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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담화 상황에서 상대높

임법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KK),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CK), 재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KCK)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및 선호하는

문체형을 비교하고 차이점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상대높

임법 교육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를 위한 맥락 중심의 상대높임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

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선행연구 그리고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상대높임법 교육 관련 논의가 계속된

데 비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드물었다. 더욱이 상대높임법이 맥락

에 의존하는 문법 범주임에도 불구하고 맥락 중심 교육 방안은 아

직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높임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표현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맥락을 고려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KK, CCK, KCK 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431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고, 요구에 맞

지 않게 응답한 답안지를 제외하고 총 329부 유효 답안지를 추출하

였다.

Ⅱ장에서는 담화 맥락 차원에서 상대높임법의 이론적인 배경을

고찰하였다. 먼저 총괄적으로 상대높임법의 체계와 실현의 요인부터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

습자를 교육 대상으로 삼아, 상대높임법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상대높임법을 높임과 안 높임으로 대분류하고, 세부적

으로 격식, 비격식에 따라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6개

화계로 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상대

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발화 장면, 연령, 성별, 만남

여부, 친소관계, 장르’ 등 여섯 가지로 재분류하였다. 이어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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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설문지

를 만드는 기준으로 삼았다. 아울러 중국의 한국어 교재에서의 상대

높임법 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상대높임법에 대한 현장

교육의 부족함을 밝히었고, 문법적 기술뿐만 아니라, 화용적 측면에

서의 맥락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Ⅲ장에서는 우선 KK, CCK, KCK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을 분석한 후, 세 집단이 이에 대한 인식과 사용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다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대높임법의 인

식에 대해서는 KK에 비하면 CCK와 KCK가 다소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CCK와 KCK는 같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을 주목하여 그 원인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용어에 대한 인

식 부족, 사용의 부담감, 현지 문화의 영향 등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한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KK 집단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있어 모든 맥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CCK 집단의 경우는

‘친소관계, 만남 여부와 장르’ 세 가지 요인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KCK 집단은 ‘연령, 친소관계, 장르’ 등 세 가지 맥락 요인

에 있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어서 장르에서의 문체형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화용적 표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손성의 문

제를 두고 같은 장르 맥락 상황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직접화행을

선호하는 반면에 한국어 모어화자가 간접화행을 선호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

하였을 때 중국인 학습자의 상대높임법에 관한 인식과 사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특히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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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발화 장면, 만남 여부’ 등 네 가지 맥락 요인에 대해 이해 및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식과 사용의 관계를 정리한 바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용 양상이 KK와 다른 것은 실제 사용

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에서 사용 중심으로 중

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둘째, 사용은 KK와 비슷하게 잘 하고 있지

만, 사용과 달리 인식에서는 차이가 나는 경우는 교육에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맥락 영향 요인과 함께

문체형으로 인한 화용적 표현도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야 한다.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크

게 문법적 정확성의 문제와 맥락적 적절성의 문제로 정리하였으나

교육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Ⅳ장에서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

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Ⅳ장에서는 Ⅲ장의 분석 결과에 근

거하고 Ⅱ장의 이론 배경을 결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

과적인 상대높임법의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였다. 상대높임법은

실제성을 강조하는 문법 범주로서 맥락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

하며, 학습자가 상대높임법에 대한 문법적 이해와 맥락적 표현을 스

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목적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인식 강화 중심 교육과 사용 강화 중심 교육으

로 나누어서 두 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의 인식과 사용 양상 비교

분석을 통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차이점과 한국어 상대높

임법 교육의 문제점을 밝혔으며, 성공적인 의사소통이라는 목표에

따라 맥락 중심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루

고 있는 맥락 요인이 여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찾을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맥락 요인을 구체화하여 범주화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보완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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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법 연구에서 높임법은 국어학과 국어교육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온 주제로서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에 이익섭(1974), 고영근

(1974)의 연구를 비롯하여 높임법에 대한 연구 성과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높임법의 체

계 및 화계의 재설정에 대한 연구였으며, 1980년부터는 사회언어학

적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대높임법에 관한 연구가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다. 그 당시

에 상대높임법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이나 국어교육에서 해온

성과들이었다. 90년대부터는 한국과 외국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외국

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도 상대높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00년부터 한국어교육에서 상대높임법에 대한 교육 방안

이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문법 체계를 활용한 상대높

임법 교육 방안, 드라마를 활용한 교육방안, 또는 대화문을 활용한

교육 방안, 담화 차원에서의 교육 방안이 주를 이루어 왔다. 학술논

문부터 학위논문까지 학자들은 상대높임법에 대한 관심을 끊이지

않고 계속 보이고 있다. 양적으로 보면 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히 2007 교

육 개정 해설서에 따르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선정 범주(지

식, 기능, 맥락)를 규정하고 통합하는 범주로 ‘실제’ 범주를 설정함으

로써 지식, 기능, 맥락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담화/글(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서 지식, 기능, 맥락은 서로 분리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 이처럼 맥락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에

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텍스트(정보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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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상대높임법은 담화 맥락에 의존하는 문법 범주로

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상대높임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에 들어서서 의사소

통 능력을 중시하면서부터 상대높임법은 담화 맥락 차원에서 벗어

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의 교육 방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상대높임법은 담화 문

법의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의사소통 실제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교육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국어 교육계에서도 국어학의 연구 성과를 받아

들이면서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듯

이(이은희, 2010) 한국어 교육에서도 국어학과 국어교육의 흐름을

따라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높임법은 외국인으로서 화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첫인상을 좌지우

지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학습 목표로

설정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민현식, 2003). 언어 학습의 목적이 제2

언어교육에서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담화와 맥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주행(2006)에서는 외국인

이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적에 경어법에 어긋나게 말을 하거나

글을 씀으로써 난처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 하였

다. 또 이러한 높임법은 실제로 많이 쓰이는 문법 지식임에도 불구

하고 모국어 화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야 비로소 정

확히 알게 된다고 하였다(구본관, 2008). 높임법은 문법 범주에서 다

루어질 뿐만 아니라 담화 맥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모국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 모두에게 이를 이해하고 익힌다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라고 하더라

현)를 1차 조직자로,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지식,
기능, 맥락)을 2차 조직자로 설정함으로써 지식, 기능, 맥락이 텍스트 생
산․수용 과정에서 상호 조회되고, 협력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통합, 교섭되는
경험을 하도록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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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국어 화자의 높임 표현과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수업 발표라는 동일한 상화에서 한국어 모어화자와 중

국인 학습자의 발화에 차이가 확인된다.

중국인 학습자: 교수님, 지금 발표 시작해도 됩니까?

한국인 모어 화자: 교수님, 지금 발표 시작해도 될까요?

교수님, 지금 발표할까요?

위 대화문에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응답한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에게 사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 대상자는 높임 표현을

교재에서 습득했으며, 그 중에 '하십시오체'를 가장 높은 화계로 인

식했기 때문에 교수님처럼 나이차가 많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청자

에게 가장 높은 화계인 '하십시오체'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였다. 게다가 교실이라는 장소를 격식적인 장소로 판단하여 수업

에서 교수와 주고받는 대화는 '하십시오체'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

하였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 중국인 학습자의 상대높임법 사용이 틀

렸다고 할 수는 없다. 분명히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지만 담화

맥락 차원에서 보면 교수님과 거리를 두는 너무 공식적인 대화문으

로 보여 어색할 수가 있다. 즉 문법적 정확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틀린 것이 아니지만, 맥락적 적절성 측면에서는 문제로 삼을 수 있

다. 고법혜(2008)에서의 예문을 통해 이러한 적절하지 못한 상대높

임법 표현을 볼 수 있다. 담임선생님께 지시를 받을 때 “선생님，시

키실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가 자연스럽다고 답한

한국인 화자는 40.6%이고 어색하다고 답한 학생이 59.4%에 달했다.

선생님이라는 대상에 대해 격식체 높임올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너무 어색해서，또는 본인과 어울리

는 말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비격식체 높임 종결을 사

용한다는 것이다 (박성일 201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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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본 실험에서도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이러

한 점에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하십시

오체'를 선택한 중국인 학습자가 총 168명 중에 124명이 되며 전체

응답자의 73.8%를 차지한다. 반대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전체 76명

중에 57명, 75%가 '해요체'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타

난 것은 교재에서 상대높임법의 화계 높임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외에 실제로 또 다른 이

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3장의 사용 양상에서 밝히도록 한다. 다

시 말하면 상대높임법은 맥락에 의존하는 문법 범주로서, 문법적인

체계를 학습하고 간략한 기술 내용을2)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대화문을 구현하는 것이 외국인에게 있어서

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 판단된다. 상대높임법에서 화계를 정하는

데 있어 작용하는 요인들은 주로 담화 맥락적 차원의 요인들로 이

루어져 있다. 즉 대화참여자의 개별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 상황과

배경, 격식과 비격식 등의 장면적 요인, 더 나아가 예절, 언어문화와

관련된 요인 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학습자

에게는 더욱 구체적이고 간략한 학습 방법이 필요하겠다.

지금까지 상대높임법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 세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2000년부터 사회구조가 급변하고

인간관계 또한 복잡해지면서 높임법은 문법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 논의로는 김정호(2005), 임지룡

(2015), 김슬옹(2009, 2010), 박지순(2014), 이주행(2006), 민현식

(2004), 구본관(2008), 나동숙(2016) 등이 있다. 이 연구들 가운데 이

주행(2006), 나동숙(2016)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어학과 국어 교육의

연구들이며, 이 박지순(2014)만이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양 분야

2)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는 상대높임법 제시 내용으로 보
면 각 화계 간의 경계가 아주 명확하지 않고, 또 대화 참여자 간의 맥락
적 관계도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각 종결어미의 사용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강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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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으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한국어교육에서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연구가 적을 뿐 아니

라, 있더라도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더욱 드문 편

이다. 그 중에서 주로 학위논문에 집중하여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교육 방안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문법 체계, 드라마, 말뭉

치, 대화문을 활용한 방안이 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상대높임법 교육은 기존의 문법 체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한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으로서 담화 맥락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7 국어교육과정에서 '맥락'이라는 용어를 수용하였을 때부터

국어교육학에서 맥락 연구가 시작되었고, 2011 개정에서 다시 의사

소통 맥락을 강조한 만큼 국어교육학에서 맥락에 관한 교육적 수용

의 문제는 중요한 연구과제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신명선

(2013)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 덕분에 '맥락'이라는 용어가 국

어교육학 내에서 주요 교육 내용으로 자리를 잡은 데에는 성공하였

으나 아직까지 그 내용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

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맥락'

의 개념과 유형을 명제적 지식의 형태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

다면 이제는 맥락화 방식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정남(2008)에서는 경어법은 한국어 담화 사용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는데, 단지 문법 교육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담화 교육

적 차원에서 다각도 논의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

은 관점으로 박지순(2014)은 언어는 일종의 사회적 행위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가 처한 광범위한 상황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

고 하였다. 즉 사회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진공 상태에서 발화되는

언어는 없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에서 박지순은 ‘장르’의 정의를 특

정한 담화 공동체가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관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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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일련의 언어적 관습이라고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에 공감하

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담

화 장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2009에 따르면 담

화에서는 발화(문)장 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화자(필)자와 청자(독)자라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 즉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절대적 변인으로 작용하는 높임 표

현이나 사건이 일어난 장면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심리

적 표현 등도 담화 맥락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임스

(Hymes, 1974)는 일찍이 대화 분석의 체크리스트 중 하나로 장르를

제시하였고, 언어와 맥락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문법 기술에

서 맥락의 중요성을 주장한 해윙스와 해윙스(Hewings & Hewings,

2005)에서는 특정한 직업적, 사회적 그룹이 반복적인 의사소통 상황

에 놓이면서 특징적인 문법 구조, 텍스트나 담화를 조직하는 방식인

‘레지스터’를 개발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언어 연구에 있어 장르를

중요한 맥락적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박지순, 2015: 61-64).

특정 장르 상황에서 화자가 상대높임법을 사용할 때 화계 선택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담화 장르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역할 관

계가 고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상황 맥락 중에 담화 장르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상대높임법은 실제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문

법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의 맥락적 요소가 상대높임법 실현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실제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의

역할에 따라 발화의 목적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상대높임법 사용도 달라질 것이다.

상대높임법은 종결어미로 실현되지만, 실제 대화에서 종결어미는

상대높임법 화계 등분뿐만 아니라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등의 문

장 유형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박지순, 2015). 본 연구는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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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나 졸업 후 언어 사용

에 있어서 실용적인 도움이 되도록, 즉 직장 생활이나 학교 진학 등

학생들이 한국어에 노출될 때 상대높임법으로 인한 오해나 난처한

상황을 겪는 것을 막아주고 더 나아가 자연스럽고 성공적인 의사소

통이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박지순(2015)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구어 담화 상황을

격식 장면과 비격식 장면으로 크게 나누고, 담화 장르의 유형은 일

상, 강의, 업무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재중중국인 학습자(CCK), 재한 중국인 학

습자(KCK)와 한국어 모어 화자(KK) 세 집단의 실제 상황에서의 상

대높임법 사용 양상 및 선호하는 문체형을 비교함으로써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큰 목표

내에서 상대높임법의 문법적 정확성과 함께 맥락의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상대높임법 표현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피험자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 분석

2) 상대높임법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및 영향 순위 정리

3)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비교 분석

및 원인 분석

4) 맥락 중심의 상대높임법 교육 내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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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2.1. 상대높임법3)과 관련된 연구

2.1.1. 일반적 상대높임법 연구 동향

일반적 상대높임법이라 함은 순수한 언어적 차원에서 특히 상대

높임법의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관점의 개념이다. 옛말에 “어느

시대를 알려면 그 시대의 언어부터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언어는 그 시대의 소산물이고

산증인이다. 한국어에 있어서 상대높임법은 사회 변화와 관련이 가

장 깊고 오랜 세월 동안 큰 변화를 거친 문법 요소이다. 상대높임법

은 매우 복잡하고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높임법의 체계에

관한 연구는 학자마자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의 쟁점을 정리

하면 상대높임법 체계의 변천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섭

(1974), 서정수(1980), 김종택(1981), 김태엽(2005), 임동훈(2006), 최

석재(2007), 박지순(2014), 이정택(2015), 임지룡(2015), 김서형·홍종순

(2015)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익섭(1974)에서는 상대높임법은 청자의 자질에 따라 화계를 결

정하는 것이라 보고, 상대높임법 체계를 해라체, 반말체, 하게체, 하

오체, 해요체, 합쇼체 6 등급으로 묶었다. 여기서 청자의 자질은 ‘±

하대(평대), ±존대, ±친밀’의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었다.

서정수(1980)에서는 청자대우의 등급은 존대(해요체, 합쇼체)와 비

3) ‘높임법’은 ‘대우법’, ‘경어법’, ‘존대법’, ‘존경법’, ‘존대법’, ‘공대법’, ‘겸양
법’ 등 많은 용어가 있고, ‘상대높임법’에 대해서도 ‘청자대우법’, ‘상대경
어법’, ‘들을이높임법’, ‘상대존대법’, ‘공손법’, ‘존비법’ 등 여러 용어가 사
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 문법에 따라 ‘높임법’과 ‘상대높임법’이라 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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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대(해체, 해라체)의 두 가지로만 나눴다. 그리고 하오체와 하게체

는 따로 특수형태로 간주하였다.

김종택(1981)에서는 평대와 존대의 대립체계를 설정하고, 존대를

다시 수하존대와 수상존대로 나누었으며, 수하존대는 예사존대와 가

진존대, 수상존대는 예사존대, 가진존대, 겸양존대, 겹존대로 나누었

다. 이 체계의 특징은 문법적 차원의 대우법에서 하대를 제외하였으

며, 수하존대 및 수상존대의 경우 선어말어미 ‘-시-’, ‘-오-’에 의해

세분화했다는 점이다.

김태엽(2005)에서는 국어 대우법의 체계가 국어의 보편적인 언어

예절에 부합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현대 국어 대우법의 하위범

주를 확대하여 타인대우법에 속하는 주체대우법, 객체대우법, 청자

대우법 외에 자기대법에 속하는 화자대우법을 더 설정하여 대우법

의 하위체계를 다시 세웠다.

임동훈(2006)은 상대높임법을 일원 체계로 보는 입장이었다. 각

화계를 구분하는 자질로 청자상위, 청저하위, 화자상위, 화자하위 외

에 격식을 설정함으로써 격식성을 하나의 자질로 삼아 각 화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석재(2007)에서는 주로 두 가지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하

게체와 하오체를 다른 화계와 달리 특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불필요하며 화

계 변동의 이유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 훨씬 설명

력이 높고 간결한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박지순(2014)에서는 상대높임법에 관련된 쟁점으로 네 개의 가제

를 제시하였다. 즉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4), 높임의 정도 설정,

4) 박지순(2016: 129-131)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상당수가 해요체를
하십시오체와 마찬가지로 격식적 상황에서 쓰는 화계로 인식하고 있고,
해라체는 비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설문을 통
해 조사한 바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인식 역시 격식 상황에서 ‘해
요체’를 쓸 수 있으며, ‘해라체’는 비격식적 상황에 쓰이는 것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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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체와 하게체의 체계 포함 여부, 화계 중립체인 하라체의 설정

문제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어 교재들

이 화계를 기술하는 방식은 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술

내용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오히려 맥락 속에서 실현

되는 문법 범주라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지룡(2015)에서는 청자대우법의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등급을 중립적인 가치의 1단계 화계, 2단계 화계, 3단계 화계로 나

누었는데 이들 화계의 기본은 무표현 화계와 유표형 화계로 새로

설정하였다.

이정택(2015)에서는 ‘하게체’를 ‘하십시오체’와 함께 격식체 높임

표현으로 파악하고 ‘해라체’를 ‘해체’와 함께 ‘낮춤’이 아닌 비격식적

인 ‘안 높임’ 표현으로 보았으며 ‘해라체’와 ‘해체’는 화자의 심리적

부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서형·홍종순(2015)에서는 하오체와 하게체는 거의 사라져 가므

로 화계 체계에서 제외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하세요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내국인이나 외국인 학습자의 고

급반에서 필요에 따라 이해 차원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

라서 ‘하십시오, 하세요, 해요, 해, 해라’의 1원적 5체계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대높임법 연구 동향은 언

어적 상대높임법의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대다수였다. 그러

나 상대높임법의 체계에 대해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듯이, 누군가의 주장이 더 정확하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 이는 연구자가 상정한 교육 대상, 교육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위의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이익섭(1974), 서정

수(1980), 김종택(1981)처럼 존대, 비존대(격식, 비격식)에 따른 2원

체계로 주장도 있고, 임동훈(2006), 김서형, 홍종순(2015)에서 언급한

것처럼 1원적 체계로 정리할 수도 있다. 최석재(2007)에서도 역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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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화계의 체계

는 간략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지룡

(2015)에서는 화계를 위계를 하여 단계별 교육 진행하는 것을 권장

한 바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대높임법 화계 체계의 연구 동향은 점

차 간략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듯이, 외국인 학습자에게도 이 복잡

한 문법을 쉽게 교육한다는 방향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듯하다.

한편, 일반적 상대높임법은 순수한 언어적 차원에서 상대높임법의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관점의 개념인 만큼 처음에는 분석 대상

이 체계에만 치중되었다. 하지만 최석재(2007), 박지순(2014), 이정택

(2015)을 거치는 최근 연구에서는 화청자 간의 관계, 맥락 속에서

실현되는 문법, 화자의 심리적 부담 등 화용적 요인이 분석 대상으

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교육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도

상대높임법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담화맥락에 따른 관

점을 통해 교육을 구체화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먼

저 상대높임법을 높임과 안 높임으로 대분류하고, 세부적으로 격식,

비격식에 따라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6개 화계로 재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여기서 특히 하오체와 하게체의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 사라져 갈 추세가 보이지만, 뉴스, 광고, 드라마 같은 매체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계임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육할 가치가 있

다. 다만 초급 학습자에게는 인식 차원에서 도입하지 않고, 중고급

학습자에게만 이해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한편,

명료한 분석을 위해 화청자 관계를 단순히 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높임표현을 반영하였다. 20대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연구인만큼 연구 피험자를 20대로 고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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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맥락적 상대높임법 연구 동향

맥락적 상대높임법은 언어 외적 맥락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다.

상대높임법은 맥락을 의존하는 문법으로서, 특히 담화 상황에서의

맥락 요인을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맥락적 상대높임법 연

구는 사회언어학적 상대높임법 연구와 비슷한 입장에서 다루는 것

으로 볼 수 있다5).

맥락적 상대높임법에 관한 연구로는 남기심(1981), 유송영(1994),

박영순(1995), 이정복(2006), 김정호(2005), 임지룡(2015), 김승옹

(2009, 2010), 박지순(2014ㄱ, 2014ㄴ), 임지룡(2015), 이경우(2004),

신호철(2012), 성기철(1999), 윤상석·이동은(2012), 이주행(2006), 허봉

자(2006, 2007), 민현식(2004), 김정남(2008), 구본관(2008), 왕문용

(2008), 나동숙(2016) 등이 있다. 그리고 국어학의 관점에서의 연구

로는 남기심(1981), 유송영(1994), 박영순(1995), 김정호(2005), 이정

복(2006), 왕문용(2008), 임지룡(2015) 등이 있다.

한국어에서 높임법은 발화 상대를 적절히 대우하여 말하는 언어

규칙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 발화 상황, 화자의 태도 등과 같은

사회적인 관계를 표시한다. 따라서 높임법을 학습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관계와 맥락 요소6)

5) 사회언어학적 상대높임법은 순수언어학적 규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언어 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맥락적 상
대높임법에 대한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사회언어학 측면에서 일반적
으로 사회적 신분(나이, 성별, 지위)과 화·청자의 개별 관계, 발화 장면
등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문법적인 규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맥락적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
다.

6) 국어의 높임법은 이러한 점에서 화용론적이다. 따라서 이미 언어 구조에
반영되어 있는 화용론적인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높임법 연구의 목표라
고 할 수 있다. 언어적인 발화가 청자에게 이해되는 데 필요한 문화적,
언어적인 문맥 자질로 역할(role)과 지위(status)에 대한 지식, 발화가 이
루어지는 공간적․시간적 위치에 대한 지식, 장면의 격식성 층위에 대한
지식, 매체의 성격에 관한 지식을 들 수 있는데(Lyons, 1977: 574-584)



- 13 -

를 학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손호민(1983)에서는 동일한 화

자가 동일 담화 내에서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교체해 사용하는

현상을 통해 두 화계가 힘에서는 동일하고 유대에서 차이를 보인다

고 하면서, 화계의 교체를 문체적인 것(stylistic)으로 해석하였다(박

지순 2015ㄱ에서 재인용). 이와 더불어 ‘해체’와 ‘해라체’를 높임의

정도에 차이가 없는 화계로 보는 견해는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손호민 1983; 이익섭․임홍빈 1983; 이익섭․채완 1999).

남기심(1981)에서는 존대법에 있어서의 모든 발화는 단순화, 자기

와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이를 높이는 경향, 비격식체의

사용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회 계층의 존재가

고정적이 아니고 서로 넘나들며, 인간관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핵단

위화해 가고, 수평화해가는 사회구조의 변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송영(1994)에서는 청자에 대한 대우를 ‘힘’과 ‘유대’의 개념을 이

용하여 이것을 토대로 국어 청자 대우법 체계화의 또 다른 기능성

을 모색해 보았다. ‘힘’과 ‘유대’의 정도성에 따라 각 등급의 상대적

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이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동일한 청자에

게 여러 대우 등급을 사용하는 상황에서처럼 화자의 의지에 의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의 ‘힘’과

‘유대’의 정도에 대한 의도적인 조절이 상황에 따라 청자에게 적합

한 등급의 대우어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혹은 도덕적, 윤

리적인 면에서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체계외적인 제약이 있다

고 하였다.

박영순(2003)에서는 상대높임법은 순수언어학적 문법만이 아닌 사

회언어학적 규칙을 포함한 확대된 의미의 문제에 포함된다. 사회적

변인에 따르면서도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경어법의 요체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상대높임법을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이러한 요소들은 높임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이
라 할 수 있다(임동훈, 200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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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적절한 동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그 등분에 따라 적절

한 문장의 어미와 호칭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동일 대

상에 대하여도 화자 자신의 연령, 성별, 사회 계층, 출신 지역, 발화

가 일어나는 때와 장소 등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높임법은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을 가지

고 계속적인 현장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호(2005)에서는 1920년대에 비해 1970년대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청자 높임법의 등급은 합쇼체, 해요체, 해체라 밝히면서

합쇼체 사용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현상을 남성 화자들의 합쇼체

사용 증가로부터 찾았으며, 그 원인으로 공적 관계 중심의 사회 발

전과 교육이나 다양한 사회문화의 변화 가운데 특히 군사 문화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상대높임법을 분석할 때에는 화

청자의 관계와 그 관계의 성격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관점을 유

지하며 진행되었다.

이정복(2006)에서는 경어법의 개념 인식 및 연구 태도와 관련하여

서는 문법 중심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살폈고 사회언어학적 관점

에서 이해 및 기술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경어법의 개념 인식과 연

구 태도, 연구되고 있거나 연구 필요성이 높은 주요 경어법 현상,

연구 대상 집단과 연구 방법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결국 사회

언어학 연구를 통해야만 비로소 경어법의 온전한 이해와 충실한 기

술이 완성될 수 있으며, 경어법으로 인한 갈등 등 언어공동체 속 상

호 작용에서 드러나는 경어법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정복은 사회와 관련짓지 않은 논의는 피

상적이고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문법 중심의 연구

에서 부차적으로 보았던 언어 외적 요인들이 상대높임법의 연구에

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화자들의 개

인적인 생각이 잘 반영된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하여 연구를 할 때

더욱 유의미하고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인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공동



- 15 -

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상대높임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입장을 가지고 현대 우

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더욱 큰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왕문용(2008)에서는 상대높임법의 전환은 일종의 사회언어학의 부

호 전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상대높임법의 전환을 유형화하여

자유로운 전환과 외적 장면에 따른 전환, 화자의 내적 감정에 따른

전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전까지 연구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화자의 희로애락과 청자와의 감정의 결 변화 등 화자의

감정 변화에 따른 상대높임의 전환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유의

미한 연구로 보인다.

임지룡(2015)에서는 상대높임법 교육은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의 목표를 차별화하여 교육 시켜야 하고, 문형을 화행과 연결시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높임법 실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한국 문화에 대한 체

계적이고 분석적인 통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청자대우법은 언

어과학에서 언어, 마음, 인간의 ‘사회문화적 경험’ 간의 관계를 다루

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지

룡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국어의 상대높임법은 1차적으로 어말어미

에 의하여, 2차적으로는 선어말어미에 의하여 화자의 의도가 섬세하

게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화계의 운영

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대우 의향에 따른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담화 맥락 측면에서의 상대높임

법 연구는 대부분 인식과 태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힘’과 ‘유대’에

따라 청자의 대우를 결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더 구체적

으로 본다면 주로 사회적 높낮이, 예의, 또는 화·청자의 개인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중요한 영향 요소로 정리될 수 있을 듯

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담화 맥락 측면에

서 화·청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높낮이’를 가리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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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성별 요소, 사회적 예의, 체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격식, 비

격식 발화 장면, 대화 장르, 또한 화자가 개인 관계의 영향을 미치

는 친소관계와 만남 여부 등 맥락 요인이 상대높임법 화계를 선택

에 영향 요소로 보기로 한다.

2.2. 상대높임법 교육과 관련된 연구

2.2.1. 국어교육에서의 상대높임법 교육

국어 교육에서의 연구로는 성기철(1999), 이경우(2004), 구본관

(2008), 김슬옹(2009, 2010), 신호철(2012), 박지순(2014), 임지룡

(2015)등이 있다.

성기철(1999)에서는 20세기 청자대우법 화계의 변천과 사회언어학

적 요인을 살펴보았으며, 나이보다 신분이 우선하는 인식이 지배적

이던 시기로부터 계층 개념의 붕괴를 거치면서 비엄격성과 비격식

성이 특징적인 화계가 발달해온 과정을 밝혔다.

이경우(2004)에서는 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적 입장에

서 근세국어에 나타난 상대경어법에 관여하는 비언어적 요소로서

친족관계, 혼인에 의한 친족관계, 약간의 타인관계를 살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경어법은 사회적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야

이고 사회가 변하는 속도에 비례해 언어 역시 변하고 있다고 하였

다.

구본관(2008)에 의하면 경어법은 국어의 전통 문화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있어 국어 문화 내지 국어 생활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각 시기의 높임법 사용 양상의 차이를 사회문화적 조건과

관련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김슬옹(2009)에서는 맥락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2007년 개정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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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 과정에서의 맥락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맥락’ 범주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 하위 요소를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

맥락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맥락’은 언어생활에서 고려해야 할 상황

과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주장하였다.

신호철(2012)에서는 언어 학습에 있어 주변적인 요소인 ‘언어 환

경’이 바로 ‘맥락’에 해당된다고 파악한다. 문법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높임법의 정의, 높임법의 체계,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 내용,

높임 표현의 학습 활동 등을 대상으로, ‘담화·맥락’이라는 기본 관점

을 통해 기존 문법 교과서와 신문법 교과서에 기술된 높임 표현의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박지순(2014)에서는 상대높임법은 문화와 연계시켜 교육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세부적으로 국어 교육에서는 문법 교육을 통해 문법

체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언어를 사

용하게 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을 키우는 동시

에 이를 자신의 언어생활에 적용하여 능동적인 언어 사용 주체가

되게 하며, 국어와 국어 문화의 주체로서 개인의 삶과 사회를 성찰

할 뿐 아니라 국어 문화 발전에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전인적인 목

표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임지룡(2015)에서는 상대높임법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문

법론적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담화 화용론적 시각 및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상대높임법이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변

화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2.2. 한국어교육에서의 상대높임법 교육

한국어교육에서의 상대높임법과 관련한 연구로는 민현식(2004),

이주행(2006), 허봉자(2006), 김정남(2008), 윤상석·이동은(2012), 박지

순(2014ㄱ, ㄴ), 나동숙(2016) 등이 있다.

민현식(2004)에서는 한국어 교육기관이 교육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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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중요하게 반영한다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교육과정 자료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어교재)에서는 대부

분의 기관이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교재 내용에 반영하고

있다. 고려대가 1-6급에 ‘문화’를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위계화한 유

일한 경우이며, 서울대도 2급부터 한국 문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는 교재 4-6권에서 국내 교재 중 가장 상세하게 문화 내용을

읽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화여대 교재도 ‘쉼터’로 문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경희대는 1-4권에서 ‘한국문화’를 명시하고 있고 5-6권

에서는 대부분 교재 내용으로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하였다. 필자가

한국어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문학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걸친 교육을 세부 영역 중 하

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행(2006)에서는 우선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어법을 살피고, 교

수자가 외국인 학습자의 1차 언어와 한국어의 경어법의 차이를 알

고 교육시켜야 함을 강조한 후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재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과 문화적·사회적 배

경을 고려하여 교재를 새로 제작하여 교육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허봉자(2006)에서는 학년별로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어법 범주별

오류와 양상별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 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

여 효과적인 경어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경어법 교육 시

일대일 번역을 소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들의 사

용 특성을 제시한 후 사회적 변인에 따른 상황에 적절한 사용방법

의 제시와 역할극과 같은 활동을 통한 실제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호칭 표현을 교육함으로써 학습자가

시간을 가지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

히 학년별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다른 만큼 적합한 지도가 필요

하며, 2학년 학습자인 경우 모국어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단계이

기 때문에 대조분석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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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분석의 접근 방법에 따른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며, 한국어

와 중국어의 경어 표현 어휘와 관련하여, 그 사용법에 대한 차이점

까지 섬세하게 제시해 준다면 학습자의 모국어와의 차이로 인한 대

치 오류율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정남(2008)에서는 경어법을 단순히 문법론의 대상으로 보는 것

에 그치지 않고 가변적이고 상황 중심적인 담화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어 교재 속에서 경어법 사용의

다양한 맥락을 만들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경어법이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요소들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소, 문법 요소,

어휘적 요소, 의미상의 ‘상대성’ 및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상대높임이라는 체계보다는 경어법과 관련 표현 항목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담화문을 통해 의미와 용법을 이해시켜

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정남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어법 교육이 잘

못되었음을 밝히며 새로운 교수 방법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는 쟁

점7)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상석·이동은(2012)에서는 한국어의 격식체 경어법의 사회적 맥

락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사회적 의미

와 담화 기능을 살펴보았다. 합쇼체의 어미들이 존경을 나타내는 경

우가 아니라도 새로운 사실의 전달이나 심각한 담화 상황에서 주로

7) 1. 한국어 담화 사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어법은 단지
문법 교육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담화 교육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논의되
고 교육되어야 한다. 2.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학의 경어법 관련 연구
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한국어 교육적 내용으로 걸러져야 한다. 3. 기
존 국어학의 주체존대, 객체존대, 상대존대식의 경어법 체계보다는 경어
관련 표현 항목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 항목들의 의미와 용법을 구체
적인 담화문을 통해 이해시켜야 한다. 4. 경어법 관련 문법 항목으로는
문말어미와 선어말어미 ‘-시-’, 그리고 어휘 항목으로 대명사, 명사, 동
사/형용사, 조사 등이 있다. 5. 경어법은 구어와 문어에서 달리 나타나므
로 이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교육해야 한다. 6. 한국어
의 경어 관련 의미는 문법적인 화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행
에 수반되는 청자에 대한 부담 정도와 문장 종결법과의 관계에 따라 나
타나는 것이며 여기에 경어법의 상대성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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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등 경어법 선택에 있어서 단순하게 존경과 격식의 정도만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박지순(2014)에서는 상대높임법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있어서 형태

적으로 복잡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

탕이 되어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학습 항목

이라고 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상대높임법 교육 내용은 언어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소에는

발화 상대자와의 연령차, 지위에 따른 사회적인 관계 규정이나 사회

적 맥락에 따른 역할에 대한 지식이 포함될 뿐 아니라 상대높임법

이 부호화하는 발화 맥락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이해 역시 포함된다

고 하였다.

나동숙(2016)에서는 현대 구어의 일정 부분과 문어 및 대중매체에

서의 사용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오체와 하게체를 사용하는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에게 하오체와 하게체에

관한 문화적 문식성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상대높

임법 하오체와 하게체에 관한 교육은 담화의 상황에 따른 맥락에

관한 이해,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 화계 선택 등 한국적

인 사회 문화 속에 녹아있는 문화적인 문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려가 교재 내용 속에 충분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서형(2017)에서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을 분석하여 화청자 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실제성을 반영하여 잘 만들어진 대화문인지를 연구하였다. 이때 화

청자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변인으로 ‘대화 주제, 상대높임법,

호칭어, 인접쌍’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고, 그러한 변인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화청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화문을 구성한

대화문이 고루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한국어 학습

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결

론적으로 사회언어학적 변인들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실제성을 높이고, 화청자 간의 관계를 고려한 사회적 상황을 대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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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영하여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한국어교육에서 상대높임법의 실제적인 교육 방법에 관한

논의로는 정지호(2013), 김서형(2017), 김정남(2008), 박성일(2010),

한신신(2013), 장천애(2014), 왕융(2012), 한신신(2013) 등이 있다.

정지호(2013)에서는 본고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사용하는 교재를 분석하기도 하고, 다양한 상황

과 관계를 상정한 설문지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사용 실태를 비교 분석하기도 하였다. 정지호는

상대높임법의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이분법적인 기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

다.

김서형(2017)에서 역시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을 분석하였는데, 앞

서 확인한 화청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네 가지 변인(대화

주제, 상대높임법, 호칭어, 인접쌍)와 관련하여 네 가지 교육 방법의

방향8)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정남(2008)에서 상대높임법은 한국어의 담화 사용에서 특히 중

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각도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구

체적으로는 기존 국어학의 경어법 체계보다는 한국어교육에 맞게

정리된 경어 관련 표현 항목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항목들의

의미와 용법을 구체적인 담화문에 녹여 학습자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성일(2010)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전자우편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보았는데,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교

육에서 경어법 사용에 대하여 옳고 그르다는 이분법식의 구분을 하

8) 첫째,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제시를 통해 학습자들이 새로운 관계에서
도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관계
에 따라 사용하기 곤란한 주제들을 언급해야 한다. 셋째, 격식체와 비격
식체의 상대높임법을 대화문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 넷째, 실제 한국인
화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호칭어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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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말고,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 기술 규칙을 제시해야 한다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특히

경어법 교육은 구체적인 상황과 문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어 모어 화자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의문문에서의 교육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왕융(2012)에서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높임법 교

육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의 사용 상

황에 따라 화계와 어말어미를 사용하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몇 가지

를 지적하였는데, 먼저 제시와 설명 부분에서 각 화계의 어말어미를

전면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고, 설명 부분에서 같은

등급의 합쇼체와 해요체, 그리고 해체와 해라체의 차이에 대해 설명

하는 동시에 중국어 설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습과 활동 부분에서는 대화 상황과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명

시되어야 하고, 각 화계와 어말어미, 화계 구분을 전반적으로 연습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어 상대높임

법의 화계를 모두 학습한 후에 다양한 화계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신신(2013)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높

임법과 관련하여 드라마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투와 억양, 다양한 표

현들과 함께 문화생활 양식까지 잘 녹아 있는 드라마를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 동기를 고양시킬 뿐만 아니라 높임법의 사

용 양상을 그대로 전달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장천애(2014)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렵게

느끼는 한국어 상대높임법 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한국어 교재

분석과 중국인 학습자들의 설문 조사 자료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

들이 공부하는 교재의 내용과 교육 과정, 그리고 수업 진행 방식이

오류의 종합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천애에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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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과정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상대높임법 교육 모형은, ‘학습목

표(學習目標) → 도입 - 해 봅시다(导入 - 试一试) → 해설 - 배웁

시다(解释 - 学一学) → 연습과 활동 - 해봅시다(练习与活动 - 做一

做) → 평가 - 생각해 봅시다(评价 - 想一想) → 마무리(结束)’의 모

형으로, 의사소통식 교수법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상황에 따른 상

대높임법의 화계와 어미를 사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효진(2017)에서는 해라체 종결어미 ‘-다’에 대한 기능을 알아보

고 그에 대한 교육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실제 한국어 모어 화자들

의 언어생활에서 높은 빈도수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 사용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상대높임법의 교육

목적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효진은 실제 언어 현

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맥락 분

석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맥락 요인이 X일 때 화자가 종결어미 {-다}를 쓰는 확률

이 높아진다.”라는 식의 설명을 제시하며, 이는 제2언어 교육의 주된

목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부합한다고 하여 문법 요소를 가르칠

때 맥락 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대높임법은 국어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어교육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어교육과와는 달리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

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한국어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담화

맥락을 고려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

제 담화 상황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임효진(2017)에서

도 담화 맥락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상대높임법 교육에 있어서도 이

러한 담화 맥락의 제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상대높임법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면

서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초창기에는 상대높임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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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및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상대높

임법의 사회언어학적 가치에 더욱 주목하게 되면서 맥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는 상대높임

법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담화 맥락과 연계하여 살펴본 연구들

이 초창기부터 다수 이루어졌는데 교재 및 실제 담화문을 토대로

하여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실제적인 변인과 이에 영향

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학습자가 상대

높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통사적인 차원에서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담화 맥락 차원에서의 정

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이하 CCK), 한국어 모어 화자

(이하 KK), 재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이하 KCK) 세 집단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세 주요 연구 대상 및 비교 집단의 선정 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CK)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CK)의 선정 기준은 중국 정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20대 중, 고급 한국어 학습자이

다. 대학교 전공생으로 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중국에서 한국어 학습

자는 취미와 같은 일상적인 목적보다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이고, 또한 본 논문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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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다. 또한 중국에서 교수-학습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 상대높

임법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초급 1-2권에 제시되어 있고 3-4권에서

는 많이 제시하지 않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상대높임법 관련 문법

지식은 초급 교재에서 받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급 학습자들은 문법적 체계를 습득한 데 비해 어휘가 한

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장을 구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중국인 중,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어

구사 능력의 기준은 TOPIK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한 자 혹

은 중국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다니고 있는 전공생 중 신입생을 제

외한 2, 3, 4학년 재학생으로 정한다. 예비실험에 참여한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는 중국 중안민족대학교 조선어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

년 학생 13명과 광동외어외무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7명이었다. 그리고 본 실험에 참여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연변

대학교 51명, 청도농업대학교 78명, 연태 노동대학교 31명, 광동외어

외무대학교 22명, 서안외국어대학교 38명이었다.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표Ⅰ-1>과 같다.

2) 한국어 모어 화자(KK)

한국어 모어 화자(KK)의 선정 기준은 전공에 상관없이 표준어를

사용하고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학생이다. 표준어 사용자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상대높임법 사용에 있어서 지역 방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을 한정한 것이다. 설문지 문항

중 개인 정보에서 지역 선택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서울·경기를 선

택한 참여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고, 다른 지역을 선택한 참여자

대학교 연변대학
청도농업

대학

연태

노동대학

광동외어

외무대학

서안외국

어대학
총 집계

참여

인원
51 78 31 22 38 220

표Ⅰ- 1 CCK 집단 연구 피험자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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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외시킨다. 예비실험에 참여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서울대학교

3, 4학년 재학생으로 총 15명이고, 이중 표준어 사용자가 아닌 3명

을 제외한 유효 답안지는 12부였다. 그리고 본 실험에 참여한 한국

어 모어 화자는 서울대학교 33명, 한양대학교 79명이었다.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표Ⅰ- 2>과 같다.

대학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총 집계

참여 인원 33 79 112

표 Ⅰ- 2 KK 집단 연구 피험자의 구성

3)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KCK)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KCK)의 선정 기준은 한국에

서 대학교 혹은 언어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20대 중, 고급 한국어

학습자이다. 중,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기준은 TOPIK 한국어능력시

험 3급 이상 취득한 자 혹은 한국 대학교 언어기관에서 3-6급을 공

부하고 있는 학습자이다. 화자의 나이는 높임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구대상 연령층의 설정에 있어서 세 집단의 연령을 같은

범위로 정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선정기준을 대학교 전공생

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20

대로 연령대를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선정 기준 역시 20대로 범위를 잡았

고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참여자는 제외한다. KCK의 경우는 예

비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본 실험에만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대학교 재학생 13명, 한양대학교 17명, 경희대학교 6명, 중앙대학교

7명, 동국대학교 5명, 건국대학교 10명, 전북대학교 41명이 조사에

답변을 하였다.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 <표Ⅰ-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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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서울 한양 경희 중앙 동국 건국 전북
총

집계
참여

인원
13 17 6 7 5 10 41 99

표 Ⅰ- 3 KCK 집단 연구 피험자의 구성

본조사(本調査)는 2018년 5월 21일부터 2018년 7월 23일까지 실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31명의 참여자에서 요구에 맞지 않게 응답한

답안지를 제외하고 총 329부 유효 답안지를 추출하였다. 모집한 연

구 대상의 인원수 및 성별 정리한 결과는 다음 <표Ⅰ- 4>과 같다.

최종적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168명, 한국인 모어 화자는

76명,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85명으로 총 329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세 집단 모두 여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여성 147명, 남성 21

명으로 여성의 비율(87.5%)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모

어 화자의 경우 여성 45명, 남성 31명이 참여했고, 한국에 있는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여성 58명, 남성 27명이 응답하면서 두 집단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 재중중국인 한국인 재한중국인 합계

성별

빈도

남 여 남 여 남 여
329

21 147 31 45 27 58

총 빈도 168 76 85 329

퍼센트 51.1% 23.1% 25.8% 100.0%

표 Ⅰ- 4 세 집단 연구 피험자의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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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를 보면 TOPIK에 있어서는 전체 피험자 329명 중에서

178(54.1%)명 취득자였다. 이를 제외하고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151

명(45.9%)이고, 그 중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76명이었다.

TOPIK시험의 주요 목적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시험의 응시

대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이거나 국내외 한국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

자 등이다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CK) 168명 중 93명이 TOPIK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55.3% 비율이다. 조사에 참여한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대부분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학교

마다 졸업규정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으며, 졸업 자격으로 토픽 자격

증을 요구하는 학교에서는 역시 많은 학습자가 토픽시험을 본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졸업하기까지 1, 2년이 남아, 아직 시

험을 보지 않고 준비 중인 학생이 45.7%를 차지한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KCK)의 경우는 85명 전원 TOPIK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는 한국 대학교 지원 자격10) 중 하나로 토픽 자격증 3

9) 한국어능력시험 TOPIK 홈페이지
http://www.topik.go.kr/usr/cmm/index.do# 응시대상 참고.

10) 서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international,
2019학년도 전기 글로벌인재특별전형 학사신입학 모집안내 9쪽 지원자
격 중 언어능력 항목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시험(TOIPK) 3급 이상, 또는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증빙 서류 예) 한국어능력시험KLAT(구 KLPT),

집단 재중중국인(CCK) 재한중국인(KCK)
등급 3급 4급 5급 6급 3급 4급 5급 6급
중·고급별 2 35 34 22 13 38 16 18

중·고급 집계 37 (22%) 56 (33.3%) 52( 61.1%) 33 (38.9%)

전체집계 93 (55.3%) 85 (100%)
총 집계 178 (54.1%)

표 Ⅰ- 5 연구 피험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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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연구 참여자가

토픽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어 모어 화자(KK)에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은 불필요하기도 하고 응시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76명 전원 토픽시험을 참여하지 않았다.

TOPIK 자격증을 보유한 참여자를 급수에 따라 분류하면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의 경우 3급 취득자 2명, 4급 취득자 35명, 5급 취득자

34명, 6급 취득자 22명이고, 이 집단에서는 4급을 취득한 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한습자의 경우는 3급 취득자 13

명, 4급 취득자 38명, 5급 취득자 16명, 6급 취득자 18명이고, 역시

4급 취득자가 가장 많았다. 이를 합산하면 TOPIK 3급 취득자 15명,

4급 취득자 73명, 5급 취득자 50명, 6급 취득자 40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전체적으로 4급 취득자가 많았고, CCK집단보다 KCK집단의 응답자

의 한국어 능력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습 기간에 따라 설문 참여자를 분류하였을 때 ‘한 번도

없었다’가 76명(23.1%)인 것을 보면, 이 응답자가 한국인으로 추정된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4급 이상의 경우에 수료자 지원 자격이 된
다고 명시하였다.

빈도 퍼센트

배운 기간

없다 76 23.1%

1년 2 0.6%

2년 50 15.2%

3년 158 48.0%

4년 32 9.7%

5년 11 3.3%

합계 329 100.0%

표 Ⅰ- 6 연구 피험자의 한국어 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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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서 3년으로 응답한 수가 158명(48.0%), 2년이 50명(15.2%),

4년이 32명(9.7%), 5년이 11명(3.3%), 1년이 2명(0.6%)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CK) 168명에서 2년 학습자 26명, 3

년 학습자 117명, 4년 학습자 25명으로 구성되었고, 한국에 있는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KCK)는 1년 학습자 2명, 2년 학습자 24명, 3년

학습자 41명, 4년 학습자 7명, 5년 학습자 11명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CK)의 경우 학습기간이 약 3년 전후로 집중되어 있는 한

편,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KCK)는 학습 기간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는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이 되어, 3년쯤 공부한 학습자 수

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2. 연구 방법

3.2.1. 설문지의 구성 기준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겸하여 설문조사, 담화완성테

스트, IBM SPSS statistics 21.0 통계 분석, 사후 면담 등의 방법으

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설문지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대높임법

에 대한 인식과 실제 의사소통에서 담화 장르별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를 밝

히며, 같은 상황에서 화계 선택과 문체형의 선호 순위를 보았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전체 3부로 구성한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의 내용이다. 제1부에서는 참여자의 개인정보과 상대높

임법에 대한 인식 양상을 조사하였다. 제2부에서는 주로 사용 양상

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실생활 상황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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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여 일상대화, 강의담화, 업무대화 세 가지 담화 장르로 구성하

였고,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성별, 나이, 친소 관

계, 만남횟수, 발화장면 장르 등 6가지로 범주화하여, 서술, 의문, 감

탄, 명령, 청유 5가지 문체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제3부에서는

설문지 제2부에서 응답자의 선택이 화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한 담화를 시작하는 위치인 만큼 평서문 사용이 매

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담화완성테

스트(DCT)를 이용해, 이를 통해 평서문 선택 확률을 높이도록 하였

다. 또한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성별관계와 나이관계가 다른 변인에

비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

문항의 구성 요소로 성별과 나이를 선택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1부

12개, 2부 54개, 3부 12개로 구성되어 총 78개 문항이다.

질적 연구는 설문지 분석과 사후 심층 면담11)으로 구성된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학습자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상대높임법 습득 방법과 수행 능력, 즉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이해

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제2부가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에 대한 조

사이며, 문항을 구성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가지 요인을 골고루 고려하기 위해 경우의 수를 이용해 문항

구성 기준을 정리하였다. 아래의 기준을 표로 구성한 내용이다. 아

래 표와 같이 일상대화는 모두 비격식 장면(-), 강의담화와 업무대화는

모두 격식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나머지 4가지 요인인 연령(=, +, -), 성

별(+, -), 만남 횟수(+, -), 친소관계(+, -)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장르별

로 골고루 24개 기준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초면(-)인 사람과는

친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제외시켰다. 즉 ‘장면-, 연령=, 성별+,

만남 횟수-, 친소관계+' 같은 기준은 본 연구에서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설

문지 제2부는 장르별 18개 총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1) 서울대학교 IRB규정에 따라 면담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학생에게만 해
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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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

장르

문항

번호
장면 연령 성별

만남

횟수

친소

관계

문항

유형
일상대화 1 - = + + + 선택형
일상대화 2 - = + + - 선택형
일상대화 3 - = - + + 선택형
일상대화 4 - = + - - 선택형
일상대화 5 - = - - - 선택형
일상대화 6 - = - + - 선택형
일상대화 7 - + + + + 선택형
일상대화 8 - + + + - 선택형
일상대화 9 - + - + + 선택형
일상대화 10 - + + - - 선택형
일상대화 11 - + - - - 선택형
일상대화 12 - + - + - 선택형
일상대화 13 - - + + + 선택형
일상대화 14 - - + + - 선택형
일상대화 15 - - - + + 선택형
일상대화 16 - - + - - 선택형
일상대화 17 - - - - - 선택형
일상대화 18 - - - + - 선택형
강의대화 19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0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1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2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3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4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5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6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7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8 + + + - - 선택형
강의대화 29 + + - - - 선택형
강의대화 30 + + - + - 선택형
강의대화 31 + - + + + 선택형
강의대화 32 + - + + - 선택형
강의대화 33 + - - + + 선택형
강의대화 34 + - + - - 선택형
강의대화 35 + - - - - 선택형
강의대화 36 + - - + - 선택형
업무대화 37 + = + + + 선택형
업무대화 38 + = + + - 선택형
업무대화 39 + = - + + 선택형
업무대화 40 + = + - - 선택형

표 Ⅰ- 7 설문지 문항 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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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설문지의 제2부는 총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장르별 5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기준표를 만들어 각

장르의 영향 요인에 따라 24개의 기준으로 균등하게 설정하였다. 그

러나 실제 상황에서 초면인데다 아예 만난 적이 없는 사람과는 친

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이러한 요인 구성은 불가능하

므로 제외시켰다. 즉 ‘장면-, 연령=, 성별+, 만남 횟수-, 친소관계+’,

‘장면-, 연령=, 성별-, 만남 횟수-, 친소관계+’ 등 표에서 문항 번호

를 표시하지 않은 기준은 본 연구에서 제외시킨 경우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설문지의 제2부 내용을 다루었다. 구체적인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3.2.2. 설문지의 내용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대화 41 + = - - - 선택형
업무대화 42 + = - + - 선택형
업무대화 43 + + + + + 선택형
업무대화 44 + + + + - 선택형
업무대화 45 + + - + + 선택형
업무대화 46 + + + - - 선택형
업무대화 47 + + - - - 선택형
업무대화 48 + + - + - 선택형
업무대화 49 + - + + + 선택형
업무대화 50 + - + + - 선택형
업무대화 51 + - - + + 선택형
업무대화 52 + - + - - 선택형
업무대화 53 + - - - - 선택형
업무대화 54 + - - +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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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성 내용

제 1부

개인 정보

및 인식

조사

(12 문항)

개인 정보: 성별, 국적, 연령, 학년, 고향, 연락처

CCK와 KCK의 경우: 한국어 학습 시간 및 기간,

TOPIK 등급

상대높임법의 개념,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제 2부
객관식 문항

(54 문항)

일상대화에서 영향 요인에 따른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

양상 (18문항)

강의담화에서 영향 요인에 따른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

양상 (18문항)

업무대화에서 영향 요인에 따른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

양상 (18문항)

제 3부
주관식 문항

(12 문항)

일상대화의 성별, 나이에 따른 DCT 담화 완성 (4문항)

강의대화의 성별, 나이에 따른 DCT 담화 완성 (4문항)

업무대화의 성별, 나이에 따른 DCT 담화 완성 (4문항)

표 Ⅰ- 8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

1) 제1부 설문지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룬 인식 조사의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

다.

첫째는 상대높임법에 관련된 개념 지식에 대한 인식이다. 상대높

임법의 정의, 화계에 대한 이해, 격식체와 비격식체라는 상대높임법

의 구체적인 갈래 등 문법지식 차원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살

핀다.

1. 본인은 상대높임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 네 ☐ 아니요

☐하십시오 ☐해요 ☐해 ☐하오 ☐하게 ☐해라

☐ 안다 ☐ 모른다
둘째는 상대높임법을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난이도를 어떻게 파

악하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연구 참여자가 상대보다 먼저 말이나 질

2. 상대높임법의 화계(话阶)를 아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3. 본인은 격식체, 비격식체라는 용어를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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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하는 상황과 상대의 말에 반응을 하는 상황 사이 상대높임법

사용 난이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네 ☐ 아니요

☐ 네 ☐ 아니요
셋째는 장르별 화계 선택에 관한 인식이다. 연구 참여자가 일상대

화, 강의대화, 업무대화를 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지배적인 화계

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하십시오 ☐해요 ☐해 ☐하오 ☐하게 ☐해라

☐하십시오 ☐해요 ☐해 ☐하오 ☐하게 ☐해라

☐하십시오 ☐해요 ☐해 ☐하오 ☐하게 ☐해라
넷째는 각 맥락 요인이 상대높임법 화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인식이다. 화계 선택에 영향을 주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제

시한 후 연구 참여자가 본인의 언어생활과 해당 요인 사이 연관성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 네 ☐ 아니요

☐ 네 ☐ 아니요

☐ 네 ☐ 아니요

5. 본인은 상대의 말에 대답할 때 종결어미 선택이 어렵나요?

4. 본인은 발화상황에서 상대보다 먼저 말할 때 종결어미 선택이 어
렵나요?

6. 일상생활에서 친한 친구에게 말할 때 당신의 상대높임법 화계 선
택은 무엇입니까?

7. 발표시간에 당신이 친한 동기에게 질문하려고 할 때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은 무엇입니까?

8.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친한 동료에게 질문할 때 당신의 상대높임
법 화계 선택은 무엇입니까?

9. 당신이 말할 때 상대의 성별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대해 영

향을 줍니까?

10. 당신이 말할 때 상대와의 만남 횟수는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대해 영향을 줍니까?

11. 당신이 말할 때 상대의 연령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대해 영

향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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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 아니요

2) 제2부 설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설문지 내용은 1부, 2부 모두 선다형으로 구성된다. 1

부에서는 개인 정보와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양상을 이해하는 대

로 선택하면 된다. 2부에서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문장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을 선택하게 한다. 설문

지를 만들 때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설문조사의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상대높임법의 6가

지 화계를 설문지에 모두 반영하였다. 그러나 상대높임법은 종결어

미를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화계 등분뿐만 아니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등의 문장 유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였으

<일상대화> 아래와 같이 대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화자는 모두 본

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어질 수 있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화자(話者): ‘나’

청자（聼者）: 40대, 여성, 구면(아는 사이), 친함

상황: 세탁소에서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있다.

화자: ____________________

청자: 패딩 드라이 한번 7000원이야~

①. 아주머니, 패딩 드라이 얼마야?

②. 아주머니, 패딩 드라이 얼마예요?

③. 아주머니, 패딩 드라이 얼마냐?

④. 아주머니, 패딩 드라이 얼마입니까?

⑤. 아주머니, 패딩 드라이 얼마인가?

⑥. 아주머니, 패딩 드라이 얼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12. 당신이 말할 때 상대와의 친소관계는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대해 영향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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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 상황 맥락에 따라 사용 가능한 문체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였다. 따라서 설문지를 만들 때 상대높임법의

6가지 화계를 적절하게 반영하려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문장 유형

과 상황 맥락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문체형을 반영하여 설문지

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는 문항 당 6개부터 18개까지로 완성

되었으며 이 설문지를 토대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 결

과에서 응답률이 0%이거나 응답률이 아주 저조한 문항의 경우에는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 실험용 설문지에서 제외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3부에서는

담화완성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문을 완성하게 한다. 3부 내

용은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사후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문지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면담을 원하는 참여자만 사후 면담

을 진행하고자 한다. 면담 참여자 모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가 끝나는 대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면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한 다음에 면담을 실시한다.

제3부, 아래 상황에서 청자를 '나'로 생각하시고, 제시된 어휘를 이용하
여 이어질 수 있는 문장을 쓰십시오.

1. 낯선 아주머니와 버스에서 대화하고 있다.
아주머니: 학생, 그 봉투 줘봐, 내가 들어줄게.
나: ---------------------.(괜찮다)

연구책임자:
① 당신은 언제 설문지를 참여했습니까?
② 당신은 자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까?
③ ~~페이지의 ~번 문항을 보시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④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⑤ 학교에서 이에 관련 지식을 배웠습니까?
⑥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⑦ 당신은 이에 관련 지식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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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진행한다. 면담을 실시할 때 면담 내용의 왜곡을 보완

하기 위해 연구자가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녹음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다. 녹음한 면담 내용은 연구 책임자가 전

사한 후에 모두 삭제할 것을 담보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하였다.

3.2.3. 연구 참여자의 모집 및 동의과정

본 연구의 참여자가 3가지 집단(즉 중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으로 구

성되어 있으므로 연구 참여자에 따라 모집 과정도 3단계를 거친다.

1) 중국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우선 각 학교에 방문하여

먼저 한국어학과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흐름을 설명하고 동

의를 구한다. 그 다음으로 연구의 객관성과 개인정보기밀 보장을 위

해 연구 책임자가 직접 모든 설문 조사에 관여한다. 연구책임자가

직접 참여자를 모집한 후 설문지에 대한 설명 및 연구의 목적, 연구

절차, 연구의 학문적 기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하지 않

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을 알리고 직접 동의서를 배부하여 동의를 받

은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연구 참여자 모집에 있어서는 연구

책임자가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각 학교의 과 공고란에 연구 참

여자 모집 문건을 붙이고 일주일 간 공고한다. 일주일 후 연구책임

자가 한국어학과 강의실로 찾아가 일일이 동의를 구해 그 자리에서

설문을 실시한다. 연구 참여 대상은 중국 정규 4년제 대학교에서 한

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2, 3, 4학년의 한국어 학습자이다.

학생들에게 연구 참여를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응답을 원하는

학생만 참여 하게 한다.

2)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비교집단으로 삼는 한국어 모어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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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나이가 중국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와 비슷한 20, 30대

이며 표준어(서울 말투)를 구사하는 학생이다. 연구에 참여할 한국

어 화자의 모집은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을 학교에 게시하고 또한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일일이 모집 문건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모집

할 것이다. 일일이 배부하면서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설문지를 실시할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전공과 관련 없

이 20, 30대, 표준어를 사용하는 학생이면 연구 참여자로 설정한다.

3)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의 두 번째 비교집단으로 삼는 한국에

있는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20, 30대이며, 한국 대학교

에 다니거나 각 언어기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이

역시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모집 과정을 거친다. 학교나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모집문건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모집할 것이다. 일일

이 배부하면서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설문지를

실시할 것이다.

3.2.4. 분석 방법

통계 분석에서는 두 단계로 나누어 먼저 참여자의 화계 선택 양

상을 살피고, 화계 선택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다. 그 다음으로, 각 변인별 화계 선택에 미

치는 영향력의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0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코딩된 자료를 바탕으로 맥락 요인에 따라 발화자의

화계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맥락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

하였을 때 각 요인들이 화계선택에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기 위해 통계 IBM SPSS statistics 21.0을 활용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화계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한 맥락 요인들 각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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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하였다.

둘째, 각 상대높임법 실현에 미치는 요인의 영향 순위를 검증하였

다.

셋째, 같은 장르 상황에서의 문체형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버(Biber, 1994), 김유정(2008), 박지순(2015)의

맥락 요인에 근거하여, 영향 요인을 크게 대화 참여자 요인, 상황적

맥락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분류한 것을 본 실험의 분석 기준

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이유를 2장의 3절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겸하여 설문조사, 담화완성테

트, IBM SPSS statistics 21.0 통계 분석, 사후 면담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모어 화자 17명, 재중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 12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본 실험의 설문 내용 범위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비 실험 결

과를 바탕으로, <표 Ⅰ- 9>와 같은 분석할 내용을 삼아, 본 실험에서는 연

구 참가자를 세 집단으로 나눠, 최종적으로 431명의 참여자 중 요구에 맞

지 않게 응답한 답안지를 제외하고 총 329부 유효 답안지를 추출하

였다. 사후 면담은 재중중국인 23명, 재한중국인 13명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연구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구분 빈도 백분율

집단
재중중국인(CCK) 168 51.1
한국인(KK) 76 23.1

재한중국인(KCK) 85 25.8

청자 성별
남성 27 50.0
여성 27 50.0

청자 연령
20대(동갑) 18 33.3
연하 18 33.3
연상 18 33.3

친소관계
친함 19 27.2
소원 35 72.8

만남 여부
구면 36 66.7
초면 18 33.3

장르 일상대화 18 33.3

표 Ⅰ- 9 분석 내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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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자료 수집 및 도구 개발

예비 실험

본 실험 내용 문항 개발

본 실험 실행

사후 면담

실험 결과 분석

수업 중 대화 18 33.3
업무 중 대화 18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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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맥락 요인 중심의 상대높임법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전체

1. 상대높임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 상대높임법의 체계

상대높임법에 대한 연구는 일반 문법의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이

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용언의 종결어미를 포함해야 하는 한

국어의 특성상 어느 문장에나 필수적인 표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체계에서 상대높임법의 개념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함

께 달라진다. 이 때문에 상대높임법의 체계는 복잡하기도 하고, 여

러 학자에 의하여 다른 체계로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연구의 내용

이 깊고 또 오래 되기도 하여, 대표적인 상대 높임범의 체계에 대한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일반 문법으로서의 상대높임법 체계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이익섭(1974)의 연구에서는 상대높임법을 6등분(해라체, 반말체,

하게체, 하오체, 해요체, 합쇼체)으로 구분하는 일이 가장 무리가 없

고 온당한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서정수(1980)에서는 청자대우

의 등급은 존대(해요체, 합쇼체)와 비존대(해체, 해라체)의 두 가지

로만 나누고, 하오체와 하게체는 특수 형태로 따로 간주하였다. 김

종택(1981)에서는 평대와 존대의 대립 체계를 설정하고, 존대를 다

시 수하존대와 수상존대로 나누었으며, 수하존대는 예사존대와 가진

존대, 수상존대는 예사존대, 가진존대, 겸양존대, 겹존대로 나누었다.

이 체계의 특징은 문법적 차원의 대우법에서 하대를 제외하였으며,

수하존대 및 수상존대의 경우 선어말어미 ‘-시-’, ‘-오-’에 의해 세분

화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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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2005)에서는 국어 대우법의 체계가 국어의 보편적인 언어

예절에 부합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진다. 현대 국어 대우법의 하위범

주를 좀 더 확대하여 타인대우법에 속하는 주체대우법, 객체대우법,

청자대우법 외에 자기대법에 속하는 화자대우법을 더 설정하여 대

우법의 하위체계를 다시 세웠다. 구본관(2008)에서는 현대국어에서

도 높임법의 변화가 계속 감지되고 있음을 다양한 실제 자료를 통

하여 보여주었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4원적 체계(해라체, 하

게체, 하오체, 합쇼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해체

와 해요체의 2원적 체계로 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높임법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잡

아 규범의 준거로 삼아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하였

다.

박지순(2014)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상대높임법 체계는 화계를 크

게 격식과 비격식으로 구분하고, 격식체를 높임의 정도에 따라 4등

분, 비격식체를 2등분하는 관점이라고 하며, 이는 학교 문법에서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지룡(2015)에서는 기존 청자대우

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등급을 중립적인 가치의 1단계 화계,

2단계 화계, 3단계 화계로 나누었는데, 이들 화계의 기본은 무표현

화계와 유표형 화계로 새로 설정하였다. 이정택(2015)에서는 ‘하게

체’를 ‘하십시오체’와 함께 격식체 높임 표현으로 파악하고 ‘해라체’

를 ‘해체’와 함께 ‘낮춤’이 아닌 비격식적인 ‘안 높임’ 표현으로 보았

으며 ‘해라체’와 ‘해체’는 화자의 심리적 부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

로 파악하였다. 김서형·홍종순(2015)에서는 하오체와 하게체는 거의

사라져 가므로 화계 체계에서 제외하고, 사용 빈도가 높은 하세요체

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내국인이나 외국인 학

습자의 고급반에서 필요에 따라 이해 차원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세요, 해요, 해, 해라’의 1원적 5체계를

제안하였다.

임지룡(2017, 515-518)에서 상대높임법의 체계 관련 논의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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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10가지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연구자 및 교육 기관에 따라

상대높임법의 체계를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90년대12)의 연구 결과가 대다수였으나 2000년 후의 연구 결과가 서

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와 국립국어원(2005)의 중심으로 논

의하였다.

위에 여러 학자의 상대높임법 체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는데,

보다시피 학자의 관점에 따라 화계 등급에 대한 논의도 다르게 다

루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많은 논의 중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

소(2002: 173)에서 제시한 내용을 근거하여 실제 조사와 교육 내용

에서는 상대높임법 화계를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요, 해, 해라 등

여섯 가지로 나누었고, 문체법은 평서법, 의문법, 청유법, 명령법, 감

탄법으로 본 연구의 주요 문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1.2. 상대높임법의 실현 요인

상대높임법의 체계를 구분 짓는 일만 하여도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는데, 그러한 구분을 지을 때 고려하는 상대높임법의 실

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역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당

연한 일이다.

임동훈(2006)에서는 상대높임법을 일원 체계로 보는 입장을 취하

는데, 각 화계를 구분하는 자질로 청자상위, 청자하위, 화자상위, 화

자하위 외에 격식을 설정함으로써 격식성을 하나의 자질로 삼아 각

화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석재(2007)에서는 주로 두 가지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하게체와

하오체를 다른 화계와 달리 특수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과 격

12) 최현배(1937/1980), 이익섭(1974), 황정륜(1976), 김종택(1981), 서정수
(1984), 한길(1991), 권재일(1992), 김대엽(1999)에서의 상대높임법의 체
계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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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화계 변동의 이유를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훨씬 설명

력이 높고 간결한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박지순(2014)에서는 상대높임법 관련 쟁점으로 네 개의 가제를 제

시하였다. 즉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 높임의 정도 설정, 하오체

와 하게체의 체계 포함 여부, 화계 중립체인 하라체의 설정 문제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어 교재들이 화계

를 기술하는 방식은 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기술 내용도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여, 상대높임법은 맥락 속에서 실현되

는 문법 범주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김정수(2016)에서는 한국어 상대높임법 체계에 관한 기초 연구사

를 정리하였는데, 상대높임법은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 즉, 사회언

어학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가지게 되는 입장에 따라 상대높임법이 다르게

실현되므로 무엇보다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성이 선행적인 요소라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나이, 성별, 친소 관계 등의 사회적 요인들과

같은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 상대높임법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요인

임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상

대높임법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그 요인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선

행 연구 중 박지순(2014)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더욱 실제적인 교육 방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

구 방법과 연구 대상을 달리 하였고, 연구 내용의 범위를 축소하여

진행하였는데,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박지순의 상대높임법 실현의

영향 요인 연구를 참고하였다.

박지순(2014)에서는 다양한 영화 시나리오에 드러나는 어절을 분

석하였는데, 상대높임법의 실현과 관련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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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위한 분석 요인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 하며, 화청자의 관계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상대

높임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요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

였다.

박지순은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한 열

네 개의 요인 중에서 매체 요인을 제외한 장소 유형, 화자 성별, 화

자 연령, 청자 성별, 청자 연령, 연령 차, 관계 유형, 지위 차, 만남

횟수, 친소 관계, 장르, 제3자 유무 요인이 모두 상대높임법의 화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요

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때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결정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총 열 가지로 보았는데,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른 순서까지 제시하여 밝혔다. 그 요인들은 발화

장면, 화자 연령, 청자 연령, 지위 차, 연령 차, 친소 관계, 장르, 화

자 성별, 장소 유형, 청자 성별의 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근거하되 목적에 맞게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정하고 실험의 토대로 삼았다. 구체적인 요인

화·청자 요인

1. 화자 성별
2. 화자 연령
3. 청자 성별
4. 청자 연령
5. 연령 차
6. 지위 차
7. 친소 관계
8. 만남 횟수
9. 관계 유형

상황 요인
10. 장소 유형
11. 발화 장면
12. 제3자 유무

사회문화적 요인
13. 장르
14. 매체

표 Ⅱ- 1 박지순의 사애높임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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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2.2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2. 맥락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맥락의 개념 및 구성 요인

2.1.1. 맥락의 개념

‘맥락(context)’은 언어 외적인 요소로 볼 것인지, 언어와 관련한

요소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을

언어 외적인 요소로 보기로 하였으나, 특히 교육 과정에서의 맥락의

개념을 정리하도록 한다.

국어 교육 과정에서의 맥락의 설정은 2007 개정 교육과정13)부터

시작하였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14)을 거쳐 2011 개정 교육과정15)

13) ‘맥락’ 범주의 설정은 언어활동에 시간성, 공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언어
활동을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은 텍스트, 기능․전략에만
몰두한 채, 이들에 작용하는 맥락을 소홀히 다룸으로써 자신의 언어행위
를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사고하고 성찰하는 길을 열어주지 못
하였다. 모국어 사용자는 정확하고 유창한 언어 행위에 만족할 수 없고,
자신의 언어활동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태도와 능
력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맥락 범주를 설정한 이유이다. 국어과 교육과
정에서는 내용 선정 범주(지식, 기능, 맥락)를 규정하고 통합하는 범주로
‘실제’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지식, 기능, 맥락을 통합하여 지도할 수 있
는 틀을 마련하였다.(한국교육과정 평가원, 2006：5)

14)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선택과목) 교육과정 및 해설(2009-제41호)
에서 다양한 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대화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내용은
실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
하며, 사적 혹은 공적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
르기 위한 것이다. 맥락을 분석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 맥락뿐만 아니
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의 현재
적인 시간, 공간 등 구체적인 상황 맥락이 미시적 맥락이라면,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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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범주를 설정하여 수용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많은 연구자들

이 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 맥락의 개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

로 개인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현아(2013)에서는 ‘맥락’의 두 가지 정의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는 언어의 전제인 실체(substance), 형식(form), 장면(situation)중 형

식과 장면 사이의 관계(relation)이다. 두 번째는 발화의 표현과 해석

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적·물리적·사

회적·문화적 요소이다. 두 가지 정의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지니느냐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1) ‘맥락을 언어 외적인 요소로 볼 것인가, 해석 형성과 추론의 핵심 개념

으로 볼 것인가’

2) ‘맥락은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유동적인 것인가’

3) ‘맥락은 해석 이전에 주어진 것인가, 해석 과정에서 선택되는 것인가’

회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은 거시적 맥락에 해당한다. 병문안이나 문상
(問喪)을 갔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없듯이 소통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대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의 대화는 물론 일상적인 만남, 생일잔치, 문병, 문상 등 다양한
소통 맥락에서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 능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의 경우만 보더라도 나라와 민족
에 따라 다르며, 동일한 문화권에서도 연령이나 성별, 계층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15)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7 개정의 ‘맥락(context)’과 ‘실제’를 아우
르는 용어로 ‘문화’를 택했으며, 국어 활동이 수행되는 미래 국어 사회가
한국어 문화와 외래 다문화가 공존을 추구하는 상생적 사회 문화 맥락
이라는 점, 국어활동의 결과 생성되는 다양한 국어 자료가 국어문화 맥
락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문화 맥락과 실제 언어문화 자료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문화’를 선택하였다. ‘맥락과 실제’라는 표현도 검토 중이라
고 하였다.(2011 개정교육과정 연구진, 2011.04：11) 따라서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범주에서 ‘맥락’ 범주를 삭제하고 이를 ‘지식’
범주에 포함하였다. 이는 영역별로 ‘맥락’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여 실제
교육과정에서 구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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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균(2007)에서는 맥락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

져 있는 관계나 연관이라고 하였다. 맥락은 담화 참여자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꾸준히 전개되는 상황이다(Mey，1993). 맥락은 물

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을 포함하고(Mercer et al，

1988; Edwards & Mercer, 1995 ; Meκer， 2003), 참여자에게 사회

적이고 개념적인 것으로 실체화된다. 맥락은 담화에서 야기되는 공

통 지식이지만, 참여자의 배경지식이나 가정 등과 상호작용하며 계

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종종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Pinnε1 et al,

2002). 그중 수업 맥락은 ‘수업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육 내용

(교재)을 매개로 교수 · 학습하기 위해 의사소통하는 과정에 작용하

는 일련의 물리적, 심리적 현상’이라고 해석하였다.

임천택(2007)에서는 4개의 사전에서의 ‘맥락’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새 교육과정에 소개된 ‘맥락’의 개념을 ‘텍스트(담화/글) 생산․수용

활동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문화적 배경’(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62)으로 소개하였다.

㉠ 『표준국어대사전』: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국

립국어연구원, 1999: 2085)

㉡ 『Dictionary of philosophy』: 라틴어 ‘contexere(함께 엮는다)’에서

비롯되었고, 의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가리키는 것(Angeles,

1981.).

㉢ 『영어학 사전』: 특정 언어 단위의 전후에 위치하여 그 언어 단위의

용법에 제약을 가하거나 의미를 밝혀주는 발화의 한 부분(신아사,

1990: 274)

㉣ 『An Encyclopedic Dictionary of Language』: 주의의 초점이 되는

언어단위의 바로 앞이나 가까이에 있는 발화의 부분(Crystal, 1992:

82)

위 4가지 사전에서 ‘맥락’을 정의한 개념을 제시한 후, ‘㉠’과 ‘㉡’

은 ‘의미를 둘러싼 사물이나 현상의 관계나 상황’으로 맥락을 정의

하는 반면 ‘㉢’과 ‘㉣’은 ‘표현된 발화(텍스트)의 한 부분’으로 맥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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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고 분석한다. 새 교육과정의 정의는 이 중 ‘㉠’과 ‘㉡’과 흐

름을 같이한다. 이는 의사소통에 대한 문화․기술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맥락을 ‘언어와 상황이 맺고 있는 관계’이자 의사소통 주체

가 이해하고, 규정하고, 가정하면서 의미를 교섭하는 역동적인 실체

로 보여 주었다.

이재기(2006)에서는 맥락을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 작용하는

물리적, 정신적 요소’로 규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매우 폭이 넓은 규

정인데, ①어떤 상황[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에서 ②어떤 화자[주

체 맥락]가 ③어떤 청자[주체 맥락]에게 ④어떤 주제[주제 맥락]에

대해서 ⑤어떤 형식[형식 맥락]으로 ⑥무엇[텍스트]이라고 표현[양식

맥락]한다고 할 때, 무엇(쓰기의 경우 생산된 텍스트, 읽기의 경우에

는 해석 텍스트)을 제외한 ①～⑤가 모두 ‘맥락’에 속한다고 본다.

맥락 범주화는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사회

문화 맥락’으로 분류한다. 기존 연구사에서 노은희(1993: 10)가 텍스

트 간 맥락을 언어적 맥락에 분류한 것을 두고 텍스트 간 맥락은

언어적 맥락보다는 언어 외적 맥락에 더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슬옹(2009)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맥락' 개념과 하위 요소가 모

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일반화된 개념에는 '상황' 맥락

을 대입해야 하며, 하위 요소는 영역 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

장하였으며 할리데이 & 하산(Halliday & Hasan), 최창일, 서울대

국어교육 연구소, Rex, 노은희, 이주섭 등 학자들의 맥락의 구성 요

소를 바탕으로, 맥락을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맥락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맥락을 크게 언어적 맥락과 비

언어적 맥락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맥락’을 담화/텍스트

형성에서부터 해석 과정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관여하는 중요한 요

소이자 ‘대화 참여자의 관계,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을 통해 실제

적인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언어 외적 요소’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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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맥락의 구성 요소

맥락의 구성 요소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하임스(Hymes), 바이버

(Biber), 할리데이(Halliday) 등 학자들로부터 정리하고자 한다.

해임스(Hymes, 1972)에서는 SPEAKING 모델을 제시하면서 맥락

의 요소를 배경과 장면(setting/scene), 참여자(participants), 목적

(ends), 행위 순서(act sequences), 어조(key), 전달수단

(instrumentalities), 규범(norm), 장르(genre) 등 8개로 분류하였으

며, 화제, 목적, 담화 등상화의 구성 요소를 다시 참여자(who), 장면

(where), 화제(topic), 기능(function)으로 하위분류를 하였다. 바이버

(Biber, 1994)는 맥락의 구성 요소를 참여자들의 의사소통적 특성,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 배경, 전달 경로, 텍스트와 참여자들 간의

관계, 목적, 주제 등 7개 요소로 정리하였다.

할리데이(Halliday, 1989)에서는 맥락의 유형을 크게 ‘언어적 맥락

(텍스트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두 가지로 나누었다. ‘언어적 맥

락’을 다시 ‘텍스트 내 맥락(intra-textual context)’과 ‘텍스트 간 맥

락(inter-textual context)’으로 나누고, ‘비언어적 맥락’을 ‘상황 맥

락’, ‘문화 맥락’으로 재분류하였다. 할리데이(Halliday, 1989)를 기반

으로 오현아(2013)에서는 맥락의 하위 유형을 언어적 맥락(텍스트

맥락), 상황 맥락(context of situation), 문화 맥락(context of

culture)으로 분류하였다. 상황 맥락은 텍스트의 사용역(register)을

구체화하는 화자의 의도, 발화의 내용, 발화의 형식, 발화의 목적 등

의 자질로 구성되며, 문화 맥락은 텍스트의 소통 과정에서 해석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해석 공동체의 정신적 배경을 의미한다고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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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도 맥락의 구성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해 구체적

인 문법 항목의 담화 맥락을 분석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김유정(2008)에서는 맥락 요인은 발화 장소, 텍스트 유형, 발화 장

면, 발화의 유형, 대화 참여자, 발화 수반 행위로 분류하였다. 강현화

(2012)에서는 맥락 요인은 장소, 사용역, 화청자 정보, 장르, 발화 의

도로 구분하였다. 한하림·양재승(2014)에서는 맥락요인은 담화 유형,

참여자 관계, 담화 영역, 담화 목적 및 기능, 담화 소재, 채널로 구분

한 바 있다. 박지순(2015)에서는 맥락 요인은 상황적 요인{화청자 요

인(화청자 개별 요인, 화청자 관계 요인), 환경 요인}, 사회문화적 요

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자의 맥락 분석 틀은 담화 유형, 담화 참여

자, 담화 배경, 담화 기능으로, 이 중 담화 참여자는 다시 개별적 특

성, 관계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서종훈(2016)는 선행연구에서 맥락을 대체적으로 크게 텍스트 내

맥락, 텍스트 간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 맥락 네 가지로 분류하

였다. 이를 다시 언어와 언어 외적 맥락으로 이원화시킨다면 텍스트

간 맥락을 어디로 분류할지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않았다. 선행연구

그림 Ⅱ- 1 ‘텍스트 맥락’, ‘상황 맥락’, ‘문화 맥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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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리한 결과 대체적으로 언어 맥락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크지만,

연구자는 텍스트 간 맥락은 언어 외적 맥락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

절하다고 주장한다.

유민애(2016)는 할리데이와 하산(Halliday & Hasan, 1989)과 해윙

스와 해윙스(Hewings & Hewings, 2005)의 맥락 요인의 범주화를

제시하면서 언어적 요인, 상황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을 다시 구

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언어적 요인은 언어의 문백(co-text)에서부터

다른 텍스트까지의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가지 관여하는 것이며, 상

황적 요인은 시간, 장소 등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언어 참여자

의 나이, 성별, 지위 등의 추상적 환경ㅇ, 언어 전달 매체 등 그 언

어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사회·문

화적 요인은 담화공통체의 사회문화, 정치 등의 현상이 언어에 반영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신명선(2009:105)은 맥락 요소를 ‘메타적 차원’, ‘거시적 차원’, ‘미

시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미시적 차원이란 언어의 형식 그 자체,

거시적 차원은 상황 맥락에 초점을 두었고, 메타적 차원은 사회·문

화적 맥락을 일컫는다. 오현아(2013)는 맥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

라 텍스트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강현

화·홍혜란(2010)에서는 구어를 중심으로 ‘담화 상황, 담화 목적, 대화

상대자, 화· 청자의 관계’ 등을 맥락의 구성 요소로 본다.

본 연구는 할리데이(Halliday, 1978)와 신명선(2009)의 논의를 바

탕으로 하여, 맥락을 언어 외적 맥락으로 보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으로 상황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상대높임법 실현

이 언어적 맥락보다 화용적 측면에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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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

상대높임법의 체계에 대한 논의는 초창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상대높임법이 실현되는 양상

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박영순(1978)은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주는 맥락 요소로 친족 여

부, 청자가 성인인지 여부, 청자의 상대적 사회적 지위, 연령 차 등

을 들었다. 이중 친족 여부를 다시 친족인 경우와 친족이 아닌 경우

로 분류해 각 경우에 해당하는 맥락 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친족인 경우는 항렬, 나이, 화·청자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인지 아

니면 인척 관계인지 여부, 성별 등이 상대높임법을 결정지었다. 친

족이 아닌 경우는 학교 선후배, 직장 상사 등 화·청자의 관계와 나

이가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미쳤다. 이익섭(1994)은 상대높임법에 영

향을 미치는 맥락 요소를 정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친족 서열, 직장

서열, 나이, 친분을 제시하였다. 이정복(1998)은 상대높임법에 작용

하는 언어 외적 요소들을 언어적 요인과 대비되는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요인은 크게 참여자 요인과 상황 요인으로 나뉘

는데, 참여자 요인은 구체적으로 참여자 개별 요인과 관계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이, 지위, 세대, 성, 항렬, 친밀성 등이 참여자 개

별 요인에 해당하며, 관계 요인은 화·청자 사이 열거한 특성들의 차

이를 의미한다. 상황 요인으로는 상황의 격식성, 제3자 인물의 현장

성이 있다. 박경래(1999)는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힘과 유대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보조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으며 대화 상황, 화자의 심리, 청자의 신분

과 지위, 성별, 가족 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분류하였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다.

이어서 2000년부터 이러한 측면에서 더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

다. 한길(2002)은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친밀성, 친인척 관계, 장

면의 요소를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주는 맥락 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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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2002)은 맥락 요소를 성별 요인, 상황 요인, 친분 요인으로 분

류하였다. 이 중에서 상황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 통화 등 매체

및 화·청자 관계 등이 상황 관련 요인에 해당한다고 구체화하였다.

김정호(2004)는 이정복(1998)의 논의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체계를

바탕으로 범주를 더 세분화하였다. 사회적 요인을 이정복의 체계와

흡사하게 참여자 요인과 상황 요인으로 나누었고, 이중 참여자 요인

은 개별 요소와 관계 요소로 분류하였다. 개별 요소로는 화·청자 나

이, 지위, 성을 제시하였고, 관계 요소에는 나이 차, 지위 차, 성차,

친밀도를 명시하였다. 상황 요인의 경우, 이정복은 범주를 더 나누

지 않은 반면, 김정호는 발화 상황 요소와 참여자 상황 요소로 세분

화하였다. 발화 상황 요소로는 격식성, 근접-전화 대화를 들었고, 참

여자 상황 요소는 제3인물 현장성이라고 분류하였다. 엄경옥(2008)

은 연령, 성, 위계, 상황, 전략적 의도, 친밀 정도를 상대높임법에 영

향을 미치는 맥락 요소로 설정하였다. 이중 상황 요소에는 장소, 제

3자의 개입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박지순(2014ㄱ)은 맥락 요인을 상황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한 후, 상황적 요인을 다시 화·청자 요인과 환경 요인

으로 분류하였다. 화·청자 요인은 성격에 따라 화·청자 개별 요인과

화·청자 관계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화·청자 개별 요인에는 화

자 성별, 화자 연령, 청자 성별, 청자 연령이 포함되고 화·청자 관계

요인에는 성별 관계, 연령 차, 지위 차, 친소 관계, 만남 횟수, 관계

유형이 해당한다. 환경 요인은 장소 유형, 발화 장면, 제3자 유무, 매

체로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장르가 있다는 것은 유의미

한 분류로 인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연구자들의 논의를 종합하여 크게 몇 가지 맥락 요인으

로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우선 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대화 참여

자가 있어야 하고, 즉 이야기룰 하는 화자와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말한다. 화청자는 대화의 주체인만큼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결정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어서 화청자가 지정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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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개별적 관계와 화청자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결정적인 맥

락 요인으로 삼는다. 여기서 더 확대화여 보자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과 화청자 간의 친소관계나 만남 여부, 제3자 유무, 매체 등의

상황적 맥락 요인들이 있다. 마지막 앞서도 말했듯이 상대높임법 화

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이 사회문화적

인 특수성을 고려하는 좀 더 넓은 맥락으로서 한국어교육에서는 특

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다.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상대

높임법 실형에 영향을 주는 맥락 요인을 좀 더 간력히 고찰함으로

써 맥락 요인을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기로 한다.

           
그림 Ⅱ- 2 본 연구의 맥락 요인 범주

위 <그림 Ⅱ- 2>에 보였듯이 본 연구에서의 맥락 요인은 크게

상황적 맥락 요인과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으로 나누고, 다시 상황적

맥락 요인에서 대화 참여자 요인을 별도로 봄으로써 상황 맥락의

범위를 좁히는 이점이 있다16). 이러한 맥락 요인은 상대높임법 실현

16) 맥락은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으로 나눌 수 있고, 비언어적 맥락
은 다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럴 경우 대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

대화 참여자 요인

상황적 맥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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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요인

이 어떻게 상대높임법 화계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1. 대화 참여자 요인

대화 참여자는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결정하는 맥락 요인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표적인 논의로는

이정복(2001), 한길(2002), 김정호(2004), 박지순(2014) 등을 들 수 있

다. 이를 종합하여 대화 참여자 요인은 나이, 연령을 포함한 화청자

개별 요인과 화청자 간의 친소, 지위, 연령, 성별, 만남 여부 등의 관

계적 요인으로 나눈다. 각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2.1.1. 화·청자 개별 요인

1) 성별

한국어에 있어 대화 참여자의 성별에 따라 호칭어를 비롯해 사용

어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다. 민현식

(1997)에 의해 발화자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달

라지는 것을 성별언어(gender-different language)라고 불렀다. 왕문

용(2007)에서도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청자의 성별에 따라 상대높임 화계를 선택하는 데

차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박지순(2015)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화 참여자 요인을 상황 맥락에 포함하여 다루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대화 참여자 요인을 상황 맥락과 구별하여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이주섭(2001)에서는 상황 맥락의 구성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파악하는 관
점에서 참여자 변인, 환경 변인, 내용 변인, 유형 변인 등 네 가지 변인
은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장을 뒷
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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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화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에는 부드러

운 ‘해요체’를 선호하고, 화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에는 좀 더 격식을

강조하는 ‘하십시오체’를 더 많이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체로

여성들이 부드럽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며 남성들이 격식적 표현

의 사용 더 많다는 것이다. 민현식(1997: 549)에서도 남성이 상대적

으로 하십시오체를, 여성이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알려

져 있다. 또한 청자 성별에 따른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서는 남성

청자보다는 여성 청자가 준구어 상황에서 해체를 더 많이 듣는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외에는 박지순(2014)에서는 화자 성별과

청자 성별을 각각 설정하고, 화·청자의 성별 관계로 남-남, 남-여,

여-남, 여-여, 남-집단, 여-집단, 남-미확인, 여-미확인 등 구체적으

로 8개 성별 관계 요인을 하위분류하였다. 이처럼 상대높임법 화계

를 결정하는 데 있어 화·청자의 성별에 따라 사용이 달라질 만큼

화·청자의 성별은 충분히 고려해야할 요소인 것이다.

2) 연령

대화 참여자의 연령은 상대높임법 화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많

은 영향 요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한국 사

회에서 초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이기도

한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내야 적절한 상대높임법 화계를 채택 사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시 한국의 특유한 사회문화로 보

고 다른 언어보다는 연령에 따라 언어 표현을 많이 다르게 사용한

다는 것은 흔한 현상이다. 화청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 높임

표현이 다양해진다. 박지순(2015: 51)에서는 연령이 1, 2세 차이에

불과하다고 해도 선후배 간에 호칭이나 높임의 종결어미 사용이 매

우 엄격하게 지켜진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한 논의는 이정복(2012)

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정복(2012)에서는 화자의 세대에 따라 상

대높임법 체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세대별17) 상

17) 청소년층과 중년층, 노년층으로 세대별을 나누었다. 청소년층에서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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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높임법의 등분 체계를 설정하였다. 이처럼 모두 연령은 상대높임

법 화계를 선택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에서는 하오체와 하게체의 사용이

드물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할 수 있는 화계

도 다양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화청자의 연령에 관한 논

의는 박지순(2015)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집

단 화·청자, 미확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였으나 연령 차에 대

한 분류는 역시 +연령 차, -연령 차, 0연령 차, 집단 청자, 미확인으

로 총 5가지 연령 차이를 두고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화·청자

연령에 따라 상대높임법 화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높임법 실현에 있어 화·청자의 연령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맥락 요인으로 삼는다.

2.2.1.2. 화·청자 간의 관계 요인

1) 지위 관계

박영순(1978)을 비롯해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 사회적 지위를 언급하였으며 이를 따라 유송영(1994), 이익섭

(1994), 이정복(2001), 한길(2002)에서는 상대높임법 화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위를 강조해 왔다. 유송영(1994)에서는 브라운과

길먼(Brown and Gilman, 1996)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의 개

념을 이용하여 상대높임법을 해석하였다. 브라운과 길먼(Brown and

Gilman, 1960/1972)에 따라 힘(power)라는 것은 연장자-연소자, 부

모-자식, 고용주-고용인, 귀족들-농부들, 장교-사병 등에 기초한 사

회적 지위(social status)의 높고 낮음으로부터 나오는 비상호적인

하게를 제외한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를 설정하고, 중년층과 노년층에
서는 하오, 하게를 추가한 것으로 설정하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대높
임 화계를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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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라고 정의하였다(유송영1994: 293). 이와 비슷하게 이익섭

(1994)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직장 서열 관계로 보았고 이정복(2001),

한길(2002)에서도 상대높임법 화계를 결정하는 변인에 사회적 지위

를 포함시켰다. 라이온스(Lyons, 1997: 312)에서는 어떤 언어에서나

대화 참여자들의 지위는 언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데 그 정도와 양

상은 언어마다 다르다. 어떤 언어든 대화 참여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발화자의 지위를 알아야 적절한 상대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으

며, 지위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라도 그에 대한 가정을 해야만 한

다고 보았다(박지순, 2015: 53). 심지어 국어에서 유대(solidarity)가

힘(power)을 지배할 수 없을만큼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주장한 학

자도 있다. 만일 두 사람 사이에 사회적 신분이 아주 다르면(직장의

상관-부하, 교사-학생, 선배-후배, 아저씨와-조카 등등과 같이 신분

이 비대칭적일 때) 아무리 오랫동안 친숙하게 지낸다 해도 손아래사

람은 언제나 손윗사람에게 존칭을 쓰고 윗사람은 비존경체인 반말

내지 ‘하게’ 또는 ‘해라’형을 써야 한다고 보았다(박영순, 2003: 566).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상대높임법 화계 등

분이 낮아진다는 것이 선행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증한 사실이

다. 따라서 사회적 지위 요인은 상대높임법 화계를 결정하는 데 무

시할 수 없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2) 친소관계

친소관계 요인이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경우

를 실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체로 친밀성이 높을수록 상대

높임법 화계 등급이 낮아지고, 친밀성이 낮을수록 즉 소원한 관계인

경우에는 높임의 정도가 높아진다. 친소관계라는 요인은 이익섭

(1994)의 ‘친분’, 유송영(1994)의 ‘유대(solidarity)’, 이정복(2001)의 ‘친

밀도’, 한길(2002)의 ‘친밀성’, 박지순(2015)의 ‘친밀한 관계’와 ‘친밀하

지 않은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브라운과 길먼(Brown and

Gilman, 1990/1972)에서는 유대(solidarity)라는 것은 친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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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imacy)이나 가까움(closeness) 혹은 공유된 운명(shared fate)으

로부터 나오는 상호적인 관계로 정의하였다. 한편 어빈 트림

(Erivin-Tripp, 1972: 225)에서는 유대감과 친밀성을 구분하면서 유

대감은 동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동질감을 말하고, 친밀감

은 유대 관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까운 것

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박지순, 2015: 54). 선행연구의 논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볼 때 친밀도가 높을수록 상대높임법 화계 등분이 낮아

지고, 친밀도가 부족하거나 소원한 관계일 경우에는 높임 정도가 높

아진다. 한길(2002)에서도 친밀성과 높임 정도는 반비례하는 관계라

고 주장한 바 있다. 성기철(2007)에서는 지위, 연령 요인보다 친소관

계가 상대높임법 화계를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이정복(2012: 298-319)에서는 친소

관계는 ‘힘과 거리’를 바탕으로 보고, 이를 공간적 거리와 심리적 거

리로 나누었으며, 심리적, 공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높임법의

규범이 약해지고, 거리가 먼 경우에는 규범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3) 만남 여부

만남 여부 요인은 화·청자의 지위, 친소도와 별도로 화자와 청자

가 서로 만난 적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대높임법 화계를 결정하

는 데 영향을 준다. 화자와 청자가 전에 만난 적이 없고 처음 만나

는 경우는 ‘초면’이라고 하고, 처음이 아닌 경우는 ‘구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초면인 경우 상대에게 격식을 차려 높임 화계를 사

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로 초면인 경우이지만 친근감을 느껴 나

이 차가 많지 않으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구면이라

고 하면 반드시 비격식적인 말을 하거나 안 높임의 화계를 사용하

는 것이 아니다. 구면이지만 친밀감이 약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만남 여부와 친소관계를 같이 보는 입장도 있지만 별도로

보기도 한다. 박지순(2015)에서는 이은경(2002)를 바탕으로 면식이

있음에도 소원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논의를 참고하여 친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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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과 친밀하지 않음(소)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만남 횟수18)를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여 ‘초면’과 ‘구면’으로 하위분류하였으며, 카이

제곱 검정 결과에서 만남 횟수에 따라 화자의 화계 선택에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이를 바탕으

로 만남 여부를 상대높임법 사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중의 하나로

보기로 한다.

2.2.2. 상황적 맥락 요인

2.2.2.1. 발화 장면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맥락 요인으로는 장소

와 구별하여 발화 장면이 있다. 장소는 주로 물리적인 배경을 가리

키며 이와 달리 장면은 물리적인 공간과 관계없이 공식성 및 격식

성을 다루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바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임스(Hymes, 1974)의 맥락 구성 요소를 보면 배경과

장면을 나누어 정리한 바가 있다. 여기에 있는 배경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시간, 장소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가리키며 장면은 심리적,

문화적인 환경으로 하위분류하였다. 한길(2002)에서는 발화 장면이

상대높임법의 등분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청자

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장면인지 비공식적인 장면인지에 따라 상대

높임법 사용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김유정(2008)에서는 ‘-구나’의 담

화적 용법을 살펴보기 위해 발화 장면을 공적 장면과 사적 장면으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8) 만남 횟수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초면인지 구면인지에 따라 상대높임
법 실현에 영향을 주는 맥락 요인 중 하나이다. 초면과 구면의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상대높임법 실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만남 여부’와
같은 맥락 요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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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발화 장면을 격식적 장면과 비격식 장면으로 나누어 보는

연구로는 박지순(2015)이 대표적이다. 박지순(2015: 59)에서는 상대

높임법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으로 장소와 장면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화 장면을 상대높임법에 관여하는 주요 요소

로 보고, 장면을 격식 장면과 비격식 장면으로 하위분류를 하였다.

이를 통해, 다시 발화 장면이 상대높임법 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2. 제3자 유무

담화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 외에 다른 인물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화자와 청자 이외에 존재하는

제3자가 상대높임법 화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보면

제3자가 대화 참여자에게 중요한 인물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면 화계 등분이 높아질 수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예시로 우리가 부

모님께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회사 상사나 자주 만나

지 못한 친척들 앞에서는 부모님께 높임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담화 상황에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상대높임 화계

사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지순(2015)에

서 성기철(1991), 한길(2002)의 논의19)에 의하여 발화 현장에 손윗사

람이 있는 경우에 대화 참여자의 화계 등분이 높아진다는 것 공감

19) 성기철(1991:9~11)에서는 높임법에 장면 제약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상
대높임법에서 발화 현장에 윗사람인 제3자가 있으면 높임의 등분을 사
용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한길(2002:30-31)에서도 높임법에 두루 적용되
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현장 존재 여부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높임의 당
사자나 손윗사람이 발화 현장에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임의 대우를 받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발화 현장에 있
는 제3자가 높임의 당사자, 손윗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발화 내용과
무관한 사람이나 손아랫사람이 발화 현장에 있는 경우 역시 제3자의 존
재가 발화자의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지순, 2015: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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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제3자 유무는 그 자체로 화자의 상대높임법 결정에 관여해 상

대높임법 등분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박지순,

2015: 60). 따라서 상대높임법 실현에 관여하여 제3자 유무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2.3.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

2.2.3.1. 장르

‘장르(genre)’라는 단어는 본래 생물학에서 종의 분류를 구분 지을

때 사용하던 단어로서, 이를 먼저 문학에서 차용하기 시작해 문학의

갈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안병길(2002)에서는 장르

란 문학에서 전통적인 범주를 일컫는 용어로서 단편소설, 소설, 극,

자서전, 일기, 소네트, 서사시 및 우화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하지

만 언어학과 문학의 분석 맥락에서 장르는 성숙한 화자에 의하여

쉽게 구분되는 텍스트 범주이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상황에

서 사용되는 텍스트 유형이라 정의하였다.

교육적 가치의 ‘장르’로서 스왈레스(Swales, 1990)는, 장르란 의사

소통 목적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에 의한 일련의 의사소통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의사소통을 할 때 화자가 속한 담

화 공동체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특정한 내용과 형식, 그리고 사

용역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만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으

므로, 담화가 발생하는 맥락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담화의 언어적

특성과 구조를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외국어 교육에서

의 장르 교육의 가치를 강조한 바가 있다.

여러 논의로 종합하여 보면 ‘장르(genre)는 맥락 요소 중에 중요

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임스(Hymes, 1974)에서는 대화 분석의 맥락 중요성을 강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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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중 하나로 장르를 제시하였으며 해윙스와 해윙스(Hewings &

Hewings, 2005)에서도 특정한 직업적, 사회적 그룹이 반복적인 의사

소통 상황에 놓이면서 특징적인 문법 구조, 텍스트나 담화를 조직하

는 방식인 레지스터를 개발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언어 연구에 있어

장르를 중요한 맥락적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박지순, 2015:

62). 한편, 이상구(2013)에서는 장르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을 학습자

들이 배우게 되면 각 장르의 수용과 생산 능력을 함께 기르고, 그로

인하여 문식성과 소통 능력이 길러진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각

장르가 지닌 전형적인 구조와 언어적 패턴을 학습자에게 가르치며

더불어 개별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맥락도 함께 가르쳐야 한다는 관

점을 제시하였다. 즉, 장르는 동일한 사회·문화적 배경 안에서 공통

의 가치관과 언어 소통 방식을 지닌 담화 공통체가 공유하는 의사

소통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르의 사회적 구성과 사회

적 목적에 관심을 두는 맥락으로서 장르의 교육 가치가 있다는 것

을 확인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지순(2015)에서는 강범모 외(1998), 바이버(Biber,

1998)를 따라 장르와 레지스터 두 용어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장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장르를 특정한 담화 공동체가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관례화된 일련의 언어적 관습이라

하며 학교에서의 수업 상황을 예로 들었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질문과 대답의 상호작용 방식이 주를 이루고, 교사의 발

화는 설명의 담화 패턴을 주로 보이게 되는데 이는 다른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화 구조 및 표현 양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때 수업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발화가 보이는 일련의 담화 구조, 언어 표

현 등은 ‘강의 담화’ 장르로 명명되어 다른 장르와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박지순은 이 장르의 개념을 상대높임법 교육과 관련지어 설

명하였는데, 특정 장르마다 각 화자가 사용하는 상대높임법의 양상

을 구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장르의 하위분류로는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위분류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강

범모 외(1999), 안병길(2002), 김유정(2008), 리(Lee, 2011), 현영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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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임(2011), 강현화(2012),서상규 외(2013), 박지순(2015), 임칠성

(2016), 전영옥(2017), 김유진(2017)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히

강범모(1999)과 박지순(2015), 임칠성(2016)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참

고하였다.

강범모(1999)에서는 구어 장르와 문어 장르를 구분하여 세부적으

로 서른여섯 가지의 장르를 분류하였으며 박지순(2015)에서는 장르

를 중심으로 일상 대화, 강의 담화, 구매 대화, 업무 대화, 조사 대

화, 인터뷰, 의료 대화, 안내 담화, 보도 담화, 서약의 열 가지 담화

유형을 제시한 후 이를 다시 일상대화, 강의 담화, 구매 대화, 업무

대화, 조사 대화의 다섯 가지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임칠성(2016)에

서는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재들을 분석하여 공적·사적 성격에 따

라 담화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담화 장르는 인터뷰, 공청회, 동료 대

화, 며느리와 시어머니 대화, 직원과 부장 대화, 배심 토의, 친구 대

화, 학생과 교수 대화, 학생 간 대화, 면접관과 지원자 대화, 종업원

과 손님 대화, 오빠와 동생 대화, 학생 질의응답, 수업 발표, 수업 토

론 대화의 15개 장르를 세부적으로 재분류한 바 있다.

연구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르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역할 관

계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높임법의 양상 또한 장르

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즉, 특정 대화에서는 각각의 역할

이 정해져 있고, 각 역할에 따른 발화의 목적이 서로 상이하므로 사

용하는 종결어미와 장르에 따른 상대높임법의 사용이 달라진다는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2.3.2. 매체

대화 참여자가 어떠한 매체를 통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따

라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이 달라질 수 있다. 라이언스(Lyons, 1977:

320)에서는 매체(medium)를 경로(channel)과 구별하여 매체를 문자

매체, 음성 매체로 구분하고 격식성과 연결시켰다(박지순, 201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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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야기를 전하는 경로로는 기계적 매체를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계적 매체를 거치는 경

우는 전화, 인터넷, 무전기,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통신 매체를 매

개로 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기계적 매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면

대면 대화를 가리킨 것이다. 박지순(2015)에서는 매체를 음성 언어

와 문자 언어로 구분하여 더 세분화하였다. 박지순(2015)에 의하여

음성 언어의 경우에는 특정한 기계적 매체에 의존하지 않는 면대면

대화와 전화, 인터폰, 무전기 등의 통신 매체를 매개로 하는 경우,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를 매개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았으며, 문자 언어는 지면을 통한 송수신, 전자우편이나 전보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송수신의 경우로 나누어 보았다. 이에 따라 발

화는 어휘나 문법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매체 의존적인 변이를 보

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상대높임법 실현에 있어 특정한 매체

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언어 사용이 달라짐으로써 매체도 맥락

요인 중의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내용적 측

면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고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전제로 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맥락을 중심으로 상대높임법의 체계와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재구성하고, 담화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

들의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상대높임법의 적절한 표현이 가능

하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3 맥락 교육의 중요성

이상에서 맥락의 개념을 살펴본듯이 우리가 담화를 해석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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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화의 구성 요소부터 고려해야 한다. 담화의 구체적인 의미는

실제 의사소통 맥락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맥락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담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를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

직까지 화용론과 텍스트언어학만큼 국어교육학의 발전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 학문도 드물다. 두 학문은 국어교육학에서 ‘맥락'20)이라

는 용어를 중심으로 수용되었다. 개정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내용 체계표의 한 축으로

‘맥락’을 설정하였고, 이 결과 국어교육학 내에서 ‘맥락’의 의미에 대

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담화 맥락의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서 적절한 언어 사용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모어 화자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필수적이다. 따라

서 한국어교육학 내에서 ‘ 담화 맥락’의 교육적 수용 양상에 대한 논

의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맥락의 수용을 통해 의사소

통의 실제성과 총체성을 교실 현장에 도입하고, 단순한 지식이 아니

라 구체적 실행으로서의 교육 내용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

을 다룬다. 맥락이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작용하는 만큼, 이에 대

한 고려 없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는

역시 진실성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맥락'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현장 교사의 고백

은 맥락 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 관련 내용의 추상화임을 알려준

다(김성란, 2010).

20) '맥락'이라는 용어는 그 개념을 명료화하기 어렵다. 이 용어의 복잡성
과 국어교육적 적용에 대한 논의는 '김슬웅, 2009; 김혜숙, 2011; 노은희,
1993; 박수자, 2011; 신호철, 2012; 염은열, 2011; 이도영, 2011; 이재기,
2005, 2006; 이주섭, 2001; 임주탁, 2013; 전제응, 2011; 진선희, 2007,
2009, 2013, 최인자, 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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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 대한 지침이 너무 폭넓고 추상적이어서 실제 교수학습 현장

에서 교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만 교사의 자율성의 폭

을 확대함으로써 의도된 교육으로서의 목표 도달이 어려웠다.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맥락' 중에서 이론적 배경이나 구체적인 지침 없이 자

신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처치하고 그에 따른 책임에 곤

혹스러워했다. 구체적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적 처치에 대한 지

침이나 연구 내용이 없을 때, 교사는 자신의 처치에 대한 결과에 확신

을 갖지 못한다. 자신의 처치에 대한 반성적 작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불안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작업이 꼼꼼하게 이

루어져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사례에 따른 교사의 처치와 대응 방법을

상세화해야 할 것이다. (김성란, 2010: 53)

선행 연구자들의 노력 덕분에 맥락은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학

내에서 주요 교육 내용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그 내용의 구체

적 실현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제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보다는 그 교육 내용의 구체화와 실현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것이다.

3. 본 연구의 상대높임법 실현의 맥락 요인의 재분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높임법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맥

락 요인은 크게 대화 참여자의 개별 요인(성별, 연령)과 대화 참여

자 간의 관계적 맥락 요인(지위, 친소관계, 만남 여부), 상황적 맥락

요인(발화 장면, 제3자 유무),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장르, 매

체)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상대높임법 실현의 맥락 요인

을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의 상대높임법 표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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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박지순(2015)의 상대높임법의 맥락 요

인을 고려하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특성을 고려

하여 몇 가지에 대해 수정하여 재분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박지순의 연구와 달리 조사 대상은 한국어 모

어화자가 아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

러 연구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맥락 요인의 분류 기준에 약간의 차

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대화 참여자의 개별 관계 요인과 관계적 요

인으로 보기로 하였지만,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만큼 피실험자는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로 정해져 있으며

화·청자 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피실

험자의 성별 비율이 균형적이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 화자 성별

요인은 대화 참여자의 개별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청자 성별 요인은

설문지 문항에 따라 균일 있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고려할 맥락 요

인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대화 참여자의 지위 관계도 본 연구에서

제외한 맥락 요인이다. 왜냐하면 ‘지위’라는 어휘 자체가 중국에서

정의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존재하는 자체가 곧바로 사람들 간의 상하 관계를 뜻하는데, 이는

엄격하게 규정하기가 복잡한 사회적 관계이다. 군대, 회사와 같은

질서가 분명한 장소에서는 지위 차이를 곧 등급의 차이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학교와 같은 일반적 장소에서는 지위 차이를 정의하기

가 힘들다. 상대의 지위가 높을수록 대인 관계나 어휘 사용 등 반드

시 공손성이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지위보다는 심리적인 거리와

나이에 따른 상대높임법 사용이 얼마만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

다.예컨대 화자가 청자보다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청자의 나이가

화자보다 많은 경우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표현이다. 또한

박지순(201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위와 연령에 따른 상대높임법

사용 경향은 100%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요인을 선정하고 지위 요인을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제3자 유무

요인에 관하여 역시 단순히 제3자가 있다, 없다는 것만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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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렵다. 만약 이를 분석하려면 제3자의 유무만이 아니라 제3자

의 지위, 나이, 신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제3자에서 분석을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화·청자의 심리적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매체 요인도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본

연구는 물리적인 송수신 경로를 통해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을 보는

것이 아니므로 아울러 실제 담화 상황에서의 사용 양상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기 때문에 매체 요인을 영향 요인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장르 맥락 요인에 관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언

어 사용의 실용성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일반적으

로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담화 상황을 고려하되 장르의 유형

은 일상대화, 수업 중 대화, 업무 중 대화의 세 가지 하위분류로 나

누어 보기로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맥락 요인들을 정리하여 다음<표Ⅱ- 11>과 같이 재분

류하였다.

21) 발화 장면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을 두고 다루는 것이다.

맥락 요인 분류

대화

참여자

요인

개별

요인

화자 연령 20대

청자 성별 남성, 여성

청자 연령 동갑, 연하, 연상

관계

요인

연령차 화자>청자, 화자<청자, 화자=청자

친소 관계 친함, 친하지 않음

만남 여부 초면, 구면

상황적 맥락

요인
발화 장면21) 격식 장면, 비격식 장면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
장르 일상대화, 수업 중 대화, 업무 중 대화

표 Ⅱ- 2  본 연구의 상대높임법 실현의 맥락 요인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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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한국어 교재에서의 상대높임법 교육 실태

본 연구는 중국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 교재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어 초급 교재를 선정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경대학교출판사의 <표준한국어1> 교재는 1992년 중한 수교

가 이루어진 뒤 5년 사이에 중국 내부에서 최초로 북경대학교, 연변

대학교를 포함한 25개 대학교가 공동 편집한 대학용 한국어 교재이

다. 교재는 총 3권이고,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고 있다. 민족대학

출판사의 <한국어1> 교재는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에서 2001

년에 편집하였다. 총 3권이며, 현재 중국 북쪽 지역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이다. 다음으로 광동세계도서출판사의 <초급한국어교

정1>, <초급한국어교정2> 교재는 광동외어외무대학교 한국어학과의

교수진이 직접 편집하였다. 총 6권이며, 1-2권은 초급, 3-4권은 중

급, 5-6권은 고급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들어 비교적 특색 있는 교

재로 꼽히며, 중국 남쪽 지역 대학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어 교

재 중의 하나이다.

1) 북경대학출판사 <표준한국어1>

따라서 격식 장면(상황)과 비격식 장면(상황)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는
격식성의 측면에서 다루었을 때 일상대화를 비격식 상황으로 보고, 수업
중 대화와 업무 중 대화를 격식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화 장면은 장르와 함께 다루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발화 장면을
장르와 구별하여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단원 화계 종결어미 기술 내용

1권 13과 하십시오체

-ㅂ/습니다

진술형 종결어미, 용언 뒤에 붙
어 일종의 존경어기를 표시한
다. 청자가 화자보다 연장자 혹
은 상사, 친한 관계가 아닐 때
사용한다. 일종의 존경의 격식
체이다.

표 Ⅱ- 3 <표준한국어1>의 상대높임법의 기술 내용



- 73 -

<표Ⅱ- 3>의 기술 내용을 참고하여 <표준한국어1> 교재는 격식

체의 아주 높임 화계인 ‘하십시오체’와 비격식체의 두루 높임 화계

인 ‘해요체’를 중심으로 함께 제시하여 교육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오체’의 청유형 종결어미 ‘-ㅂ시다/읍

-ㅂ/습니까 의문형 종결어미, 용언 뒤에 붙
어 일종의 존경 어기를 표시한
다.

1권 14과

하오체

하십시오체

-(으)ㅂ시다
공동형 종결어미, 동사 어간 뒤
에 붙어 공동 어기를 표시한
다. 중국어의 ‘吧’와 비슷하
다.

-(으)십시오,
-(으)세요

명령형 종결어미, 동사 어간 뒤
에 붙어 명령을 표시한다. ‘-
(으)십시오’와 ‘-(으)세요’는 모
두 존경 어기를 표시한다. 다만
‘-(으)세요’보다는 ‘-(으)십시요’
가 존경의 뜻은 더 강하다. 중
국어’请’와 비슷하다.

1권 18과 해요체 -아/어요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존경 어기를 표시한다. ‘-습니
다’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사용
하고 ‘-아/어요’는 비공식적인
장소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다.

1권 19과 해요체 -(으)ㄹ래요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화자의 생
각이나 상대방에게 의견을 구할
때 사용한다.‘-겠어요’보다 더
구어체와 가깝다.

1권 21과 해요체 -(으)ㄹ 까요?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구어 상에서 남의 의견을 구할
때 나타낸다.

1권 25과 해요체 -지요?

의문형 종결어미, 화자가 청자
에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
인하여 질문할 때 나타낸다. ‘-
지요’로 질문할 때 대답은 보통
‘-습니다, -어요, -ㄴ데요’등 어
미로 한다.

1권 25과 해요체 -ㄴ 데요
구어에서 많이 쓰는 종결어미이
다.’-아/어요’보다 구체화와 가
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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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도 제시하였다. 이를 제외하고는 ‘반말체’를 포함한 다른 화계가

초급 교재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십시오체’는 비교적 공식적인

장소에서 사용되고, ‘해요체’는 비공식적인 장소나 일상생활에서 많

이 사용된다고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장소라는 개념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

다. 교재의 대화문을 통하여 이해를 시키는 듯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교재 1권 제18과에서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문에서는

구별 없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화자와 청자의 대화에 ‘해요

체’와 ‘하십시오체’가 동시에 사용되었다.

또한 교재의 전체 대화문을 살펴보면 같은 학교의 동기 사이, 종

업원과 손님 사이, 낯선 관계, 회사 동료 사이에서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가 구별 없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이해

하기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의

차이는 단지 격식과 비격식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실

제적 예문을 제시하여 높임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상황적, 사회문

화적 맥락으로도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야만 학습자가 상대높임법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교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하십시오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 ‘-(으)십시오’가 제14과에서 제시된 이후, 매 단원에서 지속적

으로 등장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제14과에서 ‘-(으)십

시오’와 ‘-(으)세요’를 모두 명령형 종결어미로 제시하면서 ‘-(으)십

시오’는 ‘-(으)세요’보다 존경의 뜻이 더욱 강한 표현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따라서 교재의 대화문에서 비교적 더 존경스러운 표현 ‘-

(으)십시오’를 많이 선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으)십시오’와

‘-(으)세요’는 높임 정도의 차이일 뿐 아니라 격식성의 차이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으)십시오’는 격식체의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에

속하고, ‘-(으)세요’는 비격식체의 두루 높임 ‘해요체’에 속하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시장이나 학교, 식당 같은 일상적인 장소에서 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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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화자가 대화할 때 ‘-(으)십시오’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다. 또한 ‘-(으)십시오’를 중국어 ‘请(qing)’와 비슷하다고 설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실제로 중국인 학습자가 교수님께 종종 ‘식사

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모국어의

영향 때문이다. 중국어에서는 ‘请用餐(qing yong can)’라는 표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자연스러운 표현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하십시오’는 명령형이고, 중국어에서 ‘请’는 말 그대로

청유형이다. 그러므로 ‘하십시오’를 ‘请(qing)’로 해석할 수는 없다. ‘-

하시지요’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

면 역시 교재에서 제시한 상대높임법이 현실의 언어생활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재에서 ‘-(으)십시오’를 대화

문에 넣으려면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문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교재에서는 ‘아니요’를 ‘아니오’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해요

체’인 ‘아니요’를 ‘아니오’로 잘못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 교재에서

보조사 ‘요’에 대한 설명 역시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요’, ‘글쎄요’라

는 표현은 대화문에서 볼 수 있는데 ‘요’에 대한 설명을 따로 제시하

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나타난 ‘요’가 단순히 어미 뒤에 뿐 아니라,

명사, 부사, 조사 뒤에도 붙어 높임 종결어미로 사용된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박석준(2005)에서도 ‘-요’에 대해서는 초급 교재의 앞부분

에서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요’

의 사용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생산적인 청자높임법의 ‘높임’의 수단

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설명이 다소 잘못 기술된 표현으로 ‘-ㄴ데요’와 ‘-아/

어요’를 들 수 있다. 교재에서는 특별히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ㄴ데요’는 구어에서 많이 쓰는 종결

어미라고 하였고, ‘-아/어요’보다 더 구어체와 가깝다고 설명하였다.

‘-ㄴ데요’와 ‘-아/어요’는 모두 비격식체의 두루 높임인 ‘해요체’에 속

한다. 그러므로 같은 등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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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계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둘 다 '해요체'이기 때문에 문어보다 구어에서 많이 사

용된다. 그러나 비교를 하자면 화자와 청자의 관계, 상황 맥락, 어기

를 통해 구체적으로 예문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민족대학출판사 <한국어1>

단원 화계 종결어미 기술 내용

1 권

11과 하십시오

체

-ㅂ니다/습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과 선어말어미-았/었/였/-겠-, -시/-으

시-의 뒤에 붙어, 서술형을 표시한다. 청자

에게 대접하는 장소에서 쓴다.

-ㅂ니까/습니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과 선어말어미 ‘-았/었/였-, -겠-, -시/

으시-’ 뒤에 붙어, 의문형을 표시한다. 청자

에게 대접하는 장소에서 쓴다.

1 권

13과

하오체

하십시오

체

-ㅂ시다/읍시다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화자가 청자와 함께

행동을 원할 때 쓴다. 청자에게 겸손의 표

현을 나타낸다.

-십시오/으십시

오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화자가 청자에게 부탁

하거나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나타낸다.

연장자나 상사, 혹은 대접할 상대방이 있을

때 쓴다.

1 권

17과 해요체

-아요 /어요 /여

요

용언 어간이나 선어말어미 ‘-았/었/였-, -겠

-, -시/으시-’ 뒤에 붙어 서술형, 의문형, 명

령형에서 쓴다. 존경스럽고 친절한 어기를

나타낸다.

-세요/으세요

용언 어간과 서술형조사 ‘–이다’ 어간 뒤에

붙어 서술형, 의문형, 명령형에서 쓴다. 다만

명령형에서 더 많이 나타낸다. 화자가 청자

표 Ⅱ- 4 <한국어1>의 상대높임법의 기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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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어떤 행동을 청할 때 사용한다. 존경

스럽고 친절한 어기를 나타낸다.

-ㄴ데요/는데요

/은데요

놀라움과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할 때도 가끔 쓴다.

1 권

18과 해요체

-군요

형용사 어간과 선어말어미‘-았/었/였-, -겠

-, -시/으시-’, 또한 서술형 조사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사물에 대해 인정하거나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청자에게 대접하는 장소에

서 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다.

–ㄹ까요/-을까

요

미래나 지금의 사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거

나 추측을 나타낸다. 주어가 단수 제1인칭

시, 주어가 청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가 복수 인칭 시, 화자가 청

자에게 함께 행동 하자는 제안을 의미한다.

1 권

21과 해요체 -지요

‘-이다’어간 혹은 용언 어간, 선어말어미‘-았

/었/였-, -겠-, -시/으시-’뒤에 붙어 서술형

종결어미이다. 확인할 때 많이 쓴다. 어기에

따라 의문의 뜻을 나타낸다. 다만 화자가

질문한 바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거나 상대

방에게 인정을 받고 싶을 때 사용된다. 가

끔 청유의 뜻도 나타낸다. 중국어 ‘吧， 吗’

와 비슷하다.

1 권

24과 해라체

-다/ㄴ다/는다

용언 어간과 선어말어미‘-았/었/였-, -겠-,

-시/으시-’ 뒤에 붙어 단순한 어떤 사실을

진술할 때 쓴다. ‘-다/ㄴ다/는다’는 해라체

화계에 속한다. 현제 시제를 나타낸다. 어른

이 아이에게, 친밀한 동등 관계나 아이 사

이에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서면에서 많이

사용된다.

-나요

용언 어간과 선어말어미‘-았/었/였-, -겠-,

-시/으시-‘ 뒤에 붙어 의문을 나타낸다. 해

요체 화계에 속한다. 어기가 부드러운 편이

다.

서술형에서 사용된다. 어떤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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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4>의 기술 내용을 참고하면, 민족대학출판사의 <한국어

1>의 경우는 전체 화계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격

식체의 아주 높임 화계인 ‘하십시오체’와, 비격식체의 두루 높임 화

계인 ‘해요체’, ‘하오체’의 청유형 종결어미 ‘-ㅂ시다/읍시다’, 그리고

‘해라체’의 ‘-ㄴ다/는다’를 함께 제시하였다.

이 교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

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격식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구별하지 않

고 있다는 점이다. ‘하십시오체’의 대표적 형태인 ‘–ㅂ니다/습니다’

를 청자에게 대접하는 장소에서 사용된다고 제시하였지만, ‘-아요/어

요’의 설명에서는 단지 존경스럽고 친절한 어기를 나타낸다고만 제

시하였다. 또한 격식성 차이와 높임의 차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이 없는 것이 교재의 부족한 점이다. 또한 제13과에서 대표적인 두

루 높임 화계인 ‘해요체’의 ‘-아요/어요’와 ‘-세요/으세요’의 설명을

같은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역시 문제가 있다. ‘-아요/어요’보다는

1 권

25과

해요체

-고요

때 나타낸다. ‘-이다’어간, 용언 어간, 어미‘-

았/었/였-, -겠-, -시/으시-’뒤에 붙어 구어

에서 많이 사용된다.

-던데요

용언이나 서술형 조사 ‘-이다’ 어간, 혹은

선어말어미‘-았/었/였-, -겠-, -시/으시-’ 뒤

에 붙어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었을

때 사용된다. 청자에게 대접하는 장소에서

쓴다.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더군요

용언이나 서술형 조사 ‘-이다’ 어간, 혹은

선어말어미‘-았/었/였-, -겠-, -시/으시-’ 뒤

에 붙어 어떤 일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었을

때 많이 사용된다.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네요

용언이나 서술형 조사 ‘-이다’ 어간, 혹은

선어말어미‘-았/었/였-, -겠-, -시/으시-’ 뒤

에 붙어 어떤 사정을 서술할 때 쓴다. 청자

에게 대접하는 장소에서 쓰이며 감탄의 뜻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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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으세요’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청할 때 더 많이 사

용된다고 하여 한 가지 차이점만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은 학

습자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같은 두루 높임 화계인 ‘해

요체’를 동일한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은, 학습자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계를 선택할 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

을 같은 단원에서나 동일한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교재에서 ‘-다’체의 설명을 단지 ‘해라체’의 문어체로 국

한하고 있고, 구어체에서 ‘해체’의 강조, 감탄의 기능을 언급하지 않

고 있다. 이에 대해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별하여 쓰이는 종결어미가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예문을 통해 같이 제시하였으면 한다.

다른 교재가 참고할 만한 이 교재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상대높임

법의 화계 등분 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초급 교재이더라도 학습자

에게 여섯 개의 화계 등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상대높임법을 이

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광동세계출판사 <초급한국어教程1>, <초급한국어教程2>

단원 화계 종결어미 기술 내용

1권

15과 하 십

시 오

체

-ㅂ/습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

뒤에 붙어 서술형을 표시한다. 청자에게 대접하

는 장소에서 쓴다.

-ㅂ/습니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어미이다. 용

언 뒤에부터 의문을 표시한다. 청자에게 대접하

는 장소에서 쓴다.

-으/십시오 명령형 종결어미이다. 화자가 청자에게 부탁하거

나 어떤 행동을 요구할 때 사용된다. 청자가 연

장자나 상사, 혹은 대접할 대상이어야 한다.

표 Ⅱ- 5 <초급한국어教程1>, <초급한국어教程2>의 상대높임법의

기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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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읍시다

공동형 종결어미이다.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화자

가 청자와 함께 행동을 원할 때 사용된다. 청자

가 대접할 대상이어야 한다.

1권

18과 해 요

체

-아/어/여요

종결어미이다. 용언이나 서술형 조사 ‘-이다’ 어

간, 혹은 선어말어미‘-았/었/였-, -겠-, -시/으시

-’ 뒤에 붙어 존경하고 친절한 어기를 표시한다.

‘-ㅂ니다/습니다’보다 어기가 더 부드럽고, 사용

범위가 더 넓다. 그래서 구어에서 많이 사용된다.

‘-ㅂ니다/습니다’는 격식적인 장소에서 많이 사용

한다. ‘-아/어/여요’는 진술형, 의문형, 명령형, 공

동형, 감탄형에서 많이 사용된다.

1권

19과 해 요

체

-에요/예요
종경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이다’, ‘아니다’

어간 뒤에 붙어, 서술형, 의문형에서 쓴다. 어기

가 부드럽고 친절하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세요/으세요
용언 어간과 ‘-이다’의 어간 뒤에 붙어 청자가 어

떤 행동을 청할 때 쓴다. 친절한 어기와 존경을

나타낸다.

1권

20과

해 요

체

그런데요?

접속부사이다. 형용사 ‘그렇다’와 종결어미’-ㄴ데

요’를 결합하였다.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문

을 할 때 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놀라움

과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1 권

21과

해 요

체

해 라

체

-지요(죠)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과 ‘이다’의 어간, 어미’-

았/었/였-’, ‘-겠-’, ‘-시/으시-’ 뒤에 붙어 의문형

에서 사용된다. 화자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이

미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인정을 받고 싶을 때

쓴다. 중국어 ‘吧’와 비슷하다. 어기에 따라 진술

형, 명령형, 공동형에서 긍정의 어기를 나타낸다.

-다/ㄴ다/는

다

종결어미이다. ‘-다’는 형용사 어간과 ‘이다’의 어

간, 어미’-았/었/였-’, ‘-겠-’, ‘-시/으시-’ 뒤에 붙

어 단순한 사실을 진술할 때 쓴다. ‘-다/ㄴ다/는

다’는 해라체 화계에 속한다. 현재 시제를 나타낸

다. 어른이 아이에게, 친밀한 동등 관계나 아이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서면에서 많이 사

용된다.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과 ‘이다’의 어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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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

22과

해 요

체

-군요/는군요 붙어 감탄하거나 평판할 때 나타낸다. 청자에게

대접하는 장소에서 쓴다.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

다.

1 권

23과

해 요

체

-ㄹ까요/을까

요

종결어미이다. 미래나 지금의 사정에 대해 의문

을 가지거나 추측을 나타낸다. 주어가 단수 제1

인청 시, 주어가 청자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어가 복수 인칭 시,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하자는 제안을 의미한다.

1 권

24과 해 요

체

-네요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이나 ‘-이다’ 어간, 어미

’-았/었/였-’, ‘-겠-’, ‘-시/으시-’ 뒤에 붙어 어떤

일을 서술할 때 쓴다. 청자에게 대접하는 장소에

서 사용하며 감탄의 어기를 나타낸다.

1 권

26과

해체 -냐/으냐/느

냐

의문형 종결어미,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혹은

동등 관계에게 사용된다.

1 권

27과 해 요

체

-ㄹ/을래(요)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 뒤에 붙어 의도를 표시

한다. 서술형이나 의문형에서 사용한다.

-고요(구요) 서술형 종결어미이다. 어떤 일에 대해 확인하거

나 추가 설명을 할 때 나타낸다. 구어에서는 ‘-고

요’를 대신 ‘-구요’를 많이 사용한다.

-ㄹ/을게(요)
종결어미이다.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상대방과 약

속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다.

구어에서만 사용한다.

1 권

29과

해 체 ,

해 요

체

-나요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 뒤에 붙어 의문을 표시

한다. 해요체 화계에 속한다. 어기가 부드러운 편

이다.

-거든(요)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 뒤에 붙어 확실함을 표

시한다.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거나 자랑스럽고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혼자 말할 때 많이 사용

되며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고 말고(요)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이나 어미 ‘-시/으시’ 뒤

에 붙어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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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

30과

해 체 ,

해 요

체

-대(요)
‘-다고 해(요)’의 줄인 형식으로 나타낸다. 용언

어간 뒤에 붙어 간접 인용할 때 쓴다. 의문형에

서 상대방에게 들은 사실에 대해 질문할 때 나타

낸다. 구어에서만 사용한다.

-다고(요)

‘-다고(요)’는 종결어미 ‘-다’와 간접 인용인 ‘-고’

의 결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반문하거나 자신의

생각, 주장을 강조함을 나타낸다. 청자에게 대접

하는 장소에서 사용된다.

2 권

2과

해체 -ㄴ/은/는 걸 종결어미이다. 뜻밖의 어떤 사실을 새롭게 달게

되면서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2 권

3과

해체

해 요

체

-나/-는가 종결어미이다. 동사 어간 ‘-았/었/였-’과 ‘-겠-’

뒤에 붙어 의문을 나타낸다.

-ㄴ/은/는데

요

서술형 종결어미이다. 감탄하거나 친절한 어기로

어떤 사실을 진술할 때 쓴다.

2 권

4과

해 요

체

-ㄴ /는다니

요, -다니요,

-라니요

종결어미이다. 이미 알고 있거나 들은 사실에 대

해 의문을 나타낸다. ‘-다니요’, ‘-라니요’는 놀라

움과 믿을 수 없을 때 사용된다.

2 권

5과

해 요

체

-ㄹ/을걸요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2 권

7과

해체 -는구나, 구

나

종결어미이다. 동등 관계나 자신보다 어린사람에

게 쓰이며 감탄형 진술을 나타낸다.

2 권

9과

해체

-야 (아 /어 /

여)

‘-야’는 ‘이다, 아니다’ 뒤에 쓰이고, ‘-아/어/여’는

용언 어간 뒤에 붙어 어떤 사실에 대해 진술하거

나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니 종결어미이다. 용언 어간 뒤에 붙어 의문을 나타

낸다.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나 비교적 가까운 동

등 관계에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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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Ⅱ- 5>의 기술 내용을 보면 광동세계도서출판사 <초급한국어

교정1>, <초급한국어교정2> 교재에서는 가장 많은 화계를 제시하였

다. 예사 높임 화계인 ‘하게체’를 제외한 최고 높임 화계인 ‘하십시오

체’, 두루 높임 화계인 ‘해요체’, 예사높임 화계인 ‘하오체’, 그리고 반

말체 ‘해체’와 ‘해라체’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하십시

오체’와 ‘해요체’의 차이를 격식성으로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다만 높

이의 차이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다/는다’에 대한 설명

은 ‘해라체’의 화계로 문어체에만 쓰인다고 제시하였지만, 구어체에

서 ‘해체’의 강조, 감탄으로서 쓰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앞에 교재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요’에 대한 설명도 부

족하다. 교재에서는 ‘-아요/어요’를 ‘해요체’ 화계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대화문에서는 ‘그런데요’를 제시하고 이를 접속부사라고 하

며 형용사 ‘그렇다’와 종결어미 ‘-ㄴ데요’의 결합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2권 2과에서 나오는 ‘그럼요’에서의 ‘요’에 대한 설명은 제

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는 ‘요’가 명사, 부사, 조사 뒤에도 붙어

-더라
종결어미이다. 용어 어간 ‘이다’, ‘아니다’, ‘-았/었

/였’, ‘-겠-’ 뒤에 붙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들

었던 일을 진술하면서 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무엇’, ‘어디’, ‘언제’, ‘누구’와 함께 사용할 때 어

떤 일에 대해 회상하려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사

용한다.

2 권

11과

해 체 ,

해 요

체

-더라고(요)
종결어미 ‘-더라’와 간접 인용 ‘-고’를 결합하였

다. 용언 어간 ‘이다’, ‘아니다’ 뒤에 붙어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들었던 일을 간접적으로 누구에게

전달할 때 쓴다.

2 권

12과

해 체 ,

해 요

체

-다면서(요)

의문형 종결어미, 용언 어간 뒤에 붙어 사용한다.

‘-다면서(요)’는 형용사 어간 ‘-았/었/였’, ‘-겠-’

뒤에 쓰이며, ‘-ㄴ/는다면서(요)’ 동사 어간 뒤에

쓰이며, ‘-라면서(요)’는 ’이다’, ‘아니다’ 뒤에 붙

어 들었던 내용에 대해 반문할 때 나타낸다. 중

국어 ‘听说….?’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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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 종결어미로 기능한다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 교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급

단계에서 두루 낮춤 화계인 ‘해체’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는 점이

다. 이는 다른 교재와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다른 초급 교재에

서는 ‘반말체’가 나오지 않거나, 제시하더라도 ‘해라체’의 문어성만

설명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제2권부터 ‘해체’가 나오면서, 이에 대

한 설명으로는 대부분 동등 관계나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쓰인다

고 되어 있다. 그러나 높임 정도가 가장 낮은 화계인 ‘해체’가 실제

로는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예문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본 교재의 대화문에

서 ‘-(으)십시오’보다 ‘-ㅂ니다/습니다’와 ‘-아/어요’를 훨씬 많이 사

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국내 기관에서 출판한 한국어 교재와

비슷한 점이며, 실제 언어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위 교재들을 살펴보면서 상대높임법에 대한 내용 기술이 일관성을 보

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세 가지 교재의 공통점은 모두 문법

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어휘를 통해 실현되는 중국어 높임 표현과 다르

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문법적인 설명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중

국어가 고립어이므로 조사와 어미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높임

표현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어휘를 통해 높임 표현22)을 실현

22) 중국어의 높임 표현은 상대를 높이는 경어(敬语)와 자신을 낮추는 겸어
(谦语)로 나눌 수 있다.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한국어와 다르게 다루지만,
공통적으로도 주체높임법, 상대높임법, 객체높임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중국어의 상대높임법은 주로 어휘로 실현되며, 특히 상대를 높이는
과정에서는 인칭대명사 ‘你(너)’가 ‘您(당신)’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루어
진다. 이를테면 ‘你吃饭了吗?(밥을 먹었어요?)’를 ‘您吃饭了吗?(식사하셨
어요?)’로 표시한다. 인사할 때 일반적으로 ‘你好(안녕하세요)’를 사용하
는데, 상대를 특별히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您好(안녕하십니까)’를 사용
하여 공손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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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어휘에 의한 한국어의 주체높임법이나 객체높임법의

경우에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와 반면, 문법적으로 다루는 상대높임법은 학습자에게 인식 및 사

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예측하며, 특히 관련 개념이나 등분 간

차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세분화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또한, 상대높임법은 맥락을 의존하는 문법 범주로서 문법적 정확성뿐만

아니라, 화용적 적절성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담화 상

황에서의 맥락에 대한 인식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 담화에 있

어, 맥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적절한 화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의 교육 중요성도 교재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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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상대높임법 인식 및 사용 양상 분석

1. 상대높임법의 인식 양상 분석

본 장에서는 본 실험 설문지의 제1부에 해당하는 상대높임법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인식 조사의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① 상대높임법의 관련한 개념 지식에 대한 인식

② 상대높임법의 화계 선택의 난이도에 대한 인식(먼저 발화할 경

우, 대답할 경우)

③ 장르별의 화계 선택 인식(일상, 강의, 업무).

④ 성별, 연령, 친소관계, 만남 여부 등 맥락 요인이 상대높임 사용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

1.1. 상대높임법의 관련 개념 지식에 대한 인식

상대높임법의 관련 개념 인식 양상에서는 주로 세 집단이 상대높

임법의 개념, 화계, 또한 격식 및 비격식이라는 용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1.1.1. 상대높임법 개념

상대높임법의 개념에 대한

인식

집단
전체

KK CCK KCK

모른다 빈도 19 22 27 68

표 Ⅲ- 1 상대높임법 개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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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높임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의 질문에 알고 있다고 응답

한 수가 261명(79.3%)으로 나타났으며, ‘모른다’가 68명(20.7%)로 응

답자 대부분이 상대높임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K는 76

명 중 75.0%인 57명이 ‘안다’, 25.0%인 19명이 ‘모른다’고 응답하였

고 CCK 168명 중에서는 86.9%에 해당하는 146명이 상대높임법을

알고 있었으며 13.1%에 해당하는 22명이 모르고 있었다. KCK 85명

중에서 ‘안다’가 58명, ‘모른다’가 27명으로 각각 68.2%, 31.8%를 차

지함으로써 CCK보다 상대높임법 인식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높임법 개념에 대해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

의 비율은 CCK, KK, KCK 순으로 높았다. 이는 예상과 달리 CCK

가 상대높임법 개념에 대해 세 집단 중에서 가장 잘 인식하고 있다

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후 면담을 통해 같은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이러한 개념 인식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두 집단의 학습 목적 차이를 들 수 있다.

CCK에 대한 사후 면담에서 '상대높임법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

어요?'라는 질문에 전체 23명 응답자 중에 20명이 수업 시간에 선생

님께서 강의하셨다고 답하였다. KCK의 경우, 같은 질문에 충 11명

의 응답자에게는 정확히 상대높임법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높임

법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높임법으로 인식하였다고 답하였다.23)

CCK 집단이 모두 한국어를 학문적으로 배우는 학습자이지만 KCK

집단의 경우는 학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학 조건

을 맞추기 위해 배운 것이라 판단된다. 학습 목적과 성취 목표가 다

23) KK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이 75%로 KCK 집단보다 낮은 것
도 한국인 모어 화자가 상대높임법을 잘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한
국인들은 상대높임법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집단별 (%) 25 13.1 31.8 20.7

안다
빈도 57 146 58 261

집단별 (%) 75.0 86.9 68.2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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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만큼 이러한 개념 인식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24).

1.1.2. 상대높임법 화계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아는 대로 고르는 질문에 집단별로 응답한

화계의 유형은 위와 같이 나타났다.

화계유형 ‘하십시오’는 전체 응답자 중 86%에 해당하는 283명이

안다고 응답하면서 화계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KK

76명 중에서는 94.7%에 해당하는 72명이 ‘하십시오’를 안다고 응답

하였고, CCK 168명 중 ‘하십시오’를 아는 응답자 비율은 137명으로

24) 즉 CCK 집단의 경우는 모두 피실험자가 한국어 전공자이고, KCK 집
단은 모두 비전공자이자 한국어라는 언어와 관련 없는 전공의 학습자들
이다. 따라서 상대높임법이라는 어휘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높임말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화계 유형
집단

전체
KK CCK KCK

‘하십시오’
빈도 72 137 74 283

집단별( %) 94.7 81.5 87.1 86.0

‘해요’
빈도 69 149 71 289

집단별( %) 90.8 88.7 83.5 87.8

‘해’
빈도 46 70 19 135

집단별( %) 60.5 41.7 22.4 41.0

‘하오’
빈도 52 62 64 178

집단별( %) 68.4 36.9 75.3 54.1

‘하게’
빈도 31 74 24 129

집단별( %) 40.8 44.0 28.2 39.2

‘해라’
빈도 32 39 25 96

집단별( %) 42.1 23.2 29.4 29.2

표 Ⅲ- 2 상대높임법 화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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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를 차지했으며, KCK 85명 중 74명으로 87.1%였다.

화계유형 ‘해요’는 전체 응답자 중 87.8%에 해당하는 289명이 안

다고 응답했으며, 알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화계유형이었다.

KK의 아는 응답자 비율은 76명 중 69명인 90.8%가 응답하였다.

CCK는 168명 중 149명이 안다고 응답하면서 88.7%의 선택비율을

보였고, KCK는 85명 중 71명으로 83.5%가 안다고 응답했다.

화계유형 ‘해’는 전체 응답자 중 41%에 해당하는 135명이 안다고

응답했고, 이는 화계유형 중 네 번째 순위이다. KK 76명 중에서는

60.5%에 해당하는 46명이 안다고 응답했다. CCK 168명 중 70명이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율로는 41.7%이다. KCK 85명 중에서 아는

응답자는 22.4%에 해당하는 19명으로 비교적 선택비율이 낮았다.

화계유형 ‘하오’는 CCK를 제외하고 KK와 KCK 집단이 모두 세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전체 응답자 중 54.9%에 해당하는

180명이 안다고 응답했다. KK의 아는 응답자 비율은 76명 중 52명

으로 68.4%였고, CCK 168명 중36.9% 62명이 안다고 응답하였다.

KCK 85명 중에서는 64명이 안다고 응답하면서 75.3%의 높은 선택

비율을 보였다.

화계유형 ‘하게’는 전체 응답자 중 34.3%에 해당하는 112명이 안

다고 응답했으며, CCK 집단을 제외하면 모두 다섯 번째 순서로 인

식하였다. KK의 아는 응답자 비율은 76명 중 31명인 40.8%였고,

CCK 168명 중 아는 응답자 비율이 74명으로 44.0%였으며, '하게'를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화계로 인식한 것은 다른 두 집단과 다른

양상이 보인다. KCK 85명 중에서는 이보다 낮은 28.2%에 해당하는

24명이 ‘안다’를 선택했다.

화계유형 ‘해라’는 전체 응답자 중 29.2%에 해당하는 96명이 안다

고 응답하면서 가장 적은 선택을 받았다. KK 76명 중에서는 42.1%

인 32명이 ‘안다’를 선택했다. CCK 168명 중 아는 응답자가 39명으

로 23.2%를 차지했고, KCK 85명 중 29.4%에 해당하는 25명이 안다

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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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CCK의 화계 인식 순위는 해요, 하십시오, 하게,

해, 하오, 해라 순이고, KK는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해, 해라, 하게

순이며 KCK의 경우에는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라, 해 순으

로 보여 주고 있다. 통계적으로 화계를 6개로 인식한 응답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해요, 하십시오, 하오 총 세 개의 체

계로 인식한 사람이 54.1%로 절바을 차지하였다. 표를 참고하여 정

리하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

았을 때 KK와 KCK가 하오체에 대한 인식이 CCK보다 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CK가 하오체보다 하게체를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해체에 대한 인식이

KCK가 다른 두 집단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이는 사후 면담을 통해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KK와 KCK가 하오

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높임 화계라는 특징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것으로 볼 수 있다. KK 응답자 7명 중에서 전

부 하오체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며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지만 교수님과 대화할 때나 드라마에서 종종 들

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말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

높임법’이라는 용어가 주는 인상으로 인해 실생활의 활용도보다도

높임 화계 여부를 우선적으로 중시해 응답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KCK의 경우는 응답자 11명 중에 6명이 하오체가 해요체와

같은 화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높임말에 속하다고 응답하였으나, 5명

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CCK가 다른 두 집단보다 하게체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다는 것에 대해 이유를 정리하여 말하자면 '

하게'를 교재에서 접했을 때 쉽게 잊기 어려운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일종의 높임 표현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게체를 격식 장면

에서 많이 쓰이는 화계로 판단하고, 평상시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하게체는 높임 화계

가 아니라 예사 낮춤 화계로서, 기본적으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게 쓰는 화계인 만큼 아직 20대인 CCK 집단이 현실적으로 쉽게 쓸



- 91 -

수 없는 화계인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CCK 집단이 하게를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화계로 인식하고 있지만, 높임과 낮춤의 개념에서 혼동을 겪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KK와 KCK 집단의 경우는 높임 화계인 하

십시오, 해요, 하오 다음으로는 해, 해라, 하게 순으로 응답했다는 것

이 높임과 낮춤으로 나눠 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집단도

하오체에 대해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현 시점 실생활

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화계임에도 불구하고 하게체보다 하오체

를 먼저 인식한 것은 높임화계로 판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KCK 집단의 경우에는 의외로 낮춤

말인 해체를 화계 중 가장 적게 인식한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한 원

인을 사후 면담을 통해 확인하니, KCK 집단이 대부분 대학생이라

반말체를 쓸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하였다25). 따라서 상대높임법이라

는 어휘를 보고 높임만 생각되어 반말체는 상대높임법 속에 들어가

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역시 언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습

자가 아니므로 짐작컨대, 상대높임법이라는 어휘 자체는 전문적인

문법 어휘로서 일상생활에서 전혀 듣지 못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는 어휘 그 자체로 상대방을 높일 수 있을 만큼, 어

휘의 표면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상대높임법은 높

임만 인식하고 반말체가 그 뒤에 따를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

25) 사후 면담에서는 KCK 응답자가 반말체를 쓸 수 있는 한국친구가 많
이 없는데다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높임표현을
위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고 하였다. 하오체와 하게체의 경우는 정확
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생활이나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봤으므로
그만큼 격식 장소에서 사용하는 화계가 아닌가 싶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는 응답자에게는 하오, 하게를 사용할 수 있는 장면을 접한 경험이 없지
만, 나중에 취직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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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격식, 비격식이라는 용어

격식, 비격식를 인식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329명 중

73.6%인 242명이 안다고 응답했고, 26.4%인 87명이 모른다고 응답

했다. KK는 76명 중 85.5%인 65명이 ‘안다’, 14.5%인 11명이 ‘모른

다’고 응답했다. CCK 168명 중에서는 72%에 해당하는 121명이 격

식체, 비격식체를 알고 있었으며 28%에 해당하는 47명이 모르고 있

었다. KCK 85명 중에서 ‘안다’가 56명, ‘모른다’가 29명으로 각각

65.9%, 34.1%를 차지함으로써 재(在)중국인보다 격식체, 비격식체

인식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KK, CCK, KCK 순으로 격식체, 비격식체

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점은

KCK가 CCK보다 격식, 비격식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사실이다.

사후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표가 학문적인지 그렇

지 않은 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CCK 집단

은 학문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에 대한

인식이 KCK 집단보다 비교적으로 강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구체적

인 원인이 사후 면담에서 밝혀졌는데, 예상과 달리 CCK 23명 응답

자 중에 15명은 정확히 격식, 비격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

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교재에서도 본 적이 없으

며 교사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7명의 응답자가

격식, 비격식 인식 여부
집단

전체
KK CCK KCK

모른다
빈도 11 47 29 87

집단별( %) 14.5 28.0 34.1 26.4

안다
빈도 65 121 56 242

집단별 (%) 85.5 72.0 65.9 73.6

표 Ⅲ- 3 격식 및 비격식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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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된 내용이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교사가 수업

시간에 대략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으며 격식이라는 말을 공식적

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7명 응답자의 경우 일상대화에서 이

루어지는 장면을 제외하고 수업, 기업에서 하는 대화를 모두 격식

장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KCK의 응답자의 경우는 전원으

로 격식, 비격식체 전혀 무슨 뜻도 모르고,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

였다. 따라서 설문지 조사와 다르게 나타난 인터뷰 내용은 실제 사

용에서 어떠한 인식 양상과 일치하는지 이후 사용 양상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2. 상대높임법의 화계 선택의 난이도에 대한 인식

상대높임법의 화계 선택의 난이도에 관한 인식에서는 주로 세

집단이 실제 상황에 있어 화자로서의 상대높임법 사용과 청자로서

의 상대높임법 사용을 구별하여 종결어미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먼저 발화할 경우와 대답할

경우로 나누어 볼 때 화계 선택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2.1. 먼저 발화할 경우

먼저 말할 경우 종결어미 선택이 어려운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먼저 말할 때 종결어미

선택 인식

집단
전체

KK CCK KCK

어렵지

않다

빈도 66 70 20 156

집단별( %) 86.8 41.7 23.5 47.4

어렵다
빈도 10 98 65 173

집단별( %) 13.2 58.3 76.5 52.6

표 Ⅲ- 4 먼저 발화할 경우 종결어미 선택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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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29명 중 52.6%인 173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47.4%인 156명

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KK 76명 중 13.2%인 10명이 ‘어렵다’, 86.8%

인 66명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했다. CCK 168명 중 58.3%에 해당

하는 98명이 먼저 말할 때 종결어미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

고, 41.7%에 해당하는 70명은 문제점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KCK

85명 중에서는 ‘어렵다’가 65명으로 76.5%, ‘어렵지 않다’가 20명으로

23.5% 비율을 보였으며, CCK에 비해 먼저 말할 때 종결어미 선택

을 까다롭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KCK, CCK, KK 순으로 먼저 발화할 시 종결어

미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다. 역시 한국어 모어 화자보

다 중국인 학습자가 먼저 말하는 상황에서 상대높임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중국인 학

습자지만 CCK보다 KCK가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특기한 점으로 볼 수 있다.

사후 면담에서는 실생활 상대높임법 사용에 있어서 KCK가 CCK

보다 유리한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면담을 거친 결

과, KCK가 먼저 말하는 경우에는 화계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 사실

이지만 실생활 속 익숙한 상황에서는 반복적인 언어 패턴을 사용하

기 때문에 CCK보다 언어생활에 있어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언어 패턴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못한 상황

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말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

끼기 때문에 잘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 문화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사

회에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게 말을 할 경우에

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욱 두려울 것 없으며 말한다. 말실수

하더라도 다음에 볼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피할 거도

없고 눈치 볼 거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상

대방이 초면이든, 구면이든 상관없이 말을 할 때 주변 환경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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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눈치를 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KCK가 CCK보다 이러한 문화로 인한 언어 환경의 영향이 컸을 거

라 판단한다.

1.2.2. 대답할 경우

대답을 할 때 종결어미 선택이 어려운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329명 중 29.5%인 97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70.5%인 232명

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KK는 76명 중 6.6%인 15명이 ‘어렵다’,

93.4%인 71명이 ‘어렵지 않다’고 응답했다. CCK 168명 중 38.1%에

해당하는 64명이 대답 시 종결어미 선택을 어려워했고, 61.9%에 해

당하는 104명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KCK 85명 중에서는

‘어렵다’가 28명, ‘어렵지 않다’가 57명으로 각각 32.9%, 67.1% 비중

을 차지했다. 앞서 먼저 말할 때 종결어미 선택에 비해 수월하게 여

기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 집단에 있어 대답 시 종결어미 선택에서 어

려움을 겪는 비율은 CCK, KCK, KK 순으로 높은데, 비율을 보면

KCK와 CCK가 먼저 말할 경우보다 대답하는 상황일 때 화계 선택

에 있어 어렵다고 한 비율이 감소하는데 이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다.

KCK의 경우, 먼저 발화할 때보다 대답할 때 어렵다고 선택한 비

대답할 때 종결어미

선택 인식

집단
전체

KK CCK KCK

어렵지

않다

빈도 71 104 57 232

집단별( %) 93.4 61.9 67.1 70.5

어렵다
빈도 5 64 28 97

집단별( %) 6.6 38.1 32.9 29.5

표 Ⅲ- 5 대답할 경우 종결어미 선택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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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절반이나 줄어드는 것을 통해 화계 선택의 부담을 많이 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 면담을 진행한 결과 사회 문화 영향으로

인해 한국에 있는 KCK는 말할 때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시선,

눈치 등이 신경 쓰인다고 하였다. 예컨대 공공장소에서 목소리 낮춰

말하고, 먼저 말을 거는 경우를 될수록 피하고 언어로 인해 주변 사

람들의 시선을 받지 않게끔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말할

때보다 대답할 때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종결어미에 따라 대답하면

가장 편리하다고 하였으며 상대방의 말을 따라 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생각하여 심리적 부담감이 적다고 하였다. 그러나

CCK는 중국에서는 말을 하는 데 있어 KCK만큼 주변 환경이나 사

람들의 시선 등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익숙한 언어

환경에서 벗어나 제2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역시 비교적 어렵고 부

담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같은 중국인 학습자이지만 KCK가

CCK와 비교하여 대답을 하는 상황에 있어 종결어미를 선택함에 있

어 차이를 보인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사회 문화와 언어 환경이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3. 동일한 청자인 경우 장르별의 화계 선택 인식

동일한 청자인 경우를 가정했을 때, 세 집단이 일상대화, 발표시

간의 대화, 회의시간의 대화에 따른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 사용에

있어, 장르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1.3.1. 일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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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친한 친구에게 말할 때 당신의 상대높임법 화계 선

택에 있어 집단별로 화계유형의 빈도는 표 Ⅲ- 6과 같이 나타났다.

화계유형 ‘하십시오’는 전체 응답자 중 2.1%에 해당하는 7명이 선

택했다. KK 76명 중에서 ‘하십시오’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CCK 168명 중 1명이 ‘하십시오’를 선택했고 비율로는 불과 0.6%이

다. KCK는 85명 중에서는 7.1%인 6명이 선택한 것을 확인될 수 있

다.

화계유형 ‘해요’는 전체 응답자 중 38.6%에 해당하는 127명이 선

택했다. KK 76명 중에서는 ‘해요’를 선택한 응답자는 10명으로

13.2%였다. CCK 168명 중 42.3%에 해당하는 71명이 ‘해요’를 선택

했다. KCK는 85명 중에서는 46명이 선택하면서 54.1%의 비율을 보

였다.

화계유형 ‘하오’는 전체 응답자 중 4.0%에 해당하는 13명이 선택

했다. KK 76명 중에서는 1.3%인 1명이 선택했으며, CCK 168명 중

화계유형
집단

전체
KK CCK KCK

‘하십시오’
빈도 0 1 6 7

집단별( %) 0.0 0.6 7.1 2.1

‘해요’
빈도 10 71 46 127

집단별( %) 13.2 42.3 54.1 38.6

‘하오’
빈도 1 10 2 13

집단별( %) 1.3 6.0 2.4 4.0

‘하게’
빈도 6 33 2 41

집단별( %) 7.9 19.6 2.4 12.5

‘해’
빈도 68 129 69 266

집단별( %) 89.5 76.8 81.2 80.9

‘해라’
빈도 41 88 39 168

집단별( %) 53.9 52.7 45.9 51.2

표 Ⅲ- 6 일상대화에서의 화계 선택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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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선택한 비율은 10명으로 6.0%이다. KCK는 85명 중 2.4%에

해당하는 2명이 ‘해’를 선택했다.

화계유형 ‘하게’는 전체 응답자 중 12.5%에 해당하는 41명이 선택

했다. KK 76명 중에서 ‘하오’를 선택한 응답자는 6명으로 7.9%였으

며, CCK 168명 중 33명이 ‘하오’를 선택하면서 19.6% 비율이 나타

났다. KCK는 85명 중에서는 2.4%에 해당하는 2명이 ‘하오’를 선택

했다.

화계유형 ‘해’는 전체 응답자 중 80.9%에 해당하는 266명이 선택

했다. KK 76명 중에서는 89.5%인 68명이 ‘하게’를 선택했다. CCK

168명 중 76.8%에 해당하는 129명이 ‘하게’를 선택했다. KCK는 85

명 중 69명이 선택하면서 81.2%의 비율을 보였다.

화계유형 ‘해라’는 전체 응답자 중 51.2%에 해당하는 168명이 선

택했다. KK 76명 중에서는 53.9%인 41명이 선택했으며, CCK 168명

중 ‘해라’를 선택한 비율은 88명으로 52.7%이다. KCK 85명 중

45.9%에 해당하는 39명이 ‘해라’를 선택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 집단이 일상대화에서 친구에게 말할 때 선택

하는 화계는 공통적으로 해, 해라, 해요, 하게, 하오체 순으로 나왔

다. 우선 일상대화라는 장르에서는 친구에게 '반말체'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해체는 대표적인 반말체임으로서 가장 많은 선

택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예상과 일치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 가지 특징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CK와 KCK가 해요체를 택한 비

율은 KK보다 세 배나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장 주목할 만한 특

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친구에게 하게체를 선택함

에 있어 CCK가 다른 두 집단보다 하게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라체의 선택에 있어 CCK가 KCK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후 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우선

일상생활에서 친구에게 말할 때 해요체를 많이 선택한 경우는 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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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KCK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CCK는 교재의 대화문에서 해요

체의 사용이 가장 많다는 생각하였으며 반말체에 관한 문법 지식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대화문이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로 제시하고 있다

고 하였다. 따라서 드라마나 실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역

시 해요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자와의 관계

를 고려하지 못한 채 해요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KCK는

CCK와 달리, 교재의 대화문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실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대화문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할

수 있다. KCK는 '일상대화에서 친한 친구에게 왜 해요체를 사용합

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상당수의 응답자가 친한 친구가 대부분 같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학교 한국

인 동기 친구에게는 주로 해요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설문

지에서는 한국인 친구에게 말할 때의 경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해

요체를 선택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으로 하게체의 선택에 있어 CCK가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높

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CCK와의 사후 면담 결과를 토대로 살펴

보면 응답자 전원이 하게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하게

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일상대화에서 왜 친구에게 하게체를 많이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23명의 응답자 모두 친구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하게 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하거나 하게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CCK가 KCK보다 해라체를 많이 선택하였는데 이 역

시 사후 면담을 통해 CCK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해체'를 쓸 수

있는 경우에도 '해라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판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내

용을 기술하지 않았지만 실제 상황에서 해체를 사용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해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

화계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왜 일상대화에서 해체를 해라체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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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CCK 응답자 중 대부분이 이 두 화계는 모두 낮춤말이기 때

문에 언제든지 바꿔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소수의 학습자

만이 해라체는 약간의 명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더불어 명령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두 화계가 교체 사

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교재에서 해체의 사용은 주로 친구 간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실제 대화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며 드라마에서도 해라체

의 사용이 더 많이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CCK 학습자는 해

체, 해라체의 화계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혼돈을 겪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상황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갖고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의 사용 양상에서 검증하도록 하겠다.

1.3.2. 수업 중 대화26)

발표시간에 당신이 친한 동기에게 질문하려고 할 때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의 양상은 집단별로 위와 같이 나타났으며, 6 개 화계 중

26) 본 연구의 수업 중 대화는 발표시간의 대화와 같은 것으로 보다.

화계유형
집단

전체
KK CCK KCK

‘하십시오’
빈도 61 139 72 272

집단별( %) 80.3 82.7 84.7 82.7

‘해요’
빈도 73 161 81 315

집단별( %) 96.1 95.8 95.3 95.7

‘해’
빈도 0 13 0 13

집단별( %) 0.0 7.7 0.0 4.0

표 Ⅲ- 7 발표시간의 화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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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 가지만 선택한 것을 확인될 수 있다.

화계유형 ‘하십시오’는 전체 응답자 중 82.7%에 해당하는 272명이

선택했다. KK 76명 중에서 ‘하십시오’를 선택한 응답자는 61명으로

80.3%였으며, CCK 168명 중 139명이 ‘하십시오’를 선택했고 비율로

는 82.7%이다. KCK는 85명 중에서는 84.7%인 72명이 선택했다.

화계유형 ‘해요’는 전체 응답자 중 95.7%에 해당하는 315명이 선

택했다. KK 76명 중에서 ‘해요’를 선택한 응답자는 73명으로 96.1%

였다. CCK 168명 중 95.8%에 해당하는 161명이 ‘해요’를 선택했다.

KCK는 85명 중에서는 81명이 선택하면서 95.3%의 비율을 보였다.

화계유형 ‘해’는 전체 응답자 중 4.0%에 해당하는 13명이 선택했

다. KK 76명과 KCK 85명 중 ‘해’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으며,

CCK는 168명 중 ‘해’를 선택한 비율은 13명으로 7.7%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발표시간에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질문함

에 있어서는 화계 선택은 하십시오, 해요, 해, 세 가지 유형으로 나

타났지만 이 중에서 해체를 선택한 응답자는 CCK밖에 없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사후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CCK학

습자는 설문지의 문제를 잘 못 이해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발표시간에 동기에게 해체를 사용해도 됩니까'라

는 질문에 대해 23명의 응답자 중 22명이 발표시간에 동기에게 해

체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 수업시간

이기 때문에 해체가 아닌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

중 단 한 명의 응답자만이 수업시간이 아니라면 교실에서 친구에게

해체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터뷰 응답자 모두가 이러

한 상황에서 해체의 사용을 부정한 사실을 미루어 보면 설문지에서

해체를 선택한 것은 설문지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응답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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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업무 중 대화27)

회사에서 회의 시간에 친한 동료에게 질문할 때 당신의 상대높임

법 화계 선택에 있어 집단별로 위와 같이 나타났다.

화계유형 ‘하십시오’는 전체 응답자 중 97.3%에 해당하는 320명이

선택했다. KK 76명 중에서 ‘하십시오’를 선택한 응답자는 75명으로

98.7%였으며, CCK 168명 중 160명이 ‘하십시오’를 선택하면서

95.2% 비율을 보였다. KCK의 선택 비율은 100.0%로, 85명 중 85명

전원이 ‘하십시오’를 선택했다.

화계유형 ‘해요’는 전체 응답자 중 85.4%에 해당하는 281명이 선

택했다. KK 76명 중에서 ‘해요’를 선택한 응답자는 76명 전원으로

100.0%였다. CCK 168명 중 71.4%에 해당하는 120명이 ‘해요’를 선

택했다. KCK는 85명 중에서는 85명 전원이 선택하면서 100.0%의

27) 본 연구의 업무 중 대화는 회의시간의 대화와 같은 것으로 본다.

화계유형
집단

전체
KK CCK KCK

‘하십시오’
빈도 75 160 85 320

집단별( %) 98.7 95.2 100.0 97.3

‘해요’
빈도 76 120 85 281

집단별( %) 100.0 71.4 100.0 85.4

‘해’
빈도 2 4 0 6

집단별( %) 2.6 2.4 0.0 1.8

‘하오’
빈도 0 3 0 3

집단별( %) 0.0 1.8 0.0 0.9

‘하게’
빈도 1 2 0 3

집단별( %) 1.3 1.2 0.0 0.9

‘해라’
빈도 1 1 0 2

집단별( %) 1.3 0.6 0.0 0.6

표 Ⅲ- 8 회의시간에서의 화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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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보였다.

화계유형 ‘해’는 전체 응답자 중 1.8%에 해당하는 6명이 선택했다.

KK 76명 중에서 ‘해’를 선택한 응답자는 2명으로 2.6%였다. CCK

168명 중 ‘해’를 선택한 비율은 4명으로 2.4%이다. KCK는 85명 중

‘해’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화계유형 ‘하오’는 전체 응답자 중 0.9%에 해당하는 3명이 선택했

다. CCK 168명 중 3명이 ‘하오’를 선택하면서 1.8% 비율이 나타났

다. KCK 85명과 KK 76명 중에서 ‘하오’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화계유형 ‘하게’는 전체 응답자 중 0.9%에 해당하는 3명이 선택했

다. KK 76명 중에서는 1.3%인 1명이 ‘하게’를 선택했으며, CCK 168

명 중 1.2%에 해당하는 2명이 ‘하게’를 선택했다. KCK 85명 중 ‘하

게’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화계유형 ‘해라’는 전체 응답자 중 0.6%에 해당하는 2명이 선택했

다. KK 76명 중에서는 1.3%인 1명만 선택했다. CCK 168명 중 ‘해

라’를 선택한 비율은 1명으로 0.6%이다. KCK는 85명 중 ‘해라’를 선

택한 응답자가 없었다.

여기서 해, 하오, 하게, 해라체는 전체적으로 선택 비율이 낮으며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에 선택이 집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강의담화와의 인식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상대

화에 비하면 화계 선택이 단순하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면 모든 응답자가 장르라는 요인이 화계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긴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KK와 KCK에 비하

면 CCK는 회의시간에 화계를 선택함에 있어 해요체보다 하십시오

체를 더 선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하오체의 선택에 있어

KK와 KCK보다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CCK가 해요체보다 하십시오체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사후 면담

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아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회의

와 같은 맥락 상황을 CCK는 공식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공식 장소인 만큼 최고 높임 화계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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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둘째,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화

계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응답자가 중국에서 한국어 드라마

를 많이 시청함으로써, 인기가 많았던 회사 직장 주제 드라마 '김과

장'의 영향으로, 회사에서 해요체보다 하십시오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인식하여 나중에 회사 들어가면 하십시오체를 많이 사용하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면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CCK는 '회의시간에 하오체를 사용합니까?'라는 인터뷰 질

문에서 23명 응답자 전원이 하오체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

으나 일종의 높임말로 하오체를 인식한 응답자가 5명 있었지만 모

두 회의시간에 이 화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CCK학습자는 설문지에서는 하오체를 선택한 경우가 존재하

였지만 실제로는 화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는 중국에 있는 학습자의 말의 쓰임이

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환경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학습 교재를 통해 언어 구조나 용법을 배우

고, 실제 사용에 관한 것은 매체를 이용하여 학습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교재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교

수한 후 매체를 활용하여 실생활의 언어 사용에 대해 교육할 수 있

다. 현재 중국의 대학교에서 듣기 수업에서 매체를 이용하여 교육하

는 경우가 있으나, 듣기, 말하기 수업이 아닌 문법 수업에서는 활용

도가 낮다. 따라서 매체를 활용하여 문법을 교육한다면 수업에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흥미를 유도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진

행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교재나 매체를 의존하기 보다,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습자들이 매체를 이용할 경우 매체에서

의 언어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경

우이다. 교사가 교재와 매체를 활용하여 정확한 문법적 지식과 적절

한 언어 사용의 표현까지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연스러운 언어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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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후 교수학습

내용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4. 성별, 연령, 친소관계, 만남 여부 등 맥락 요인에

대한 인식

앞서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 개념, 화계, 격식성, 장르에 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상대높임

법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여섯 가지 맥락 요인 중에, 격식 장면, 장

르를 제외한 성별, 연령, 친소관계, 만남 여부 등 네 가지 맥락 요인

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인식 양상을 살펴보

도록 한다.

1.4.1. 성별

성별이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329명 중 34.3%인 113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65.7%인 216명

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CCK 168명 중 54.2%에 해당하는 91명이 상

성별이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집단
전체

KK CCK KCK

그렇지 않다
빈도 68 77 71 216

집단별( %) 89.5 45.8 83.5 65.7

그렇다
빈도 8 91 14 113

집단별( %) 10.5 54.2 16.5 34.3

표 Ⅲ- 9 성별 요인에 따른 화계 선택 인식 양상



- 106 -

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상대의 성별을 고려하고 있었고, 45.8%에 해

당하는 77명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KCK 85명 중에서는 ‘그

렇다’가 14명으로 16.5%, ‘그렇지 않다’가 71명으로 83.5% 비율을 보

였으며, CCK에 비해 상대높임법 화계에 있어서 상대의 성별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KK는 76명 중 10.5%인 8명이 ‘그렇

다’, 89.5%인 68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면서 KCK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성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에 따라 성별 요인이 상대높임법 화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CCK에서는 특히 많

았다고 할 수 있다. 또 KK집단에 있어 성별이 상대높임법 화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인식이 중국인 학습자보다 상당히 낮은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누구와 대화함에 있어 상대방의 성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인식 양상이 드러난 이유에

대해서는 사후 면담을 통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었다. CCK 학습자

가 중국어를 할 때는 상대방의 성별이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남녀무별28)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23명 응답자 중 절반이 이는 중국 사회 문화를 바탕으로 보

았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렇지만 성별은 화계

선택에 있어 고려대상이 된다고 응답한 CCK가 다른 두 집단보다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CCK 학습자가 한국어의 경우에

는 높임말을 중시하고, 사회적 예의 문화를 존중하고 특히 남녀유별

이라는 문화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할 때 상대방의 성별을 고려해

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자 중 절반은 한국말로 대화를 할 때

는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종결어미가 다르게 된다는 것을 수업 첫

시간 때부터 교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드라마를 보

28) 여기의 ‘남녀무별’의 의미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남녀무별은 ‘남녀
교제가 분별없이 紊亂(문란)함을 가리킨다. 중국의 ’남녀무별‘은 남녀무
관함을 가르키며 동등의 관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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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한국어에서는 남자, 여자에게 쓰는 말이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

게 되었다는 것도 이러한 CCK 학습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볼 수 있다.

예상과 달리 <표 Ⅲ- 9>를 참고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가 상대높

임법 사용에 있어서 성별 요인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가 있다. 유송영(1994), 한길(2002)은 성별은 상대

높임법 화계 선택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지만,

주요 영향 요인은 아니며 간접 영향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상대높임법의 화계 선택에 있어 성별보다는 '힘'과 '유대', 화·청자

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

불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성별은 더욱 상대높임법의 화계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은 본 연구의 20

대 KK 응답자의 인식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양상이 실제 언어생활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또

는 앞선 논의에서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사용

양상에서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1.4.2. 연령

연령이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329명 중 92.4%인 304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7.6%인 25명이

연령이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집단
전체

KK CCK KCK

그렇지 않다
빈도 5 14 6 25

집단별( %) 6.6 8.3 7.1 7.6

그렇다
빈도 71 154 79 304

집단별( %) 93.4 91.7 92.9 92.4

표 Ⅲ- 10 연령 요인에 따른 화계 선택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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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응답했다. KK 76명 중 93.4%인 71명이 ‘그렇다’, 6.6%인 5

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CCK 168명 중 91.7%에 해당하는

154명이 상대의 연령에 영향을 받아 상대높임법 화계를 선택하고

있었고, 8.3%에 해당하는 14명은 그렇지 않았다. KCK는 85명 중에

서는 ‘그렇다’가 79명으로 92.9%, ‘그렇지 않다’가 6명으로 7.1% 비

율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있어, 연령은 세

집단에게는 모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 면담

에서 '연령은 왜 화계 선택에 중요한 요소입니까?'라는 질문에서

CCK 학습자는 한국어 첫 수업 때부터 선생님께서 한국어와 중국어

의 차이는 나이에 따라 종결어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연령에 따라 상대높임법의 화계가 구

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머릿속에 연령

에 따라 상대높임법의 화계가 달라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학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물론,

취미로 배우는 학습자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임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도 연령은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후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4.3. 친소관계

친소관계가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

친소관계가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집단
전체

KK CCK KCK

그렇지 않다
빈도 6 13 10 29

집단별( %) 7.9 7.7 11.8 8.8

그렇다
빈도 70 155 75 300

집단별( %) 92.1 92.3 88.2 91.2

표 Ⅲ- 11 친소관계 요인에 따른 화계 선택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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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체 329명 중 91.2%인 300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8.8%인

29명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KK는 76명 중 92.1%인 70명이 ‘그렇다’,

7.9%인 6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CCK 168명 중 92.3%에 해

당하는 155명이 상대와의 친소관계를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의 변수

로 고려하고 있었고, 7.7%에 해당하는 13명은 그렇지 않았다. KCK

85명 중에서는 ‘그렇다’가 7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88.2%), ‘그렇

지 않다’가 10명으로 11.8%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친소관계는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있어, 세 집

단 모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같은 중국인 학습자이지만 CCK가 KCK보다 이에 대해 더 높

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비교적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사회는 대인관계, 개인관계 등 관계를 중시하는 면이

강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CCK나 KCK 중국인 학습자

들이 친소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의외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친소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KCK가

CCK보다 조금 더 낮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인터뷰를 통해 이는 대부분의 학습

자가 친하면 반말체, 친하지 않으면 높임말을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는 사실로 볼 때 단순한 개인 차이로만 보기는 어렵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중 두 명의 학습자가 친한 관계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종결

어미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말을 낮

춰 사용하려면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KCK가 CCK보다 상황 맥락, 사회적 예의 문화에 대한 고려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구자마다 상대높임법에 영향 요소

를 분류하는 데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나이, '힘'과 '유대'의 정도, 친

소관계, 대화의 장면 이렇게 네 가지 요인이 크게 상대높임법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친소관계가 상대높임법 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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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세 집단도 친소관계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 상황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향후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4.4. 만남 여부

만남 여부가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

에는 전체 329명 중 84.8%인 279명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15.2%인

50명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KK는 76명 중 92.1%인 70명이 ‘그렇다’,

7.9%인 6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역시 예상과 같은 결

과가 나왔다. CCK 168명 중 86.3%에 해당하는 145명이 상대와의

만남횟수를 고려해서 상대높임법 화계를 선택하고 있었고, 13.7%에

해당하는 23명은 그렇지 않았다. KCK 85명 중에서는 ‘그렇다’가 64

명, ‘그렇지 않다’가 21명으로 각각 75.3%, 24.7%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CCK가 KCK보다 높은 비율로 만남 여부

가 상대높임법 화계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 것은 비교적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에서 인간관계를 쌓아나가는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CCK의 경우 만남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사이가 친해졌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계 선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만남횟수가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주는지

집단
전체

KK CCK KCK

그렇지 않다
빈도 6 23 21 50

집단별( %) 7.9 13.7 24.7 15.2

그렇다
빈도 70 145 64 279

집단별( %) 92.1 86.3 75.3 84.8

표 Ⅲ- 12 만남 여부 요인에 따른 화계 선택 인식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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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KCK 응답자 중에

서는 이러한 경우가 세 명 이하였다. 이는 KCK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되고, 만남횟

수가 많다고 하여 반드시 친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특히 말할 때 어휘 사용 및 상대높

임법 종결어미를 선택하는 데 있어 보다 신중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같은 중국인 학습자이지만 이들이 처한 언어 환경 맥락에

서 따라 서로 다른 인식 차이를 보인다.

1.5. 인식 양상 소결론

이상으로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의 관련 개념 지식에 대한 인식과

사용 상황의 난이도 인식, 격식성, 성별, 연령, 친소관계, 만남 여부,

장르 등 상대높임법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맥락 요인에

대해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대높임법의 개념에 있어서는 전체 79.3%가 잘 안다고 응답하였

으나 그 중 CCK가 86.9%, KK 75.0%, KCK는 68.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대높임법의 개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만, CCK가

다른 두 집단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KK와 KCK 집단에 있어 상

대높임법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바가 있었다.

또한 화계 인식 양상 결과에 의하여 역시 이 두 집단에게는 ‘상대높

임법’이라는 용어가 주는 인상으로 인해 실생활의 활용도보다도 높

임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안 높임 화계 해체, 해라체의 경우는 공통적으로 인식율이 낮았다.

이러한 경우는 CCK에게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만, 교재나

교사를 통해 상대높임법에 대해 어느 정도 교육 받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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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대높임법의 사용 상황에 따른 난이도 인식은 먼저 발화할 경우

와 대답할 경우 두 가지로 상황을 나누어 설문하였다. 먼저 말할 때

에는 전체 응답자 중 52.6%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CCK

58.3%, KCK 76.5%가 어렵다고 대답한 반면 KK는 86.8%가 어려움

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대답하는 상황에서는 종결어

미 선택을 수월히 여기는 응답자가 훨씬 많아 70.5%가 어렵지 않다

고 대답했으며, CCK 61.9%, KK 93.4%, KCK 67.1%가 대답 시 종

결어미 선택을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보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예상과 일치하였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에서는 KCK가 CCK보다는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에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그 원인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

이 KCK 집단에 있어 실제 상황에서의 상대높임법 사용에 대해 더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껴 더 어렵다고 답하였다.

연령 요인에 있어서는 세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상대높임법 실현에

가장 기본적인 결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와 반면에 인식이 가장 약하게 다루고 있는 맥락 요인은 성별 요인

으로 나타났다.

성별 요인에 있어서는 CCK가 54.2%로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성별을 영향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KK와 KCK

가 각 10.5%,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식, 비격식에 대해 인식 결과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보다 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한 편임에다 KCK보다는

CCK가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소관계 요인에 있어서는 세 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보여

주고 있지만, KCK보다는 CCK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

으며 친소관계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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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인식 양상으로 만남 여부에 있어서도 확인될

수 있다. 세 집단이 모두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

며, 그 중 KCK보다는 CCK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장르 요인에 있어서는 세 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대화에서의

해라체, 하게체 사용에 대한 인식 양상이 다른 두집단보다 CCK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또한 같은 중국

인 학습자이지만 일상대화에서의 해라체에 대한 인식도 역시 다르

게 반영하고 있으며, CCK가 KCK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있어서는 CCK가 해체의 선택에 대한

인식도 다른 두 집단과 다르게 나타났으며 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해체를 인식한다는 것이 역시 특기한 점이다. 회의 시간의 화계 선

택 사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 집단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

으며, CCK집단만이 이러한 상황에서 해요체보다 하십시오체를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까지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여 상대높임법 인식에 대해서는

세 집단에 있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KK에

비하면 CCK와 KCK가 다소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예상과 일

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CCK와 KCK는 같은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로서 상대높임법에 대해 위와 같은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

을 주목하여 그 원인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용어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

대높임법의 개념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화계 중

해, 해라, 하게에 대한 인식이 다른 화계보다 비율이 낮았다. 이는

사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이라는

용어가 주는 인상으로 인해 실생활의 활용도보다도 높임 화계 여부

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안 높임 화계를 인식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격식 장면이나 비격식 장면에 있어서도 CCK가 KCK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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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역시 KCK가 격식, 비격식이라는 용어를

교재나 생활에서 접하지 못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CCK에게는 교사의 설명을 통해 다소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 뜻으

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KCK보다 격식성의 개념에 대한 인식

이 우수한 편이었다.

둘째, 사용의 부담감 때문이다. 학습자들이 성별, 연령 요인에 있

어 어느 정도에서의 상대높임법 실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

었지만, 실제 사용에서 어떻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바가 있다. 특히 연령 요인에 있어 분명한 기준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모두

동갑이나 연하에게 사용할 경우를 말한다. 동갑이나 연하에게 안 높

임 화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주지한 사실이지만, 실제 상황에서 어느

화계를 적절하게 선택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부담감 느껴, 특히

해체와 해라체의 사용에서 혼동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을 볼 수 있다.

셋째, 현지 문화 영향 때문이다. 친소관계, 만남 여부 요인에 있어

서는 CCK가 KCK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현지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CCK 집단에 있어서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만남 여부와 친밀한

정도를 상대높임법 실현에 대해 비슷하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생각

한다. 즉 만남 횟수가 많을수록 친해진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KCK 집단보다는 이에 대한 인식이 민감하지 않아, 비

교적 단순하고 더 쉽게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

면, KCK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데 한국 문화의 영향을 많

이 받아 인터뷰의 결과에 의하면, 실제 한국 사회문화에서는 만남

횟수가 상대방과의 친밀한 정도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

문에 이로 인해 상대높임법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에 있는

CCK보다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즉 KCK

에게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상대높임법에 대해 더 민감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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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를 인식하는 데 현지 문화로 인해 더 많은 영향 요인을 고려

하여 쉽게 생각하지 못한 면이 있다.

위의 정리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 상대

높임법에 대해 어렵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근거하여 실제 사용에서도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대해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집단이 상대

높임법의 사용 양상이 어떠한지 다음 절로 이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 분석
  
앞에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의 설문 조사 내용에서는 문법적으

로는 문제가 없으나 더 나아가 담화 맥락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한

다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용 양

상 분석에서는 언어적 맥락이 아닌 담화 맥락적 사용 양상을 중점

을 두고 분석하도록 한다.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면 중국인 학습

자가 언어문화로 인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상할 수

있으나, 더 구체적인 차이점을 알아내기 위해 통계적으로 더 세밀한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같은 중국인으로서 CCK 집단과

KCK 집단의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

는 것을 비교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양상을 유발하

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후 면담을 통해 사회 문화적 맥락 측면에

서 그 원인을 고찰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 양상 분석에서는 우선 일

반적인 통계적 사용 양상을 정리한 후, 맥락적 차원에서의 세 집단

의 사용 양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맥락 요소는 Haliday의 논의

에 따라 크게 언어적 맥락,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흔히

나눠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앞에도 언급했듯이 순수한 언어적 맥

락보다 상황 맥락을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석 내용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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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청자 관계에 따른 맥락 요인과 상황적 맥락 요인,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을 중심으로,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의 사용 양상과 그 원

인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대화 참여자 개별 요인

2.1.1. 청자 성별

1) 한국인(KK)

한국인 집단에 있어서는 카이제곱의 검정 결과로는 χ2= 4.882,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여자가 45명, 남자 31명

이 본 연구에 응답하였으며, 화계 양상에는 청자 성별이 남자인 경

우 화계 선택 순위가 해요체(31.3%), 하십시오체(27.6%), 해체

(18.4%), 해라체(11.7%), 하게, 하오체 각 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자 성별이 여자인 경우는 해요체가 29.9%, 하십시오체가 28.0%,

해체가 17.7%, 해라체 11.6%, 하게체 9.1%, 하오체가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집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자 성별

요인은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발화

상황에서 청자가 남성과 여성인 경우 모두 ‘해요체’ 발화를 가장 많

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는 ‘하십시오

체’였다. 가장 사용 비율이 적은 화계는 ‘하오체’와 ‘하게체’였다. 청

자가 여성일 때 해요체 발화 사용 비율이 29.9%이고 남성일 때 사

용 비율이 31.3%로 남성이 청자일 경우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여성

일 때보다 높았다. 앞선 연구들에서 여성이 청자일 경우보다 남성일

경우의 해요체 사용 비율이 높다고 분석한 것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십시오체의 경우 청자가 여성일 경우의 발화 사용 비율은

28.0%, 남성일 경우의 사용 비율은 27.6%이다. 이 역시 앞선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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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의 하십시오체 사용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고 분석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한국인 집단은 앞서 인식 양상에서 상대의 성별이 화계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답변이 우세하였다. 사용 양상을 확인한 결과

앞서 인식 양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상대의

성별이 상대높임법 화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 조사’에서 한국인 집

단은 8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 양상에서

는 청자 성별 요인이 화계 선택의 유의미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결과

가 도출되었으므로 인식 양상과 사용 양상 사이 괴리를 확인할 수

있다.

K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성

별

남
빈도 45 51 9 9 30 19

% 27.6 31.3 5.5 5.5 18.4 11.7

여
빈도 46 49 6 15 29 19

% 28.0 29.9 3.7 9.1 17.7 11.6

전체
빈도 91 100 15 24 59 38

% 27.8 30.7 4.6 7.3 18.0 11.6

표 Ⅲ- 13 KK 청자 성별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2) 재중중국인(CCK)

CCK에게 있어서는 카이제곱 검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응답이 여자가 147명, 남자가 21명이 응답하였으

며 청자 성별이 남자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화계 양상이 해요체

(20.4%), 하십시오체(19.5%), 해체(17.2%), 해라체(15.7%), 하오체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1 4.882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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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하게체(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자 성별이 여자인 경

우는 해요체(20.3%), 하십시오체(18.3%), 해체(16.8%), 해라체

(15.6%), 하오체(14.9%), 하게체(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재중중국인 집단은 청자 성별 요인이 화계

선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청자가 남성일 때와 여성일 때

모두 발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화계는 ‘해요체’였으며, 두 번

째로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하오체’와 ‘하게체’는

가장 적게 사용하는 화계였다. 해요체 발화 사용 비율의 경우, 청자

가 여성인 경우는 20.3%, 남성인 경우는 20.4%로 남성을 상대로 사

용하는 경우가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앞선 연구에서 청자가

여성일 때보다 남성일 때 해요체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과 같은 흐름이다. 청자가 여성일 때 하십시오체 발화 사용 비율

은 18.3%이고 청자가 남성일 때 사용 비율은 19.5%인데, 이는 남성

의 하십시오체 사용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앞선 연구들과 일치한

다.

CCK 집단이 청자 성별이란 요인에 의해서 화계 선택 변화가 거

의 크지 않다는 사용 양상은 앞서 인식 양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인식 양상 조사에서 상대의 성별이 상대높임법 화계에 영향을 주는

지 설문한 결과 재중중국인 집단의 과반수인 54.2%가 '그렇다'를 선

택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 양상에서는 청자 성별 요인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119 -

C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성별

남
빈도 51 53 38 33 45 41

% 19.5 20.4 14.6 12.6 17.2 15.7

여
빈도 48 53 39 37 44 41

% 18.3 20.3 14.9 14.1 16.8 15.6

전체
빈도 99 106 77 70 89 82

% 18.9 20.3 14.7 13.4 17.0 15.7

표 Ⅲ- 14 CCK 청자 성별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5 0.342 0.997

3) 재한중국인(KCK)

KCK 응답자는 역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남자가 27명 여자가 58명이었으며,

화계 양상은 청자가 남자인 경우에 있어서 역시 해요체 22.6%, 하십

시오체 21.7%, 해라체 16.8%, 해체 15.0%, 하오체 12.4%, 하게체

11.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인 경우는 해요체 23.6%, 하십시오

체 20.7%, 해라체 15.2%, 하게체 14.7%, 하오체 13.4%, 해체 12.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KCK 집단의 경우 청자 성별 요인이 화계 선택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자가 남성인 경우와 여성인 경우 모두

가장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는 ‘해요체’였고, 그 다음으로는 ‘하십시

오체’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남성이 청자인 경우 재한중국인의 사

용 비율이 가장 낮은 화계는 ‘하오체’와 ‘하게체’였고, 여성이 청자인

경우는 ‘하오체’와 ‘해체’였다. 여성이 청자일 때 23.6%가 해요체 발

화를 사용했고 남성인 경우에는 22.6%의 사용 비율을 보임으로써

여성이 청자일 때가 남성일 때보다 해요체 사용 비율이 높았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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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연구들에서 해요체 사용 비율이 여성이 청자일 때보다 남성일

때 높다고 분석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하십시오체는 여성

이 청자일 때의 발화 사용 비율이 20.7%, 남성이 청자일 때의 사용

비율이 21.7%이다. 이 결과는 앞선 연구들에서 남성의 하십시오체

사용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고 분석한 것과 일치한다.

KCK의 사용 양상과 앞서 확인한 인식 양상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 양상에서는 청자 성별이 화계 선택에 미치

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상대의 성별이

상대높임법 화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 조사’에서는 83.5%의 응답자

가 청자의 성별이 화계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식 양상과 사용 양상이 일치를 보인다.

K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성별

남
빈도 49 51 28 26 34 38

% 21.7 22.6 12.4 11.5 15.0 16.8

여
빈도 45 51 29 32 27 33

% 20.7 23.6 13.4 14.7 12.4 15.2

전체
빈도 94 102 57 58 61 71

% 21.2 23.0 12.9 13.1 13.8 16.0

표 Ⅲ- 15 KCK 청자 성별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5 1.782 0.878

  다음은 청자 성별에 따른 맥락적 분석을 살펴보자.

청자 성별 요인에 따른 해요체의 사용 경우에, KK 집단은 남성

청자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31.3%, 여성 청자 대상으로는 29.9%의

사용비율을 보이면서 청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에 비해

CCK 집단의 경우 남성 청자에게는 20.4%, 여성 청자에게는 20.3%

비율로 해요체를 사용하면서 청자 성별이 해요체 사용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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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았다. KCK 집단의 해요체 사용 비율은 남성 청자에게는

22.6%, 여성 청자에게는 23.6%이었다. KK 집단이나 CCK 집단과는

달리 여성 청자를 대할 때 해요체 사용비율이 약간 높았지만 KK

집단만큼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실

제 담화에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에 있어 청자의 성별에 CCK와

KCK 집단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십시오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KK 집단은 청자가 남성일 때

27.6%, 청자가 여성일 때 28.0%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KK 집단이

여성 청자를 대할 때 하십시오체 사용비율이 약간 더 높았던 것과

달리, CCK 집단은 남성 청자 중 19.5%에게, 여성 청자 중 18.3%에

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면서 남성 청자를 대할 때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KCK 집단의 사용 양상은 CCK 집단과 유사하였으며, 남성

청자의 경우에는 21.7%, 여성 청자의 경우에는 20.7%의 비율로 하

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해체의 경우는 KK 집단에서는 남성 청자일 때 18.4%, 여성 청자

일 때 17.7%의 사용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K 집단의 경우에

는 남성 청자에게 17.2%, 여성 청자에게 16.8%의 사용 비율을 보이

면서 KK 집단과 마찬가지로 청자가 남성일 경우에 해체 사용비율

이 더 높았다. KCK 집단은 남성 청자에게 15.0%, 여성 청자에게

12.4%가 해체를 사용하면서 다른 두 집단처럼 여성에 비해 남성과

대화를 할 때 해체를 더 자주 사용하였으나, 성별에 따른 사용비율

의 차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뚜렷하였다. 아래 1~3번처럼 세 집

단에서 해체의 사용은 주로 일상대화와 같은 비격식적인 장면에서

만 쓰였다.

1) 자리가 없어서 내가 여기 앉아도 돼? (KK)

2) 야, 막내, 유행 모르니? 이거 입어. (CCK)

3) 형(오빠),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 (KCK)



- 122 -

해라체의 경우, KK 집단은 청자가 남성일 때 11.7%, 여성일 때

11.6%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KK 집단의 해라체 사용비

율에 성별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CK

집단에서는 남성 청자를 대상으로 할 때 15.7%, 여성 청자를 대상으

로 할 때 15.6%로 해라체를 사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KCK 집단의 경우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청자

성별에 따른 비율이 현저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 청자에게는

16.8%, 여성 청자에게는 15.2%가 해라체를 사용하면서 남성에게 해

라체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해라체의 사용에

있어 청자의 성별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게체의 경우에는 KK 집단이 남성 청자를 대상으로 5.5%, 여성

청자 대상으로 9.1%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청자가 남성보다 여성일

경우 사용비율이 눈에 띄게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K 집단

은 청자가 남자일 때 12.6%, 여자일 때 14.1%의 비율로 하게체를

사용하였으며, KK 집단처럼 청자가 여성일 때 사용비율이 높았다.

KCK 집단은 남성 청자에게 11.5%, 여성 청자에게 14.7%의 사용비

율을 보이면서 CCK 집단과 전반적인 사용 양상이 유사하였다.

하오체의 경우를 확인하면, KK 집단은 남성 청자에게 5.5%, 여성

청자에게 3.7%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CCK 집단은 청자가 남성일

때 14.6%, 여성일 때 14.9%가 하오체를 사용하였다. KCK 집단은

남성 청자에게 12.4%, 여성 청자에게 13.4%의 비율로 하오체를 사

용하였다. KK 집단이 남성 청자에게 하오체를 더 자주 사용한 반

면, CCK 집단과 KCK 집단은 여성 청자에게 사용 비율이 더 높았

다.

이상은 설문지 제2부의 내용으로 세 집단의 화계 사용 양상을 분

석한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청자 성별이 실제 담화에서의 화

계 사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한 없이 자유로운 DCT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DCT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는 DCT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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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빈도표이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집단 모두 청자 성별에 따른 DCT

에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여성

청자를 대할 때에는 KK와 CCK 집단과 달리 KCK 집단의 경우에

하십시오체를 선호하기보다 해체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다. 높임 화계가 아닌 해체와 해라체의 사용을 보면,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여성 청자일 경우에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CCK 집단에서는 다른 두 집단보다 해라체의 사용이 더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선택지

가 있는 문항과 DCT에서의 화계 사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대

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래는 이에 대한

인터뷰 자료이다.

<인터뷰 자료 2>

연구자: 실제 담화 상황에서 상대높임법의 화계 선택에 있어, 청자 성별 요

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CCK1: 보통 말할 때 상대방의 성별을 잘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혹시

고려해야 합니까? 뭐가 다른가요?

KCK1: 아~~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고려야 되겠죠...근데 어떻

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CCK2: 당연히 고려야 하죠. 상대방이 남성이라면 말을 더 부드럽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말할 때 다 부드

집단 성별(%)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KK
남(%) 3.58 4.20 0.05 0 0.38 0.11
녀(%) 3.33 3.16 0.00 0 1.57 0.26

CCK
남(%) 4.62 3.13 0.17 0 0.30 0.12
녀(%) 3.19 2.19 0.00 0 0.93 1.17

KCK
남(%) 2.61 4.75 0.18 0 0.72 0.07
녀(%) 1.81 4.71 0.00 0 1.57 0.10

표 Ⅲ- 16 DCT 청자 성별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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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말한 것 같아요..

KCK2: 아..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담화 상황에서 청자

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학습자

의 예시를 보면, 담화 상황에서 청자의 성별에 따라 높임법 사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매체의 영향을 받아, 교재에서 제시한 지식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 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가 정확한

문법 지식보다는 잘못된 상상을 바탕으로 하여 문법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착각으로 인해 문

법의 의미를 스스로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2. 청자 연령

1) 한국인(KK)

KK의 경우에서는 각 연령차에 있어 카이제곱 검증 결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χ2= 30.106, p<.01).

해요체 28.3%, 하십시오체 25.0%, 해체 20.9%를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연상일 경우는 해요체를 43.8%, 하십시오체를 40.0%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연하일 경우에는 해요체를 24.4%, 하십시오체를

22.8%로 선택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한국인 집단의 경우 청자 연령을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동갑, 연상, 연하

모두 가장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는 해요체로 동일하였다. 해요체

사용 비율을 정리하면 동갑일 때 28.3%, 연상일 때 43.8%, 연하일

때 24.4%로 연상일 때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으며 동갑의 경

우에는 다른 화계 선택 역시 활발해 사용 비율이 집중되지 않았다.



- 125 -

두 번째로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 역시 세 집단 모두 하십시오체였

다. 동갑일 때 하십시오체 사용 비율은 25.0%, 연상일 때 40.0%, 연

하일 때 22.8%의 비율을 보였다. 역시 연상의 경우 하십시오체 선택

비율이 매우 높았다.

KK 집단은 앞서 인식 양상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상대의 연령

이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하였다. 사용 양상을 확인

한 결과 인식 양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의 연령

이 상대높임법 화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 조사’에서 한국인 집단의

93.4%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사용 양상 역시 청자 연령이 화계 선

택의 유의미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됨으로써 이와 궤를 같이한다.

K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연

령

차

동갑
빈도 30 34 6 10 25 15

% 25.0 28.3 5.0 8.3 20.9 12.5

연상
빈도 32 35 2 2 7 2

% 40.0 43.8 2.5 2.5 8.7 2.5

연하
빈도 29 31 7 12 27 21

% 22.8 24.4 5.5 9.4 21.3 16.6

전체
빈도 91 100 15 24 59 38

% 27.8 30.7 4.6 7.3 18.0 11.6

표 Ⅲ- 27 KK 청자 연령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2) 재중중국인(CCK)

CCK의 경우 연령차에 있어서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화계 선택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갑일 경우 해요체를 22.2%, 해라체를 20.3%, 하십시오체를 19.6%,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10 30.10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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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체를 13.7%, 하오체를 13.1%, 해체를 11.1%의 순으로 선택양상

이 나타났다. 연상일 경우에는 해요체(23.8%)와 하십시오체(23.8%)

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연하일 경우에는 해요체 23.1%, 하십시오

체 20.4%, 해라체 19.1%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K 집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자 연령이라는 요인이 화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장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는 동

갑, 연상, 연하 모두 해요체였다. 해요체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동갑

일 경우는 22.2%, 연상일 때는 23.8%, 연하에게는 23.1%이었다. 동

갑일 때 두 번째로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는 해라체였고, 연상은 하

십시오체와 해요체가 동률, 연하인 경우에는 하십시오체가 해요체

다음으로 사용 비율이 높았다. 동갑일 때 해라체를 사용한 비율이

20.3%인 반면, 연상일 때는 8.4%로 화계 중 가장 낮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연하일 때의 해라체 사용 비율은 19.1%이다.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비율은 동갑일 때 19.6%, 연상일 때 23.8%, 연하일 때

20.4%로 연상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기록했다.

앞서 인식 양상에서 재중중국인 집단은 상대의 연령이 화계 선택

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우세하였다. 그런데 사용 양상을 확인한

결과 인식 양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상대의 연령이 상대높임법 화

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조사’에서 91.7%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과

달리, 사용 양상은 청자 연령이 화계 선택의 유의미한 요인이 아니

라고 분석된다.



- 127 -

C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연

령

차

동갑
빈도 60 68 40 42 34 62

% 19.6 22.2 13.1 13.7 11.1 20.3

연상
빈도 68 68 44 40 42 24

% 23.8 23.8 15.4 14.0 14.6 8.4

연하
빈도 60 68 30 34 46 56

% 20.4 23.1 10.2 11.6 15.6 19.1

전체
빈도 188 204 114 116 122 142

% 21.2 23.0 12.9 13.1 13.8 16.0

표 Ⅲ- 18 CCK 청자 연령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3) 재한중국인(KCK)

KCK의 경우에는 동갑일 경우에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화계선택

양상은 χ2= 470.10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해요체를 46.9%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연상일 때

도 46.1%가, 연하일 때도 48.7%가 해요체를 선택하였다.

KCK 집단은 전체적으로 청자 연령과 화계 선택 사이에 연관 관

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갑, 연상, 연하 세 집단에

서 공통적으로 해요체가 가장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로 조사되었다.

해요체 사용 비율은 동갑일 때 45.7%, 연상일 때 46.1%, 연하일 때

48.7%로 연하인 경우에 해요체 사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

다. 해요체 다음으로는 하십시오체가 뒤를 따르는 양상을 보였다.

동갑은 하십시오체 사용 비율이 27.0%, 연상은 37.7%, 19.4%로, 연

상이 가장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인식 양상을 앞서 살펴본 결과 재한중국인 집단은 상대의 연령이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우세한 편이었다. 사용 양상

역시 확인 결과 인식 양상과 흡사한 결과를 보였다. ‘상대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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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높임법 화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 조사’에서 재한중국인 집단

의 92.9%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사용 양상을 보면 청자 연령을 화

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는 인식 양상과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다음은 청자 연령에 따른 맥락적 분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청자 연령에 따른 해요체의 사용 경우, KK 집단에서는 동갑인 청

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28.3%, 연상 청자 대상으로는 43.8%, 연하

청자가 대상일 때에는 24.4%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동갑이나 연하를

대할 때보다 연상을 대할 때 해요체 사용이 매우 잦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K 집단은 동갑 청자에게는 22.2%, 연상 청자에게는

23.8%, 연하 청자에게는 23.1% 비율로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연상

청자일 경우에 사용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KK 집단의 사

용양상과는 달리 연령대에 따른 사용비율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KCK 집단은 청자가 동갑일 때 45.7%, 연상일 때 46.1%, 연하일 때

K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연

령

차

동갑
빈도 41 70 4 6 20 12

% 27 45.7 2.8 3.7 13.0 7.8

연상
빈도 57 70 5 5 12 2

% 37.7 46.1 3.4 3.4 8.1 1.3

연하
빈도 30 75 5 6 20 18

% 19.5 48.7 3.2 3.9 13.0 11.7

전체
빈도 128 215 14 17 52 32

% 28 46.9 3.2 3.7 11.3 6.9

표 Ⅲ- 19 KCK 청자 연령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10 470.10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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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의 비율로 해요체를 사용하면서 CCK 집단과 마찬가지로 연령

대에 따른 사용비율의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해요체

사용비율 자체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령차와 관련 없이 해요체 자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청자 연령에 따른 KK 집단의 사용 비율을 보면 연

상-동갑-연하 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CCK와 KCK 집단이 연령차에 상관없이 전

반적으로 비슷한 사용 비율을 보여주며 연하에게도 공손한 해요체

를 많이 사용한다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는 일반적인 규범과는 맞지

않은 양상이다. 실제로 세 집단이 연하인 청자에게 해요체를 사용하

는 예문을 통해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CCK 집단이

연하 청자에게 사용하는 예이다.

1) 나보다 두 살 어리네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CCK)

2) 저기, 여기 바지 사이즈 좀 봐 주세요. (CCK)

하십시오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KK 집단은 동갑인 청자에게

25.0%, 연상 청자에게 40.0%, 연하 청자에게 22.8%의 비율로 사용

하였다. 앞서 본 해요체와 마찬가지로 존대어투이기 때문에 다른 연

령대보다 연상 청자와 대화를 할 때 하십시오체를 훨씬 자주 사용

하였다. CCK 집단의 경우 청자가 동갑이면 19.6%, 연상이면 23.8%,

연하이면 20.4%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동갑이나 연하에 비해 청자가

연상일 때 사용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KK 집단만큼 확연한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KCK 집단은 동갑 청자 중 27.0%, 연상 청자

중 37.7%, 연하 청자 중 19.5%에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다른

두 집단처럼 연상 청자를 대할 때 하십시오체를 자주 사용했으며,

CCK 집단에 비해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선명하였다. 전체적으로 보

았을 때 하십시오체의 사용 양상은 세 집단에서 모두 연상 청자에

게 확연히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집단별 양상에 있어 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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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었다.

해체의 경우는 KK 집단을 살펴보면 동갑 청자를 대상으로 하였

을 때는 20.9%, 연상 청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8.7%, 연하 청자

가 대상이었을 때는 21.3%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동갑과 연하 청자

에게는 20% 내외의 사용비율을 보인 것에 비해 연상 청자가 청자일

경우에는 사용 횟수가 확연히 적었다. CCK 집단은 청자가 동갑일

때 11.1%, 연상일 때 14.6%, 연하일 때 15.6%의 비율로 해체를 사

용하였다. KK 집단이 연상 청자에게 해체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것과는 양상이 달랐고, 해체가 반말어투임에도 불구하고 동갑 청자

보다 연상 청자를 대할 때 오히려 사용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KCK집단은 동갑 청자 중 13.0%, 연상 청자 중 8.1%, 연하 청자 중

13.0%에게 해체를 사용하였다. 다른 연령대보다 연상 청자에게 해체

를 적게 사용한 점은 KK집단이 보인 사용 양상과 유사하지만 KK

집단만큼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세 집단 중에서 KK 집단

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해체 사용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CCK

집단에서는 연상 청자를 대상으로 할 때 해체 사용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라체의 경우, KK 집단은 동갑 청자에게 12.5%, 연상 청자에게

2.5%, 연하 청자에게 16.6%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청자가 동갑이거

나 연하일 경우에 비하면 연상 청자에게 반말어투인 해라체를 사용

하는 횟수가 매우 적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CK 집단의 경우 청자

가 동갑일 때 20.3%, 연상일 때 8.4%, 연하일 때 19.1%의 비율로

해라체를 사용하였다. CCK 집단도 KK 집단과 마찬가지로 다른 연

령대보다 연상 청자에게 해라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KK

집단보다는 전반적으로 해라체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KCK

집단은 동갑 청자 7.8%에게, 연상 청자 1.3%에게, 연하 청자 11.7%

에게 해라체를 사용하였다. 이는 KK 집단의 사용양상과 매우 흡사

하다. 각 집단의 양상을 비교했을 때 CCK 집단의 경우, 다른 두 집

단보다 연하 청자를 대할 때 해라체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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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CCK 집단의 해라체 사용 예문이다.

1) 나보다 두 살 어리네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CCK)

2) 동철아, 많이 컸네~ 지금 몇 학년이니? (CCK)

3) 동생아, 문 좀 닫아라. (CCK)

하게체의 경우에 KK 집단에서는 동갑 청자에게 8.3%, 연상 청자

에게 2.5%, 연하 청자에게 9.4%의 비율로 사용하면서 다른 연령대

보다 연상 청자에게 사용 횟수가 매우 적었다. CCK 집단의 경우 청

자가 동갑일 때 13.7%, 연상일 때 14.0%, 연하일 때 11.6%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KK 집단과 달리 연상 청자에게 하게체 사용비율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두 집단보다 전반적인 사용비율 자

체도 높은 편이었다. KCK 집단은 동갑 청자 3.7%, 연상 청자 3.4%,

연하 청자 3.9%에게 하게체를 사용하면서 청자 연령대에 따른 차이

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

하오체의 경우, KK 집단은 청자가 동갑일 때 5.0%, 연상일 때

2.5%, 연하일 때 5.5%의 사용비율을 보이면서 연상 청자에게 하오

체로 대화하는 경우가 적었다. CCK 집단은 동갑 청자를 대할 때

13.1%, 연상 청자에게 15.4%, 연하 청자일 때 10.2%의 비율로 하오

체를 사용하였다. 연상 청자에게 하오체의 사용비율이 높은 것은

KK 집단과는 다른 양상이었으며, 전반적인 사용비율도 세 집단 중

가장 높았다. KCK 집단은 동갑 청자에게 2.8%, 연상 청자에게

3.4%, 연하 청자에게 3.2%로 사용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청자 연령

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은 앞선 설문지 제2부의 결과에 따른 분석 내용이다. KK 집

단을 제외하고 CCK와 KCK 집단에서는 청자 연령이 화계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드러났다. 아울러 세 집단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면 청자가 동갑인 경우와 연상인 경우에는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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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계 사용 양상을 보여 주었으나 연하인 경우에는 사용에 있어

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낮춤 화계의

사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주관적

으로 화계를 결정하는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DCT를 이용하였다. 즉 자유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청자가 연

하인 경우를 상정했을 때 실제 담화에서 화계의 선택은 어떻게 하

였는지, 특히 해체와 해라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DCT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담화완성테스트에서 해라체의 사용비

율을 보면 CCK 집단이 1.38%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두 집단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KK 집단이 0.18%, KCK 집단이 0.16%로 그 뒤를

이었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연하 청자에게 해라체를 사용하는 양상

은 앞선 설문지 제2부의 사용 양상 결과와 일치하게 나왔다. 해체

사용의 경우에는 해라체의 사용과 달리 CCK집단이 가장 적게 사용

하였다. KK 집단과 KCK 집단은 서로 비슷한 사용 비율을 보여줌

과 동시에 CCK 집단보다는 해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중국인 학습자 사이에서 왜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사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이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다.

<인터뷰 자료 3>

연구자: 실제 담화 상황에서 연하 청자에게 해체와 해라체 중에서 어떤 것

집단
나이

관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KK 연하(%) 0.80 5.52 0 0 2.63 0.18
CCK 연하(%) 2.32 2.47 0.20 0 1.13 1.38
KCK 연하(%) 0.72 4.93 0.18 0 2.19 0.16

표 Ⅲ- 20 DCT 청자 연령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 133 -

을 더 많이 사용합니까? 만약에 해체보다 해라를 더 많이 선호한

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CCK1: 글쎄요.. 원래 해라체가 일상대화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아니예

요?

CCK2: 해체와 해라체가 다 반말체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데, 바꿔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CCK3: 둘 다 반말체인데요. 그러나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해라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왜요?) 해체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

면 다 해라체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해체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

요.

CCK4: 둘이 같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는데요...

KCK1: 해라체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KCK2: 해체가 더 많이 사용하니까, 저는 친구나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해

체를 많이 써요.

KCK3: 저는 해체를 많이 사용해요. 해라체는 가끔은 농담할 때 친구한테

썼는데, 다른 사람한테 안 썼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해라체를 말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위의 내용을 통해 같은 중국인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반말체인

해체와 해라체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CK 집단은 해체와 해라체를 같은 등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화계를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해라

체를 일상대화에서 해체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KCK 집단은 CCK 집단과 달리, 이와는 반대로 인식하고 있

으며 KK 집단과 비슷하게 해라체보다 해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재중중국인 학습자가 반

말체인 해체와 해라체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편이었으며 이

로 인하여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혼동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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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 요인

2.2.1. 친소관계

1) 한국인(KK)

KK는 친소관계에 따른 화계 양상의 차이를 검정하는 카이제곱검

정 결과에서 χ2= 50.277,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친소관계에 따른 화계선택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응답한 화

계양상 가운데 소원한 관계에서는 해요체가 63.1%를 나타났으며, 친

한 관계에서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각 35.2%, 26.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한국인 집단은 친소관계 요인이 화계 선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소원한 관계와 친한 관계에서는 모두

해요, 하십시오, 해체의 순으로 사용비율을 보이면서 유사한 사용

경향을 보여주었다. 소원한 관계와 친한 관계에서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던 화계는 하오체와 하게체였다. 해요체 사용 비율은 소원한 관

계에서 63.1%, 친한 관계에서 35.2%로 소원한 관계에서 해요체 사

용이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십시오체의 경우 소원한

관계에서 28.9%, 친한 관계에서는 26.5%로 선택 순서 상 두 번째에

해당하였다. 해체 발화는 친한 관계에서 사용 비율이 24.9%이었고,

소원한 관계에서는 3.1%였다. 한국인 집단 역시 소원한 관계에서 해

요체와 하십시오체에 선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재중중국인

에 비해 그 정도가 더 강했다.

앞서 친소관계에 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본 결과와 사용 양상을

비교해보면 한국인 집단에서 두 설문 결과는 일치하는 것으로 보였

다. 상대와의 친소관계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묻자 한국인 집단은 9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긍

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던 인식 양상과 같이 사용 양상은 친소관계가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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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중중국인(CCK)

CCK는 친소관계에 따른 화계 양상의 차이를 검정하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는 χ2= 2438.81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소원한 관계에서는 해요체가 51.6%, 하십시오체가 31.7%로

나타났으며, 친한 관계에서는 해요체가 31.8%, 해체가 20.6%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CCK 집단은 친소관계 요인이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친한 관계와 소원한 관계 모두 가장 많이

사용한 화계는 해요체였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화계를 살피면

소원한 관계에서는 하십시오체, 친한 관계에서는 해체였다. 사용비

율이 가장 적었던 화계는 소원한 관계와 친한 관계 둘 다 하게체와

하오체였으되, 구체적인 순서는 차이가 있었다. 소원한 관계에서 해

요체 발화 사용 비율은 51.6%, 친한 관계에서는 31.8%로 소원한 관

계에서 해요체 사용이 눈에 띄게 잦았다. 하십시오체 발화 사용 비

율을 보면 소원한 관계에서는 두 번째 순위인 31.7%였으며, 친한 관

계에서는 20.3%로 세 번째로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해체 발화는

친한 관계에서 두 번째 순위로 20.6%의 사용 비율을 보였으나 소원

K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친
소
관
계

소
빈도 837 1824 52 25 91 65

% 28.9 63.1 1.8 0.9 3.1 2.2

친
빈도 383 508 4 21 360 169

% 26.5 35.2 0.2 1.5 24.9 11.7

전체
빈도 1220 2332 55 46 450 234

% 28.1 53.8 1.3 1.0 10.4 5.4

표 Ⅲ- 21 KK 친소관계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5 50.277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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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에서는 4.9%의 선택을 받아 사용 비율이 저조하였다. 전반적

으로 소원한 관계에서의 화계 선택은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에 집중

된 반면 친한 관계에서는 비교적 분포가 고른 양상이었다.

앞서 살펴본 인식 양상과 비교해보면 사용 양상과 일치한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와의 친소관계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재중중국인 집단은 92.3%가 그렇다고 답변

하면서 긍정하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사용 양상 역시 친소관계에 따

라 화계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같은 결과를 보

여준다.

3) 재한중국인(KCK)

KCK의 카이제곱검정 결과 친소관계에 있어서는 χ2= 1021.17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원

한 관계에서는 해요체가 5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하십시

오체가 32.0%로 나타났다. 친한 관계에서는 해요체가 37.5%, 해체가

21.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KCK 집단은 친소관계 요인과 화계 선택

C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친

소

관

계

소
빈도 1922 3083 271 169 298 285

% 31.7 51.6 4.4 2.8 4.9 4.6

친
빈도 649 1014 115 210 658 545

% 20.3 31.8 3.6 6.6 20.6 17.1

전체
빈도 2571 4098 386 379 956 830

% 27.9 44.4 4.2 4.1 10.4 9.0

표 Ⅲ- 22 CCK 친소관계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10 2438.81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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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소원한 관계와 친한

관계에서는 공통적으로 해요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소

원한 관계에서는 하십시오체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였고 친한 관

계에서 두 번째 순위는 해체였다.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던 화계를

확인하면 소원한 관계와 친한 관계에서 공통적으로 하게체와 하오

체였다. 해요체 사용 비율은 소원한 관계에서 52.4%, 친한 관계에서

37.5%였다. 해체는 친한 관계에서 21.9%로 두 번째로 많이 쓰인 화

계였지만, 소원한 관계에서는 5.5%로 사용 비율이 저조하였다. 하십

시오체의 경우 소원한 관계에서 사용 비율이 32.0%로 두 번째로 많

은 선택을 받았다. 친한 관계에서 하십시오체는 20.2%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재한중국인 집단은 소원한 관계에서 해요체와 하

십시오체에 선택이 대부분 집중되었으며 친한 관계에서 선택이 분

산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앞서 친소관계에 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KCK 집단에서

확인한 사용 양상은 인식 양상과 일치하였다. 상대와의 친소관계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서 KCK 집단

은 88.2%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그렇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사

용 양상 역시 친소관계가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분석되면서 이와 서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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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친소 관계에 따른 맥락적 분석을 살펴보자.

위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보면 CCK, KK, KCK 세 집단이 공통

적으로 친소 관계에 따라 화자의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있어, 세 집단이 친

밀한 청자와 친밀하지 않은 청자에게 해라체의 사용에서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CCK 집단의 경우에는 친밀한 청자와 친밀하지

않은 청자에게 모두 해요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지만, KK 집단과

KCK 집단은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만 해요체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 KK 집단은 해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KCK 집단은 해라체를 많이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1)은 CCK가 친밀한 청자에게 해요체를 사용한 경

우의 예이다. (2)은 KK가 친밀한 청자에게 해체를 사용한 경우의

예이다. (3)는 KCK가 친밀한 청자에게 해라체를 사용한 경우의 예

이다. (4), (5), (6)은 CCK, KK, KCK가 각 친밀하지 않은 청자에게

해요체를 사용한 경우의 예이다.

K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친

소

관

계

소
빈도 954 1543 112 62 165 125

% 32.0 52.4 3.8 2.0 5.5 4.2

친
빈도 329 609 33 107 356 191

% 20.2 37.5 2.0 6.6 21.9 11.8

전체
빈도 1283 2151 145 169 520 316

% 28.0 46.9 3.2 3.7 11.3 6.9

표 Ⅲ- 23 KCK 친소관계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10 1021.17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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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갈까요?/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가요. (친소

관계: 친, CCK)

2) 주말에 내가 생일파티 하려고 하는데, 시간 있어? (친소관계: 친, KK)

3) 야, 막내, 유행 모르니? 이거 입어라. (친소관계: 친, KCK)

4) 친구니까 말을 놓을까요?/ 친구니까 말을 놓아요. (친소 관계: 소,

CCK)

5) 벚꽃이 참 예쁘네요. (친소관계: 소, KK)

6) 형(오빠), 내가 청소 다 했는데, 책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친소관계:

소, KCK)

해요체의 경우를 보면 KK 집단은 친밀한 청자에게는 35.2%, 친

밀하지 않은 청자에게는 63.2%의 비율로 사용하였다. CCK 집단을

보면 친밀한 청자에게는 31.8%, 친밀하지 않은 청자에게는 51.6%의

해요체 사용비율을 보였다. 두 경우 다 해요체가 가장 자주 사용된

화계라는 점과 친밀한 청자보다 친밀하지 않은 청자에게 해요체의

사용이 더 잦았다는 점에서 KK 집단과 비슷한 사용 양상을 보여주

었다. KCK 집단은 친밀한 청자에게 37.5%, 친밀하지 않은 청자에게

52.4%가 해요체를 사용하였으며 앞선 두 집단과 같이 청자와 친밀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해요체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았

다. 친소 관계 두 가지 모두에서 해요체의 사용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에 세 집단이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KK 집단의 경우에는 친밀

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확연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십시오체의 경우에는 KK 집단이 청자와 친밀한 경우와 친밀하

지 않은 경우 모두 해요체 다음 순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였다.

청자와 친밀한 경우와 친밀하지 않은 경우 하십시오체의 사용 비율

의 차이를 비교하면 1.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CK 집단은

화·청자의 친소관계에 따라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사용이 역시 KK 집단처럼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친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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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해체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사용비율을 보이면서 친밀하지 않

은 경우에서 하십시오체의 사용이 눈에 띄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KCK 집단의 하십시오체 사용 양상은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다

른 두 집단과 같이 해요체의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는 CCK 집단과 유사하게 해요체, 해

체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하

지 않은 경우에서는 CCK와 같이 높은 비율을 보여주면서 KK 집단

과의 차이를 드러냈다. 따라서 친소관계에 따른 하십시오체 사용 양

상에서는 KK 집단과는 달리 CCK 집단과 KCK 집단이 공통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서 하십시오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해체의 경우에는 KK 집단이 친밀한 경우와 친밀하지 않은 경우

에서 모두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한 화계였다. 하지만 친밀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친밀한 관계에서 사용 비율이 뚜렷하게 더 높았다. CCK

와 KCK 집단의 경우 해체가 친밀한 경우에는 두 번째,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한 화계로서, 친밀한 관계에서

확연히 더 많이 사용하였다. 사용비율 순서는 차이가 있으나, 비율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KK 집단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세

집단이 해체의 사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해라체의 경우에는 역시 세 집단이 화·청자의 친소관계에 따라 화

계 사용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우선 두 경우에서 해라체의 사용

비율을 보면 세 집단이 모두 친밀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친밀한 경

우에서 더 많이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

서 KK 집단은 11.7%, KCK는 11.8%로 서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면

서 두 집단 모두 해라체를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반면, CCK 집단은 친밀한 경우에서 17.1%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사용을 하면서 다른 두 집단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하오체와 하게체의 경우에는 세 집단에서 모두 적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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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단이 공통적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하게체를 비교적 더 많이

사용하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경우는 하오체를 더 많이 사용하였

다. 하오체는 하게체보다 상대를 더 높이는 화계로,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게체보다 하오체를 선택하는 경향은 세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친밀한 관계

에서 하오체보다 하게체를 선택하는 경향도 세 집단에서 거의 유사

하게 나타났다. 두 화계는 학습자가 발화 상황에서 가장 적게 사용

한 화계이지만, 높임의 등급에 대한 인식을 직접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그에 맞추어 다르게 선택하여 사

용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친소관계에 따른 화계 사용

에서는 하십시오체와 해라체의 사용이 세 집단 사이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하십시오체의 경우에는 CCK와 KCK 집단이 KK

집단과 달리 친밀한 관계보다는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서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라체의 경우에는 CCK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가시적인 비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를 찾기 위하여 사후 면담을 실

시하였다.

<인터뷰 4>

연구자: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서 하십시오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CCK1: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첫 만남의 사람이거나 자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공손적인 하십시오체를 쓰는 것입니

다.

CCK2: 친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해서, 최고 높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CCK3: 만약 최고 높임을 안 쓰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을까 봐요. 그리

고 예의도 지켜야 해서 하십시오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KCK1: 우선 친하지 않으면, 말할 때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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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가장 높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KCK2: 친하지 않으면 말할 때 실수하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예의바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십시오체를 많이 사용해요.

KCK3: 친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

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가장 공손적인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

요.

위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는 친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의, 공손성을 많이 고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CCK 학습자가 일상 담화에서 화·청자의 친소관계와

만남횟수를 함께 고려하여 화계를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KCK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말할 때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인 학습자가 친하지 않은 관계에

서 하십시오체를 한국어 모어화자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문법

적으로 보면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용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문장이 되거나 청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거리감

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2. 만남 여부

1) 한국인(KK)

KK는 만남 여부에 따른 화계 양상의 차이를 검정하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에서는 χ2= 16.681,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응답한 화계 양상 가운데 구면인 관계에서는

해요체가 27.8%를 나타났으며, 초면 관계에서는 해요체가 37.5%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한국인 집단은 만남 여부 요인이 화계 선

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면인 관계와 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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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모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화계는 해요체였다. 두 번째로 많

이 사용한 화계도 구면인 관계와 초면 관계 양쪽 다에서 하십시오

체였다. 구면인 관계와 초면 관계 모두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던 화

계는 하오체와 하게체였으나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순서는 달랐다.

해요체 사용 비율은 구면인 관계에서 27.8%, 초면 관계에서 37.5%

로 초면 관계에서 해요체 사용이 매우 잦았다. 하십시오체의 경우

구면인 관계에서 24.2%의 비율, 초면 관계에서는 36.4% 비율로 여

기에서도 초면 관계에서의 사용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한국인

집단 역시 초면 관계에서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에 다른 화계보다 선

택이 집중됨으로써 선택이 분산적인 구면인 관계와 대조를 이루었

다.

앞서 만남 여부에 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본 결과와 사용 양상을

비교해보면 한국인 집단에서 두 설문 결과는 일치한다. 상대와의 만

남횟수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묻자 한

국인 집단은 9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던

인식 양상처럼 사용 양상 역시 만남 여부가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K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구

면

빈도 2128 2432 380 836 1786 1216

% 24.2 27.8 4.3 9.5 20.3 13.9

초

면

빈도 1330 1368 190 76 456 228

% 36.4 37.5 5.2 2.1 12.5 6.3

합계 3458 3800 570 912 2242 1444

% 27.8 30.7 4.6 7.3 18.0 11.6

표 Ⅲ- 24 KK 만남 여부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5 16.68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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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중중국인(CCK)

CCK는 만남 여부에 따른 화계양상의 차이를 검정하는 카이제곱

검정에서 χ2= 703.23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화계 양상 가운데 구면인 관계에서는 해요

체가 42.4%를 나타났으며, 초면 관계에서도 해요체가 48.7%, 하십시

오체가 33.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재중중국인 집단은 만남 여부 요인이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면인 관계와 초면 관계 모두 가

장 많이 사용한 화계는 해요체였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화계 역

시 구면인 관계와 초면 관계 둘 다에서 하십시오체로 도출되었다.

사용 비율이 가장 적었던 화계는 구면인 관계에서는 하오체와 하게

체, 초면 관계에서는 하게체와 해체였다. 구면인 관계에서 해요체

발화 사용 비율은 42.4%, 초면 관계에서는 48.7%이었으며 초면 관

계에서 해요체 사용 비율이 높았다. 하십시오체 발화 사용 비율은

구면인 관계에서 25.1%, 초면 관계에서는 33.6%로 이 역시 초면 관

계에서 사용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초면 관계

에서의 화계 선택이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구

면인 관계는 이에 비해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앞서 살펴본 인식 양상과 비교해보면 사용 양상과 일치한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와의 만남 여부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재중중국인 집단은 86.3%가 그를

고려한다고 답변하여 긍정하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사용 양상 역시

만남 여부에 따라 화계 선택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C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표 Ⅲ- 25 CCK 만남 여부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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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한중국인(KCK)

KCK는 만남 여부에 따른 화계 양상의 차이를 검정하는 카이제곱

검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

답한 화계양상가운데 구면인 관계에서는 해요체가 19.8%를 나타났

으며, 초면 관계에서도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21.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KCK 집단은 만남 여부 요인과 화계 선택

사이에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화계는 구

면인 관계에서 해요체였으며, 초면 관계에서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

가 같은 확률로 가장 많이 쓰였다. 구면인 관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화계를 살피면 하십시오체와 해체가 같은 비율로 그 다음

순서에 해당하였다.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았던 화계를 확인하면 구면

인 관계에서는 하오체와 하게체, 초면 관계에서는 하게체와 해라체

였다. 해요체 사용 비율을 보면 구면인 관계에서 19.8%, 초면 관계

에서 21.3%였다. 하십시오체의 경우 구면인 관계에서 17.8%의 사용

비율을 보였고 초면인 경우 해요체와 동률인 21.3%로 가장 많이 선

택되었다. 해체는 구면인 경우에서 17.8%의 선택을 받았으며 초면

관계에서의 사용 비율은 15.4%였다. KCK 집단은 CCK나 KK에 비

해 특정 선택지에 선택이 집중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만남 여부에 관한 인식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KCK 집단에

구

면

빈도 1555 2625 217 330 812 659

% 25.1 42.4 3.5 5.3 13.1 10.6

초

면

빈도 1016 1473 169 50 144 171

% 33.6 48.7 5.6 1.6 4.8 5.7

합계 2571 4098 386 379 956 830

% 27.9 44.4 4.2 4.1 10.4 9.0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5 703.23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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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한 사용 양상은 인식 양상과 일치하지 않았다. 상대와의 만

남 여부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서

재한중국인 집단은 75.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서 그렇다는 인식

이 우세했다. 반면 사용 양상은 만남 여부가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K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구

면

빈도 2677 2975 1912 2210 2677 2592

% 17.8 19.8 12.7 14.7 17.8 17.2

초

면

빈도 1530 1530 1360 765 1105 893

% 21.3 21.3 18.9 10.7 15.4 12.4

합계 4207 4505 3272 2975 3782 3485

% 18.9 20.3 14.7 13.4 17.0 15.7

표 Ⅲ- 26 KCK 만남 여부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5 7.353 .196

다음 만남 여부 요인에 따른 맥락적 분석을 살펴보자.

  해요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KK 집단에서는 구면인 청자를 대상으

로 할 때에는 27.8%, 초면인 청자를 대할 때에는 37.5%의 비율로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CCK 집단은 청자가 구면일 때 42.4%, 초면일

때 48.7%의 사용비율을 보이면서 KK 집단과 마찬가지로 초면인 청

자를 대할 때 해요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다른

집단에 비해 CCK 집단은 구면일 경우에 해요체 사용비율이 전반적

으로 높았다. KCK 집단 역시 구면인 청자의 19.8%, 초면인 청자의

21.3%에게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구면인 청자보다 초면인

청자에게 해요체를 더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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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에 비해 전반적인 사용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하십시오체의 경우, KK 집단에서는 구면인 청자에게 24.2%, 초면

인 청자에게 36.4%의 비율로 사용되었다. CCK 집단은 청자가 구면

일 경우 25.1%, 초면일 경우 33.6%의 비율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

였다. 청자가 초면일 때 하십시오체 사용이 더 잦은 것을 비롯해

KK 집단과 유사한 사용 양상을 보였다. KCK 집단은 구면인 청자

의 17.8%에게, 초면인 청자의 21.3%에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으

며, 초면인 청자에게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사용비율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편이었다.

해체의 경우에는 KK 집단은 청자가 구면일 때 20.3%, 초면일 때

12.5%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CCK 집단은 구면인 청자 중 13.1%,

초면인 청자 중 4.8%에게 해체를 사용하였다. KK 집단과 마찬가지

로 청자가 구면일 경우 해체 사용비율이 더 높았으나, 전반적인 사

용비율은 KK 집단에 비해 낮았다. KCK 집단은 구면인 청자에게는

17.8%, 초면인 청자에게는 15.4%의 비율로 해체를 사용하였다. 다른

두 집단처럼 구면인 청자를 대할 때 해체 사용이 더 잦았으나, 타

집단에 비해 만남 여부 요인으로 인한 차이는 크게 드러나지지 않

았다.

해라체의 경우는 KK 집단에서 구면인 청자에게 13.9%, 초면인

청자에게 6.3% 비율로 사용되었다. CCK 집단은 청자가 구면일 때

10.6%, 초면일 때 5.7%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KK 집단과 마찬가지

로 구면인 청자를 대할 때 해라체 사용비율이 더 높았다. KCK 집

단에서는 구면인 청자 17.2%, 초면인 청자 12.4%에게 해라체를 사

용하였다. 청자가 구면일 때 해라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집단과 같았으나 다른 집단보다 전반적인 사용비율이 높은 편이었

다.

하게체의 경우를 보면, KK 집단은 구면인 청자 중 9.5%, 초면인

청자 중 2.1%에게 사용하였다. CCK 집단은 구면인 청자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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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인 청자의 1.6%의 비율로 하게체를 사용하였다. KCK 집단은

청자가 구면일 때 14.7%, 초면일 때 10.7%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세

집단 모두 청자가 구면일 때 하게체 사용이 잦은 경향을 보였으나,

KCK 집단의 경우 전반적인 사용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하오체의 경우, KK 집단은 청자가 구면일 때는 4.3%, 초면일 때

는 5.2%의 사용비율을 보였다. CCK 집단은 구면인 청자에게 3.5%,

초면인 청자에게 5.6%의 비율로 하오체를 사용하였다. KCK 집단은

구면인 청자의 12.7%, 초면인 청자의 18.9%에게 하오체로 대화하였

다. 세 집단 모두 초면인 청자를 대할 때 하오체를 더 자주 사용하

였으며, KC K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만남횟수에 따른 화계 사용에 있어서 앞선 카이제곱 결과를 살펴

보면 KK와 CCK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난 반면, KCK는

만남 여부에 따른 화계 사용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두 집단과는 다

른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사용할 때 전반적으

로 KK 집단과 CCK 집단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반면 하오체와

하게체의 사용에 있어서는 KK 집단과 CCK 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앞서 확인한 화자 연령과 달리 같은 중국인 학습자가 만남

여부라는 맥락 요인에 의해 사용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

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아래는 사후 면담 내

용이다.

<인터뷰 자료 5>

연구자: 만남 여부가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선

택할 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만남 여부에 따라 화계

사용이 달라져야 합니까?

CCK1: 저는 만남 횟수가 많을수록 그 사람과 친해지기 때문에 상대

높임법 화계 사용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처

음 만났을 때 하십시오체를 쓰거나 해요체를 쓰는데, 자주

만나는 사이라면 해체, 해라체도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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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면...

CCK2: 만남 여부에 따라 화계 사용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 아니에

요? 자주 만나는 사이라면 편하게 얘기해도 되니까요. 그런

데, 처음이라면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CCK3: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초면이라면 하십시오체를 사

용하고, 구면이라면 해요체를 사용해요. 자주 만나는 사람한

테는 하십시오체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주 만나니

까 그냥 일반 높임을 사용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KCK1: 저는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꼭 친해지는 거 아니니까, 말

할 때 어떤 화계를 사용하는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분위기

를 봐야 하겠죠...

KCK2: 아...잘 모르겠어요.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보통 상대방의 나이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요.

KCK3: 저는 처음에 누구를 만날 때 어떤 말(화계)을 쓰는지, 나중

에도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이 만약

에 반말을 써도 된다고 하면 저도 반말을 써요.

<인터뷰 자료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CCK 집단은 KCK 집단

과 달리 만남 여부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있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만남 여부와 친소 관계를 연결하여 생각하여서 만

남횟수가 많을수록 반드시 친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

나 KCK 집단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만남 여부가 친소관계와 그다지

연관성이 없으며,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친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KCK 집단이 한국 사회 문화에 직접

적으로 접촉해 있는 만큼, 자신이 직접 경험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서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KCK 집단은 CCK 집단과는 달

리 만남 여부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

한 확신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만남 여부

라는 맥락 요인이 실제 담화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만일 영향

을 미친다면 어떻게 화계 사용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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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보였다. 이를 통해 사회 문화 배경으로 인해 같은 중국인 학습

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자료 6>

연구자: 만남 여부가 하오체와 하게체의 사용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하오체와 하게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합

니까?

CCK1: 하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게체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CCK2: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오체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게체는 ‘~하게 한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KCK1: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오체와 하게체가 많이 사용한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KCK2: 아~~혹시 예문을 하나 말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잘 모르

겠네요..

<인터뷰 자료 6>를 통해 CCK 집단과 KCK 집단 모두 하오체와

하게체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집

단 모두 이 두 화계가 일상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만남 여부

라는 맥락 요인이 어떻게 두 화계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오체와 하게체는 일

상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계가 아니지만,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

를 공부하는 학습자라면 이 두 화계의 용법, 의미, 차이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하오체와 하게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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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황 맥락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

2.3.1. 발화 장면

1) 한국인(KK)

KK는 발화 장면에서 카이제곱 검정 결과는 χ2= 15.277, p<.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격식 상황에서는 하십시

오체가 32.7%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해요체 32.1%,

해체가 15.8%, 해라체가 8.1%, 하게체가 6.8%, 하오체가 4.5%의 순

으로 나타났다. 비격식 상황에서는 해요체가 27.4%, 해체가 22.6%,

해라체가 18.9%, 하십시오체가 17.9%, 하게체가 8.5%, 하오체가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KK 집단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발화 장면 요인이 화계 선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식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화계는 하십시오체였으며, 비격식 상황에서는 해요체였

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화계의 경우, 격식 상황에서는 해요체,

비격식 상황에서는 해체였다. 사용 비율이 가장 적었던 화계를 보면

격식 상황과 비격식 상황 모두 하오체와 하게체 선택이 적었다. 해

요체 발화는 비격식 상황에서 가장 선택을 많이 받은 화계였으며

사용 비율은 27.4%였다. 격식 상황에서 해요체 화계는 두 번째로 선

택을 많이 받았으나 사용 비율 자체는 32.1%로 비격식 상황보다 더

선택이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하십시오체 발화가 격식 상황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비율은 32.7%였다. 비격식 상황에서 하십시오

체의 사용 순위는 네 번째로 사용 비율은 17.9%였다. 전반적으로 격

식 상황은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에 사용이 집중된 양상이었으며 비

격식사용은 화계 선택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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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격

식　

빈도 2736 2698 380 570 1330 684

% 32.7 32.1 4.5 6.8 15.8 8.1

비

격

식

빈도 722 1102 190 342 912 760

% 17.9 27.4 4.7 8.5 22.6 18.9

합계 3458 3800 570 912 2242 1444

% 27.9 30.6 4.6 7.3 18.0 11.6

표 Ⅲ- 27 KK 발화 장면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5 15.277 .009

2) 재중중국인(CCK)

CCK는 발화 장면에서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식 상황에서는 해요체가 23.1%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하십시오체 22.8%, 해라체가

15.0%, 하게체가 13.5%, 해체와 하오체가 각 12.8%의 순으로 나타

났다. 비격식 상황에서는 해요체가 22.9%, 해라체가 18.3%, 하십시

오체가 17.6%, 해체가 16.0%, 하오체가 13.0%, 하게체가 12.2%의 순

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CCK 집단은 발화 장면 요인이 화계 선택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격식 상황과 비격식 상황 양쪽

다 가장 많이 사용한 화계는 해요체였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화

계를 살피면 격식 상황의 경우는 하십시오체, 비격식 상황은 해라체

였다. 사용 비율이 가장 적었던 화계는 격식 상황에서 해체와 하오

체, 비격식 상황에서 하게체와 하오체였다. 격식 상황에서 해요체

발화 사용 비율은 23.1%, 비격식 상황에서는 22.9%로 격식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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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발화가 근소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십시오체 발화 사용

비율은 격식 상황에서 두 번째 순위인 22.8%였던 것에 비해 비격식

상황에서는 17.6%로 사용 비율 상 세 번째 순위에 놓였다. 해라체

발화는 비격식 상황에서 두 번째 순위로 18.3%의 사용 비율을 보였

으나 격식 상황에서는 세 번째 순위였으며 사용 비율은 15.0%였다.

C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격

식　

빈도 5964 6048 3360 3528 3360 3948

% 22.8 23.1 12.8 13.5 12.8 15.0

비

격

식

빈도 1932 2520 1428 1344 1764 2016

% 17.6 22.9 13.0 12.2 16.0 18.3

합계 7896 8568 4788 4872 5124 5964

% 21.2 23.0 12.9 13.1 13.8 16.0

표 Ⅲ- 28 CCK 발화 장면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5 2.589 .763

3) 재한중국인(KCK)

KCK는 발화 장면에서는 카이제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식 상황에서는 해요체와 하십시

오체가 19.6%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해체 16.5%,

하오체 15.5%, 하게체와 해라체가 각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해요체가 21.9%, 해라체가 18.7%, 해체가

18.1%, 하십시오체가 17.4%, 하오체가 12.9%, 하게체가 11.0%의 순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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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시각에서 KCK 집단은 발화 장면 요인과 화계 선택 사

이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없었다. 비격식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

한 화계는 해요체였고, 격식 상황의 경우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동

률이었다. 비격식 상황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화계는 해라체였

다. 격식 상황에서 사용비율이 가장 적었던 화계는 하게체와 해라

체, 비격식 상황에서는 하게체와 하오체였다. 격식 상황에서 해요체

발화의 사용 비율은 19.6%이고 비격식 상황에서는 21.9%였다. 둘

다 각 발화 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화계였으나 격식 상황에서

는 같은 확률 선택지가 있었으며 비격식 상황에서 더 선택이 집중

된 편이었다. 격식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선택한 비율은 19.6%였으

며 비격식 상황에서는 17.4%로 사용 순위 네 번째를 차지하였다.

K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격

식　

빈도 3060 3060 2422 2252 2593 2252

% 19.6 19.6 15.5 14.4 16.5 14.4

비

격

식

빈도 1148 1145 850 722 1190 1232

% 17.4 21.9 12.9 11.0 18.1 18.7

합계 4208 4505 3272 2975 3782 3485

% 18.9 20.3 14.7 13.4 17.0 15.7

표 Ⅲ- 29 KCK 발화 장면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5 3.457 .630

  다음은 발화 장면에 따른 맥락적 분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발화 장면 요인에 따른 해요체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표 Ⅲ-

35에서 볼 수 있듯이 KK 집단은 격식적인 상황에서 발화를 하는

경우 중 32.1%, 비격식 상황에서 발화를 하는 경우 중 27.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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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체를 사용하였다. KK 집단의 경우에는 격식 상황에서 존대어투

인 해요체 사용이 더 잦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K 집단은

격식 상황의 23.1%, 비격식 상황의 22.9%에서 해요체를 선택하였다.

비격식 상황보다 격식 상황에서 해요체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은

KK 집단과 유사하지만 KK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그 차이는 미미

한 편이였다. 즉 CCK 집단에서는 격식 장면이나 비격식 장면에 따

른 해요체의 사용은 KK 집단만큼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KCK 집단은 격식 상황 중 19.6%, 비격식 상황 중

21.9%의 해요체 사용 비율을 보였다. 다른 두 집단과 달리 비격식

상황에서 해요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하십시오체의 경우, KK 집단은 격식 상황에서는 32.7%, 비격식

상황에서는 17.9%의 사용 비율을 보이면서 비격식 상황에 비해 격

식 상황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다. CCK

집단은 격식 상황 중 22.8%, 비격식 상황 중 17.6%에서 하십시오체

를 사용하였다. KK 집단에 비하면 차이가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으

나 격식 상황에서 하십시오체 사용이 더 잦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KCK 집단의 경우 격식 상황의 19.6%, 비격식 상황의 17.4% 비율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였다. KCK 집단 역시 다른 집단처럼 격식 상

황에서의 하십시오체 사용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해체의 경우에는 KK 집단은 격식 상황 중 15.8%, 비격식 상황

중 22.6%에 해당하는 사용 비율을 나타내면서 반말어투인 해체를

비격식 상황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CCK 집단은 격

식 상황에서는 12.8%, 비격식 상황에서는 16.0%에 달하는 비율로

해체를 사용하면서 KK 집단과 마찬가지로 비격식 상황에서 해체를

더 자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KCK 집단에서는 격식 상황의

16.5%, 비격식 상황의 18.1%에서 해체 사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

격식 상황에서 해체 사용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다른 두 집단과 유

사하였으며 큰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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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체의 경우는 KK 집단에서 격식 상황의 8.1%, 비격식 상황의

18.9%에 달하는 비율로 사용되었다. 격식 상황에 비해 비격식 상황

에서 해라체 사용이 두드러졌다. CCK 집단의 경우 격식 상황 중

15.0%, 비격식 상황 중 18.3%에서 해라체를 사용하였다. KCK 집단

은 격식 상황에서는 14.4%, 비격식 상황에서는 18.7%의 사용 비율

을 보였다. CCK 집단과 KCK 집단 역시 KK 집단과 흡사하게 격식

상황보다 비격식 상황에서 해라체를 더 자주 사용했지만, KK 집단

만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게체의 경우를 보면, KK 집단은 격식 상황에서 6.8%, 비격식

상황에서 8.5%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CCK 집단은 격식 상황의

13.5%, 비격식 상황의 12.2%의 비율로 하게체를 사용하였다. KCK

집단의 경우 격식 상황 중 14.4%, 비격식 상황 중 11.0%에서 하게

체로 사용하였다. KK 집단이 비격식 상황에서 하게체 사용이 더 잦

았던 것에 비해 CCK 집단과 KCK 집단은 격식 상황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또한 KK 집단에 비해 다른 두 집단의 하게체 사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하오체의 경우, KK 집단은 격식 상황 중 4.5%, 비격식 상황 중

4.7%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CCK 집단은 격식 상황의 12.8%, 비격

식 상황의 13.0%에서 하오체를 사용하였다. KCK 집단의 경우

15.5%가 격식 상황에서 하오체를 사용하였으며, 12.9%가 비격식 상

황에서 하오체를 사용하였다. KK 집단과 CCK 집단은 하오체 사용

비율이 발화 장면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KCK 집단은

비격식 상황보다 격식 상황에서 하오체가 더 자주 사용하였다.

발화 장면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에서는 대부분 세 집단의 사용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해요체, 하십시오체, 하게체 등의 사용

에서는 CCK와 KCK 집단은 KK 집단만큼 장면에 따른 화계의 차

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의 차이가 드러나는 이유를 알아

보기 위해 CCK 집단과 KCK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사후 면담을 진

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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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 7>

연구자: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격식 장면과 비격식

장면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비슷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CCK1: 격식 장면에서는 아마 하십시오체를 더 많이 사용해야죠? 하십시오

체가 가장 높임 화계니까 격식 장면에서 사용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요.

CCK2: 글쎄요..이거는 상대방과 친할 정도를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친하

면 해요체, 친하지 않으면 하십시오체? 아마 이렇게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KCK1: 아, 이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격식, 비격식 장면이 크게 차이가 있나요?

KCK2: 격식 장면은 공식적인 장면을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십시오체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비격식 장면에서는 이와 반대로 되니까, 하십

시오체를 많이 쓰지 않겠죠..

위 인터뷰를 살펴보면 CCK와 KCK 학습자가 격식, 비격식의 개

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CCK와

KCK 학습자는 격식 장면이나 비격식 장면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차이에 따라 어떤 화계를 선택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떄문에 실제 담화 상황에서 혼동

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CK 집단이 발화 장면이라는 맥락 요

소와 청자의 신분을 같이 고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실제 담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맥락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지만, 발화 장면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실제 화계 사용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하나로 검증되어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

족하므로 관련 지식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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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장르

2.3.2.1. 장르에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

1) 한국인(KK)

KK의 장르 요인에서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는 χ2= 6364.109,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각 장르별에 따라 화계 양상 선택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일상

대화에서는 해요체 52.6%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강의담화에서는 해

요체 48.1%, 업무대화에서도 해요체 57.5%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재

중중국인과 재한중국인보다 좀 더 높은 비율로 해요체를 선택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해요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일상대화, 업무대화, 강

의담화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하십시오

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일상대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높은 비율을 차

지하기 때문이었다.

장르별로 한국인 집단의 상대높임 사용 양상을 살피면 장르 요인

이 화계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순위 선택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는 세 장르에서 공통적

으로 해요체였다. 강의담화와 업무대화의 경우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화계는 하십시오체였고, 일상대화는 해체가 두 번째로 자주 사

용된 화계였다. 강의담화에선 하게체와 해라체가 선택 비율이 가장

낮았고, 업무대화는 하오체와 하게체, 일상대화에선 하오체와 하게

체의 사용이 적었다. 해요체 사용 비율은 1순위에서 업무대화

57.5%, 일상대화 52.6%, 강의담화 48.1%로, 업무대화에서 사용 비율

이 눈에 띄게 높았다. 하십시오체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강의담화에

서는 47.4%, 업무대화에서 35.8%였던 반면 일상대화에서는 9.4%로

사용 비율이 저조했다. 일상대화에서 해체는 26.7%의 사용 비율로

해요체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나, 업무대화에서는 3.9%, 강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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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는 3.0%로 거의 선택되지 않았다. 업무대화와 강의담화의 1순

위 선택은 해요체와 그 다음 하십시오체 두 화계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화계 선택은 매우 저조하였다. 반면 일상대화의 경우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았으나 하십시오체와 해라체도 9.4%가 선택하

는 등 비교적 분산된 사용 비율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KK와 KCK 집단이 장르 요인에 따른 화계 선

택 양상은 공통적으로 세 장르에서 모두 해요체를 가장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CCK 집단이 업무대화를 제외하고

일상대화와 강의담화에서만 해요체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강의

담화

빈도 648 659 18 1 41 1

% 47.4 48.1 1.3 0.1 3.0 0.1

업무

대화

빈도 490 787 11 12 53 15

% 35.8 57.5 0.8 0.9 3.9 1.1

일상

대화

빈도 184 1102 52 27 346 257

% 9.3 56.0 2.6 1.4 17.6 13.1

합계 1266 2166 32 36 459 145

% 30.8 52.8 0.8 0.9 11.2 3.5

표 Ⅲ- 30 KK 장르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265 6364.109 .000

2) 재중중국인(CCK)

CCK에 있어서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는 χ2= 8474.009,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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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 따라 화계양상 선택을 살펴보면 CCK는 일상대화에서 해요체

37.8%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강의담화에서는 해요체 45.2%, 업무대

화에서도 해요체 36.1%로 나타났다. 다만, 해요체를 선택하는 비율

이 강의담화, 업무대화, 일상대화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CCK 집단은 장르 요인에 의해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

았다. 순위 선택을 살펴보았을 때, 각 장르별로 가장 사용 비율이

높은 화계는 강의담화와 일상대화의 경우 해요체였으며, 업무대화는

하십시오체 사용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화계는

강의담화와 일상대화는 하십시오체, 업무대화는 해요체였다. 선택

비율이 가장 낮은 화계는 강의담화에선 하게체와 하오체, 업무대화

에는 하게체와 해라체, 일상대화는 하게체와 하오체였다. 순위에서

해요체 사용 비율을 보면 강의담화가 45.2%, 일상대화가 37.8%, 업

무대화가 36.1%였으며, 강의담화에서 특히 높은 사용 비율을 보였

다. 하십시오체 사용 비율의 경우 업무대화에서 46.4%, 강의담화에

서 39.0%, 일상대화에서 24.9%이었다. 업무대화와 강의담화의 순위

선택의 순서는 다르지만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에 집중되어 있는 경

향이었다. 반면 일상대화의 경우 다른 두 장르에 비하면 화계 선택

이 분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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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강의

담화

빈도 1294 1499 100 73 248 106

% 39.0 45.2 2.9 2.2 7.5 3.2

업무

대화

빈도 1405 1089 134 97 203 97

% 46.4 36.1 4.4 3.2 6.7 3.2

일상

대화

빈도 752 1145 70 60 353 644

% 24.9 37.8 2.3 2.0 11.7 21.3

합계 3451 3733 304 230 804 847

% 36.8 39.9 3.2 2.5 8.6 9.0

표 Ⅲ- 31 CCK 장르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265 8474.009 .000

3) 재한중국인(KCK)

KCK에 있어서는 카이제곱 검증 결과는 χ2= 6782.882,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장르

별에 따라 화계양상 선택을 살펴보면 일상대화에서는 해요체 47.1%

를 많이 선택하였으며, 강의담화에서는 해요체 44.7%, 업무대화에서

도 해요체 50.5%로 나타났다. 다만, 해요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강의

담화, 업무대화, 일상대화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CK 집단의 경우 장르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화계 중에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선택지

는 세 장르에서 공통적으로 해요체였다.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화계를 살피면 강의담화와 업무대화의 경우는 하십시오체인 반면,

일상대화는 해라체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 선택 비율이 낮은

순서를 보면 강의담화에선 하게체와 해라체, 업무대화에선 해라체와

하오체, 일상대화에선 하오체와 하게체가 가장 사용 비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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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체 사용 비율은 업무대화에서는 50.5%, 일상대화에서 47.1%, 강

의담화에서 44.7%로, 세 장르 중 업무대화에서 해요체 집중이 눈에

띈다. 강의담화에서 하십시오체 사용 비율은 40.4%, 업무대화에서는

37.5%였던 반면 일상대화에서는 다른 장르에 비해 낮은 비율인

13.3%이었다. 해라체 사용 비율의 경우 일상대화에서는 15.4%였으

나, 강의담화에서는 3.6%, 업무대화에서는 2.0%로 각 장르에서 비율

이 가장 낮은 화계 두 개 중 하나였다. 재한중국인 역시 업무대화와

강의담화의 선택이 해요체와 하십시오체 두 화계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화계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일상대화의

경우 해요체, 해라체뿐만 아니라 해체와 하십시오체도 비교적 고르

게 사용되었다.

KCK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강의

담화

빈도 618 683 76 34 62 55

5 40.4 44.7 5.0 2.2 4.1 3.6

업무

대화

빈도 573 770 42 56 54 31

% 37.5 50.5 2.8 3.7 3.5 2.0

일상

대화

빈도 202 714 39 96 232 233

% 13.3 47.1 2.6 6.3 15.3 15.4

합계 1393 2167 157 186 348 319

% 30.5 47.4 3.4 4.1 7.6 7.0

표 Ⅲ- 32 KCK 장르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통계량 자유도 값 Prob

카이제곱 265 6782.882 .000

다음은 장르 요인에 따른 맥락적 분석을 살펴보자.

앞에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보면 세 집단 모두 장르에 따른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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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계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세 집단이 공통적

으로 장르에 따른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집단마다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해요체는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장르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

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KK 집단의 경우 해요체의 사용은 업무대화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용비율은 57.5%였으며, 강의담화에서

는 48.1%로 가장 낮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CCK 집단

은 KK 집단과는 반대로 해요체를 강의담화에서 45.2%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업무대화에서는 36.1%로 약간 낮

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 KCK 집단이 해요체를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장르는 업무대화였으며 가장 적게 사용하는 장르는 강의담화

였으며, KK 집단과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1)은 KK

가 업무대화에서 해요체를 사용하는 예이다. (2)는 CCK가 강의담화

에서 해요체를 사용하는 예이다. (3)은 KCK가 업무대화에서 해요체

를 사용한 경우의 예이다.

1) 업체에서 결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KK)

2) 3장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CCK)

3) PT준비 같이 해 보실래요? (KCK)

하십시오체의 경우는 KK 집단이 강의담화에서 47.4%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다음으로 업무대화 35.8%, 일상대화 9.4% 순으로 나

타났다. CCK 집단은 KK 집단과 달리 업무대화에서 46.4%의 비율

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강의담화 39.0%, 일상대화

24.9% 순으로 나타났다. KCK 집단은 KK 집단과 같이 강의담화에

서 40.4%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업무대화 37.5%, 일상대화

13.3%로 나타났다. 아래. (1)는 CCK가 업무대화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는 예이다. (2)은 KK와 KCK가 강의대화에서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경우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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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장님께서 이번 설명회 자료 먼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CCK)

2) 3장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KK, KCK)

해체의 경우 KK 집단이 일상대화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화계로 나타났으며, CCK, KCK 집단보다 해체의 사용 빈도가 더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K

집단은 세 가지 장르 중 일상대화에서 해체를 26.7%의 비율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업무대화에서는 3.9%, 강의담화에서는 3.0%의 비

율로 사용하였으며, 일상대화의 사용 비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

를 보였다. CCK 집단도 KK 집단처럼 해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장

르는 11.7%의 사용 비율을 보인 일상대화였다. 그 다음은 강의담화

7.5%, 업무대화 6.7% 순이었다. 그러나 KK 집단에 비하면 일상대화

에서 해체를 사용하는 비율이 낮았고, 강의담화나 업무대화에서 사

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KCK 집단 역시 일상대화에서 15.3%

로 해체 사용이 가장 많았다. 강의담화 4.1%, 업무대화 3.5%가 그

뒤를 따랐다. 아래 (1)은 KK가 일상대화에서 해체를 사용하는 예이

다. (2)는 CCK가 일상대화에서 해체를 사용하는 예이다. (3)은

KCK가 일상대화에서 해체를 사용한 경우의 예이다.

1)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러 갈까? (KK)

2) 주말에 내가 생일파티 하려고 한느데, 시간 있어? (CCK)

3) 벚꽃이 참 예쁘네!~ (KCK)

해라체의 경우는 KK 집단의 사용 양상을 보면 일상대화에서 사

용 비율이 9.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대화에서 1.1%,

강의담화에서 0.1% 순이었으며 두 장르에서는 거의 해라체를 사용

하지 않았다. CCK 집단은 일상대화에서 해라체를 사용한 비율이 가

장 높았다는 점에서는 KK 집단과 공통점을 보였으나, 사용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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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21.3%에 이르면서 KK 집단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

른 두 장르의 경우 강의담화는 3.2%, 업무대화는 3.2%로 사용 비율

이 같았다. KCK 집단의 경우에서도 해라체 사용이 가장 잦은 장르

는 일상대화였으며, 15.4%로 KK 집단보다 해라체 사용이 높은 편

이었으나 CCK 집단에 비하면 적었다. 그 다음으로 강의담화에서는

3.6%, 업무대화에서는 2.0% 순이었다. 아래 (1)은 KK가 일상대화에

서 해라체를 사용하는 예이다. (2)는 CCK가 일상대화에서 해라체를

사용하는 예이다. (3)은 KCK가 일상대화에서 해라체를 사용한 경우

의 예이다.

1) 강수야, 자리가 없어서 내가 여기 앉아도 되니? (KK)

2) 동생아, 문 좀 닫아라? (CCK)

3) 주말에 내가 생일파티 하려고 하는데, 시간 있으면 와라. (KCK)

하게체의 경우는 KK 집단이 일반대화에서 1.7%, 업무대화에서

0.9%, 강의담화에서 0.1% 비율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KK 집단은

하게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CCK집단

의 경우에는 KK 집단보다 사용 비율이 약간 높은 편으로, 업무대화

에서 3.2%가 하게체를 사용하였고, 강의담화에서는 2.2%, 일상대화

에서는 2.0%로 나타났다. KCK 집단에서는 KK 집단과 비슷한 하게

체의 사용 경향을 보였다. 일상대화에서 6.3%의 사용 비율을 보이면

서 장르별, 집단별 하게체 사용 중에서도 비교적 수치가 높은 편이

었고, 업무대화에서 3.7%, 강의담화에서 2.2%가 그 뒤를 따랐다. 하

게체의 경우는 세 집단이 모두 매우 낮은 사용 비율을 보여주었다.

하오체의 경우를 살폈을 때, KK 집단은 강의담화에서의 사용이

1.3%, 업무대화 0.8%, 일상대화 0.2%로 하게체의 양상과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하오체 사용률이 매우 낮았다. CCK 집단은 KK 집단보

다 하오체 사용이 더 잦은 편이었으며, 업무대화 4.4%, 강의담화

2.9%, 일상대화 2.3%의 사용 비율을 보였다. KCK 집단도 KK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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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하오체를 많이 사용하였고, 강의담화에서 하오체 사용이

5.0%로 가장 많았다. 업무대화에서는 2.8%, 일상대화에서는 2.6%가

사용하였다. 하오체의 사용은 역시 세 집단이 모두 매우 낮은 비율

을 보여주고 있다.

위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장르라는 맥락 요인에서는 중국인 학습

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 상황에서의 상대높임법 사용은 주로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에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설문지의 제2부가 미

리 정해진 선택지를 보여준 다음 응답자에게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만 선택하게 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재검증을 하기 위해

DCT를 진행하였다. 제2부의 설문지 내용이 객관식 문제를 통해 객

관적 측면에서 사용 양상을 본다면 DCT를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보려고 한 것이었다. 즉 미리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으며, 주

어진 대화문을 확인한 후 주관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일상, 강의, 업무라는 장르 맥락에서의 해요체

와 하십시오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DCT의 분석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DCT에서의 화계 사용이 앞선

설문지 제2부에 따른 분석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해요체의 경우

집단 장르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KK
일상(%) 1.28 2.63 0.05 0 1.44 0.15
강의(%) 3.16 2.23 0 0 0.16 0
업무(%) 2.47 2.50 0 0 0.35 0.22

CCK
일상(%) 2.72 1.41 0.12 0 0.71 0.59
강의(%) 3.11 1.49 0.02 0 0.11 0.00
업무(%) 1.98 2.41 0.05 0 0.99 0.12

KCK
일상(%) 0.96 3.02 0.18 0 1.14 0.10
강의(%) 1.98 2.89 0 0 0.69 0
업무(%) 1.49 3.55 0 0 0.46 0.07

표 Ⅲ- 33 DCT 장르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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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KCK 집단을 제외한 CCK와 KK 집단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KK 집단이 앞선 업무대화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DCT 결과에서 일상대화에서 약간 더 높은 사용 비율이 드러났다.

CCK 집단이 해요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장르는 강의대화에서 업무

대화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십시오체의 사용에서는

DCT 분석 결과에 의해 CCK 집단을 제외하고 KK와 KCK 집단 모

두 앞선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CCK 집단은 앞선 결과에서는 업

무대화에서 하십시오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담

화완성테스트에서는 다른 두 집단과 같이 강의담화에서 더 많이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를 알기 위하여

사후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뷰 자료 8>

연구자: 강의담화에서는 하십시오체와 해요체 중 주로 어느 화계를 더 많

이 사용합니까?

CCK1: 저는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해요. 습관이 돼서요. 그런데, 하십시오

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저도 알아요. 수업에서는 일상대화처

럼 하면 안되니까 하십시오체를 써야 되는데, 자주 까먹어요..

CCK2: 저는 하십시오체를 더 많이 사용해요. 수업에서 그렇게 말하고, 수

업이 아니면 편하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CCK3: 저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다 많이 사용해요. 꼭 비교를 한다면

아마 하십시오체가 더 맞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자료 8>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는 강의대

화에서 해요체와 하십시오체의 사용에 대해 혼동을 겪고 있다. 수업

같은 상황에서는 하십시오체를 쓰는 것이 정확하다고 인식하였지만,

실제 사용에서 관습적으로 해요체를 선택해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담화완성테스트에서의 결과가 앞선

제2부의 설문지 응답 내용과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이

러한 인식과 사용의 모순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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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해요체의 사용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터뷰 자료 9>

연구자: 업무대화에서 하십시오체와 해요체 중 어느 화계를 더 많이 사용

한다고 생각합니까?

CCK1: 하십시오체요. 저는 '김과장'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직장에서는

하십시오체를 더 많이 사용해요.

CCK2: 아~~제가 잘못 선택했죠? 습관적으로 해요체를 선택했는데, 하십시

오체가 더 맞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하십시오체를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KCK1: 해요체요. 하십시오체가 수업 말고는 거의 사용 안 해요. 회사에서

도 해요체를 써요.

KCK2: 하십시오체가 많이 사용하지 않죠? 해요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인터뷰 자료 9>를 통해 같은 중국인 학습자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CK 집단보다는 CCK

학습자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보다 확신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생각의 혼동, 이해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분명하

다. 이는 CCK와 KCK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CCK 학습자는 교재를 기준으로 삼아, 교재 영향으로 인해 강

의담화와 업무대화 같은 맥락 상황에서는 하십시오체의 사용이 가

장 적절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KCK는 실제 담

화 상황을 중심에 두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CCK 학습자는

화계 선택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화계를 상황에 맞

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더라도 화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

오히려 적절한 화계를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서 대해서는

이후의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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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장르에서의 문체형 사용 양상 분석  

이 부분은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표현이 장

르별에 따라 세 집단이 어떻게 달라 사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일상대화, 업무대화, 강의담화 등의 장르에서의 문체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와

의 같은 장르에서의 문장 유형의 선택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은 설문지

제3부 담화환성테스트에서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1) 일상대화

일상유형에 있어서는 CCK, KK, KCK 대부분이 유사한 문체형을

사용하였다. 다만, 일상4 유형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은 서술형을 가

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중국인들은 의문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5 유형에서는 KK과 KCK는 청유형을 가장 많이 사

용하는 반면 CCK는 의문형의 문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일상10 유형에서는 한국인이 서술형의 문체를 사용하는 반면 중

국인 학습자들은 의문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상13 유형

에서는 CCK과 KK가 명령형을 사용하는 반면, KCK가 청유형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15 유형에서도 CCK와 KK는 명령형

문체를 사용하는 반면 KCK가 의문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CCK

(n=168)

KK

(n=76)

KCK

(n=85)

표 Ⅲ- 34 세 집단 일상대화에서의 문체형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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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일상1
청유형 100(59.5%) 청유형 65(85.5%) 청유형 62(72.9%)
의문형 68(40.5%) 의문형 11(14.5%) 의문형 23(27.1%)

일상2
의문형 152(90.5%) 의문형 65(85.5%) 의문형 81(95.3%)
감탄형 16(9.5%) 감탄형 11(14.5%) 감탄형 4(4.7%)

일상3
의문형 109(64.9%) 의문형 58(76.3%) 의문형 59(69.4%)
서술형 59(35.1%) 서술형 10(13.2%) 서술형 13(15.3%)

명령형 8(10.5%) 명령형 13(15.3%)

일상4
의문형 168(100%) 서술형 65(85.5%) 의문형 68(80.0%)

의문형 11(14.5%) 서술형 17(20.0%)

일상5
의문형 126(75.0%) 청유형 52(68.4%) 청유형 54(63.5%)
청유형 42(25.0) 의문형 24(31.6%) 명령형 17(20.0%)

의문형 14(16.5%)

일상6
감탄형 128(76.2) 감탄형 61(80.3%) 감탄형 66(77.6%)
의문형 40(23.8) 의문형 15(19.7%) 의문형 19(22.4%)

일상7 의문형 168(10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0%)

일상8
의문형 125(74.4%) 의문형 68(89.5%) 의문형 66(77.6%)
서술형 43(25.6%) 서술형 8(10.5%) 서술형 19(22.4%)

일상9 감탄형 168(100.0%) 감탄형 76(100.0%) 감탄형 85(100.0%)

일상10
의문형 145(86.3%) 서술형 58(76.3%) 의문형 78(91.8%)
서술형 23(13.7%) 의문형 18(23.7%) 서술형 6(7.1%)

명령형 1(1.2%)

일상11
의문형 92(54.8%) 의문형 76(100.0%) 의문형 56(65.9%)
청유형 44(26.2%) 청유형 26(30.6%)
명령형 32(19.0%) 명령형 3(3.5%)

일상12
의문형 140(83.3%) 의문형 66(86.8%) 의문형 74(87.1%)
서술형 28(16.7%) 서술형 10(13.2%) 서술형 11(12.9%)

일상13
명령형 131(78.0%) 명령형 57(75.0%) 청유형 52(61.2%)
의문형 21(12.5%) 의문형 16(21.1%) 명령형 25(29.4%)
청유형 16(9.5%) 청유형 3(3.9%) 의문형 8(9.4%)

일상14 의문형 168(10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0%)

일상15
명령형 96(57.1%) 명령형 44(57.9%) 의문형 59(69.4%)
의문형 51(30.4%) 의문형 23(30.3%) 명령형 14(16.5%)
청유형 21(12.5%) 청유형 9(11.8%) 청유형 12(14.1%)

일상16
청유형 126(75.0%) 청유형 64(84.2%) 청유형 54(63.5%)
의문형 42(25.0%) 명령형 8(10.5%) 명령형 23(27.1%)

의문형 4(5.3%) 의문형 8(9.4%)

일상17
청유형 99(58.9%) 청유형 51(67.1%) 청유형 60(70.6%)
의문형 69(41.1%) 의문형 25(32.9%) 의문형 19(22.4%)

명령형 6(7.1%)

일상18
의문형 162(96.4%) 의문형 76(100.0%) 의문형 66(77.6%)
서술형 6(3.6%) 서술형 1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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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34>에서 보였듯이 일상대화에서 문체의 사용 양상은 변

화가 가장 다양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일상대화에서 KK보다 CCK

가 같은 상황에서 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설문지 자료 1>

일상대화에서 KK가 서술형의 문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CCK는

의문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자료1>의 맥락 상황

에서 CCK의 경우 '지나가도 됩니까?' 또는 '지나가도 돼요?'를 많

이 선택한 반면, KK는 '지나가겠습니다'와 '지나갈게요'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사후 면담에서 CCK 응답자는 초면이라는 맥락 요인

에서 청자에게 서술형을 쓰는 것이 강요하는 의미가 강해 되도록

서술형을 피하고 의문형을 택한다고 하였다. KCK과 KK의 문체형

사용 양상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설문지 자료 2>
화자(話者): ‘나’, 응답자 본인

청자（聼者）: 20대, 남성, 구면(아는 사이), 친함
상황: 수업에서 친구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화자(話者): ‘나’                       
청자（聼者）: 20대('나'와 동갑), 남성, 초면(첫 만남), 친하지 않음
상황: 지하철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

화자: ____________________
청자: 아,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①. 좀 지나갈게요.

②. 좀 지나가겠습니다.

③. 좀 지나가도 되니?

④. 좀 지나가도 되겠소?

⑤. 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⑥. 좀 지나가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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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자료3>
화자(話者): ‘나’, 응답자 본인

청자（聼者）: 20대, 여성, 구면(认识), 소(远)
장소: 수업에서 토론 시작 전에 후배와 대화하고 있다.

화자: ____________________
청자: 네~ 근거는 2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①.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②.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 봐.

③.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 보게.

④.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씀해 주시오.

⑤.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⑥.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 봐라.

⑦.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나?

⑧.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습니까?

⑨.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어요?

⑩.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어?

⑪.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냐?

화자: ____________________
청자: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①.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시지요.

②. 민수 씨, 토론 시작합시다.

③. 민수 씨, 토론 시작하세요.

④.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시겠습니까?

⑤.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실래요?

⑥.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십시오.

⑦.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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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 중 대화

수업 중 대화 유형에 있어서는 CCK, KK, KCK 대부분이 유사한

문체형을 사용하였다. 다만, 강의1 유형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은 명

령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청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2 유형에서는 한국인들은 의문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서술형의 문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13 유형에서는 KK과 KCK가 의문

형의 문체를 사용하는 반면 CCK는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강의17 유형에서는 한국인이 명령형을 사용하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서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18 유형에서도

한국인은 명령형 문체를 사용하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청유형

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유형

CCK

(n=168)

KK

(n=76)

KCK

(n=85)

강의1
청유형 105(62.5%) 명령형 46(60.5%) 청유형 47(55.3%)
의문형 63(37.5%) 청유형 20(26.3%) 명령형 24(28.2%)

의문형 10(13.2%) 의문형 14(16.5%)

강의2
서술형 87(51.8%) 의문형 56(73.7%) 서술형 51(60.0%)
의문형 81(48.2%) 서술형 20(26.3%) 의문형 30(35.3%)

감탄형 4(4.7%)
강의3 의문형 168(1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0%)
강의4 의문형 168(1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0%)

강의5
의문형 168(1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72(84.7%)

청유형 13(15.3%)

강의6
의문형 142(84.5%) 의문형 76(100.0%) 의문형 75(88.2%)
청유형 26(15.5%) 청유형 6(7.1%)

명령형 4(4.7%)
강의7 서술형 168(100%) 서술형 76(100.0%) 서술형 85(100.0%)
강의8 서술형 129(76.8%) 서술형 64(84.2%) 서술형 60(70.6%)

표 Ⅲ- 35 세 집단 수업 중 대화에서의 문체형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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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문지 자료2>, <설문지 자료3>와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

하도록 한다.

<설문지 자료 2>

의문형 21(12.5%) 의문형 8(10.5%) 청유형 12(14.1%)
청유형 13(7.7%) 청유형 4(5.3%) 의문형 9(10.6%)
명령형 5(3.0%) 명령형 4(4.7%)

강의9 서술형 168(100%) 서술형 76(100.0%) 서술형 85(100.0%)
강의10 의문형 168(100%) 의문형 58(76.3%) 의문형 85(100.0%)
강의11 의문형 168(1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0%)
강의12 서술형 168(100%) 서술형 76(100.0%) 서술형 85(100.0%)

강의13
명령형 147(87.5%) 의문형 60(78.9%) 의문형 68(80.0%)
서술형 21(12.5%) 서술형 16(21.1%) 서술형 17(20.0%)

강의14
의문형 146(86.9%) 의문형 74(97.4%) 의문형 70(82.4%)
청유형 17(10.1%) 명령형 2(2.6%) 청유형 13(15.3%)
명령형 5(3.0%) 명령형 2(2.4%)

강의15
의문형 143(85.1%) 의문형 68(89.5%) 의문형 74(87.1%)
청유형 21(12.5%) 청유형 8(10.5%) 청유형 11(12.9%)
명령형 4(2.4%)

강의16
의문형 142(84.5%) 의문형 70(92.1%) 의문형 55(64.7%)
청유형 21(12.5%) 청유형 6(7.9%) 청유형 21(24.7%)
명령형 5(3.0%) 명령형 9(10.6%)

강의17
서술형 168(100.0%) 명령형 72(94.7%) 서술형 64(75.3%)

감탄형 4(5.3%) 감탄형 21(24.7%)

강의18
청유형 111(66.1%) 명령형 51(67.1%) 청유형 56(65.9%)
의문형 52(31.0%) 의문형 25(32.9%) 의문형 22(25.9%)
명령형 5(3.0%) 명령형 7(8.2%)

화자(話者): ‘나’, 응답자 본인

청자（聼者）: 20대, 남성, 구면(아는 사이), 친함
상황: 수업에서 친구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화자: ____________________
청자: 네~ 근거는 2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①.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②.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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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자료3>

강의담화 중 <설문지 자료2>와 같은 맥락 상황에서 KK가 서술

형 문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CCK는 의문형을 사용하는 경향이

보인다. 또한 <설문지 자료3>와 같은 맥락 상황에서 KK와 KCK가

의문형의 문체를 사용하는 반면 CCK는 명령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후 면담에서 CCK 응답자는 위 상황에서 다른 집단과 사용

하는 문체형이 다른 점에 대해 청자에 따라 문체형 사용이 다르다

고 설명하였다. <설문지 자료2>의 청자가 '나'와 동갑인 친한 친구

이기 때문에 어감이 강한 의문형을 사용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화자(話者): ‘나’, 응답자 본인

청자（聼者）: 20대, 여성, 구면(认识), 소(远)
장소: 수업에서 토론 시작 전에 후배와 대화하고 있다.

③.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 보게.

④.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씀해 주시오.

⑤.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⑥.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 봐라.

⑦.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나?

⑧.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습니까?

⑨.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어요?

⑩.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어?

⑪.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냐?

화자: ____________________
청자: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①.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시지요.

②. 민수 씨, 토론 시작합시다.

③. 민수 씨, 토론 시작하세요.

④.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시겠습니까?

⑤.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실래요?

⑥.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십시오.

⑦. 민수 씨, 토론 시작하시오.



- 176 -

응답하였다. 이는 일상대화의 문체형 사용과는 다르다. 일상대화에

서는 친한 사람에게 '해라'를 많이 사용하고 명령형이나 서술형을

선호하는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요'나 ‘하십시오’, 의문형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자료3>에서 ‘시작하십시오’

를 사용한 것은 친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높임 화계를 선택한 것이

다. 그러나 청자가 ‘나’보다 어리므로 문체형 선택 시 공손한 청유보

다 명령형이 더 맞다고 생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 업무 중 대화

업무유형에 있어서는 CCK, KK, KCK 대부분이 유사한 문체형을

사용하였다. 다만, 업무17 유형에 있어서는 CCK가 청유형, KK는

의문형, KCK 서술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18 유형에서는 CCK와 KK 의문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KCK가 서술형의 문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유형

재중국인

(n=168)

한국인

(n=76)

재한중국인

(n=85)

업무1 서술형 168(100.0%) 서술형 76(100.0%) 서술형 85(100%)

업무2
의문형 149(88.7%) 의문형 62(81.6%) 의문형 67(78.8%)
청유형 11(6.5%) 청유형 14(18.4%) 청유형 10(11.8%)
명령형 8(4.8%) 명령형 8(9.4%)

업무3 서술형 168(100.0%) 서술형 76(100.0%) 서술형 85(100%)
업무4 의문형 168(10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

업무5
의문형 150(89.3%) 의문형 71(93.4%) 의문형 63(74.1%)
청유형 18(10.7%) 청유형 5(6.6%) 청유형 22(25.9%)

업무6 의문형 168(10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
업무7 서술형 168(100.0%) 서술형 76(100.0%) 서술형 85(100%)
업무8 의문형 168(10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
업무9 의문형 168(10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
업무10 서술형 168(100.0%) 서술형 76(100.0%) 서술형 85(100%)

표 Ⅲ- 36 세 집단 업무 중 대화에서의 문체형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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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문지 자료4>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설문지 자료 4>

업무 중 대화 <설문지 자료4>와 같은 맥락에서 CCK는 청유문

업무11 서술형 168(100.0%) 서술형 76(100.0%) 서술형 85(100%)

업무12
서술형 141(83.9%) 서술형 72(94.7%) 서술형 67(78.8%)
의문형 27(16.1%) 의문형 4(5.3%) 의문형 18(21.2%)

업무13 의문형 168(100.0%) 의문형 76(100.0%) 의문형 85(100%)

업무14
청유형 155(92.3%) 청유형 58(76.3%) 청유형 79(92.9%)
의문형 13(7.7%) 의문형 18(23.7%) 의문형 6(7.1%)

업무15
의문형 136(81.0%) 의문형 68(89.5%) 의문형 66(77.6%)
청유형 25(14.9%) 청유형 8(10.5%) 청유형 15(17.6%)
명령형 7(4.2%) 명령형 4(4.7%)

업무16
청유형 91(54.2%) 청유형 57(75.0%) 청유형 49(57.6%)
의문형 72(42.9%) 의문형 19(25.0%) 의문형 34(40.0%)
명령형 5(3.0%) 명령형 2(2.4%)

업무17
청유형 96(57.1%) 의문형 44(57.9%) 서술형 48(56.5%)
명령형 37(22.0%) 청유형 26(34.2%) 의문형 25(29.4%)
의문형 35(20.8%) 명령형 6(7.9%) 명령형 12(14.1%)

업무18 의문형 168(100.0%) 의문형 76(100.0%) 서술형 85(100%)

화자(話者): ‘나’, 응답자 본인

청자（聼者）: 20대, 여성, 초면(첫 만남), 친하지 않음

상황: 업무 시간에 회사 후배와 대화하고 있다.
화자: ____________________
청자: 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___

①. 민수 씨, 하는 일 다 끝났으면 서류 좀 가지고 와요.

②. 민수 씨, 하는 일 다 끝났으면 서류 좀 가지고 오십시오.

③. 민수 씨, 하는 일 다 끝났으면 서류 좀 가지고 오시오.

④. 민수 씨, 하는 일 다 끝났으면 서류 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⑤. 민수 씨, 하는 일 다 끝났으면 서류 좀 가지고 올래요?

⑥. 민수 씨, 하는 일 다 끝났으면 서류 좀 가지고 올래?

⑦. 민수 씨, 하는 일 다 끝났으면 서류 좀 가지고 오시겠소?

⑧. 민수 씨, 하는 일 다 끝났으면 서류 좀 가지고 오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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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다 끝났으면 서류 좀 가지고 오시죠’, KK는 의문문 ‘일 다 끝났

으면 서류 좀 가지고 올래요?’, KCK는 평서문 ‘일 다 끝났으면 서

류 좀 가지고 와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후 면담에서 CCK

응답자는 업무 중 모두에게 ‘하십시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업무 수행 중 부탁을 할 때는 청유문이 가장

예의 바르다고 하였다. 그러나 KCK 응답자는 업무 중 대화이지만

청자가 후배이기 때문에 청유보다 서술이 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

다. 문체형 사용 차이는 이러한 생각 차이에서 기인했다. ‘가지고 와

요’는 일면 평서문으로 보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청유문으로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어 모어화자에 비하면 CCK

학습자가 문체형 선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화용적 표

현의 차이로 간주할 수 있다. 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CCK

학습자가 질문할 경우에 의문문을 선호하고, 부탁할 경우 청유문,

요구할 경우에 명령문을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

로 보았을 때 이는 CCK 학습자가 직적화행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KK가 부탁할 때나 질문할 경우에 간

적화행의 서술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화용

적 표현의 차이에 대해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4장에서 교육 내용을 설정

할 때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4. 사용 양상 소결론

지금까지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한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용 양상 분석 내용에서는 크게 대화 참여자 개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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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 요인 및 상황적 맥락 요인과 사회문화

적 맥락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친소

관계, 만남 여부, 발화 장면, 장르 등 여섯 가지 맥락 요인을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라 KK 집단에 있어 모든 맥락 요인

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와 달리

CCK 집단의 경우는 친소관계, 만남 여부와 장르 세 가지 요인이 유

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KCK 집단은 연령, 친소관계, 장르 등 세

가지 맥락 요인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 집단이 상

대높임법에 영향 미치는 여섯 가지 맥락 요인에 있어 실제 사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또한 장르에서의 문체형의 사

용 양상 분석을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의

표현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혔는

데 크게 문법적 정확성과 화용적 적절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문법적 정확성의 의미는 문법 지식을 정확히 구사

함으로써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문법 지식의 차원에서

틀리지 않지만, 주어진 맥락 요인을 고려했을 때 쓸 수 없는 표현을

문법적 정확성이 떨어진 문장으로 본다. 이를테면 동갑인 친한 친구

에게는 하오체, 하게체를 사용하는 것이 맥락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문법적 정확성이 부족한 문장으로 간주한 것이다.

한편, 화용적 적절성의 경우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지만, 맥락

적으로 보았을 때 문장 유형으로 인해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으로써

모어화자와 괴리가 있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공손성의 문제를 두고

같은 장르 맥락 상황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의문문을 선호하는 반

면에 한국어 모어화자가 평서문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될 수 있다.

두 집단이 높임법의 공손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직접화행을 선호하

고 한국인 모자화자가 간접화행을 선호하는 것도 역시 같은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사후 인터뷰를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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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내용은 상대높임법에 대한 사용 양상의 내용을 정리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3.3절에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3. 인식과 사용 양상의 비교 분석

3.1. 인식과 사용의 관계

앞서 CCK, KK, KCK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양상과

사용 양상 및 장르에서의 문체형 사용 등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

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상대높임법 실현에 다루고자 하는 여

섯 가지 맥락 요인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세 집단이 이에 대해 인

식과 사용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상

인식과 사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테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드러났는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한다.

우선 설문지 제1부에 따른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양

상 결과 분석을 살펴보자.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높임법에 영향

을 미치는 여섯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연령 요인에 있어

서는 KK, CCK, KCK 세 집단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상대높임법 실현에 가

장 기본적인 결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 요인에 있어서는 CCK가 54.2%로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성별을 영향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반면, KK와 KCK

가 각 10.5%, 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요인은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 맥락 요인 중에서 세 집단이 공

통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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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 비격식 장면에 있어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

보다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 주

며, 중국인 집단 중에는 KCK보다는 CCK가 격식과 비격식이 상대

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친소관계 요인의 영향에 대해서는 세 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답변

을 보여 주고 있지만, KCK보다는 CCK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으며 친소관계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와 비슷한 인식 양상으로 만남 여부에 있어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세 집단이 모두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

여주고 있으며, 그 중 KCK보다는 CCK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장르 요인의 영향에 대한 인식 결과는 세 집단이 모두 장르 요인

이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지

만, 집단 간의 다소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상

대화에서의 해라체, 하게체 사용에 대한 인식 양상이 CCK가 다른

두 집단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또

한 같은 중국인 학습자이지만 일상대화에서의 해체에 비해 해라체

가 많이 쓰인다는 인식은 CCK가 KCK보다 더 높다는 것을 문명하

게 확인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있어서는 CCK는 다른 집단과 달리

해체를 사용한다고 인식한다는 것 역시 특기할 만하다. 회의 시간의

화계 선택 사용에 대한 인식에서는 세 집단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CCK 집단만이 이러한 상황에서 해요체보다 하십시오

체를 더 선호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설문지 제2부에 따른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사

용 양상 결과 분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사용 양상 분석에서는 본 연

구에서 상대높임법 실현에 작용한다는 여섯 가지 맥락 요인을 중심

으로 실제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카이제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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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검증하였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령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KK와 KCK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반면,

CCK는 연령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KK만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CCK와 KCK는 공통적으로 성별

요인이 상대높임법 사용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발화 장면이 상대높임법의 미치는 영향 역시 성별 요인에 따른

사용 양상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세 집단 중에서 KK 집단만

이 상대높임법 실현에 있어 성별 요인이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결

과가 검증되었다. CCK와 KCK는 실제 사용에서 발화 장면 요인을

유의미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소관계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KK, CCK,

KCK 세 집단이 공통적으로 상대높임법 실현에 친소관계가 유의미

하게 작용한다는 결과가 검증되었다.

만남 여부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KK와

CCK에게만 만남 여부 요인이 상대높임법 실현에 유의미하게 작용

한다는 결과를 검증되었으며, KCK에게는 실제 사용에서의 만남 여

부 요인으로 인해 상대높임법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르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KK, CCK,

KCK 세 집단이 공통적으로 상대높임법 실현에 장르 요인이 유의

미하게 작용한다는 결과가 검증되었다. 아울러 장르에서의 문체형의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학습자들이 주로 의문문과 평서

문, 청유문과 명령문에 대한 이해가 소홀하기 때문에 모어화자와 화

용적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관련 교육과 더불어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 등의 문장

유형에 대한 화용적 교육도 필요성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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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식과 사용 양상의 관

계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위에서 논의한 인식과 사용 양상의

결과를 먼저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집단 인식과 사용의 관계 세부 차이

KK
성별 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서 일치함.

성별의 경우 인식과 사용에 
차이가 있음.

CCK

 친소 관계, 만남 
여부, 장르 등의 
요인은 대체로 

일치함.

성별, 연령, 발화 장면은 인식과 
사용에 차이가 있음.

KCK

연령, 성별, 친소 
관계, 장르 등의 
요인은 대체로 

일치함.

 만남 여부, 발화 장면은 인식과 
사용에 차이가 있음.

표 Ⅲ- 37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식과 사용 관계

<표 Ⅲ- 37>를 보였듯이, KK 집단에 있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

식과 사용에서는 대부분의 맥락 요인이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성별 요인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KK에게는 성별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보였지만 인식 양상에서는 10.5%밖에 차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식과 사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KK가 실제 사용

에서 정확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확히

성별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대해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사

용하는 것보다, 자신도 모르게 사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KK 집단이 한국어 모어화자임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 사용 습

관 때문에 정확히 문법 지식을 알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관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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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CCK 집단에 있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에서는 친소관

계, 만남 여부, 장르 등 세 가지 맥락 요인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성별, 연령, 발화 장면 등 요인에서는 인식과 사용의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연령, 발화 장면에 대해

서는 CCK가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대해 영

향을 준다고 인식하였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통계적

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실제 사용에서는 통

계적으로 CCK에게 성별 요인, 연령 요인, 발화 장면 요인이 상대높

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

요인에 의한 사용 양상에서는 연상보다 동갑이나 연하의 청자에 대

해 사용할 때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연상의 청자에 대해서는 KK와

비슷한 사용 양상을 보여 주었지만, 연하나 동갑인 청자에게 사용할

때는 해체와 해라체의 사용 있어서 많은 혼동을 겪고 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었다.

KCK 집단에 있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에서는 연령,

성별, 친소관계, 장르 등 네 가지 맥락 요인은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만남 여부, 발화 장면 등 요인에서는 인식과 사용에

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과 사용이 일치한 결과가 나온 요인 중에서는 성별 요인은

인식과 사용 모두에서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KCK가 성별 요인이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 학습자가 겨우 16.5%밖에 없었으므로 사용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실

제 결과도 사용에서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별 요

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인식에서도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사용에서도 통계적으로 상대높임법

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만남 여부 요인과 발화 장면 요인은 KCK가 모두 상대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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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였지만, 실제 사용에서 상대

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가지

요인은 특이하게 인식에 있어서 KCK는 상대높임법에 영향을 준다

고 인식을 하기는 했지만 같은 중국인 학습자인 CCK보다는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29)

이상에서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식과 사용의 관계를 정

리한 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다.

1) 사용 양상이 KK와 다른 것은 실제 사용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에서 사용 중심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대해 KK

와 비교했을 때, CCK와 KCK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주목한 것

이다. 즉 통계적으로 검증했을 때 KK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주목

하고자 하였다. 앞의 사용 양상의 결과를 의하면, KK 집단에 있어,

성별, 연령, 발화 장면, 친소 관계, 만남 여부, 장르 등 여섯 가지 맥

락 요인이 모두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준다고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CCK에게는 이 여섯 가지 요인 중에 친

소관계, 만남 여부, 장르 세 가지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발화 장면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지 않았다. KCK에게는 연령, 친소관계, 장르 등 맥락요인

유의한 결과가 검증되었으며, 성별, 만남 여부, 발화 장면 요인에 있

어서는 통계적으로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결

과가 나왔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차이가 큰 것은 교육적인 시사점으

로 고려하여 중요하게 교육해야 한다.

29) 앞의 인터뷰를 통해 논의한 것처럼 만남 여부와 발화 장면이 상대높임
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CCK보다 KCK가 낮아진 것은 실제
한국에서 언어생활을 경험하면서 사용상의 부담감으로 실제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사용의 특성이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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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은 KK와 비슷하게 잘 하고 있지만, 사용과 달리 인식에서

는 차이가 나는 경우는 교육에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상대높임법에 대해 잘 인식하고

사용하는 것은 목표로 삼아 인식과 사용 양상이 일치하도록 교육하

고자 한다. 따라서 CCK의 경우 성별, 연령, 발화 장면 등이 상대높

임법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교육에서 이를 충분하게 고려해야 한다.

KCK에게는 만남 여부와 발화 장면이 상대높임법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므로 이를 교육에서 충분하게 고

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성별, 연령, 발화

장면, 만남 여부 등 네 가지 맥락 요인을 중심으로 상대높임법의 사

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교수학습 내용에서 반영해야 한다.

3)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맥락 영향 요인과 함께 문체형으로 인한 화

용적 표현도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인 학습자는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미

치는 영향 요인으로 인해 모어화자와 차이가 많이 나타났으며 상대

높임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여 주었

다. 아울러 문체형의 선택으로 인해 모어화자와 화용적 표현이 많이

다르게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상황에서 성공적인 의

사소통을 이루기 위해 높임 표현과 같이 적절한 문장 유형의 사용

도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체형의

사용도 교육에서 충분하게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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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 집단의 인식과 사용 양상의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이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사용

양상과 일치하는지 집단 간 비교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인식과

사용 양상의 비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대높임법의 화계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순위

CCK
인식 ‖ 해요 하십시오 하게 해 하오 해라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라 해 하오 하게

KK
인식 ‖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해 해라 하게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 하오 하게

KCK
인식 ‖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라 해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 하오 하게

그림 Ⅲ-1 상대높임법의 화계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순위

인식 양상 사용 양상

① 상대높임법의 화계 및 격식, 비격식

에 대한 인식

① 전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이해 및

사용,

발화 장면에 따른 사용 양상
② 상대높임법의 사용 상황의 난이도

에 대한 인식(먼저 발화할 경우, 대답

할 경우)

② 화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 및 청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

③ 장르별의 화계 선택 인식(일상, 강

의, 업무).

③ 장르별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일

상, 강의, 업무)

④ 성별, 연령, 친소관계, 만남 여부 등

요인이 상대높임 화계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인식

④ 성별, 연령, 친소관계, 만남 여부 등

요인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표 Ⅲ- 38 세 집단 인식과 사용 양상의 비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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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를 참고하여 볼 수 있듯이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의

화계에 대한 인식과 사용 순위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세 집단이 화계별 사용 양상을 보면30) 공통적으로

해요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하십시오

였으며, 가장 적게 사용한 화계는 하오, 하게로 나타났다. 인식 양상

과 다르게 하오체는 실제 사용 빈도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

로 밝혀졌다.

그 밖에 세 번째 많이 사용하는 화계 또한 인식 양상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인식 양상에서 재중중국인에게 가장 답변수가 적었던 화

계는 해라였는데,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화계임을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장르별에 따른 화계 선택 양

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해라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일상대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반영하고 있다. 사후 면담에서 해라체 사용 이유를

파악한 결과 일상대화에서 친하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해라 화

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 다음

13번 설문지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 많은 선택 사항에서 학

습자가 ‘문 좀 닫아라’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30) 화계별 사용 양상 빈도
　집단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CCK (빈도) 6085 8639 823 732 1880 2000

KK (빈도) 2874 4531 112 91 1025 486

KCK (빈도) 2842 4877 312 277 1234 658

합계 (빈도) 11801 18047 1247 1100 4139 3144

화자(話者): ‘나’, 응답자 본인

청자（聼者）: 10대, 남성, 구면(아는 사이), 친함

상황: 집에서 동생과 대화하고 있다.

화자: ________________________
청자: 네,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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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서 청자와 친한 관계이면서 동생인 경우에 다음과 같

이 해체를 선택한 경우도 있다.

위 설문지 제2부의 13번과 15번 문항을 보면 두 경우 모두 친한

관계인 동생과 대화중이지만 화계 선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보면, 4번과 같은 경우에서는 대화 장소가 집

이기 때문에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자기보다 어린 가족 구성원

이기 때문에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5

번 문항에서는 4번 문항에서처럼 친한 동생이지만 대화 장소가 기

화자(話者): ‘나’, 응답자 본인

청자（聼者）: 20대, 여성, 구면(아는 사이), 친함

상황: 기숙사에서 막내와 대화하고 있다.

①. 동생아, 문 좀 닫으시오.

②. 동생아, 문 좀 닫게.

③. 동생아, 문 좀 닫아라.

④. 동생아, 문 좀 닫아.

⑤. 동생아, 문 좀 닫겠니?

⑥. 동생아, 문 좀 닫겠나?

⑦. 동생아, 문 좀 닫겠소?

⑧. 동생아, 문 좀 닫을래?

⑨. 동생아, 문 좀 닫자.

화자: ________________________
청자: 아, 그래요? 나 이거 안 어울릴텐데..

①. 야, 막내, 유행 모르니? 이거 입어라.

②. 야, 막내, 유행 모르니? 이거 입게.

③. 야, 막내, 유행 모르니? 이거 입어.

④. 야, 막내, 유행 모르니? 이거 입을래?

⑤. 야, 막내, 유행 모르니? 이거 입을래요?

⑥. 야, 막내, 유행 모르니? 이거 입겠니?

⑦. 야, 막내, 유행 모르니? 이거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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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사이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무리 친해

도 명령형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

을 고려하여 해체를 많이 선택하였다고 한다. 5번 문항의 경우에도

문체형의 사용 양상 결과를 참고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응답

자는 5번 같은 상황에서 명령형을 쓰는 것보다는 의문형이 더 부드

럽다고 생각해서 ‘~입을래?’로 응답하였다고 한다.

KK 집단에서는 실제 사용에 있어서 화계 사용 순위가 해요, 하십

시오, 해, 해라, 하오, 하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시 인식

양상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앞선 인식 양상에서는 하십시

오, 해요, 하오, 해, 해라, 하게 순으로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실제 사용 양상과 달리 하십시오를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인식하는

이유는 가장 높은 화계로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격식, 비격식 장면이 나뉘고, 하십시오체는

그중에서도 격식 장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양상에서

해요체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KK 집단이 사용 양상에

서 하오, 하게를 가장 적게 사용한 반면, 인식 양상에서 하오를 세

번째로 많이 인식한 이유는 하오가 높임 화계이기 때문이다. 상대높

임법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인상으로 인해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높

임 화계를 더 자주 사용하는 반말투 화계보다 높은 화계라고 추론

한 것이다.

KCK 집단의 화계 사용 순위는 위에 KK 집단과 동일하게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 하오, 하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식 양상이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라, 해 순으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

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KCK 집단은 사용 양상에서 하오, 하

게를 가장 적게 사용한 반면, 인식 양상에서는 해라, 해보다 하오,

하게를 많이 인식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질문하자 실생

활에서 많이 사용해 보지 못한 화계라서 일종의 높임 화계로 인식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인식한 대로 예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

청하자, 모든 응답자가 당황하며 답변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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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게, 하오가 어떤 화계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잘 모른

다고 하였다. 일부 면담한 학습자로부터 역사극에서 많이 들어봤다

는 답변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높임법의 화계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4

장에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2) 발화 장면

집단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합계

CCK 22.8 23.1 12.8 13.5 12.8 15.0 100

KK 32.7 32.1 4.5 6.8 15.8 8.1 100

KCK 19.6 19.6 15.5 14.4 16.5 14.4 100

표 Ⅲ- 39 격식 장면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CCK KK KCK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해

해라

하게

격식 장면에서의 화계 사용

그림 Ⅲ- 2 격식 장면에서의 화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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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합계

CCK 17.6 22.9 13.0 12.2 16.0 18.3 100

KK 17.9 27.4 4.7 8.5 22.6 18.9 100

KCK 17.4 21.9 12.9 11.0 18.1 18.7 100

표 Ⅲ- 40 비격식 장면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격식, 비격식에 관한 논의는 교재마다 다르게 기술하고 있지만 대

체로 격식 발화 장면에서 보통 하십시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

면 비격식 발화 장면에서는 해요, 해를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격식 비격식에 대한 인식 양

상에서는 전체 329명 중 73.6%인 242명이 안다고 응답했고, 26.4%

인 87명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CCK 집단이 이에 대해 인식 결과 상으로는 이처럼 적절

한 인식 능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 능력은 적절하지 않

은 것으로 드러났다. CCK 집단이 격식 발화 장면에서 사용한 화계

CCK KK KCK 하십시오

해요

해

해라

하오

하게

비격식 장면에서의 화계 사용

그림 Ⅲ- 3 비격식 장면에서의 화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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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위는 해요, 하십시오, 해라, 하게, 하오, 해 순이었다. 비격식 발

화 장면에서는 해요, 해라, 하십시오, 해, 하오, 하게 순으로 나타났

다. 격식 장면에서 해요가 예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하십

시오체가 해요체와 비슷한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격식 장면에 대한 인식 및 사용이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

큼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비격식 장면에서의 사용

양상을 보면 KK와 비교했을 때, 해체의 사용 비율이 낮은 반면, 하

오, 하게체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비격식 장면에서의 중

국인 학습자에게 상대높임법 사용에 있어 화계에 대해 이해가 부족

하므로 화계 선택이 다양하고 발화 장면이라는 맥락 요인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이 사후 면담에서 밝혀졌는데, 23명 CCK 응답자 중에 15

명은 정확히 격식, 비격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교재에서도 본 적이 없으며 교사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7명의 응답자가 이에 관련

된 내용이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설

명한 적이 있었고, 격식이라는 말을 공식적이라고 해석하였다고 응

답하였다. 따라서 일부 응답자가 일상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제외하고 수업, 기업에서 하는 대화를 모두 격식 장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KK 집단의 경우는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었다. 격식 장면

에서 하십시오, 해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비격식 장면에서

는 해요, 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하십시오, 하오, 하게 순으로

가장 적게 사용한 화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KK 집단의 격

식, 비격식에 대한 인식 양상이 우수하게 조사된 것과 일치한다.

KCK 집단은 격식 장면에서 해요, 하십시오를 가장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격식 장면에서도 비슷하게 해요, 해라를 가

장 많이 선호하는 점, 하오, 하게체를 KK에 비해 많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CCK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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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용 양상의 예문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 집단의 격식, 비격식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사용 양상은 KK집단을 제외한 CCK, KCK 집단에서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 양상과 사용 양상 사이에서 다소 불일치를 보였으며, 통

계적으로도 발화 장면이 상대높임법 사용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다

는 결과를 검증되었다. 따라서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격식성에 관한

내용이 교수학습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화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

CCK
인식 ‖ 해요 하십시오 하오 해 하게 해라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라 해 하오 하게

KK
인식 ‖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해 해라 하게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 하오 하게

KCK
인식 ‖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해 해라 하게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 하오 하게

그림 Ⅲ-4 화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선호 순위

　집단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합계

CCK(%) 28.3 43.5 4.4 4.0 9.2 10.6 100

KK(%) 30.4 50.3 1.3 1.1 11.1 5.8 100

KCK(%) 29.3 45.9 3.2 3.0 11.7 6.9 100

표 Ⅲ- 41 화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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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화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KK과 KCK 집단은 거의 비슷한 화계 사용

양상을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 하오, 하게

순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CCK 집단의 경우 앞서 두 집단보다

하게, 하오의 사용 비율이 높은데다가 해체를 보다 해라체를 더 많

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화계 인식 결과와 다른데,

앞에서 하게를 3번째 높은 순위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인식 순위에 비해 하게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게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 아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업중 대화 제1번 문항

3번 ‘말해 보게’를 선택한 CCK에게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수업시

간에 발표자에게 무엇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화자(話者):‘나’, 응답자 본인
청자（聼者）: 20대, 남성, 구면(아는 사이), 친함
상황: 수업에서 친구와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화자: ____________________

청자: 네~ 근거는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①.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②.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 봐.

③.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 보게.

④.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씀해 주시오.

⑤.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⑥.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는지 말해 봐라.

⑦.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나?

⑧.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습니까?

⑨.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어요?

⑩.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어?

⑪. 발표문 3페이지의 내용을 왜 이렇게 분류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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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선생님께서 ‘한번 말해 보게’를 자주 사용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고 응답했다. 실제 상황에서의 경험이 있는 만큼 주저 없이 ‘말해

보게’를 선택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문과 선택지를 좀 더

파악할 시간을 주고 다시 선택하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역시 하게

를 선택하지 않고 1번이나 5번을 답으로 선택하였다. 인터뷰 결과

하게를 선택한 사후 면담 참여자 대부분이 숙고하여 선택하기보다

는 무의식적으로 하게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인

터뷰 중 하게를 사용한 문장 만들기를 요청하자 이를 어떻게 사용

해야 하는지 정확히 대답한 학습자가 없을 만큼 인식 순서가 높았

던 CCK에 있어서도 하게는 역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화계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중국인 학습자가 화자로서 먼

저 발화할 경우에는 화계 사용이 다양하고, 모어화자는 단순한 사용

양상을 보인다. 즉, 중국인 학습자들은 화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대화 상황에서

실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아래의 청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 표를

보면 화자로서의 발화시보다 화계 선택이 단순했으며, 하게체는 세

집단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게

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청자와 화자의 상호작용에서 청자가 화

자의 화계 선택에 따라 화계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

로도 사후 면담을 통해 학습자가 청자로서 누구의 질문에 대답할

때 화자의 종결어미에 따라서 화계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설문지의 제3부 제7번 문항

보다시피 위 대화문에서 화자가 먼저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자,

CCK 학습자 중 주저 없이 ‘했습니다’로 대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7. 수업 시간에 남자 후배와 대화하고 있다.
남자 후배: 선생님, 예비조사결과가 발제문에 안 보이는데, 혹시 예비조
사 하셨습니까?
나: _____________________(예비조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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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화문을 시간을 들여서 읽은 후에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문장 완성을 하도록 요청하자, ‘했어요’로 대답을 한 사람이 배로 증

가하였다. 답변을 바꾼 이유는 질문한 화자가 자기보다 후배이자,

나이가 어리다는 맥락을 파악했기 때문에 하십시오체 최고 높임 화

계로 높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상대의 화계와 같은 화계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대화 상황에 있어 청자로서의 상대높임법

사용보다 화자로서의 상대높임법 사용에서 화계 선택을 더 어렵게

느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청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

5) 장르별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집단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합계

CCK(%) 46.8 36.8 1.3 0 10.8 4.3 100

KK(%) 41.5 44.2 0.3 0 12.5 1.5 100

KCK(%) 26.6 57.6 1.1 0 13.7 1.0 100

표 Ⅲ- 42 청자로서의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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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화계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강의

담화

빈도 618 683 76 34 62 55

% 40.4 44.7 5.0 2.2 4.1 3.6

업무

대화

빈도 573 770 42 56 54 31

% 37.5 50.5 2.8 3.7 3.5 2.0

일상

대화

빈도 202 714 39 96 232 233

% 13.3 47.1 2.6 6.3 15.3 15.4

합계 1266 2166 32 36 459 145

% 30.8 52.8 0.8 0.9 11.2 3.5

표 Ⅲ- 43 장르별에 따른 화계 사용 양상

앞서 장르에 따른 화계 선택에 대한 세 집단의 인식 양상을 조사

하였다. 친구, 절친한 동료 등 친밀한 관계인 상대와 대화를 한다는

공통점을 전제한 후, 일상생활, 강의 중 발표시간, 업무 중 회의시간

에 각각 어떤 화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문 조사를 하

였다.

CCK
인식 ‖ 해 해라 해요 하게 하오 하십시오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라 해 하오 하게

KK
인식 ‖ 해 해라 해요 하게 하오 하십시오

사용 ‖ 해요 해 해라·하십시오 하게 하오

KCK
인식 ‖ 해 해요 해라 하십시오 하오·하게

사용 ‖ 해요 해라 해 하십시오 하게 하오

그림 Ⅲ-5 세 집단 일상대화에서의 화계 인식 및 사용 양상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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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대화에서 세 집단이 적합하다고 인식한 화계의 순위를 나열

하면 다음과 같다.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 CCK 집단과 KK 집

단은 해, 해라, 해요, 하게, 하오, 하십시오 순이었으며, KCK 집단은

해, 해요, 해라, 하십시오, 하오·하게 순이었다. CCK 집단과 KK 집

단이 같은 인식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장 많이 선택한 화계 두

가지는 해체와 해라체였다. KCK 집단도 해체를 가장 많이 선택했

ㅈ만, 두 번째로 많이 선택한 화계는 해요체였으나 해라체를 고른

응답 수 역시 근소한 차이로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해체와 해

라체는 둘 다 안 높임 화계이므로 일상대화 장르에서 세 집단이 공

통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양상

과 달리 세 집단에 있어 실제 사용에서는 공통적으로 해요체를 가

장 많이 선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의 문

항으로 인해 일상대화라는 상황 맥락을 보여주는 동시에 만남 여부,

친소관계와 같은 영향 요인을 같이 제시한 바가 있어, 처음 보는 사

람에게나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요체를 선택한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일상대화에서의 해요체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에외치 않는다. 그러나 CCK 집단에 있어 다른 두 집단보다 일

상대화에서 하십시오체를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화계로 나오는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본다. 사후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CCK 집단에 있어 교재의 대화문 영향으로 인해, 대화 장르를 구별

없이 관습적으로 높임 화계를 택했다고 응답하였다. 상대가 누구든,

어떤 관계인지 높임 화계를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실수 없는 선택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 200 -

CCK
인식 ‖ 해요 하십시오 해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 하오 하게

KK
인식 ‖ 해요 하십시오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 하오 해라·하게

KCK
인식 ‖ 해요 하십시오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하오 해 해라 하게

그림 Ⅲ-6 세 집단의 강의담화에서의 화계 사용 양상

강의대화의 경우에는 <그림Ⅲ-6>처럼 보였듯이 세 집단이 공통적

으로 해요, 하십시오 순으로 인식하였으나 CCK 집단만 있어 해체를

세 번째 화계로 인식한 것은 특기한 점이다. CCK가 수업 시간이라

는 맥락 상황에 대해 다른 두 집단과 생각 차이가 드러났다. 인터뷰

를 통해 CCK가 수업 시간에 누구랑 이야기를 하기에 따라 화계 사

용이 달라진다고 응답한 바가 있다. 예컨대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높임 화계 해요체나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겠지만, 동학끼리 이야기할

때는 해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인식이

KCK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KCK에게는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

니고 있으므로 실제 수업 시간에는 반말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응

답한 바가 있어 수업 시간이라는 맥락 상황에서는 해체의 사용 인

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있어 CCK가 다른 두

집단과의 인식 양상이 조금만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실제 사용에서

는 다른 두 집단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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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K
인식 ‖ 하십시오 해요 해 하오 하게 해라

사용 ‖ 하십시오 해요 해 하오 해라·하게

KK
인식 ‖ 해요 하십시오 해 하게·해라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 하게 하오

KCK
인식 ‖ 하십시오·해요

사용 ‖ 해요 하십시오 하게 해 하오 해라

그림 Ⅲ-7 세 집단의 업무대화에서의 화계 사용 양상

업무대화에서 세 집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각 화계가 적합하다

고 인식하였다. CCK 집단은 하십시오, 해요, 해, 하오, 하게, 해라

순이었고, KK 집단은 해요, 하십시오, 해, 하게·해라 순이었으며,

KCK 집단은 하십시오와 해요가 동률이었다. 해, 하오, 하게, 해라체

는 전체적으로 선택 비율이 낮았다는 점에서 강의담화와 비슷한 경

향을 보였으며, 일상대화에 비하면 화계 선택이 단순한 편이었다.

강의담화에서처럼 장르 요인이 화계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사용양상에서 집단별 화계 사용 비율을 보면 CCK 집단은

하십시오, 해요, 해, 하오, 해라·하게, KK 집단은 해요, 하십시오, 해,

해라, 하게, 하오, KCK 집단은 해요, 하십시오, 하게, 해, 하오, 해라

순이었다. 앞서 강의대화와 마찬가지로 세 집단이 공통적으로 해요

체와 하십시오체에 대부분의 응답이 집중되었으며 다른 화계는 거

의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업무대화에서는 앞서 강의담화에서 인식

과 사용 양상 사이 불일치가 보였던 것과 달리 응답자들의 이에 대

한 인식과 사용 양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선 인식 양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 집단에 속한 응답자 모두

성별, 연령, 친소관계, 만남 여부 등 맥락 요인이 상대높임법 화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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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로

65.7%, 92.4%, 91.2%, 84.8%가 긍정적인 답안을 하였고 전체 평균이

83.52%로 이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실제 사용 양상은 인식 양상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실

제 사용 양상에서 이 네 가지 요인을 두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를 검정하였는데, KK 집단만이 모든 요인을 유의미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CCK의 경우

는 친소관계와 만남 여부 두 가지 맥락 요인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KCK의 경우는 연령, 친소관계로

인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CK, KCK 집단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자세히 알

아보기 위해 사후 면담을 한 결과 인터뷰 답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CCK 집단은 만남횟수가 많아지는 것을 곧 친해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같은 중국인 학습

자인 KCK 집단과 차이가 있다. 앞에도 진술하였듯이 KCK 집단은

CCK 집단과 같은 중국인 학습자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학교

에 다니고 있으므로 CCK와 환경적 차이가 있으며, 만남 여부가 친

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는 한국 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과 친해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쉽게 말을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세 집단 간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의

교차 분석을 정리하였다.

3.3 인식과 사용 양상에 관한 소결론

이상의 학습자들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의 비교



- 203 -

분석 결과를 통해 아래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나는 인지언어학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강수(2018)에서는

중국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한국어 교재의 상대높임법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에 대한 설명이 교재들에 따라

일관성이 없고, 개념적·문법적 설명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맥락에 따라 화계 사용이 달라지고 담화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법 범주이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 기술 정도로는 설명

이 부족하다. 개념 설명 단계에서 기본적인 지식으로서 이러한 복잡

한 문법을 어떻게 더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

하다. 따라서 언어의 이해와 사용을 일반적 인지 능력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인지언어학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재

에서 이와 관련한 지식을 실제 담화 상황에서 영향 요인과 함께 설

명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맥락 요인을 구성하고 생각하게 하는 교

육·학습 내용이 필요하다.

교재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사

용에 있어 문법적 정확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화계 사용의 오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

가 학습에 사용하는 교재에서 격식과 비격식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므로, 격식, 비격식 장면 개념 습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오류가 나타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일상대화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더 격식적인 해라체를 많이 선호하는 반면 모어화자의 경우는 더

비격식적인 해체를 선택한 것 또한 역시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따라

서 문법 교육 차원에서는 정확성이 문법으로서의 기본적인 성질임

을 명확히 하고 기초적인 교육 내용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또 하나는 사회언어학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

국과 한국은 지리적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의 풍습, 문

화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아무리 같은 유교 문화

의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예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차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설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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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문의라는 맥락을 제시하자 한국어 모어화자의 경우 평서문 '길

좀 물어볼게요'나 '길 좀 물어보겠습니다'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중

국인 학습자들은 의문문 '길 좀 물어봐도 돼요?'나 '길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라고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예상과 달리 중국인 학습

자가 이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

끼고, 그로 인해 상대에게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

기 때문에 의문문을 많이 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발표에서의 질의응답에 관한 내용도 중국인 학습자가 모어

화자보다 의문문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

모어화자는 직접화행보다 간접적인 화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

는 동시에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이런 경향을 박성일(2010)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박성일(2010)

은 한국어 모어화자가 의문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질문의 공손성을

실현하는 간접화행의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중국인 학습자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물론 이런 맥락 상황에서는 학습자

가 평서문을 쓰든 아니면 의문문을 선택하든 표준적 답안을 확정짓

기가 어렵다.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서 모어화자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

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어화자와 맥락 관계에 대한 이해가

다르므로 모어화자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는 화·청자 관계를 성별, 나이, 친소관계, 만남 여부 등으로 하위분

류를 하였는데, 이 중 실제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대높

임법 화계 사용에서 고려하는 관계는 주로 친소관계로 보인다. 중국

인 학습자들에게는 친소관계가 단지 친분 있는 친한 관계와 친분

없는 소원한 관계 구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혈연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려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화계 사용에 있어, 일상대화에서 혈연관계가 있는 동생

에게는 해라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혈연관계가 없는 친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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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맥락은 대화 상대, 즉 동

생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두 맥락에서 화계 선택이 서로 다르다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여기서의 화계 선택이 혈연관계를 반영

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앞서 선행연구에서는 맥락 요인에 대한 화·

청자 관계를 논의한 바 있는데, 그중에서는 혈연관계를 고려한 요인

을 설정한 연구가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 화계 사용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인이 모어화자와는 많

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 맥락에 따른 화계 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교육시

키는가에 대해서는 문법적 정확성 교육보다는 담화 맥락에서의 적

절성을 강조하는 교육법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허봉자(2007)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경어법 사용 오류 분석을

하였는데, 오류 판정의 기준으로 문법성31)과 용인 가능성을 상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오류’라는 개념이 문법적

규칙을 지키지 못한 점으로 인해 발생한, 정확성에서 많이 떨어진

잘못된 문장을 일컫는 데 쓰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

중국인 학습자의 상대높임법 사용에서 잘못된 문장 사용도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맥락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중국인 학습자들의

상대높임법 실현에 있어 문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한

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했을 때 화계 및 문체 선택 경향을 살펴 차

이점과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이와 비슷

한 관점은 박성일(2010)에서도 볼 수 있다. 박성일(2010)에서는 외국

인을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에서 맞다 틀리다는 식의 처방규칙

31) 이정희(2003), 문법성(grammaticality)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즉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완성된 형식을 갖추었을 때 문법성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용인 가능성은(acceptability) 대화 맥락
이나 담화상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허봉자(2007,
36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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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의 관점보다는 모어화자들의 언어 사용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서 기술규칙을 제시하는 연구와 교육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중국

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에서 상대높임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주로 문법적 정확성과 화용적 적절성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아래는 같은 맥락에서 장르별 사용 양상을 대상으

로 할 때 정확성과 적절성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구

분
정확성32)

문

법

적

○ ×
친한 친구와 일상대화라는 맥락에서:

요즘 잘 지냈어요?

요즘 잘 지냈어?

요즘 잘 지냈니?

요즘 잘 지냈소?

요즘 잘 지냈습니까?

친한 친구와 강의담화라는 맥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

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됩

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있

단다.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하나 있

네.

친한 친구와 회의시간에 업무대화라는

맥락에서:

이번 아이템 3팀에서 진행한다고 들었

어요.

이번 아이템 3팀에서 진행한다고 들었

습니다.

이번 아이템 3팀에서 진행한다

고 들었네.

이번 아이템 3팀에서 진행한다

고 들었소.

화

용

적

적절성33)

+ -

친한 친구와 일상대화라는 맥락에서: 요즘 잘 지냈니?

표 Ⅲ- 44 정확성과 적절성을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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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이란 일차적으로는 문법 지식을 정확히 구사함으로써 오류

를 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성을 이야기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념 정의이지만, 본 연구에서 이 의미의 정확성은 다루지

32) 정확성(accuracy): (표준국어대사전-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
질)(Oxford English Dictionary-accuracy, n.; 1. The state or quality of
being accurate; the extent to which something is accurate; precision,
exactness.) 본 연구의 내용에서는 미리 완성된 문장을 보기로 제시했으
므로 참여자들의 선택에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문장은 없었다. 다만
화계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인해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는 문법적 정확한 문장, '×'는 문법적 정확하지 않은
문장으로 표시한다.

33) 적절성(appropriacy): (표준국어대사전-적절하다; 꼭 알맞다)(Oxford
English Dictionary-appropriate, adj. 5. Specially fitted or suitable,
proper. Const. to, for.) 문법적으로 정확하고 맥락을 고려했을 때 타당
함을 의미한다. 적절성 중요한 두 개념은 적절성이 지녀야 할 필요조건
인 맥락 효화와 맥락 효과를 얻기 위해 들이는 처리 노력이다. 한 맥락
안에서 발화 내용이 갖는 적절성의 정도는 그 맥락 효과의 정도와 비례
하고 처리 노력의 정도와는 반비례한다(한국어교육학사전: 760). 본 연
구에서는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지만 맥락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럽
지 못한 대화가 되거나 모어 화자의 선택과 괴리가 있을 경우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는 적절한 문장, '-'는 적절하지 못한 문장으로 표
시한다.

요즘 잘 지냈어요?

요즘 잘 지냈어?

친한 친구와 강의담화라는 맥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

려도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

려도 됩니까?

친한 친구와 회의시간에 업무대화라는

맥락에서:

이번 아이템 3팀에서 진행한다고 들었

어요.

이번 아이템 3팀에서 진행한다고 들었

습니다.

이번 아이템 3팀에서 진행한다

고 들었어.

이번 아이템 3팀에서 진행한다

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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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왜냐하면 미리 완성된 문장을 보고 참여자가 선택지를 고르

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에게 제시한 문장 중 문법

적으로 바르지 않는 문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법 지식의 차원에서 틀리지 않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맥

락을 고려했을 때 쓸 수 없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상대에게 불쾌감

을 주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문장이 있다. 이 역시 문법 오류를 범

했으며 정확성을 갖추지 못한 문장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정확성의 개념은 후자를 의미한다. 위의 표에서 정확성 판단 및 분

류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장르별로 예시를 들었다.

친한 친구와 일상대화에 참여하는 맥락을 가정하고 표에 제시한

문장 다섯 개를 분석하였을 때, 이 중 “요즘 잘 지냈소?”, “요즘 잘

지냈습니까?”는 정확하지 않은 문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문장은

각각 하오체, 하십시오체 의문문으로, 격식체이자 존대어투이다. 이

문장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격식 장면에서 예의를

갖추어 말할 때이다. 비록 문법 지식 차원에서는 틀린 부분이 없는

문장이지만, 친한 친구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해당 맥락에서는 사

용이 불가능할 만큼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

고 본다. 반면 “요즘 잘 지냈어요?”, “요즘 잘 지냈어?”, “요즘 잘 지

냈니?”는 정확성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즘 잘 지냈어요?”

와 “요즘 잘 지냈어?”는 해요체, 해체 의문문으로 존대와 하대라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비격식 장면에서 사용 가능한 문장이다. “요즘

잘 지냈니?”는 해라체 의문문이며 친근함을 줄 수 있는 측면에서 친

구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므로 역시 정확성을 갖추는 문장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친한 친구와 강의담화에 참여하는 맥락을 가정하고 표에 제

시한 문장을 살피도록 하였다.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있단다.”

와 “내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있네.”는 정확하지 않은 문장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있단다’와 ‘있네’는 모두 격식적인 표현이지만 해

라체와 하게체는 둘 다 존자(尊者) 가 비자(卑者)를 대할 때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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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이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동학 간의 질의응답에서는 존자와 비

자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강의담화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역시

정확성을 갖추지 못한 문장으로 봐야 한다. 나머지 “제가 개인적으

로 질문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

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는 이 맥락에서 정확성이 있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친한 친구와 업무대화에 참여하는 맥락에서도 “이번 아이템 3팀에

서 진행한다고 들었네.” “이번 아이템 3팀에서 진행한다고 들었소.”

의 예시에서는 하게체와 하오체의 사용을 역시 해당 맥락에서 정확

성이 떨어진 문장으로 본다. 하오체는 친족과 사회적 지위관계, 지

위와 연령이 상치되는 관계에 있을 때 비자가 존자를, 존자가 비자

를 일방적으로 높일 때 나타난다34). 해라체는 친족, 계급 및 신분,

연령 관계의 존자가 비자를 대할 때 나타난다. 예시에서의 화·청자

관계는 단지 회사 동료로서 친족이나 계급 관계는 보기가 어렵고,

연령상에서도 친구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회의시간에 업무 관련한 내용에 대해 나누는 대화인

만큼 하오체와 해라체의 사용은 정확하지 못한 표현으로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적절성이란 일반적으로는 맥락을 고려했을 때 타당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지만 맥락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스럽지 못한 대화가 되

거나 모어 화자의 선택과 괴리가 있을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 따라서 두 가지 차원에서 성찰이 되어야 한다. 즉 첫 번째 조

건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어야 하고, 두 번째 조건으로 맥락 차

원에서 모어화자의 선택과 괴리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은 쉽게 식별할 수 있겠지만, 모어화자의 선택과 괴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경우를 괴리가 있다

34)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445-447, 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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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것인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얼마’라는 개념은 통계적으

로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으로 교차분석

을 통해 이 수치를 계량화하였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와 강의담화

라는 맥락을 가정하고 표에 제시한 문장 네 개를 분석하였을 때, 표

에서 보듯이 문장 네 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보았지만 실

제 담화 맥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

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가 적절하지 못한 문장으

로 판단된다. 이는 화용적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모어화자는 간접 화행 ‘평서문’을 선택하는 반면 중국인 학습자는

직접 화행 ‘의문문’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문장

유형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공손성과 관련이 있다. 평서문으로 표

현된 것은 직접 화행 의문문보다 공손성이 높다. 이때 공손성은 요

청의 간접성과 관련이 있다.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문장 유형이므로 청자에 대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예시에서 제시한 평서문은 단순히 화자의 소망

이 표현되었을 뿐 청자에 대한 직접 요청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간접적이며 공손성이 높다. 이러한 같은 담화 맥락에도 불구하고,

화용적 측면에서 문체형의 사용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나고, 분석 결

과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개인적

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의 선택이 모어화자와 괴리를 보여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역시 적절하지 못한 문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상대높

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이 모어화자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높임법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맥락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합하여 다

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상대높임법 화계 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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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학습자가 상대높임법 화계 간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같은 높임 화계 간의 차이, 또한

같은 안 높임 화계 간의 차이를 가리킨다. 예컨대 해요체와 하십시

오체의 사용을 보면, 격식, 비격식 장면에 따라 한국인 모어화자의

사용비율에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비율 차

이는 미미하였다. 화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해야 할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안 높임 화계의 해체와 해라

체의 사용에 있어, 차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이

해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하오체와 하게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

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에는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잘못 이해하고

사용한 경우가 있다. 하오체와 하게체는 일상생활에서 학습자가 많

이 사용하지 않는 화계이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습자로서, 특

히 고급 학습자는 이 두 화계의 기본적인 차이, 사용법에 대해 알아

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화용적 표현의 차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은 주로 교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중국어판 한국어 교재는 앞에도 진술했듯이 아

직까지 문법적 설명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화용적 표현에 대한 교

육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주로 하십시오체를 사용

한 예시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

이지만, 실제 화용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문장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문체형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자와 많

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질문을 할 때는 직접화행의 의문문을 많이 선택한 반면, 한국어 모

어화자는 간접화행의 서술문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화용적 표현의 차이도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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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화 맥락에 소홀하다

한국어는 중국어에 비해 높임법이 많이 발달하였고 복잡하다. 특

히 상대높임법은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만큼, 상대높임법이 없으면

말을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다.

그러나 상대높임법은 맥락에 따라 화계의 사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소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화

자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담화 맥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

고 이해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화·청자가

담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담화 맥

락에 대한 교육도 교육 학습 과정에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4) 사회문화 이해의 혼동

중국과 한국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

하는 만큼 대부분의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더욱이 매체의 발달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에 직접 와 보지

못하더라도 드라마, 영화를 통해 한국 사회를 볼 수 있고, 문화를

배울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 문화 이해가 부족하

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과하게 인식하는 면이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주제의 드라마를 보고, 업무대화에서는 하십시오체를 많

이 사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한국 직장 생활에서는 해요체

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드라마가 현실을

극적으로 각색하는 경향과 실제 생활 사이 간극에서 혼동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매체를 통해, 한국은 예의지국이라는 것을 알고 한

국어로 대화할 때는 모국어를 사용할 때보다 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앞선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

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대화할 때 예의와 상대방의 기분을 많이 고

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문화에 대해 가지는 관념과

실제 문화 사이의 혼동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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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5) 교재, 교사, 매체에 대한 의존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대부분 학습자는 교재를 많이 의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언어를 처음 접할 수 있는 것은 교

재이며 교재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이다. 그러나

앞의 교재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 중국판 한국어 교재에는

문법 설명, 표현의 사용, 맥락에 대한 기술 등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학습자는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교사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교 수업은 대부분 교사는 한 명인 것에 비

해 학생들은 적게는 열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

에서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하기가 쉽

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의 최고수준, 최저

수준도 아닌 중간수준에 맞추어 강의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학습자가 매체를 이용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교재나 교사

의 한계점을 느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매체에 따른 사용 오류들도 본 연구에

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실제 모어화자와의 표현의 차이가 있다는 점

으로 인해 매체의 역할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학습자들

이 교재, 교사, 매체 그 어느 중에 하나를 의존하기 보다 자아설찰

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한국어교육에는 교재 혹은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교사의 도움으로 문법적인 지식

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스스로 대화문의 맥락 상황을 인지하도록

하고 발화 의도에 맞게 언어화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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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재와 매체를 어떻게 결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법의 정확

성과 표현의 적절성과 함께 고려하여 맥락 중심으로 하는 상대높임

법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Ⅳ. 맥락 중심의 상대높임법 교육 방안 설계

1. 상대높임법 교육의 목표 및 원리

1.1. 상대높임법 교육의 목표

높임법은 한국어 교육에서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학습 목표로 설

정하여 교육을 하고 있고, 기초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

국어 초급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교육 내용이다(강수, 2018). 민현식

(2003)에서 교육과정에서는 목적과 목표를 구별하여 교육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목적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과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개괄적, 일반적 수준을 가리키며 이는 언어능력 차원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반면 목표는 구체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계량화한 성

취목표를 기술한 것이다. 서울대 언어교육원 내부 교육과정 자료에

는 '총목표35)'를 추상적인 교육 목적 수준의 내용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평가 수준에서도 추상

적인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35) 총목표: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민현식, 2003).

등급

초급 1급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생존에 필
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
신, 가족, 취미,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
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
장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표 Ⅳ- 1 TOPIK의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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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수준을 보면 초급1-2에서는 기본적인 문

법을 수행하고 간단한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초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2급

전화하기, 부탁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우
체국, 은행 등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약 1,500~2,000개의 어휘를 이용하여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해 문단 단위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
다. 공식적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에서의 언어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급

3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
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
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
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
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
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는 물론,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
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고급

5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
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공식적 ·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 문
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
다.

6급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
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
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
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
을 겪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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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3, 4급으로

올라가면서 언어적 맥락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문법적 이해에서 맥락적 표현

으로 강조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표를 바탕으로 외국인

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이러한 큰 목표의 배경에서 높임법

에 관련한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국내 한국어교육

기관의 교재를 통해 명시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남(2008)

에서 한국어 교육기관의 존대법 관련 교육 목표를 정리한 바가 있

다.

1.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2. 친숙한 화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3.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4.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기관 급수 존대법 관련 교육 목표

연세대 1급 학습 목표

한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단순한 사회활동에 적응력
을 갖는다.
1) 인사말
2) 가족관계 어휘
3) 화자와 청자의 관계: 상대 높임(진지, 댁, 말씀,
잡수시다, 주무시다 등 어휘와 께,
께서, -시- 등의 어미). 자기낮춤(저, 드리다)
4) 관계에 따른 호칭: 어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회사동료의 경우 ______씨, 이때 full nam e에 씨를
붙인다. 예) 김영수 씨
5) 의식주: 밥과 국, 반찬을 주로 먹는다.
전형적 한국음식 이름(냉면, 불고기, 인삼차 등)
6) 상황에 따른 표현: 회의나 뉴스와 같은 공식적

표 Ⅳ-2 한국어교육기관의 존대법 관련 교육 목표



- 218 -

위에 제시한 목표처럼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적

정확성과 맥락적 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문법적 정확성과 함

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앞서 살펴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상대

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적인

인식 측면에서 교수·학습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3장에서 분석

결과를 기술했듯이 중국인 학습자들은 교재에서의 상대높임법에 대

한 설명 소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이에 관련한 개념 인식의 부족,

담화 맥락 소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실제 사용에 있어 상대높임법

화계를 선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맥락 상황에

서의 문체형 사용 경향이 한국어 모어화자와 많이 다르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문장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대높임법

의 교수·학습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목적
정확한 문법적 지식과 함께 한국어 모어화자처럼 실제 맥락 상황에

서 적절한 상대높임법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

1. 상대높임법에 대한 문법적인 개념 및 화계 간 차이를 인식하기

2. 발화 목적에 맞게 맥락 상황을 파악하기

3. 담화 맥락의 화용적 적절성을 성찰하고 언어화하기

자리와 문어체로는 ‘-습니다’를 쓰
고 일반적 대화 상황에서는 ‘-어요’를 구별해서 쓴다.

고려대 1급 목표 ○ 기본 높임법(-습니다, -시-)

경희대 초급 문법 목표
‘이/가, 입니다/입니까’를 사용할 수 있고 은/는의 사
용 환경을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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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대높임법 교육의 원리

구본관(2011)에서는 ‘교과’와 ‘학습자’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를 아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 과목 내적 적합성의 원리36)

‣ 과목 외적 적합성의 원리

‣ 학습자 내적 타당성의 원리

‣ 학습자 외적 타당성의 원리

위에 제시했듯이 국어교육 문법의 선정의 원리는 크게 '적합성'과

'타당성'으로 나누어, 과목, 학습자에 따라 내적 원리와 외적 원리를

분류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과목'은 국어 교과의 거시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선정되어야 하는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학습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도 학습자가

소화할 수 없으면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의 원리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과목 중심 교육 원리

보다는 학습자 중심 원리에 더 가깝고, 교육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

에 문법적 적합성을 기본적인 지식 구조로 갖춰야 하는 것이 기본

적인 언어 수행의 과정이기도 한다. 특히 초급 학습자에게는 문법을

36) '과목 내적 적합성의 원리'는 문법이라는 과목이 갖는 본질적인 성격,
결국은 문법 지식의 구조를 고려하여 문법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 함을
의미한다. '과목 외적 적합성의 원리'는 문법이 국어라는 교과의 한 부
분이므로 국어 교과의 거시 목적에 부응해야 하며 따라서 그러한 목적
달성에 적합한 내용이 선정되어야함을 의미한다. '학습자 내적 타당성의
원리'는 학습자 개인의 능력과 수준, 경험과 흥미 등이 교육 내용 선정
시 고려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자 외적 타당성의 원리'는 학습자
들의 국어 생활 경험에 부응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구본관, 2011: 27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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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데 피할 수 없는 단계이기도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모어화자와 괴리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적절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초급 학습자 보다는 중·고급 학습자에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상대높임법의

교육 원리는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여 적합성과 적절성에 초점을 두

었다.

1.3. 상대높임법 교육 위계화

김대행(2007)에서는 언어는 인지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언어 발달

과 인지 발달을 국어 교육의 위계화의 근거로서 삼고 있었다. 국어

교육에서 위계화를 강조하는 논의는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헤론(Herron, 1991)은 모국어

간섭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우선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

에서 학습자 요인， 언어 자체 요인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문법 교육 내용의 위계화 방향을 바르게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한 바가 있다(민현식, 2008). 양세희(2015: 128)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염두에 둔다면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데 있어 가장 고려해

야 하는 것은 학습자의 수준이라 하였고, 따라서 학교급 또는 학년

에 맞추어 내용을 알맞게 배열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학년 내에서도 지식의 난이도나 교수 학습의 적절성을 생각하여 배

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위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양세

희(2015)에서 정리한 바를 보면 국어 교육에서의 위계화에 대한 개

념은 위계성(hierarchy)과 위계화를 나누어서 보았다. 위계성

(hierarchy)은 위에서 교수 학습 이론에서의 위계성과 같은 개념으

로 살려 있는 반면, 위계화((staging)는 텍스트 측면에서와 교육 과

정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Gagne의 학습 위계는 학습자

의 수준에 따라 학습하는 순서가 위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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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맞는 수준의 학습 내용을 단계적으로 교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 위계화가 같은 학

년 내에서의 교육 내용의 위계화와 연속선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환기시켜주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학습 과정에

따라 교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교수 이론

을 살펴보면,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학습 내용 안에서도 위계화의

과정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어교육에서 한·중 한국어교육기관들이 상대높임법의

위계화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한국국

내교육기관에서의 상대높임법의 위계화 내용을 살펴보겠다.

민현식(2008)에서는 상대높임법은 대화문 구성에서 비격식체의 해

요체로 구성하여 시작할지 아니면 격식체의 하십시오체로 구성하여

시작할지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5종 교재의 채택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보여주었다.

이은희(2004)에서는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

적인 세 가지 교재를 선정하여 각 교재의 상대높임법에 관련 내용

교재 각 교재의 높임법 교수 내용

서울대
하십시오체로 시작하여 8과부터 해요체를 도입하였고 그 뒤로는

고르게 배치하고 있다.

연세대
하십시오체로 시작하다 3과부터 해요체를 도입하는데 그 뒤로는

고르게 두 체가 나타난다.

고려대

'한국어'는 1, 2권은 하십시오체를 일관되게 유지하며(단지 문제

지시문만 해요체임) 3원에는 이와 달리 집중적으로 해요체 위주

로 구성하였고 4권부터는 두체를 고루 섞었다. '한국어회화'의

경우는 1과부터 거의 모두 해요체로 제시하고 있다.

이화대
하십시오체로 시작하고 5과부터 해요체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뒤로는 두 체가 도르게 나타난다.

서강대
1과부터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처럼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뒤섞여 나오나 대부분 해요체를 택하고 있다.

표 Ⅳ-3 국내 교육기관에서의 높임법 채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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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기술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교재 단원 항목 기술내용

고려대

1권 6과
-ㅂ니다/습니
다

한국어의 경어볍 (honorific expression) 에서
문장의 서술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보여
주는 상이한 어미를 가진다. 경어법 어미에
는 두 가지가있다. ‘ 습니다’는 공손한 격식
체에 쓰이며 ‘-아/어요’는 공손한 바격식체에
쓰인다.
(1) 공손한 격식체 (p이ite formal style) (
습니다 체)는 청자의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
다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화자와 같거나
낮더라도 공식 ㅂ 니다/ 적인 상황일 경우
사용된다.
(2) 공손한 비격식체 (polite informal style)
(-아요 체)는 화자보다 청자가 사회적 지위
가 높거나 나이가 많을지라도 친근하게 느껴
지는 경우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
한다 이것은 부모， 손위 형제 자매， 상급
자， 처음의 공식적 단계 이후의 낯선 사람
등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스타일이 공
손한 격식체보다 덜 공손한 것은 아님을 기
억하라. 이 스타일은 첫 만남에서는 여성들
에 의해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곤 한다.

2권 6과
-(이)야
-( 이)야?

한국에서는 어린 사람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공손하지 않은 발화
(impolite speech) 를 사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ㅂ 니다. -(이
)ㅂ니까?’대신에 ‘-(이)야. -(이)야?’를
사용한다.

서울대

1권 1과

① N은 무엇
입니까?
② (이것은/저
것은) N-입니
다.

-ㅂ니다/습니다’는 문장 어미(sentence
ending) 이다 .

1권 4과
V-시-ㅂ니까?
V-으시-ㅂ니
까

V+ 높임 표지 (honoriflC marker) +문장 어
미.

1권 8과 V/A- 아요

‘ ㅂ니다/습니다’와 ‘ 아요/어요’ 둘은 공손체
로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되는 동사 어미다.
전자는 가장 공손하며 격식체인 반면 후자는
편안한 공손 어미이다.

표 Ⅳ-4 각 교재의 상대높임법에 관련 기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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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어요’ 이 동사 어미는 공손한 비격식
체 발화
(polite informal style speech) 에서 사용된
다.

2권 28
과

V+ㄴ다/는다
A+다

서술형 문장 어미 (predicative ending)

2권 32
과

A/V 아/어? 동료틀에게 사용되는 문장 어미

연세대

1권 1과
-ㅂ니다/습니
다

공식체 (form허 style) 의 서술형 문말 동사
어미

1권 6과
-아요/어요/여
요

이 비공식체 (informal style) 의 동사 어말
어미는 동사 어간에 붙으며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흔히 사용된다.

1권 6과 -(으)세요
이 높임 형태는 ‘-아요/어요/여요’에 높임
접사(honorific suffix) 를
붙여서 된 것

1권 10
과

-고요
이것은 연결형 어미 ‘-고’에 경어 어미
(polite ending) ‘ 요’가 붙은
어말 어미이다.

2권 14
과

화계(speech
level)

나이， 사회적 지위， 관계 등에 따라 한국
어에서는 다양한 ‘화계’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며， ‘높입법’ (honorifics )을 사용할 수도
있다.
화계는 동사 어말 어미를 지시하며， 높임법
은 동사에 접사 ‘-시’를 사용할지 여부이다
화계와 높임법은 매우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연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
에게 말할 때는 경어체(polite style) (‘요’로
끝나는 어미) 또는 격식체 (formal style) (합
니다)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행동과 관련해
서 동사에 높임 접사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
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아이나 친한 친구와 이야기할
때는 진근체 (intimate style)( 경어체에서
‘요’를 뺀 것)를 사용할 수 있다. 비경어체에
서도 높임 접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2권 14
과

주요 화계를 보여주는 도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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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국의 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상

대높임법 관련 위계화 내용을 보겠다. 강수(2018)에서 중국의 대표

적인 세 가지 한국어 교재에서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기술 내용을

정리한 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권 14
과

-아/-어/-여
이 종결 어미는 친한 친구나 화자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이야
기할 때 동사 어간에 붙는다.

2권 14
과

-는다 / -ㄴ다
/-다

이 평서형 종결 어미는 동사 어간에 붙으며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에게 사용된다.

5권 41
과

하게체

하게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나이， 지위， 촌수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높임을 받을 만한 사
람인 경우에 쓴다. 예를 들면, 교수가 제자에
게， 장인이 사위에게, 나이든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혹은 나이든 친구들끼리 쓴다.
한국어의 상대 높임법은 높임의 등급에 따라
종결어미를 구분하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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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여준 듯이 연세대 교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국어판 교재

를 포함한 5 가지 교재가 모두 초급에서 다루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고려대학교 교재의 경우는 하십시오- 해라

순으로 상대높임법을 다루고 있고, 서울대 교재의 경우는 하십시오-

해요- 해라 순서로 제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재의 경우는 하십

시오- 해요- 해- 해라- 하게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국어판 교재에서는 1: 하십시오- 해요- 하오 순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재 2의 경우는 하십시오- 해요- 하오- 해라 순, 교재 3의

경우는 하십시오- 해요- 해라- 해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한 결과를

보면 한·중 한국어 교재에서의 상대높임법 위계화 내용은 조금씩 차

이가 있어 보인다. 고려대학교의 교재만 제외하고 다른 초급 교재에

서 모두 하십시오, 해요 순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반말체인 해, 해라의 경우는 한국의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는

반면 중국의 교재에서는 해, 해라뿐 아니라 하오체를 기초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현 사용에 있어 한국어

모어화자와 선택 양상에서 괴리가 나타난다는 것이 일종의 연관성

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하오, 하게의 경우는 한국 교재에서 연세대

교재 각 교재의 높임법 기술 내용

북경대
하십시오체로 시작하여 8과부터 해요체를 도입하였고 그 뒤로는

고르게 배치하고 있다.

중앙민족대
하십시오체로 시작하다 3과부터 해요체를 도입하는데 그 뒤로는

고르게 두 체가 나타난다.

광저우외어외

무대

'한국어'는 1, 2권은 하십시오체를 일관되게 유지하며(단지 문제

지시문만 해요체임) 3원에는 이와 달리 집중적으로 해요체

위주로 구성하였고 4권부터는 두체를 고루 섞었다.

'한국어회화'의 경우는 1과부터 거의 모두 해요체로 제시하고

있다.

표 Ⅳ-5 중국의 각 한국어 교재에서의 상대높임법 관련 기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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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고급 한국어 교재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 평상시에 많이

쓸 수 없는 화계로서 사용하는 것보다 이해 차원에서 교육시키려는

노력일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제3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용어, 사용의 부담감, 문화의 차이 등 원인으로 인해 상대높임법에

대해 KK보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식 강화

중심 교육 측면에서 상대높임법의 관련 용어 개념, 화계 간 차이,

문화에 대한 이해 등 순으로 위계화하되 교육 내용을 마련할 것이

다. 아울러, KK에 비하면 CCK와 KCK가 상대높임법 사용에서 성

별, 발화 장면, 만남 여부, 연령 등 맥락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또한 같은 맥락 상황에서의 문체형

사용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상대높임법의 교육에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과 모어화자와의 문체형 사용의 차이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인식 교육을 한 후에, 사용의 중심으로 상황에서 발화 의도에 맞게

정확한 상대높임법 사용 및 적절한 문체형의 선택에 대해 과제를

활용하여 언어를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상대높임법의 위계화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

다 .

사용 차원

인식 차원

상대높임법의 개념, 격식성, 화계 간 
차이, 맥락 요인 등에 대한 인식 

모어화자와의 문체형 사용 차이에 대한 
인식

이어주는 대화문에서 정확한 화계 선택 
사용

맥락 요인을 파악하고 의도에 맞게 적
절한 문체형 선택 사용

그림Ⅳ-1 본 연구의 상대높임법 교육 위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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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높임법 교수학습 내용 상세화

2.1. 상대높임법 교육 접근법

앞선 3장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 및 장르에서의 문

체형 사용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세 가지 교육적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세 가지 시사점을 고려했을 때 CCK

와 KCK가 KK에 비하면, 상대높임법 사용에서 성별, 발화 장면, 만

남 여부, 연령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또한 이 네 가지 요인이 상대높임법에 인식과 사용의 차이가 있

었던 점을 주목하여, 교육에서 이 네 가지 요인을 중점으로 사용 강

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식 양상

분석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성별, 발화 장

면, 친소관계, 만남 여부 등 요인에서는 KK보다는 상대높임법에 영

향을 준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던 점으로 인해, 인식 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

향 요인과 같이 적절한 문체형의 사용도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대높임법에 관련

교육에서는 인식 강화 중심과 사용 강화 중심으로 두 측면에서 구

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대높임법 교육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교 육 
접근법

범주 세부 내용

인식 
강화 

정
확

상대높임법 개념 
및 

� 상대높임법의 개념 및 화계에 대한 
인식
‚ 격식성에 대한 인식

표 Ⅳ-6 상대높임법 교수학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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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높임법 개념 및 화계 간 차이에 대한 인식

상대높임법 화계는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며 학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앞선 연구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조차도 상대높임법 용어 때문에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인식과 사용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상대높임법은 한국어를 학문적으로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는 필수적인 문법 내용임으로써 용어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한다. 3장의 결과에 따라 상대높임법을 나타내는 격식, 비격식,

화계 등의 용어는 학습자에게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개념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

중심 
교육

성
화계 간 차이에 대한 

인식

ƒ 화계 간 차이에 대한 인식 
 
� 하오와 하게의 개념 인식 
‚ 하오와 하게의 차이에 대한 인식

적
절
성

각 맥락 요인 및 
화용적 표현의 

차이에 대한 인식 

성별, 발화 장면, 만남 여부, 연령 등  
맥락 요인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 차이로 인한 화용적 표현의 
차이에 대한 인식(문체형의 선택 차이)

사용 
강화 
중심 
교육

정
확
성

이어주는 대화문에서 
정확한 화계 선택 

사용

하십시오, 해요, 해, 해라 등 화계를 
중심으로 주어지는 대화문을 만들기

적
절
성 

 맥락 요인을 파악하
고 의도에 맞게 적절
한 화계 선택과 문체
형 선택 사용

성별, 발화장면, 만남 여부, 연령 등  
맥락 요인을 파악하고 대화문을 완성
하기

발화 의도에 맞게 언어 표현을 자연스
럽게 활성화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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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다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과도한 지식 중심 수업이

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잘 인

식하지 못한 화계 간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상대높임법 관련 개

념들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각 맥락 요인 및 화용적 표현의 차이에 대한 인식

앞 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상대높임법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이 맥락 요인에 대한 이해가 소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대높임법의 실

현에 있어 어떠한 맥락 요인이 영향 주는지에 대해 설명한 후 각

맥락 요인의 영향에서 또한 어떠한 화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해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며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화용적 표현의 차이에 있어 앞장 분석 결과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했을 때, 같은 장르 맥락에서의

문체형의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하여,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가 모어 화자처럼 적절한 화용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문장 유형의 선택에 관한 부분도 교수학습 내용

으로 선정하여 이러한 문체형의 선택 차이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이어 주는 대화문에서 정확한 화계 선택 사용

앞서 인식 중심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 화계의 개념

이나 각 화계 간 차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한 후

실제 담화 상황에서의 화계 선택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과제 수행

을 통해 각 화계 간 차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인식되는지 검증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는 대화문을 활용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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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연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4) 맥락 요인을 파악하고 의도에 맞게 적절한 화계 선택과 문체형

선택 사용

앞의 단계에서 학습자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상대높임법의 사

용에 영향을 주는 맥락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인식하여 적절한 화계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용

단계로 넘어, 실제 생활에서의 발화 장면을 설정한 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텍스트를 통해 시범을 보여주면서 학생과 교사

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맥락 상황을 구축할 수 있게 교육하고

자 한다. 다음으로 맥락 상황을 구성하면서 이에 대하여 학습한 후

상황에 맞게 적절한 문체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학습자 스스로

가 독립적으로 이를 구성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때 추상적인 개념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학습자가 상

대높임법 관련 용어로 인해 혼란을 겪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림과 구체적인 대화문을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상대

높임법 사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언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활

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여 위 내용을 반영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인식 강화 중심 교육과 사용 강화 중심 교육은 학습 목표가 다

르므로 구체적인 수업 모형이 달라질 수 있다. 인식 강화 중심 교육

에서는 기본적인 문법적 개념 및 화계 간 차이에 대해 문법 지식을

이해시키고 인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는 기본

적인 PPP 모형(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을 활용하고자 한

다. PPP 모형은 문법적 지식을 연습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시키

고 문법에 대한 학습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후 충분한 연습을

통하여 정확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첫 단계에게

[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사용 강화 중심 교육에서는 실제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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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자기의 의도에 맞게 적절한 화계 선택을 하기 위한 목적

으로 보았을 때 이해성과 유창성을 기르는 TTT(Task–Teach–

Task)37)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담화

맥락 상황에서의 적절한 문체형 사용에서는 학습자들이 맥락 상황

을 인식한 다음에 적절한 문체형을 선택 사용하고 언어 활성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는 정확성, 유창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습자

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모형

을 토대로 하여 상대높임법에 대해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여 다음

절에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2.2. 맥락 중심의 상대높임법 교육 상세화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상대높임법 교수학

습 내용은 인식 강화 중심과 사용 강화 중심으로 나누어, TTT 모

형과 PPP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하고자 한다.

2.2.1 인식 강화 중심 교육 내용

앞서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 강화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흥미

를 가질 수 있도록, 정확성을 기르는 PPP 모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37) TTT 모형은 손버리(Thornbury,1999:129)에서 PPP 모형(Presentation
–Practice–Production Model)의 대안으로 소개된 과제 중심 모형
(task-based model)의 예인 ‘과제–교수–과제’(Task–Teach–Task)의
연쇄를 가리키는 것이다. 손버리(Thornbury, 1999:129, 132-135)에서는
과제 중심 모형의 예를 ‘과제–교수–과제’의 연쇄로 제시하였는데 한국
어교육계에서 TTT 모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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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활동>

제시 활동에서는 교사가 먼저 다음과 같은 표를 보여주면서 상대

높임법의 개념 및 화계 유형, 문체형 등 내요을 설명한다. 설명을

통해 학습자들은 상대높임법의 화계 및 문체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교사가 위 내용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개념부터 설명한다.

학습 단계 세부 활동

제시

 � 상대높임법의 개념 및 화계에 대한 인식
 ‚ 격식성에 대한 인식
 ƒ 화계 간 차이에 대한 이식 
 „ 성별, 연령, 발화 장면, 만남 여부, 친소관계 등 
맥락 요인에 대한 인식
 … 같은 맥락 상황에서의 문체형 사용 인식

연습 

� 문장을 읽고 상대높임법의 화계, 격식성, 영향을 
주는 맥락 요인에 대해 생각해보기
‚ 문장을 통해 화계 간의 차이점 알아보기
ƒ 모어화자와 비교를 통해 문체형 사용의            
   차이점 알아보기
 

표 Ⅳ-7 인식 강화 중심 교육 모형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
체

하 십 시 오
체

가십니다 가십니까? 가십시오
( 가 시 지
요)

-

해라체 간다
가냐?, 가
니?

가(거)라, 
가렴, 가
려무나

가자 가는 구나

비격
식체

해요체 가요 가요?
가(세/셔)
요

가(세/셔)
요

가(세/셔)
요

해체
(반말)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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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높임법의 기본 등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따라 ‘하십시오,

해요, 해, 해라’ 네 가지 화계로 나뉘고, 종결어미에 따라 문체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섯 가지 문체법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요

청법, 감탄법)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개념을 인식하고 익힌 후, 학습

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느끼는 화계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이 도입

한다.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친구에게 안 높임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해체와 해라체의 차이에 대해

서 잘 인식하지 못한 바를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기초 단계에서 이

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교사가 화계 간 차이에 대해 직접법으로 설명이 진행한

다. 하십시오체는 상대높임의 등급 중 최상위 등급에 속한다. 줄여서

이르는 말로 ‘합쇼체‘라도 한다. 대표적인 문체형은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로 알려져 있지만, 학습자들이 이를 가장 높임으로만 인식

하고, 실제로는 손윗사람에게는 명령형 ‘하십시오’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십시오’ 명령형 표현을 대체하여

다른 형태를 통해 표현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학습자들이

흔히 교수님에게 ‘이쪽으로 가십시오’를 표현하는데, 이처럼 손아랫

사람이 손윗사람에게 ‘이쪽으로 가시지요’/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이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등 표현

을 공손하게 실현할 수 있다. 해요체는 두루 높임체라고도 하여 두

루 낮춤의 해체와 함께 비격식적인 화계를 이룬다. 주로 비공식적인

상황의 구어 등 상대방에 대하여 아주 깍듯이 예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경우에 사용한다. 여성들은 격식이 있는 자리가 아닌

경우 남성에 비해 해요체를 선호하며 남성들은 해요체를 쓸 자리에

대개 하십시오체를 쓴다. 해체는 친구 사이처럼 동등한 반열에 있는

상대 높임법에서 상대란 발화를 듣는 청자를 의미하므로,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이(화자)가 듣는 이(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

법이다. (한국어교육학 사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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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사이에서나 혹은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화

계로 주로 구어에 나타나며 비격식적인 어투에 속한다. 해라체는 6

등급의 상대높임법 화계 가운데 가장 아래 등급에 해당하며, 일반적

으로 구어에서는 손아랫사람이나 서열이 비슷한 사람에게, 문어에서

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해체와 해라체는 공통적으로

손아랫사람에게 사용되며 구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계들이다. 그러

나 해라체는 문어에서 어간 뒤에 ‘ㄴ/는 다’의 형으로 대표적인 문어

체이다. 또한 해라체는 직접 명령형으로 구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기본적인 네 가지 화계 등분에 대해 설명한 후, 이해 차원에서 조

금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하게체와 하오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하게체와 하오체에 대하여 단지 교수가 이해 차원에서 상대높임

법의 이러한 화계도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준다. 실제 담화

상황에서 이 두 화계가 많이 사용하지 많으므로, 또한 20대 학습자

에게 특히 사용할 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 차원에서만 교

육 시킨다. 이어서 맥락적 영향 요소에 대한 지식 제시 단계가 이루

어진다. 우선 본 연구에서 분석된 유의미한 6가지 요인을 아래와 같

이 순서대로 제시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 예문을 통해 설명하도록

한다.

하게체는 나이 든 세대에서 더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 조금 덜 나이 많은 
아랫사람을 대접하여 높일 때 사용하는 상대높임법이어서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노교수님이 나이가 많아진 제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또한 아랫
사람을 대접하여 높여서 말한다는 점에서 다른 상대높임법과는 다른 특
성을 보인다.
하오체는 나이 든 세대에세 거의 동년배들끼리 서로를 높이기 위해 사용
하며 부부 간에도 격식을 차려 말할 때 널리 사용된다. 
하게체는 손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지만 +높임의 의미 자질을 갖는 
데 반해, 하오체는 손아랫사람이 아닌 대상에게 사용하지만 –높임 정도
로 인식된다는 조금 아리러니한 의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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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 Ⅳ-8>를 보면 실현에 있어 발화 장면, 친소관계, 연령,

만남 여부, 장르, 성별 등의 맥락 요인이 상대높임법을 사용할 때

함께 작용하여 높임의 여부와 높임 정도를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

서는 그 여섯 가지 중에, 한국어 모어화자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들

이 인식과 사용에 대해 잘 못하고 있는 네 가지 맥락 요인으로 중

심으로 교육하겠다. 즉 성별, 연령, 만남 여부, 발화 장면 등 맥락 요

인을 말한다. 따라서 각 맥락 요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상

대높임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예문을 통해 교육하도록 한다.

발화장면이라는 맥락 요소가 실현에 상대높임법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발화장면이라는

것은 격식, 비격식 장면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한다. 다음으

로 대화참여자의 성별, 연령, 만남 여부 등 요인을 하나씩 더불어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제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맥락 요

인에 대해 이해하고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연습 활동>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제시 단계에서 배운 관련 개념들을 잘 인식

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본 다음에

연습을 시키고자 한다.

질문1: 상대높임법의 기본 화계가 몇 개 있는가?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질문2: 상대높임법의 높임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발화 장면 격식 장면, 비격식 장면
친소관계 친함, 친하지 앉음
연령관계 동등, 연상, 연하
만남 여부 초면, 구면
장르 일상대화, 수업 중 대화, 업무 중 대화
성별 남성, 여성 

표 Ⅳ-8 맥락적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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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학습자들이 위와 같은 질문을 완성한 후에, 동사 ‘앉다’의

활용형으로 다음 빈칸을 채워 보도록 지시한다.

이어서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 화계 간 차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물을 이용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질문3: 해라체와 해체의 높낮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질문4: 하십시오와 해요의 높낮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십시오체는 실생활에

서 어떠한 장면에서 많이 사용하는가?

질문3을 통해 학습자들이 해라체와 해체의 높낮이 차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며, 구체적인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마지막 질문4를 이용하여 하십시오체와 해요체의 차이를 다

시 생각하게 하고, 발화 장면이라는 맥락 요인에서 어떠한 화계를

선택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는지에 대해, 학습자들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서 교사가 다음 상황에서 흔히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고 질문한다. 아래 문장�과‚는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학습자들에게 5-10분쯤 생각할 시간을 준다.

� 잠시 시장에 나가오. 함께 가겠소?

‚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 조만간 어른들도 함께 모심세.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
체

하 십 시 오
체

해라체

비격
식체

해요체

해체
(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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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과‚의 공통점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지 못

한 화계를 사용한 것이다. �의 ‘나가오’와 ‘가겠소’에서 보듯이 ‘-오’

과 ‘-소’가 마치 이형태와 같이 사용되지만 실제로 상대높임법의 가

장 두 번째로 높이는 화계 하오체이다. ‚의 의문형‘-ㄴ가’, 청유형으

로 나타난 ‘-(으)세’는 실제로 드물게 사용되지만 역시 높이는 상대

높임법의 하나임으로써 하게체에 속한다. 하오체와 하게체는 현재

젊은 세대들이 가장 드물게 사용한다. 하오체는 6등급에서 두 번째

로 높임 화계이다. 그러나 극존칭이 아닌 일반적 존칭에 해당하며

나아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일반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할 상대이지

만 내가 깍듯이 존중해 줄 필요까지는 없는 상대에 대하여 사용되

며 구어와 문어에서 사용 가능하다. 구어에서는 주로 ‘어디 가시오?,

함께 가겠소?’라는 표현이 사극에서 종종 들을 수 있다. 문어에서는

‘당기시오./ 만지지 마시오.’라는 표현이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

다. 하게체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사용하지만 화계상 청자를

낮추는 등급이 아니라 청자를 대접해서 높이는 표현이다. 주로 장인

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선생이 나이 든 제자를 대접하여 말하는 경

우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자네 이리 앉게’/ ‘많이 잡수게’/ ‘요즘

어떤가?’ 등 표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어서 교사가 물입 단계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교사가 다음과 같

은 대화문을 활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바꾸어 다시 읽어 보

기를 시키고, 그 느낌을 이야기해 보고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수업 자료1
인(남): (무선음) 전 지인이라고 합니다. 서로 인사부터 하죠.
소은(여): 전지인 씨......제 이름은 윤소은이에요.
인(남): (무선음)(웃음소리) 전지인이 아니고 지인입니다 인, 외자거든요.
소은(여): 어머, 미안해요. 근데, 인 씨는 이거 하신지 꽤 오래되셨나 봐요.
인(남): (무선음)(웃음소리)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소은 씨도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재있거든요.
소은(여): 안그래도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인(남): 물론이죠. 처음 햄 시작할 때에 보던 ‘아마추어 무선’ 책이 있는데......,
책을 먼저 드릴게요. 전 ○○대 다니는데 그쪽도 학생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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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도록 시킨다. 이러한 과제 활동을 통

해 학습자들이 성별 맥락 요인으로 인해 언어 표현의 차이점을 파

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어 표현하는 데에 있어 맥락 상황이 복

잡하고, 이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성별 요인뿐만 아니라, 더 많

은 맥락 요인이 교수 단계에서 이어질 것이다.

학습자들이 위 학습 단계를 거쳐 언어 표현하는 데에 있어 적절

하지 못한 부분을 인식하게 된 바를 바탕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상

황이나 발화 의도에 맞게 적절한 문체형을 골라 사용함으로써 개인

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이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몰입 활동

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교사가 문장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문체형 사용의 차이에 대해 말해 보도록 유도한다. 다

음은 학습 활동에서 사용된 문장을 제시한다.

질문을 받은 학습자들은 질문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사는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질문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ƒ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선생님,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 선생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은(여): (놀라며) 어머머......, 저도 ○○대 영문과에 다니는데.......
인(남): (무선음) 와하......, 같은 학교 사람을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동아리에 안 들어오셨죠?
소은(여): 네?......아, 네......, 그게 사정이 있어서......
인(남): (무선음) 혼자서 무선을 하시겠다? 그것도 영문과 여학생이,
재미있군요.
소은(여): ......
<동감> (고등학교, 국어 (하), 2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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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학습자들이 교사의 질문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게 되며 학습

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이 모어화자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연습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교사가 먼저 다음 상황에서 흔히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고 질문한

다. 아래 문장�과‚는 차이가 무엇인가, 어떤 문장 유형이 더 적절

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학습자들에게 5-10분쯤 생각할 시간을

준다.

이어서 학습 단계에서는 위 질문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단계이다. 그러나 교사가 직접 답안을 설명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과제 활동으로 학습자들이 그 규칙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문장�은 중국인 학습자

가 가장 많이 사용된 문장이고, 문장‚는 한국어 모어화자가 가장

많이 사용된 문장인 것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준다. 따라서 문장 유형

에 대한 지식을 가르친다. 여기서 강조해야 할 부분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학습자들이 청유문을 사용 하는 것을 대체하여 명령형을

더 많이 선호하고, 직접화행에서 의문문을 평서문보다 더 많이 선호

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이런 지식을 수행하고

한국어 모어화자에 비해 언어 표현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에 대해 스스로 정리하게 유도한다.

학생이 교수님께 말한다. 
  �교수님, 이쪽으로 가십시오. 
  ‚교수님, 이쪽으로 가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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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용 강화 중심 교육 내용

앞선 인식 강화 중심 교육 과정을 거쳐 이어서 사용 강화 중심

교육 모형을 제시하도록 한다. 사용 강화 중심 교육에는 PPP 모형

에서 확대하여 정확성, 유창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기르는 데 있어 TTT 모

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과제1>   

                          그림 Ⅳ-2 연습  

학습 단계 세부 활동
과제1

⇓

교수

⇓

과제2

과제1: 그림을 보고 높임 화계를 사용하여 대화문을  
        만들어 보기.

교수: 교사가 학습자가 만든 문장과 모어화자와      
        비교하면서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각  
        영향을 주는 맥락 요인 및 문체형 사용에 대  
        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과제2: 맥락 상황을 파악하고 발화 의도에 맞게 적절  
       한 문장 만들기

표 Ⅳ-9 사용 강화 중심 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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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과제1부터 보면 도입 단계에서 교사가 그림 2를 제시하고

‘질의응답'이라는 주제를 알려준 다음에 학생에게 자유롭게 대화문

을 만들게 지시한다. 이어서 만든 대화문을 바탕으로 상대높임법 화

계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 다음 내용을 완성하게 한

다.

                  
  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 문장의 종결어미가 어떤 화

계에 해당하는지 기술하는 것이다. 이 표를 통해 학습자가 상대높임

법의 화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을 다시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교사가 다음과 같은 그림 3을 보여 주면서 세대 간의 상

대높임법 화계 사용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말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도록 지시한 후에 노트에서 청소년 세대가 쓰는 표현과 노년

세대가 쓰는 표현을 정리해 보게 한다.

                         그림 Ⅳ-3 연습

문장 화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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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단계>  
  이어서 교수 단계로 넘어가 보면 비교 분석과 지식 교수 두 단계

로 나눠져 있다. 비교 분석에서는 방금 학생이 만든 대화문과 한국

어 모어화자가 만든 대화문을 같이 제시한 후, 차이점을 찾아내어

말해 보도록 지시한다. 같은 질문자로서의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가 만든 대화문에서 화계 선택과 문체형의 사용에서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한국어 모어화

자와 자신의 차이를 눈으로 보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라고 볼 수

도 있다. 이와 함께 교사가 질의응답이라는 주제가 관련짓는 맥락

요인을 소개한다. 우선 발화 장면을 강의담화라는 격식 장면을 설명

한다. 여기서 대화 참여자의 성별, 만남 여부, 연령 등 하나씩 더불

어 추가 설명한다.

이어서 예문을 통해 발화 장면이라는 맥락 요인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수업 자료2
앞부분 내용 설명:
파수꾼 나와 소년 파수꾼 다는 이리 떼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
리 떼는 없고, 촌장이 마을의 안전을 위해 거짓마을 했다는 사실을 안 파수꾼
다는 이를 사람들에게 밝히려 한다. 파수꾼 다의 계획을 알게 된 촌장은 망루
로 찾아온다.

대화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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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위 대화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발화장면에 대해 생각하

게 하고 다음 내용을 완성하도록 지시한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발화장면에 대해 생각할

수 있으며, 어떠한 차이에 따라 화계 사용이 달라지는 것인지를 스

스로 인식할 수 있다.

이어서 교수 단계에서는 교사가 격식과 비격식의 개념을 도입하

고, 높임 화계의 사용과 함께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한다.

다음은 친소관계라는 맥락 요인을 보도록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친소관계는 상대높임법 실현에 있어 두 번

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친소관계가 화계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정복(2012)에서도 밝히고 있다.

이정복(2012)에서는 친소관계를 거리 요인으로 두고, 이를 공간적

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촌장님두요, 더 늙으셨어요.
(중략)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냐?
나: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
져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 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나: 도끼와 망치는 왜 들고 와요?
(중략)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
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
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
여 들어 봅시다.

(이강백, 『파수꾼/보석과 여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4:39-46)

발화장면 문장 화계 사용
격식 장면

비격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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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와 심리적 거리로 나누었다. 심리적, 공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

우에는 높임법의 규범이 약해지고,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규범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즉, 친밀성이 높을수록 높임의 정도는 낮아지고,

친밀성이 낮을수록 높임의 강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이 친소관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담화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높

임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우선 친소관계에서의 '친'과 '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각

각의 개념이 '친한 관계'와 '소원한 관계'라는 뜻을 의미한다는 것

을 밝힌다. 그 다음 예문을 통해 학생들이 친소관계라는 맥락 요인

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위 문장을 읽고 질문을 완성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친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면서 친소관계 요인에 따라 화계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성별 관계라는 맥락 요인을 살펴본다. 교사가 대화문을 제

시하고 학생에게 성별 관계라는 맥락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

다.

수업 자료3

다음 문장을 읽고 질문을 대답하십시오.

a. 엄마, 나 원피스 하나 사 줘. 응?
b. 엄마, 나 원피스 하나 사 줘라. 응?
                                    
질문1: 화·청자의 관계는 무엇인가?
질문2: 두 문장에서 각각 어떠한 화계를 사용하였는가?
질문3: 어떤 화계가 친밀성이 더 높은가?

앞부분 내용 설명:
젊고 잘생겼지만 가난한 남자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하인과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려 부자인 것처럼 꾸미고, 맞선을 보기로 한 여자를 집으로 초대한다. 
여자가 집에 도착한 후, 여자가 마음에든 남자는 빌린 물건들로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한다.
여자: 하지만요, 우린 아직 인사도 않은 걸요. 처음 뵙겠어요.
남자: (재빠르게) 더 처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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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 대화문을 제시하고 아래 내용을 완성해 보도록 한다.

  학생이 위 과제를 수행하면서 맥락 요인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함

으로써 실현에 있어 스스로 자아를 성찰하고 실제 담화 상황에서

맥락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높임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제2>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아래 문장을 읽고 상대높임 표현을 인식하고

맥락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수업 자료4

여자: 안녕하세요?
남자: 더 안녕하세요?
여자: 제 이름은…….
남자: 아, 우리 소갠 나중에 하십시다.
(중략)
남자: 네. 비록 맨발에다 윗저고리는 안 입었습니다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정식으로 청혼하겠습니다.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여자: 왜 난폭한 하인을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남자: 하인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여자: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남자: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 주는 겁니다.

    <결혼> (박영목 외, 고등학교 국어Ⅰ:81), (김미도 편,1999:187, 199)

성별 요인 문장 화계 사용
남성
여성

여자: 계세요? 저 옆집인데요.
집주인(여): 아,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인가 봐요.
여자: 네, 잘 부탁드릴게요. 이거 변변치 않지만 떡 좀 가져왔어요. 드셔 보세
요.
집주인(여): 아이 고마워라. 맛있겠네요. 잘 먹을게요. 얘, 철수야, 이리 와서 옆
집 아주머니께 인사드려라.
철수: 안녕하세요.
여자: 철수 참 잘 생겼네. 몇 살이야? 우리 집 애랑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집
애랑 친구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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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을 학습자에게 시간을 주며 읽기 시킨 다음에 문장 안에

어떠한 맥락 요인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말해 보도록 지시한다. 따라

서 학습자들이 맥락 요인에 대해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아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과제2 단계를 마치면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 화계와 맥락 요인에 대해 인식되며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라도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초급 단계에서만

진행한 수업 과정인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사용까지는 연습 수행이

충분하지 못한다고 본다. 이어서 중·고급 단계로 올라가면 이에 비

해 더 깊이 있는 상대높임법의 표현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제2 단계에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자유롭게 대

화문을 만들게 지시한다. 6등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의 역할을 먼

저 생각하게 한 다음에 2인 한 조로 대화문을 3개씩 만들고 나서

앞으로 발표를 하게 한다. 일종의 역할극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는 수업 시간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제시간에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긴 역할극보다 짧은 대화문으로 이루어진다.

교사가 아래와 같은 6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에게 자유롭

게 상황을 선택하고, 발화 의도에 맞게 상대높임법 화계의 사용과

문체형 사용에 대해 주목하여 연습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 마친 후

학습자들이 스스로 대화문의 관련된 맥락 요소를 설명하고, 이러한

맥락 요소의 영향으로 인해 어떠한 화계 선택을 하였는지, 또한 왜

이러한 문체형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지시한다.

수업 자료5

집주인(남): 옆집과 알게 되어 참 좋습니다. 여보, 언제 한 번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합시다.

<시와 그림이 있는 한국어 문법 표현> (성광수외, 2005: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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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2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맥락 요인에 따른 언어 표현이 달

라진 것을 이해하고 더 적절한 사용법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상대

높임법 교수학습 내용을 다양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이

상대높임법의 인식과 사용에 대해 일치하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이

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인식

강화 중심 교육과 사용 강화 중심 교육으로 나누어 교수학습 내용

을 구축하여 제시하였다.

상황 제시:
 상황1: ‘나’와 낯선 아줌마 길거리에서의 일상대화
 상황2: 남자선배와 여자후배의 일상대화
 상황3: 학생과 교수님의 수업시간에 질의응답
 상황4: 사위와 장모의 일상대화
 상황5: 교수님이 나이 많은 제자와의 일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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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상대높임법은 맥락에 의존하는 문법 범주로서 주로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 만큼 비격식적인 일상적 대화에서부터 격식적인 장면의

대화까지 쓰이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성이

높은 문법 요소는 문장 층위에서의 문법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맥락을 비롯한 담화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교육을 할 필요가 있

다. 즉 담화 맥락 차원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재중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재한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맥락 중심의 상대높임법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이 일치하지 않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교

했을 때 중국인 학습자가 일상대화, 수업 중 대화, 업무 중 대화에

서 상대높임법 화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르며 각 상대높임법의 실

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형 사용의 차이로 인해 실현에 있어 부적절한 표현을 쓰

거나 모어 화자와 괴리가 생긴 경우가 있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

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맥락에 대한 이해력 부

족으로 인해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필요성, 선행연구, 그리고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여태까지 상대높임법 교육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국어교육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드문 편이었다. 상대높임법

은 담화 상황에서 맥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로 인해 복잡

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실제성을 강조

하는 문법을 교재에서는 매우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게다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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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 방안이 대부분 높임 체계 교육을 위하여 드라마를 활용

하는 방안에 집중되어 있고, 맥락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안은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높임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와 표현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최대한 구체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일반 상대높임법 동향과 사

회언어학적 상대높임법 동향으로 나눠 검토하였으며 국어교육과 한

국어교육에서의 상대높임법 관련 논의를 정리하면서 국어교육과 한

국어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

구는 한국어 모어 화자(KK), 재중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CK), 재

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KCK) 세 집단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

았다. 본 실험에는 최종적으로 431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고, 요구

에 맞지 않게 응답한 답안지를 제외하고 총 329부의 유효 답안지를

추출하였다.

Ⅱ장에서는 맥락 요인 중심의 상대높임법 이론적인 배경을 고찰

하였다. 먼저 상대높임법의 체계와 실현 요인을 총괄적으로 검토하

고 상대높임법 실현의 맥락 요인을 재분류하였다. 선행연구를 정리

한 바와 같이 상대높임법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은 크게

대화 참여자의 개별 요인(성별, 연령)과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적

맥락 요인(지위, 친소관계, 만남 여부), 상황적 맥락 요인(발화 장면,

제3자 유무),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 요인(장르, 매체)으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자들이 각자 분류 기준에 따라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미치

는 맥락 요인을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는 실질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의 상대높임법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교육

의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맥락 요인을 재분류하여 ‘발화 장면, 연령, 성별,

만남 여부, 친소관계, 장르’ 등 여섯 가지로 보았다. 이에, 이 여섯

가지 맥락 요인 본 연구의 설문지를 만드는 기준으로 삼았다.

상대높임법의 실현 요인에 대해 살펴본 후에는 중국의 한국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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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서의 상대높임법 교육 실태를 분석하였다. 교재 분석 결과, 중

국 현장 한국어 높임 표현 관련 교육이 부족한 상태였다. 상대높임

법에 대한 문법적 기술뿐만 아니라, 화용적 측면에서의 맥락에 관한

교육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맥락에 대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Ⅲ장에서는 우선 KK, CCK, KCK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을 분석한 후에, 세 집단이 이에 대한 인식과 사용

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다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대높임법의

인식에 대해서는 KK에 비하면 CCK와 KCK가 다소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으나, CCK와 KCK는 같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을 주목하여 그 원인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용어, 사용의 부

담감, 현지 문화의 영향 등 세 가지 이유로 인해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한 사용 양상 분석 결과는 KK 집단은

상대높임법 화계 선택에 있어 모든 맥락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CCK 집단의 경우는 ‘친소관

계, 만남 여부와 장르’ 세 가지 요인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KCK 집단에 있어 ‘연령, 친소관계, 장르’ 등 세 가지 맥락 요인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장르에서의 문체형의 사용 양상 분석

을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표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공손성의 문제를 두고 같은 장르 맥락

상황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의문문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가 평서문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이 높임법

의 공손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같

은 상황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직접화행을 선호하고 한국인 모자 화

자가 간접화행을 선호하는 것도 역시 같은 문제로 정리할 수 있었

다.

마지막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의 관계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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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한국어 모어화자와 비교하였

을 때 중국인 학습자의 상대높임법에 관한 인식과 사용은 서로 일

치하지 않으며, 특히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

령, 발화 장면, 만남 여부 등 네 가지 맥락 요인에 대해 이해 및 사

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집단이 상대높임법에 대해 인

식과 사용의 관계를 정리한 바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사용 양상이 KK와 다른 것은 실제 사용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교육에서 사용 중심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2) 사용은 KK와 비슷하게 잘하고 있지만, 사용과 달리 인식에서는 차

이가 나는 경우는 교육에서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

3) 상대높임법의 사용에 맥락 영향 요인과 함께 문체형으로 인한 화용

적 표현도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상대높임법에 대한 인식과 사용 양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크

게 문법적 정확성의 문제와 맥락적 적절성의 문제로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Ⅳ장에

서 이에 대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Ⅲ장에서 분

석한 결과를 고찰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효과적

인 상대높임법의 교육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였다. 상대높임법은 맥

락에 의존하는 만큼 실제성을 강조하는 문법 범주로서 맥락을 중심

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가 상대높임법에 대한 문법

적 이해와 맥락적 표현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인식 강화 중심 교육과 사용 강화

중심 교육으로 나누어서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하였다.

인식 강화 중심 교육과 사용 강화 중심 교육 내용에서는 PPP,

TTT, 두 가지 모형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기본적인 문법적 개념

및 화계 간 차이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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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PPP 모형(Presentation–Practice–Production)을 선택했

다. 사용 강화 중심 교육에서는 담화 맥락 요소에 대한 인식과 그

차이점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정확성보다는 이해성과 유창

성을 강조하는 TTT 모형(Task1–Teach–Task2)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 집단의 상대높임법의 인식과 사용 양상의 관계

를 정리하면서 비교 분석을 통해 차이점과 문제점을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적절한 상대높임법을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맥락 중심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섯 가지 맥락 요인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구체

적으로 맥락 요인을 연구하여 교육 내용 및 방법 또한 더 보완되리

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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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Education of Relative honorification 
Based on Contextual Factors for Chinese Learners 

Jiang Shua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able Chinese learners to 
communicate successfully in a discourse situation so that they do 
not suffer from misunderstandings or embarrassing situations in 
using the relative honorification. The current research compared 
the contextual use of relative honorification between the Chinese 
learners and the Korean native npeakers. Effective teaching 
methodologies were recommended for Chinesed learners based on 
the differences found and the main causes analysed.
  In Chapter I,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purpose and 
necessity as well as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 methodology on 
relative honorification. There have been some related studies but 
specific research on education measures were still rare. In 
addition, there is a lack of sstudy on the aspect of contextual 
education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some teaching 
methodologies in order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and 
expressive ability of the relative honorification. To this end,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ed three groups of learners, namely, 
Korean native speakers (KK), Chinese Korean learners in China 
(CCK), and Chinese Korean learners in Korea (KCK), In total, 431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with 329 (76.3%) surveys returned. 
  In Chapter Ⅱ,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relative elevation method in the discourse 
context dimension . First, it examined the cause of system and 



- 304 -

factors of relative honor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ducate about the relative honorification to Chinese learners who 
are learning academic Korean language. In order to do that, this 
research has selected formal and informal patterns, which are 하십
시오, 해요, 하오, 하게, 해, 해라. Therefor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we came to know while learning the relative honorification. 
The main cause is speaking scene, age, gender, numbers of 
meetings, degree of intimacy,and genre. All of these factors were 
reclassified and summarized in details on the basis of the 
questionnaire. 
  In Chapter Ⅲ,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realization and 
usage pattern of these three groups(CCK, KK, and KCK). After 
examining this research has compared while arranging about the 
realization and usage pattern. There are some difference in 
realization when it compared KK with CCK and KCK. Even there are 
some difference in the realization of relative honorification in the 
same Chinese groups(CCK and KCK). The reasons have been 
presented. Due to the three main reasons (lack of realization about 
the terms, burden of use and impact of local culture), the 
difference in the realization of relative honorification can be 
confirmed. 
  The KK group was found to be influenced by all contextual 
factors in the use of speech level of relative honorification, when 
looking at the results of analysis of usage patterns of the three 
groups. In contrast, the CCK group had significant results in terms 
of the three factors, "degree of intimacy, number of meetings, and 
genre" and The KCK group showed significant results in the three 
contextual factors such as ‘age, degree of intimacy, and genre’. 
Analysing the results of the usage patterns of the genres, it 
show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honetic expressions 
between Chinese learners of Korean and Korean learners. In terms 
of politeness, it confirmed that Chinese learners preferred direct 
speech act, while Korean Native speakers preferred indirect speec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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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ly,  the use of realization of relative nonorification of the 
three groups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 about the use of realization of relative nonorification of 
both groups(KK and CCK).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n the use of four contextual factors such 
as gender, age, speaking scene, and number of meetings. Based on 
the use of realization of relative nonorification of the three 
groups,following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First, 
considering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actual use, differences in 
use patterns from KK.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in education. Second, the use of KK is similar to CCK, 
but in case if there is a difference in realization, it should be 
focused in the education. Third,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contextual factors and sentence patterns in the use of relative 
nonorification as well as phonetic express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bout the use patterns of 
realization of relative nonorification, the problem of grammatical 
accuracy and contextual appropriateness were summarized and 
implications of education were presented. In Chapter Ⅳ, the 
contents of education were composed.
  In Chapter Ⅲ, the problems of using relative honorifications were 
examined and their causes were discussed among the three 
groups(CCK, KK, and KCK).  After examining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influence about the realization aspect of relative 
honorification. Furthermore, this research has analyzed after 
comparing the use of problem aspect and the use of realization 
aspect between Chinese Learners and Korean Speakers. This 
research has presented the difference and similarities of relative 
honorification. based on the realization and relative use of 
honorific form for the second person of CCK, KCK and KK. After 
analyzed, this research has presented the difference and similarities 
of relative honorification. based on grammatical accuracy and 
contextual appropriateness. In Chapter Ⅳ, this research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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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 the content of education about relative honorification.
 
  This research has recommended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ology of relative honorification for Chinese learner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hapter II and the results of 
Chapter III and Chapter IV. For Chinese learners it is important to 
have contextual based teaching methodology, which emphasizes the 
grammatical context of relative honorification. Moreover, it is 
important for Chinese learners to have a grammatical and 
contextual understanding of the use of relative honorification. To 
this end, two models are provided. 
  This research has presented the contextual teaching 
methodologybased on contextual factors in order to have a 
successful conversation, but it has presented only 6 contextual 
factors which is a limitation of this researc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other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use of  
relative honorification. 

Key words: relative honorification, contextual factors,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Korean Native speakers, realization of 
relative honorification, use of relative honorification, contextual 
teaching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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