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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5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논의를 요약한 후 본고

한국어 높임법 어휘에 관한 연구

의 미진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계속 천착해야 할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청룡
2011년 2월 국어학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창섭 선생님

한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높임법이다. 종래
높임법 관련 연구는 수없이 많지만 주로 문법 요소에 의한 높임법에
집중되어 있고 높임법 어휘에 관한 단독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본
고의 목적은 한국어 높임법 어휘 즉 높임말과 낮춤말에 대하여 구체
적인 의미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줄곧 홀시되어 오
던 높임법 어휘 범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높임법 어휘의 개념을 설정하고 기존 연구에서 다룬 높
임법 어휘 체계의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종속적 체계, 혼
합적 체계, 독립적 체계의 유형별로 그 대표적 논의들을 살펴보고, 본
고는 독립적 체계로 다룰 것임을 밝혔다.
3장과 4장에서는 한국어 높임법 어휘를 의미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높임말을 칭호 관련어, 종
교 관련어, 편지․문장 관련어, 주택․주거 관련어, 인간 생리․관계 관련
어 및 기타 높임말로 유형분류하고, 고유어 높임말과 한자어 높임말
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낮춤말을 우선 겸양낮춤말과 하대
낮춤말로 구분하였다. 다음 겸양낮춤말을 칭호 관련어, 편지․문장 관
련어, 주택․주거 관련어, 인간 생리․관계 관련어 및 기타 겸양낮춤말로
유형분류하고, 하대낮춤말을 칭호 관련어와 인간 생리․관계 관련어로
유형분류하였다. 그리고 고유어 낮춤말과 한자어 낮춤말의 특징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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