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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 상 방에게 공손성을 표현할 수 있는 표적인 언어적 

장치로 경어법을 들 수 있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적절한 경어법 

관계가 설정되어야 화가 부드럽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올바

른 화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화참여자들이 화를 진행하면서 

한 번 선택한 경어법의 등급이 끝까지 그 로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화 도중에 이 등급이 바뀌게 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본고는 발화에서 경어법 전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발화 공손성과

의 관계를 유형별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경어법 전환현상과 발화의 공손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손성 원리 중의 ‘공손 전략’과 ‘불손 전략’ 두 가지 종류의 

전략을 제시하 다. 공손 전략이란 화자가 청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으로 발화할 때, 가능한 한 청자에 한 체면 위협 행

위를 피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말하는 것이며, 반면에 불손 

전략이란 상 에 한 우위의 과시, 혹은 불쾌, 불만의 감정을 표현하

고자 하는 언어적 전략을 말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화자가 어떻게 자신이 사용하는 경어법 등급을 변화시키는 언어적 수

단을 통해서 발화의 공손성을 조절하는지를 밝힐 것이다. 

경어법 전환 현상은 화계의 변동이라고도 불리운다. 본고에서는 경

어법의 체계에 따라 주체경어법의 전환과 상 경어법의 전환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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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었다. 

주체경어법의 전환의 경우는 주로 주체경어법 표시인 선어말어미 

‘-시-’의 첨가 현상에 해서 검토할 것이다. 즉, 화․청자 간의 사회

적 지위만 따지면 상 방에게 ‘-시-’를 사용하는 사이가 아니지만, 

특정한 발화 상황, 화자의 심리적 상태 등에 따라 ‘-시-’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시-’의 첨가와 이로 

인한 공손성의 변화 양상은 유형별로 그 예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고의 연구 상인 ‘-시-’의 첨가 현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이

와는 전혀 다른 유형인 ‘과잉 공  현상’을 살펴보고, 이 두 현상 간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상 경어법의 전환의 경우는 화자가 청자에 한 우호적이거나 비

우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 어떻게 자신이 사용하는 경어법 

등급을 바꾸는 것을 통해 공손 전략과 불손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유

형별로 살펴볼 것이다. 예를 들어 존  등급에서 비존  등급으로의 

전환, 비격식체에서 격식체로의 전환 등이 있다. 경어법 등급을 변화

시키는 행위가 발화의 공손성에 가져오는 변화를 기준으로 발화의 공

손성 정도가 낮아지는 유형, 높아지는 유형, 그리고 변하지 않는 유형

으로 나누었다. 

본고의 연구는 현  경어법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경어법과 공

손성의 상관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할 수 있는 데에 가치가 있

다. 또한, 외국인을 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기여하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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