 설명해 주시는 동안 잘 들으세요’에서는 선어말어미 ‘(으)

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습자: 한국어에는 ‘(으)시’가 윗사람에게 쓰이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저씨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 ‘(으)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학습자# 5

연구자: ‘이 문법을 나도 잘 몰라서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알려 줄게’ 이 

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학습자: 이 문장은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이고 문법을 선생님에게 물어볼 거라는 장

면이에요.

연구자: 이 문장에서 ‘물어보시다’를 쓴 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학습자: 응(:::) 여기서 친구는 나랑 동갑이라서 ‘알려 줄게’라고 반말 했어요, ‘선

생님’이 나보다 어른이니까 ‘물어보시다’를 썼어요. ....

학습자#7

학습자들은 선어말어미 -(으)시-’를 윗사람과 대화할 때 무조건 써도

된다는 의식을 갖고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

높임 표현에서 선어말어미 ‘-(으)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으)

시-’의 다양한 기능들을 잘 몰라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3) 회피 전략

브라운(Brown, 2000; 이홍수 외 역(2007)에 의하면 제2언어 습듭 분야

에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이 있다. 학습 전략은 언어 입력 자료에

관한 것이고, 의사소통 전략은 언어 출력 자료에 관한 것이다. 즉, 의사

소통 전략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의 문제이

다. 되르느예이(Dőrnyei, 1995; 브라운(2000:147)재인용)는 의사소통 전략

안에서 회피 전략을 제시하여 “언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메시지를 끝내

지 못한 채로 표기한 것과 언어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화제나 개념을 회

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타론(Tarone, 1980; 카와노 유카(2013) 재인

용)에서는 화자가 청자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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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할머니, 이번 방학 때 할머니를 보러 갈게요’라는 대화에서 높임을 쓰지 

않은 이유가 뭐에요?

학습자: 원래 어른들에게 이야기할 때 ‘-시-, 께서-’를 써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데, 잘못 사용할까 봐 많이 활용하지는 않아요. 이 문장에서 내가 ‘갈게요’를 사용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말이 아니니까요.

학습자#3

위해 ‘바꾸어 말하기, 의욕 전이, 도움 요청, 몸짓, 회피’ 등의 다섯 가지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키르기스 학습자들은 이 중 ‘회피 전략’

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높임 표현 사용에 있어 오류를 범할까 봐

부담되어서 가능한 ‘해요체’ 만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는 다음 학습자의

사후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다.

학습자는 높임의 다양한 범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 때문

에 회피하여 이를 사용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제대로 학

습했지만, 연습의 부족으로 인해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학습자 경우는 문장에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동안 친숙한 범

주만을 사용하려고 하는 전략을 보였다.

6.3. 교육현장의 영향

앞부분에서 학습자가 범한 오류의 목표어와 모국어에 의한 원인을 살

펴보았다. 이제는 학습자에게 교육현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안경화(2007)는 교육 과정에 대해 가르쳐야 할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순서와 절차, 교육 방법, 평가’ 등을 구조화한 언어 교수

프로그램의 전반적 계획 및 운영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이정희(2002)

도 교육 과정은 교수ㆍ학습 전체의 목표, 방법, 평가 그리고 학생과 교수

자의 역할을 총칭한다고 하였고 교육 과정도 학습자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육 과정의 어떤 점이

학습자의 습득에 장애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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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높임법의 뜻이 많아서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높임법의 규칙을 수업 

시간에 암기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부딪힐 때 딱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

더라고요(:::)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밖에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학습자#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외국인 학습자가 목표어로 유창하

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교육 과정에

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교수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교

사 면담에서 한국어 수업은 주로 문법번역식 교수법으로 진행되34)는 것

으로 나왔다. 장호종(2015)은 문법 중심의 교수법은 언어외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목표어의 사회, 문화적인 기반을 다를 때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두 문화의 사회적 거리가 먼 경우에도 목표언어 습득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즉,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주로 문법

을 가지고 그에 초점을 두고 모국어로 된 범주를 목표어로 아니면 목표

어를 모국어로 번역하여 습득하는 교수법이다. 이 교수법은 모국어에 존

재하지 않는 범주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

로는 학습자의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은 객체와 주체 높임을 인식시키기

가 어렵고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목표어의 문법형태도 제시되면서 이를

실제적인 의사소통에서 적절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지식이 제공되어

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범주들은 교육 현장에서

학습되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다음의 사

후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규칙을 학습하고 암기하기까지 하는데 실제 상황에서

그 지식들을 사용하는 기회가 없어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어 높임 표현을 정확하게(accuracy)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절성

(aptness)과 유창성(fluency)을 우선시하는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과 학습

자가 비교문화적인 측면을 표현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교수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장호종, 2015). 즉, 학습자들에게 높임 표현을 가르칠 때 실

제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34) 장호종(2015:119)도 “중앙아시아의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나

청화식 교수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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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하기를 배우고 싶어요...말하기를 통해 문화를 배우고 싶

어요. 대부분 말하기는 부족하고 책에서 나온 문법만 많이 배워서 우리 말하기 실력

이 많이 떨어졌어요.                                                   학습자#2

실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어적인 연습 활동하고

입력을 통해 출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 중심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학습자의 요구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김영만

(2015)은 외국어 문법 형태에 대한 초점이 의미를 잃게 된 후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외국어의 사용(Use)과 기능(Function)을 중시하게 됨

으로써 학습자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

심이 집중되었다고 한 바 있다. 그래서 학습자의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II장에서 학습자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수업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라는 질문에 학습자들은

‘수업 시간에 문법에만 집중하지 않고 말하기 능력도 기를 수 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교육 현장의

수업 활동이 능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나 학습자의 요구를 고

려하지 않고 문법에만 전념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면 학습자의 흥미 유발

을 일으키기가 어려워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을 배우면서 실제적인 말하기

능력도 기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3)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재

교재란 교육 기관의 교육 정책이나 철학, 교육 과정 등을 근간으로 하

고 어떠한 교육을 해 나갈지를 제시해 주는 도구이고, 교수ㆍ학습 과정

에서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교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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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설명문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문법 구조가 교재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 구조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예를 들면 대화문에서 새로운 항목이 나

왔다고 하면 그 항목이 교재의 해당 과에서 설명된 상태여야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수업의 목표는 ‘높임법’이 아닌데도 높임법에 관한 항목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

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교재의 체계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RT#6

서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의 II장에서 언급했듯이 교재35)

내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과 제시가 체계적이지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았다. 즉, 높임 표현의 중요한 요소들이 한 과로만 제시되거나

상대, 주체, 객체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한국어에

서 언어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신중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은 학습자들의

지식의 부족과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교사 인터

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교재에서 높임 표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

어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상황이 주어지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지

만, 높임 표현 자체에 대해 자세하게 예를 들면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리고 교재에서 높임 표현에 대한 연습 활동도 대부분 문장을 완성하

거나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구어적인 연습할 기회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사용 양상과 오류 분석을 진행할 때 실시한

사후 인터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학습자들은 높임 표현의 범주들

을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

지 못해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

다음으로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들 수 있다. 현재 키르기스

스탄에서 한국어 수업은 주로 러시아어로 이루어지고 있고 필요한 상황

에서 키르기스어를 사용한다. 앞에 언급했듯이 문법번역식 교수법으로는

수업 시간에 가르쳐지는 높임 표현 범주들은 번역하면서 뜻만 전달되고

35) 장호종(2015)은 국가들에서 개발된 교재들이 많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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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의미나 뉘앙스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

라 II장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주 교재들의 설

명 언어는 목표어가 아닌 영어로 되어 있다. 학습자는 학습 기간 대부분

교재의 설명을 접하게 되는데 영어로 설명된 것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을지가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상 키르기스 중급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 영향에 의

한 오류,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그리고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다음 IV장에서는 그동안 연구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키르기스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교

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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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수ㆍ학습 실제

한국어 높임 표현은 나이, 지위 그리고 장면의 공식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즉, 대화하는 과정에 청자를 높이는 것, 목적어나 부사어로 등

장하는 인물을 높이는 것 그리고 발화 중에 화제 인물로 나타나는 대상

을 높이는 것과 같이 아주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복잡하게 실현되는 한국어의 높임 표현을 사

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높임 표현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쓰이는 것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실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높임 표현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III장에서는 키르기스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높임 표현 사용의 문제

점을 분석하고 학습자가 범한 오류 원인에 대하여 연구해 보았다. 이 장

에서는 III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키르기스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

임 표현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토대로 하여 교수ㆍ학습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수·학습 목표

본 장에서는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를 마련하고자 한

다. 효과적인 교수ㆍ학습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설정된 목표는 구체적인 교수ㆍ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중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김정숙(2002:36-37)은 교수ㆍ학습의 목적과

목표에 대하여 “교수ㆍ학습 목적이란 교육의 최종적인 도달점에서 이루

게 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향을 이르며, 교수ㆍ학습 목표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 내야 하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지향점

을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III장에서 기술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과 오류들을 고려하여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육 목표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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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실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적절한 형

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하여 성

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목표:

① 키르기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높임 표현의 체계

를 잘 알고 대화에 등장한 참여자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② 높임 표현의 문법적 그리고 어휘적인 실현 양상의 특

성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한다.

③ 높임 표현을 이해하고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24]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학습의 목표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 높임 표현 체계에는 대화 내 상대는 물

론이고 주체와 객체까지 높이는 규칙이 있으므로 키르기스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키르기스 학습자들은 높임 표현의 복잡성 때문에

문법적이거나 어휘적인 형태를 혼동하거나 불필요한 곳에 높임 표현을

삽입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의 언

급한 교육 목적은 한국어 높임 표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

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한국어 높임 표현의 실현 형식과 대화 실

현의 사회적 상황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지므로 한국어 높

임 표현 교육 연구에서 높임 표현의 실현 형식을 대화적 상황과 함께 제

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대화 장면에서 높임 표현의 어떤 형식을 제

시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중급 학습자들은 초급에서 배웠

던 높임 표현의 기본적인 문법 요소만 아는 지식을 벗어나 다양한 상황

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적절한 문법 범주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또

한 높임의 각 실현 요소를 이해하거나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

라 그들의 세부적인 기능과 호응 관계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

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높일 대상을 올

바르게 높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성공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한

국어 높임 표현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107 -

2.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수·학습 내용

본 장에서는 교수ㆍ학습 목표가 설정된 후 이에 따라 교수ㆍ학습 내용

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교수ㆍ학습 내용은 교수ㆍ학습 목적과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본고의 II장과 III장에서 이루어진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즉, III장에서 담화

완성형 테스트, 번역 테스트 그리고 실제 발화를 통해 수집한 학습자 자

료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오류는 주체와 객체에 관련된 범주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한국어 높임 표현의 실현 방식

을 교육한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에서 대부분이 높임 표현을 문법적, 어

휘적으로 잘못 실현하여 오류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원인은 모국어의 영

향과 목표어의 복잡성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사후 인터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의 높임 표현이 깊이 있게 설명되지 않고, 학습자들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높임 표현의 문법적, 어휘적인 실현 범주를 제대로 교육 시켜야 할 필요

가 있다. 즉, 주체, 객체, 상대 높임 표현의 실현 요소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을 비교해 본 결과,

학습자들은 대부분 높임의 요소들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들이 목표어의 높임 표현의 복잡성 때문에 부담을 느껴 많이

안 쓰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 부족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

지 교육 기관에서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을 쓸 수 있는 대상은 교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을 사용할

기회가 제한적이므로, 사용 지식, 형태 그리고 의미에 관한 내용을 선정

해야 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라센-프리만(Larsen-Freeman, 2003; 유민

애(2012)재인용)은 ‘삼차원의 문법틀(A three-deminsional grammar

framework)'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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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삼차원의 문법 틀

이는 [그림 3]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형태, 의미, 사용 차원이 서로 연

결되어 있어서 문법의 지식에는 형태와 의미의 규칙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규칙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수ㆍ학습 내용을 실현 방식 내용과 사용 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설펴본다.

2.1. 높임 표현 실현 방식의 내용

본고의 II장 교재 분석에 따르면 교재에서는 높임 표현의 실현 방식인

문법적, 어휘적 형태들의 제시 순서와 설명 방식에 일관성이 없었고, 높

임 표현의 이해와 사용보다는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높임 표현의 각 실현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도 인식 시켜야 한다.

높임 표현의 실현 방식을 교육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들이 범한 오류와

사용 양상을 고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오류를 많이 일

으키게 하는 범주들을 기초로 하여 교수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또

한 주의해야 할 점은 한국어의 높임 표현이 다양한 범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모두 가르치면 학습자가 부담을 느낄 우려가 있고, 모두 가

르치더라도 학습자가 실제적으로 그 다양한 범주 모두를 사용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높임 표현 실현 범주 중에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범주를 선정하고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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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 높임 표현

한국어의 상대 높임 표현이란 종결 어미를 통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

지는 것으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분류되어 있다. 상대 높임 표현에 있

어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교육 기

관에서 ‘해요체’를 많이 쓰는 것이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

에서 상대 높임 표현의 종결 어미를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일관성 없

이 사용하였음을 보았다. 이로 인해 상대 높임의 종결 어미를 구체적으

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결 어

미 6개를 다 가르치는 것은 학습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립국어원(2005:223)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 교육을 위한 높임법 체계는 격식체는 ‘하십시오체’와 ‘해라체’로 두

등급으로 나누고, 비격식체는 ‘해요체’와 ‘해체’로 체계화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하였는데 본고에서는 교수ㆍ학습 내용에 앞에 언급된 내용에 초

점을 두어 선정하기로 한다.

 2) 주체 높임 표현

한국어의 주체 높임 표현에는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와 조사 ‘께

서’가 있다. 이런 범주는 학습자의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어말어

미 ‘-(으)시-’를 모국어에서 상대가 청자로 나타날 때 사용되는 인칭 어

미와 대응시켜 이해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서 볼

수 있듯이 높임을 받을 대상이 대화 장면에 없으면 높임의 범주들이 활

용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께서’도 주체 높임 표현의 중요한 범주인

데 이 ‘께서’와 ‘-(으)시-’의 호응 관계에 관한 오류도 참고해야할 것이

다. 주체 높임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모국어에 없다는 이유로

주체 높임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여 주체 높임을 자

기에게도 쓰는 경향도 보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체 높임 표현에서의

선어말어미 ‘-(으)시-’의 다양한 기능을 신중하게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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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높임 표현 하십시오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

주체 높임 표현 선어말어미- ‘(으)시’. 조사 -‘께서’, 특수 어휘

객체 높임 표현 조사- ‘께’, 특수 어휘

3) 객체 높임 표현

한국어의 객체 높임 표현은 여격 조사 ‘께’와 특수한 어휘들을 통해 이

루어지는데 키르기스어에는 이와 대응시킬 수 있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

다. 이로 인해 학습자 사용 양상과 오류 양상에서 여격조사 ‘께’와 관련

된 오류들이 발견되었고 대부분 학습자들은 ‘께’보다 ‘-에게/한테’만 쓰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앞에 살펴본 주체 높임 표현에서와 마찬가지로 객

체 높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 어휘들을 자기에게도 잘못 사용하는 오류

들도 발견되었는데 이런 점도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실현 방식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

다.

[표25] 한국어 높임 표현 실현 방식의 내용

한국어의 이러한 높임 표현에 관한 실현 범주들을 잘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를 실제 상황에서도 사용할 줄 알아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질 수 있다. 학습자에게 높임 표현의 실현 방식을 가르친 후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사용 지식에 관한 내용을 구성할 필요

가 있다.

2.2. 높임 표현 사용 지식의 내용

한국어 높임 표현에서는 특이하게 대화에서 주체 그리고 객체 높임 표

현이 잘 발달되어 있다. 대부분 언어생활에서는 말을 하는 화자가 있고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가 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대화의 장면에서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게 된

다. 이런 경우에 대화에서 나타나는 각 참여자들의 상호간의 관계 및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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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참여자의

관계를 파악한다

주체와 객체 높임 표현에서 나타난 참여자들의

관계를 알고 해당 범주들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대화 장을

파악한다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나 상황에서의 공식/비공식

장면, 친/소 관계, 상/하 관계에 따라 적절한 높

임 표현을 사용한다.

떤 인물이 어떤 인물보다 상위인가 하위인가에 따라 서로 다양한 높임표

현이 실현된다.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경우, 문장의 주체로 나타나는 인

물을 높이는 경우, 그리고 그 장면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등장하는 객

체를 높이는 경우 등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학습자의 모국어에 이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주체, 객체 높임에서 실

현 방식을 자기에게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는 대화 참

여자들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에게 한국어 대화에서 주체 그리고 객체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에 대

해 인식시켜야 한다.

본 연구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현재 한국어를 현지에서 공부하므

로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은 교사와 대화할 때 밖에 없

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때 높임 표현의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

하여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

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사용 지식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표26] 한국어 높임 표현 사용 지식의 내용

3.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수·학습 방법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현재의 언어 교육에서는 내용 중심적, 상호작용

적 학습 활동에만 치중하여 문법 등과 관련된 지도 요소들을 빠뜨리기가

쉽다. 언어 중심의 정확성을 다루는 활동에서부터 메시지 중심의 상호작

용, 의미, 유창성을 다루는 활동까지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유념할 필

요가 있다(Brown, 2001; 권오량 외 역(2001). 이런 관점에서 외국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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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언어의 기능과 사용 지식 그리고 언어의 형식에 대해 체계

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언어의 유창성에만 치우치던 기존

의사소통 교수법의 한계를, 언어 형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극복

하고자 하는 것이다(박성일, 2011).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제한한 높임 표현 교육의 기본적인 과정을 둘로

나누어 마련하기로 한다. 먼저 키르기스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의 실현

범주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학습하고, 그 다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을 교육하는 것이다. 교수ㆍ학습 내용을 이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한 이

유는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 일정한 범주를 이해해

야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II장에서 알게 된 것과 같이 학습자들이 수업 시간에 말하기 영

역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였으면 좋겠다는 요구와 높임 표현의 실현 범주

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키르기스 학

습자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학습자들에게 높임

표현의 의미를 교수하면서 형태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형태 초점 접근

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언어의 형태를 가르치면서 의미와

기능까지 연결하여 교수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의 높임 표현은 사회적인 요소들을 비롯하여 화자의 높이고자 하는 태도

가 언어 형식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키르기스 학습자에게 높임

표현에 대해 이해시키기에는 형태 초점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

다.

학습자는 높임 표현의 언어적인 형태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적

절하게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높임 표현은 화자, 청자 그리고

화제 인물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높

임 표현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표현하는지 학습시키기 위

해 의사소통 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상 기술한 내용에 근거하여 본고의 한국어 높임 표현을 형태 초점

교수법을 바탕으로 한 이해 교육과 의사소통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표현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한다.



- 113 -

3.1. 형태 초점 접근법을 통한 이해 교육

민찬규(2002)는 의사소통 능력이 특정 언어 상황에서 적절한 표현을

정확히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언어 학습자가 문법, 구조, 어휘

등과 같은 언어 형태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지 못하고는 목표 언어에 대

한 완전한 사용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형태

중심 접근 방법이나 의미 중심 접근 방법은 한쪽으로 치우친 교수 방법

이므로 교육의 방향 자체를 극단화시킬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미 중심으로 교수하면서 동시에 형태에도 관심을 갖

도록 유도하는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 방법이 바람직하다(Long, 1998;

홍성일(2003) 재인용).

본 연구의 II장 학습자의 사용 양상에서는 높임 표현의 실현 방식인

문법적, 어휘적인 오류가 나타났고, II장에서 학습자들의 한국어 높임 표

현에 대한 인터뷰에서 학습자들 대부분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반

응을 보였는데,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높임법의 실현 방식과 사용 지식을

의미 중심으로 교수하면서 형태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교수ㆍ학습

방법으로 형태 초점 접근 방법을 활용하기로 한다.

실제 높임법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높임법의 일정한 실현 방식을 학습

이 시작하기 전에 가르칠지 아니면 학습하는 과정에 오류가 나타날 때마

다 가르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민찬규(2002)는 언어

형식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 후에 이를 토대로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수가 많으므로 반응적 접

근 방법36)보다는 선결적 접근 방법에 의해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 방

법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선결적 접근 방법이

란 학습자들에게 교수ㆍ학습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형태를 유

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을 신장하기 위해 형태(form), 의미(meaning), 기능

(function)이라는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하여

36)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언어 항목을 선택하여 이를 학습 활동에 반영하는 방법을 선

결적 접근 방법(predetermined approach)이라 한다. 이와 반대로, 학습자가 학습을 수

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오류를 중심으로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반응적 접근 방법(responsive approach)이다(민찬규, 2002:77).



- 114 -

교육할지 통합적으로 가르칠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티와 윌리엄

스(Daughty & Williams, 1998; 민찬규(2002) 재인용)는 다음과 같이 3개

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1) 모델 1

① 교사가 언어 형태에 대해 설명한다.

② 학습자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한다. 활동 도중 필요에 따라 교사는 학

습자에게 특정 언어 형태에 주목하도록 주의를 환기한다.

2) 모델 2

① 교사가 언어 형태에 대해 설명한다.

② 학습자가 언어 형태를 학습한다.

③ 학습자가 선언적 지식을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하도록 통제 활동을 수

행한다.

④ 절차적 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활동을 행하면서 자동화를 촉진시

킨다.

3) 모델 3

① 학습자는 의사소통 활동을 수행하면서 언어 형태와 의미를 통합적으

로 학습한다.

② 교사는 필요에 따라 언어 형태에 대해 설명을 추가하여 학습자의 이

해를 돕는다.

위에 제시된 모델 중에서는 ①과 ②형태는 형태를 가르치고 그 다음

의사소통이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순차적인 접근 방법이고 ③은 구성 요

소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학습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다. 순차적 접근 방법과 통합적 접근 방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이 언어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절대적인 답이 없다.

이에 대해 임현정(2005)은 언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내용을 잘 이해

한 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학습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형태를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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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마이클의 대화37)

직원: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마이클: 저, 서울 관광 상품을 알아보려고요.

직원: 여기 앉으세요. 외국 손님들은 주로 고궁 투어와 시내 투어를 많

이 하십니다.

마이클: 둘 다 가이드가 있는 거지요? 부모님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세

요.

직원: 저희 가이드가 영어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마이클: 알겠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여쭤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겠어요?
직원: 손님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① 교사가 언어 형태에 대해 설명한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학습할 내용으로 상황 정보를 제시한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습득할 내용에 대해 암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델 ②를 따른다.

또한 형태 초점 교수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에서 의사소통을 수행

하면서 동시에 높임법의 실현 방식인 형태에 학습자의 주목을 이끌기 위

한 방법으로 교수 기법들이 있다. 교수 기법(technique)이란 실행적인

(implementational) 것이다. 즉, 교실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교수 기법이란 어떤 직접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책

략, 전략, 혹은 고안물이다. 교수 기법은 반드시 교수법과 일관성을 유지

해야 하므로, 접근 방법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ichards. J, 1963; 전

병만 외 역(2008). 본 연구에서는 형태 초점 접근법의 기법 중 입력 포

화(input flood), 가든 패스(garden path), 의미 협상(negotiation),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를 활용하고 이를 모형으로 제시하여 명시적과

암시적 접근을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형태 초점 교수법의 모델2에 따른 활동.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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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높이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교사가 다음의 어휘적인 형태에 주목을 이끈다.

활동 2.

나는 윗사람에게 드리다.

나는 윗사람에게 여쭈어보다.

어른이 나에게 주시다.

어른이 나에게 물으시다.

1. 다음의 문장에서 맞는 문장에 ‘○’표시하고, 틀린 문장에 ‘X’표시

하세요.

(1) 선생님, 제가 도와 드리시겠습니다.

(2)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3) 교수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4) 할머니가 저보고 언제 올 거냐고 여쭈었어요.

(5) 선생님 딸이 계세요?

...등

( )

( )

( )

( )

( )

② 학습자가 언어 형태를 학습한다.

☞이 단계에서는 제시된 어휘의 의미와 뜻을 학습자의 모국어로 명시

적으로 설명해 준다.

☞ 교사가 위 표에서와 같이 학습자들에게 특수 어휘들이 어떤 대상

이 누구를 높일 때 어떤 어휘를 쓰는지 인식시키고 쓰임을 설명한 후

연습 단계로 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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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8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이번 여름 방학 계획

--/--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기

--/-- 친구들이랑 놀기

--/-- 어머니 도와주기

***

③ 학습자가 선언적 지식을 절차적 지식으로 전환하도록 통제 활

동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배운 범주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즉, 학습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내재화할 수 있

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미리 준비한 연습 문제를 통해 활동을 진행한

다.

  절차적 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활동을 행하면서 자동화를 촉진시킨

다. 위의 활동을 한 다음 학습자들이 토론하고 결과를 정리한다. 학습자

들이 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긴 오류를 교정해 준다.

3.2. 의사소통 접근법을 통한 표현 교육
 
한국어 높임법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문법 지식에 비해 문법적, 어휘

적 실현 방식은 물론, 사회적인 변인까지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

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높임법 교육에는 문법적, 어휘적인 정

확성과 실현 방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유창성도 필요하다. 또

37) 이 텍스트는 ‘이화 한국어 2-1’에서 나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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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임스(Hymes, 1972; 김영만(2005) 재인용)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이란 문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 이외에도,

심리언어학적으로 대화 참여자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사회ㆍ문화적인 측면에서 발화가 수용 가능하며, 적절해

야 한다’고 하였다. 김영만(2005)은 “의사소통 능력이란 정확한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는 문법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ㆍ문화

적인 용인 가능성까지도 포함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청자의 신분이 화자보다 높으면 화자가 상대의 연령

과 지위를 고려하여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잘 가’라고

하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런 경우 ‘잘 가’라는 표현이

비문이 아니지만 대화 상황을 고려하면 적절한 문장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언어 형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학습자들이 이들의 사회적인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Littlewood.W, 1981; 안미란 역,

2007)으로 키르기스 학습자에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는 높임 표현

을 의사소통 접근법을 통해 학습해 보기로 한다. 김재욱(2010:96)은 ‘의

사소통 교수법에서는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에 중점을 두고 그 기능을 토

대로 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며,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보다는 의사

소통을 위한 유창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또한 브라운(Brown, (2001);

권오량ㆍ김영숙, 2001:51)은 ‘의사소통적 접근법은 의사소통 능력의 모든

구성 요소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언어의 구조적(문법, 담화)인 면

과 화용적(기능, 사회언어학, 책략적)인 면을 서로 얽히게 한다’고 언급하

였다. 이는 높임 표현이 문법적, 어휘적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가

지고 있는 특징을 학습자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적절한 방

법이다. 리틀우드(Littlewood, 1981; 허봉자 (2008:162) 재인용)는 ‘의사소

통 중심 접근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그것이 언어의 구조

적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 체계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고 주장하

였다. 즉,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은 높임 표현의 언어적인 구조뿐만 아니

라 상황이나 대화 참여자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높임 표현의

기능을 교육하는 데 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이 접근법은 높임 표현의 실

현 범주들을 익힌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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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 교사가 어른에게 표현을 잘못하여 곤란한 적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서 도입한다. 학습자들이 전에 있었던 경험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하

게 하면서 수업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어휘, 문법 노출: 학습자가 전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동안 높

임 표현의 선어말어미 ‘-(으)시-’, ‘께서’, 하십시오체‘ 등을 사용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노출한다.

계시다 있으시다

편찮으시다 아프시다

수업 목표 제시

목표 문법 의미와 쓰임을 이해시킨다.

연습 활동

☞ 이 단계에서 연습을 통해 정확성에 초점을 두면서 높임의 범주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쓰는지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

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이다.

☞ 교사가 학습자들을 2-3명씩 모둠으로 나누고 여러 상황이 그려져

해 효율적인 접근법이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범주를 선택하여 대화하

는 방법이므로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일 수 있

다.

모로우(Morrow, 1979; 김재욱(2010:97)재인용)는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행한 것은 모두 외국어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의사소통 과정이나 결과는 실제 단어의 연결이나 집합의 연결보다

크므로 교사는 광범위한 의사소통 과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셋째,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구하고 선택하여 두뇌의 내재적 귀환 작

용이 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하므로 이 교수법은 학습자 중심 교수법

이고 지속적인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의사소통 교수법에 따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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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카드38)를 나누어 주고 상화에 맞는 대화를 하게 유도한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한다.

마무리

모둠끼리 서로 평가하면서 높임 표현을 상황에 맞게 사용했는지 토의

하게 한다. 어떤 오류나 부적절한 사용을 했는지 검토한다. 교사는 학

습자들의 표현을 관찰하고 오류를 교정하면서 평가한다.

38) ‘세종한국어 5’에서 나온 그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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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몰입

연습 학습

생산 활성화

[그림 4] PPP와 ESA의 수업 모형 순서

위에 제시된 활동은 형태 초점 교수법을 통한 형태 이해 교육과 의사

소통 교수법을 통한 높임 표현 사용 교육이다. 이상, 높임 표현 교수ㆍ학

습 방법을 제시하였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 교수ㆍ 학습의 모형을 마련하

고자 한다.

4.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수·학습 실제

수업 모형이란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가진 얼개로

서 교사의 수업의 구조를 결정하고, 수업을 설계하며, 그 설계된 수업을

여러 수업 기법을 사용하면서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수업의 중심을 이루

는 것이다(윤기옥 외, 2002). 수업 모형은 교수ㆍ학습 목표에 따라 다르

게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높임 표현은 학습자에게 높임 표현의 형태적 지식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교

육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학습자의 사용 양상 분석과 높임 표현

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교수 모형을 고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외국어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형인 PPP모형과 ESA모형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한다. 이 두 가지 모형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제시 해 볼 수

있다.

PPP 모형 ESA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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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수업 모형은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생성(Production)

라는 단계를 걸쳐 목표 항목을 제시하고 연습하고 발화하도록 하는 모형

이다. 이 모형은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소른버

리(Thornbury, 1999)는 PPP모형이란 제시(Presentation)-연습(Practice)-

생성(Production)으로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교육 절차 모형으로 학습

자들에게 먼저 문법을 설명하고 그 다음 학습자가 해당 문법을 반복적으

로 연습하면서 전개된다고 언급하였다. 이 모형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제시(Presentation) 단계. 학습자들에게 해당 문법을 제시하여 설명

한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가 문법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맥락 속에서 본 문법을 사용하는 예문을 제시한다.

학습자에게 해당 문법을 설명한 다음에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목적으로

목표 문법이 들어 있는 대화나 문장을 들려주면서 이를 듣는 기회를 제

공한다. 듣기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언어 사용의 실제적인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연습(Practice) 단계. 제시 단계 다음인 연습 단계는 형태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반복하면서 연습을 통해 내제화시키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

들이 형태를 사용하면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상황에 따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학습자들이 정확하

게 이해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형태를 활용하여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3) 생산(Production)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가 배운 형태를 연습을 바

탕으로 하여 산출해내는 활동을 하는 단계로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배운 문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

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제 또는 역할 놀이와 같은 활동을 하게 유도할 수 있다.

본 모형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의식적

인, 그리고 직접적인 학습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이 자신감 있

게 정확성에 초점을 둔 언어학습 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교실 밖에서 학습한 내용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박정아, 2012). 또한 일정한 문법 형태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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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것으로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신장에 대한 도움이 부족하고 정확

성이 유창성보다 우선시되면서 정확성을 습득할 때까지 의사소통을 뒤로

미루게 되어(Thornbury(1999); 이관규 외 역, 2004)문법을 가르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의사소통적 지식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상호작용적

인 표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PPP수업 모형이 단계별로 고정되어 있고 전통적인 수업 모형

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머(Harmer, 2007)는 ESA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의 특징은 PPP모형처럼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

라는 것이다. 즉, 교사는 각 단계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반복하거나 바

꿀 수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습자들의 반응에 따라 각 단계를 자유롭게

반복하고 순서를 마음대로 바꾸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

자들이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어 높임 표현은 문법적인 표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인에 따라 맥락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도 자못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들

이 높임 표현의 의미 내용을 알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SA모형이

적합하다고 본다.

ESA모형은 몰입(Engage), 학습(Study), 활성화(Active)라는 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 이 모형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몰입(Engage)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

여 참여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교사가 학습목표와 연관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이 수업에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교사가 상황에 따라 동영상,

사진 아니면 녹음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하되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활동이나 자료를 고려해야 한다.

2)학습(Study)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문법 그리고 어휘적인 형

태들을 연습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또한 교사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학습자들이 언어 구조에 대해 스스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이나 과제를 제시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활성화(Activate)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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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 그리고 객체 높임의 문법, 어휘적인 실현 양상을 잘 익히고

각 문법적인 요소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2. 상황을 이해하고 맥락에 따라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단계이다. 즉, 교사의 제안으로 정해져 있는 주제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을 수

행한다. 이 단계에서 바람직한 활동으로는 역할극, 토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언어의 다양한 기능을 두루 사용

할 수 있다.

이상 이 장에서는 키르기스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 표현의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키르기스 학습자들을 위해 앞서 논의한 형태

초점 의사소통 교수법을 바탕으로 PPP모형과 ESA모형을 통합한 높임

표현 교육 모형을 제안한다. 본고의 사용 양상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

듯이 학습자들은 대부분 높임 표현의 형태들을 잘 알고 이해했지만 질의

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또한

현지 교육 현장에서 높임 표현을 쓸 상대방이 교사밖에 없어 많이 사용

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다. 이런 이유로 높임 표현을 알면서도 사용하

지 않거나 이를 잘못 사용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향이 보였다. 따라서 학

습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높임 표현을 다양한 상황에서 맥락

에 맞게 사용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효과적인 수업 모형을 제

시하도록 한다.

한국어 높임 표현의 수업 모형을 실현 방식에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

미 ‘-(으)시-’, 존대 조사 ‘께서’ 그리고 객체 높임의 여격조사 ‘께’를 중

심으로 구성하기로 한다. 먼저, 높임 표현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

시한다.

위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지은(2013)에 따르면 언어의 기능은 근본적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으므

로 어떤 특정한 기능에만 초점을 두어 가르치기 보다는 다른 언어 기능

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것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용(2013)은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맥락 안에서 효과적

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이 영역별 학습으로 도달할 수 없으므로 각

영역은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과 같이 통합적으로 교수되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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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주제 문법

중급 주체와 객체 높임 표현 ‘께서’, ‘-(으)시-’, ‘께’

단계 교수ㆍ학습 내용 및 활동

몰입

Engage

교사: oo씨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학생: 저는 우리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몰입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

해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이 때 학습자들은 제시된 활동

을 통해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들에게 어른 사람이나 자기보다 위인 사람의 그림이

나 사진을 나누어 준다. 학습자들이 그림39)을 하나씩 고르고

그 인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 교사는 학습자들의 집중을 본 수업에서 배울 내용에 이끌

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가 학습자들이 주체 높임을 어떻게 사

용하는지 관찰한다.

를 통해 학습자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법적 범주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PPP모형과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ESA모형의 필요한 단계를 통합하여 ‘몰입

(Engage)→ 제시(Presentation)→ 연습(Practice)→ 활성화(Active) 정리

(Follow-up)’ 단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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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좋아요... oo씨 할머님은 어떤 분이세요?

학생(1): 우리 할머니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건강해요. 제

가 어려운 시간이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좋은 조언을 많

이 해 줘요. ...

학생(2):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 해 보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업

도 재미있게 진행하고...

....

제시

Presen

tation

명사+께서 형용사/동사+ ‘(으)시’

사장님이 +께서 사장님께서 +께 사장님께

교수님이 +께서 교수님께서 +께 교수님께

할아버지가 +께서 할아버지께서 +께 할아버지께

어머니가 +께서 어머니께서 +께 어머니께

동사+‘(으)시’ 형용사+‘(으)시’

장수하다 귀중하다

교훈하다 냉정하다

설립하다 공손하다

제시 단계에서는 목표 문법의 형태와 의미 등을 이해시킨

다. 이를 위해 교사가 해당 문법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맥락이나 상황을 제시한다.

☞ 학습자들이 몰입 단계에서 나온 잘못된 내용을 설명해 주

고 해당 목표 형태를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형태적 지식 제공

-학습자들에게 존대 조사 ‘께서’ 와 ‘께’를 조사 ‘이/가’, ‘에게

/한테’와 비교하여 설명한다.

선어말어미 ‘-(으)시-’는 동사와 형용사에 결합되어 사용됨

을 설명한다.

☞한국어의 특수 어휘를 제시하여 이 어휘는 ‘-(으)시‘와 결

합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시킨다.

기능: 선어말어미 ‘-(으)시-’의 간접 높임 기능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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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하는 내용

여자: 네..전무실입니다.

남자: 네..영업 3팀에 오과장입니다. 전무님 들어왔습니까?

여자: 네.. 왔다가 막 퇴근했습니다.

남자: 제가 보고 싶다는 말씀 전달했습니까?

여자: 네. 전달했습니다.

남자: 뭐.. 혹시 뭐 다른 말씀은 없었습니까?

여자: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 모국어와 비교하여 청자를 향해 사용함을 짧게 제시

하여 주체에 쓰이는 기능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를 내재화

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들려준다.

☞ 아래 내용은 ‘미생’이라는 드라마 장면 높임 표현의 비존

대식 표현이다. 전사하거나 녹음하여 제시한다.

☞학습자들에게 시각적으로 그림40)을 보여 주면서 주체 높임

을 실현을 명확하게 이해시킨다.

☞이 그림을 보여 주면서 한국어의 높임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준다.



- 128 -

통화하는 내용

여자: 네..전무 실입니다.

남자: 네..영업 3팀에 오과장입니다. 전무님 들어오셨습니
까?

여자: 네..오셨다가 막 퇴근하셨습니다.
남자: 제가 뵙고 싶다는 말씀 전달하셨습니까?
여자: 네. 전달했습니다.

남자: 뭐.. 혹시 뭐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여자: 예. 없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학습자들에게 드라마41)의 본 장면을 보여 준다.

☞제시 단계에서는 동영상의 내용을 전사하여 제시할 수 있

다. 이 동영상을 보고 난 후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주

체 높임 학습을 내재화한다.

☞학습자들이 가급적 제시된 언어 자료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스스로 유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이 장면에서 참여자들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요?

학생: 여기에 두 명이 통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어요.

교사: 서로 사용한 높임은 어떤 거죠?

학생: ‘습니다’와 ‘-(으)시-’를 많이 써요.

교사: 맞아요. 통화하면서 제3자에 높임을 쓴 거죠?

......

.....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완전하고 정확한 대답을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 교사는 학습자들의 집중을 본 수업에서 배울 내용에 유지

시키며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 학습자들에게 몰입 단계에서 나온 잘못된 내용을 설명해

주고 해당 목표 형태를 명시적으로 가르친다.



- 129 -

연습

Practice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 단계에서는 형태에 초점을 두고 연습을 통해 언어 항목을

내제화시켜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그림을 다시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이번에

선어말어미 ‘-(으)시-’ 와 조사 ‘께서’, ‘께’를 사용하도록 유도

한다.

활성화

Active

☞학습자들이 활발하게 역할극 놀이, 통화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이 실제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역할극은 실제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활동이

므로 학습자들에게 주체 높임의 형태들이 들어가는 상황을

제공한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해당 문법의 형태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정리

Follow

-up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여 정리한다.

숙제를 주고 복습을 제안한다.

[그림 5]실제 수업 모형

39) 그림 출처: http://www.freeimages.com (접근 날짜: 2016.07.25.)

40) 그림 출처: http://morguefile.com (접근 날짜: 2016.07.25.)

41) 이 텍스트는 ‘미생’ 3회에서 나온 장면은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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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키르기스 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방안

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키르기스어와 한

국어를 대조 분석하였다. 대조 분석을 통해 양 언어에서 나타난 차이점

을 분석하여 학습자가 한국어를 습득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교육 과정에

서의 중요 요소인 교재 분석을 하고 교사와 학습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재 학습자들이 각 교육 기관에서 쓰고 있는 주교재를 선

정하여 이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 인터뷰를 통해 높임 표

현을 가르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 중 빈번하

게 범하는 오류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습자 중심 인터뷰에서는 한국

어 수업에서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하

였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들은 본고에서의 교수ㆍ학습 방안을 마

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키르기스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높임 표현을 어떻게 활용하고

쓰는지에 대한 사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양 집단에게 담화 완성형 테

스트(DCT)를 요청하고 수집된 자료를 비교하였다. 학습자와 모어 화자

로 된 양 집단의 사용 양상을 상대, 주체,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 비교 분

석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키르기스 학습자가 한국어 높임 표

현에서 범한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키ㆍ한 번역 테스트’, ‘담화 완성형

테스트’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한 실제 발화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습자들

이 범한 오류의 원인을 모국어의 영향, 목표어의 영향 그리고 교육현장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앞에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키르기스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ㆍ학습 방안의 목표를 설계하였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수ㆍ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수ㆍ학습 모형을 마련

하면서 학습자들이 높임 표현의 실현 방식의 대한 이해 교육과 이를 사

용할 수 있는 표현 교육으로 설정하고 형태 초점 접근법과 의사소통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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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활동

을 준비하고 가급적 의사소통 능력이 신장 될 수 있도록 접근하였다.

이상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수ㆍ학습 방법은 키르기스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높임 표현을 학습하는 실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

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 대상이 아니었던 키르기스 학습자를 중심으

로 연구된 것으로 의의가 있으나, 키르기스스탄에서 키르기스어를 모국

어로 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어권, 고려인 학습자도 고려하여 대

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의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기를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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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알리나입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의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며

그 외에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실명과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묻는 이유는 추후 면담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이름 나이 성별 남/여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속 기관 _______________대학교/기타___________________

*한국어능력시험: TOPIK____급 *한국어 학습 기간

1)당신은 우체국에서 고향으로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40살 된 여자 직원에게

부모님들이 소포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묻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당신은 의사입니다. 환자인 할머니가 아들과 같이 왔습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할머니가 약 복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다음 주에 할아버지 생신입니다. 지금 동생과 드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

다. 당신은 동생에게 내일 할아버지께 전화해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아보라

고 하는 상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당신은 학교에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집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담화 완성형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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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선생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선배/후배를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오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어제 당신의 집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아침에 손님들에게 잘 주무시고 잘

쉬셨는지 묻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묻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학교에서 집에 올 때 항상 같이 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가 학교의

행사 준비로 학교에 남았습니다. 학교에서 오는 길에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어머니에게 친구의 상황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당신은 지금 면담 요청할 목적으로 선생님께 전화하는 상황입니다. 선생님이 내일

1시에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후에 일이 있어서 오전에 만나고 싶다고 말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부탁

할 것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당신은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이 당신 보

다 어립니다. 가르치다가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문법에 대해 한국인

선생님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그 학생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이웃 아저씨가 새 컴퓨터를 샀습니다. 아저씨가 사용법을 잘 몰라서 당신에게

12) 당신은 지금 고향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 드린 상황입니다.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이번 여름에 시골에 놀러 가겠다는 말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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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내일 오후에 가서 사용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내일은 시어머니의 생일입니다. 당신은 선물 사려고 백화점에 왔습니다. 당신보다

어려 보인 직원에게 어떤 선물을 사면 좋을지 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묻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당신은 지금 도서관에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가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부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체국이 도서관에

가까우니까 대신 부쳐 주겠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Енмин, базар күнү   бир жакка барып келдинби?
-Ооба, айылга барып келдим.
-Чын элеби? Ал   жактан эмне кылдын?
-Чоң ата,  чоң энем   менен учурашайын деп барып келдим. 
-Чоң ата,   Чоң  энеңдин ден соолугу жакшыбы?
-Ооба жакшы, бирок чоң   атамдын башы ооругандыктан   үйдө  эле болду. Чон   энем менен сейилге чыгып жакшы убакыт өткөрдүк.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Алло? Саламатсызбы. Мен 3-курстун студенти   Асанмын. 
-Саламатчылык, Асан.
-Мен эртен   агай менен   кезигейин дедим   эле. Качан   убактысы болоорун  
 билсем болобу?
-Агай дуйшомбу   сайын лекциясы   жок болгондуктан ошол куну убактысы   бар.

-Эже(Сонбе),   сизден бир нерсе сурасам   болобу?
-Албетте болот.

∎키ㆍ 한 번역 테스트

다음의 키르기스어로 된 대화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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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рей досум   үйүнө  чакырды эле,   бирок үйүндө улгайган чон энеси бар экен.  Чон энеге кандай белек ала барса болот?
-Улуу адамдарга негизи жер жемиш же суусундук алып барган жакшы деп ойлой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Сен эмне эле жазып   жатасын?
-Мен мугалимиме   бере турган   куттуктоо сөзүн жазып жата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Мектептин аянтында субботник учур) Старостага:  Биз жумушубуздун барын  бүтүрдүк, эми кете берсек болобу?
-Жок, Мугалим бизди 401 аудиторияга келсин дед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Асан, лотереядан акча утуп алсан эмне кыласын?
-Мен, биринчиден ата-энеме жардам берем, андан кийин карылар үйүнө кайрымдуулук катары жардам бермекмин.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Атасы:	 	 Гезит	 кайда	 балам?Баласы:	 	 Гезитти	 чоң	 атам	 карап(окуп)	 жатат.Чоң	 ата:	 	 Асан,	 мен	 окуп	 буттум	 гезитти	 атана	 алып	 барып	 бе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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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과정 알리나입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어 높임 표현 교육 실태를 위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의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논문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에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나이_______대
성별: 남/

여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교사 경력: _________년 가르치고 계시는 학교의 명: __________________

∎교사 인터뷰

•한국어 교육에 관한 질문:

1. 주로 한국어를 가르칠 때 어떤 교수법을 활용하십니까?

2. 한국어 수업을 주로 어떤 언어로 진행하십니까?

•한국어 높임 표현에 대한 질문:

1. 한국어 높임 표현에 관해 가장 중요한 점이.

2. 한국어 높임 표현 수업의 어려운 점.

3. 학생들의 높임 표현 사용 실태.

4.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건의 내용.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49 -

Abstract

A study on Korean honorific expressions 

education for Kyrgyz learners 

Seidalieva Alina Mairambekovna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any language, there are words and grammatical rules 
specifically to allude to respect. These honorific words and the 
grammatical rules help to express someone’s respect to another 
by communicating their ideas with respect. These honorific words 
and grammatical rules of different languages have originated 
differently. Compared to many other languages, the Korean 
language has a more complex formation style of honorific 
expressions and the Korean language uses its honorific 
expressions more authoritatively compared to other languages. 
But in Kyrgyz language, the usage of honorific expressions is not 
complex as to the Korean language and because of the that the 
Kyrgyz students who learn the Korean language face difficulties 
to use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the proper context.  
Therefore, along with a theoretic study on the usage of honorific 
expressions, this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Kyrgyz languages to identify predictable difficulties of 
learning honorific expressions for Kyrgyz learners. With the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velo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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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for facilitating a learners' understanding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and the proper usage according to a given 
context. Further, this study has developed a teacher's guide for 
the Kyrgyz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first chapter of this thesis is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the selected topic, objectives of the study and the 
research methodology which has carried out for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is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usage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yrgyz language. By doing this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has found that in both languages the honorific expressions 
are used to address a person higher in age or position. But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the Kyrgyz language is not developed as 
much as to the Korean language. In the Korean language, the 
honorific expressions have more advanced forms in lexical and 
grammatical usage. Further this study has carried out a textbook 
analysis to observe the teaching methodology of Korean language 
teaching in Kyrgyz. In the textbook analysis, the focus has given 
to the presentation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the textbooks, 
how it has explained in the textbook, the exercises, and activities 
related to the honorific expressions. Since the textbook analysis 
gives a limited information of the Korean language honorific 
expressions teaching within Kyrgyz, this study also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Kyrgyz students who learn Korean language 
and the university academic staff who teach the Korean 
language. The lecturers who teach the Korean language, strongly 
believe in the proper teaching of honorific expressions because 
the honorific expressions are strong cultural element in the 
Korean language. Further, the students have highligh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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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ce of the activities and opportunities to practice 
honorific expressions in verbal form. 

The third chapter is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in 
three universities and Korean Center located in the Kyrgyzstan 
capital city, Bishkek. The survey has conducted with 40 
university students who are in their 2nd, 3rd, and 4th years and 
intermediate level students at a Korean language center. Kyrgyz 
Korean Translation Test and Question-Answer Test have used to 
analysis errors in using the honorific expressions. Further to 
analysis the usage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between 
Kyrgyzstan students and the Korean people, this study has used 
Discourse Completion Test and used SPSS22.0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for the analysis of honorific expressions 
usage and the comparison. The errors which were identified 
through the Kyrgyz Korean Translation Test and Question 
-Answer Test have then categorized under causes of errors as 
errors related to mother tongue, errors due to the difficulties of 
the targeted language, errors due to the education environmental 
condition. After categorization of errors, the categorized errors 
have analyzed and then again based on that information, 
conducted an interview with the students. 

The fourth chapter has developed a set of objectives and 
a content for the honorific expressions educ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results of the error analysis. Focus on 
Form Approach and the Communicative Approach have used as 
the teaching method to teach honorific expressions for Kyrgyz 
students. PPP model has used to highlight the accuracy of the 
usage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and ESA model has used to 
highlight the communication fluency. By using the 
above-mentioned teaching methods and the models,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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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developed the Teaching Learning Plan for the correct use of 
honorific expressions. 

Most of the existing thesis based on the textbooks are 
focused on the Chinese, Japanese and English citizens. Up to 
now, there is no any thesis focusing on the Kyrgyz students who 
learn the Korean language. In this background, this thesis is the 
first thesis of that kind. But this study’s objectives only focus on 
the students who speaks Kyrgyz language and that can be 
considered as a drawback of this study. If this study has also 
included the local korean and Russian-speaking students the 
results would have been different and wish that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will fill this research gap.  

*Key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Kyrgyzstan Learners,  
                Honorific Expressions, Focus on Form             
                Approach, Communicative Approach, PPP Model,  
                ESA Model

*Student Number :  2014-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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