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代國語의 客體尊待 問題

成 홈 澈

1. 國語 待遇法 問題에 關한 論議는 어 떻게 보면 이 제 說盡되 었고 同時에 陳屬한 느낌 마 

저 없지 않은데도 여전히 꿇議와 論爭이 그치지 않는 데는 그대로 그렬 만한 몇 가지 이유 

가 있는 듯하다. 

첫째는 國語 待遇法의 體系가 훌l一的으로 명료하게만 寶現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며， 둘 

째는 역사척으로 대우법의 체계도 꽤 變鏡되어 왔고 또 現在도 그런 過뚫을 밟고 있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어에서 대우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둥을 들 수 있 

겠다. 

朝解代의 대우법， 그 중에서도 특히 所謂 客體尊待 問題는 돼 오랜 동안 激烈한 論難。1

거듭되어 온 바 얼마간 接近을 보게 된 점도 있￡나 아직도 縣隔한 異見들을 보이고 있음 

도 學界의 嚴然한 現實이 다. 

過去의 關心이 主로 解代 特히 朝解前期에 集中되다시피 했었으나 이제 점차 現代에로 

r據大되고 있는 듯하다. 現代가 過去의 역사적 산물이라는 예面에서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現代語에 關한 限 所謂 客體尊待 問題는 지극히 斷片的일 뿐이를 

본격적으로 論議한 것을 찾아 보커 힘들다. 擊皆가 期解代의 소위 객체종대 또는 讓讓으도 

불리는 ‘-습-’ 問題의 論議에서 째예로 현대 국어의 이 문제가 단펀적A로 취급된 것이 고 

작이 아닌가 한다. 

筆者는 몇 해 전 國語 待遇法을 짧議하면서 客體尊待 문제를 잠시 言及한 바 있었다(成 

홈微 1970) . 그러나 그것 역시 단펀적이고 輝略했던 것언 외에 다시 생각해야 할 바도 있 

었고 하여 이 問題를 따로 塵論 整理해 보고자 하는 바이 다. 아울러 本積의 範圍도 現代語

의 共時的 記述에 局限하고 있으며 여기 結論이 그대로 蘇代로 趙及된다는 等의 性急、한 主

張이 아념을 말해 둔다. 다만 현대어의 대우법 규명이 過去의 대우법 규명에 하나의 른 다 

덤돌이 될 수도 있S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假說을 배제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國語 대우법은 話者， 聽者， 主體， 客體 等의 雜多한 關係 아래서 큐청되는바， 表面構造

上에 나타냐는 것은 主體와 客體일 뿐 話者， 聽者는 흔히 省略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 兩

者에 대한理解는 대우법 이해에서 어느 것보다도 필수불가결의 요소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앞에서 指橋했듯 대우법의 체계가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 점은 결국 획일 

적인 記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바， 대우표현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 

서 慧起되는 複雜한 要因이 同時的으로 作用하고 있는 事實을 看過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우리의 결롤이란 것도 경우에 따라선 돼 융통성이 있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다 

만 우리는 複雜한 속에서도 主流를 이루는 原則을 밝히고 이에 뾰行하는 附隨的인 問題들 

운 따로 考慮에 넣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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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客體尊待 문제 는 다음과 같은 例에 서 提起된 다. 

(1) 나는 그것을 안번죄깐 든꿇단: 
(2) 칠수가 선생님을 모시고 간다. 

(3) 너는 그 일을 아저씨께 여쭈어라. 

( 4) 누나도 그분을 봐 었어요. 

위에서 、‘~-下線으로 표시된 -連의 成分들(對格이나 與格A로 쓰인 成分들)을 낌동體， 

--下線￡로 표시된 一連의 動詞들을 흔히 客體尊待語라 불러 왔다. 그것은 이들 동사들 

이 그 객체에 대한 존대를 표현한다고 본 때문이다. 이것들과 같은 部類의 動詞들로서 이 

밖에도 ‘아뢰다， 사뢰다， 우러르다， 올리다， 미 치 다， 進上하다， 받들다 둥’이 지적되고 있 

다(徐正洙 1974) . 

子先， 例의 ‘드리다， 모시다， 여쭈다， 봐다 등’은 예사말 ‘주다， 데리다， 말하다， 보다 

둥’ 과 대우상 대비가 되는데 ， 前者가 後者의 尊待語냐 닮靈語냐 하는 것을 分明히 해 둘 

훨요성이 있다. 즉， 例文에서 이들 동사가 객체에 대한 존대어냐 아니면 겸양어냐 하는 문 

제가 된다. 이것이 대우법 문제에서 중대한 비중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혼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존대와 겸양이란 것이， 대우법의 本質에 그런 一面이 있듯이， 시이소 

오와 같아서 한 쪽이 존대되면 한쪽은 흔히 겸양이 되는 性格이 있었다. 이 兩者는 결극 異

質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同質的인 面이 있으나 兩者는 일단 엄연히 구별을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저’가 ‘나’에 대한 존대어가 아니라 겸양어이며 존대 형태 ‘-시-’가 역시 尊待形

이지 짧讓形은 아난 것과 마찬가지겠다. 例의 勳詞들도 존대어가 아니라 겸양어로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다만 課讓이란 것도 어떤 대상에 대한 존대를 위한 간접적인 方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면 궁극적 인 목표는 겸양이나 존대나 同一하다 할 수 있다. 待遇法 記述의 어 떤 便효를 

위한 方便으로 ‘겸양’이란 말 대신에 ‘존대’란 말을 써야 할 훨요성이 있는 경우엔 그래도 

無妹하리라고 보나 兩者가 本來 엄연히 區別되는 것이라는 점은 前提가 되어야 옳겠다. 펼 

자도 결롤을 내리기 전까지 일단 겸양에 대해 때로 존대란 말을 명용하기도 하고 소위 객 

체존대란 술어도 잠정적으로 써나가기로 한다. 

다시 例文으로 돌아가 볼 때 국어 文法에 뤘Ij理解가 없는 사람이 文面에 나타난 것 만 보 

면 쉽 사리 首肯이 갈지도 모르나 국어 대우법이란 것이 그렇게 素朴하게 表現되고 理解되 

는 것은 아니다. 이를 例文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연 당장에 다음과 갇은 問題點들을 發

見하게 될 것이다. 

첫째， 例에서 결과적으로는 누군가가 겸양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分明한 事實인데 그렇 

다면 그 겸양을 표시하고 있는 겸양의 主體는 누구인가 ? ‘드렸다， 모시고， 여쭈어라 둥’ 

동사의 主語가 되고 있는 行뚫主體-以下 主體라 함- ‘나는， 철수가， 너는 둥’인가， 아니 

연 文面에 드러나 있지 않은 話者 自身인가 ? 또는 主짧와 話者 둘 다는 될 수 없는가? 

둘째， 역시 文面에 드러나 있지 않은 聽、者는 이러 한 類型의 待遇 빼係 表現에 作用을 하 

는가 않는가? 作用한다면 그것은 어떤 內容의 것인가? 

세째， 話者， 聽者， 主體， 客體들 간의 상호 관계는 全體로 어떻게， 어떤 범위 내에서 有

機的으로 作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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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의 문제들은 얼핏 간단한 문제들인 것 같￡면서도 간단하지 않ξ며， 바로 이들 |과별 

가 客體尊待 문제의 中心 問題이면서 또 전부라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플‘’ 1 

대한 鏡意 檢討가 되어야 할 것이다. 筆者는 이 中에서도 첫째 문제에 主眼點을 두겠는네 ? 

그것은 이것이 객체존대 문제의 核心的인 課題가 되기 때문이다. 

待遇 관계의 표현이나 그 把握에 있어 항상 話者가 中心이 되고 있음을 가벽 체 보아 넘 

겨서는 안 되겠다. 主體尊待든 聽者尊待든， 또는 여기 말하려는 했讓-所謂 客體/원풍 -01 

든 대우 관계에 參與하고 있는 諸A物間의 대우관계를 規定하거나 또는 客짧;찌으로 把握

表現하는 사람은 話者인 것이다. 聽者 또한 대우관계의 表現에 미치는 影響力이 매우 크 

다. 그러나， 청자는 화자의 대우 관계 표현에 매우 큰 제한의 힘을 가졌을 뿐 천 지 자체가 

文의 대우관계 規定에 能動的인 投훔U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잠시 객체존대文이란 것이 어떻게 構成되는가를 一뽑하기로 한다. 지극히 常識的

인 말이겠으나 말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랑， 그리고 말하는 內容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 

데 話者와 聽者는 보통 表面構造上에 나타나지 않고 전달되는 內容만이 드러나는 것이 -

般的이다. 表面構造上에 잘 나타나지도 않으연서 특히 대우법 이해에서 절대적인 話者， 聽

者의 바른 理解를 寫해서는， 모든 非屬行文도 그 內面構造에서는 屬行文인 것으로 把握하 

는 John Robert Ross(1968)의 理論이 한 도움이 된다. 이미 이 홍배 (1970)는 이 러한 이폰 

을 국어에 도입해서 待遇法 기술에 적용한 바 있으며， 徐正洙(1972)도 그러한 理論的 배경 

에서 국어 대우법을 論議한 바 있다. 

Ross의 이론에 依據해서 。1 글의 展開에 必要한 범위내에서 객체존대문의 구조를 간단히 1 

살펴 보겠다. 

(5) 철수가 책을 아버지께 드린다. 

이 文은 물흔 題行文(Performative sentence) 이 아니 다. 이 文의 內面構造는 다음 圖表

와 같은 屬行文인데 (불펼요한 부분은 정밀을 기하지 않음) 이것이 覆形過程을 거져서 表

面構造 (5)로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것이 다. 

S1 

NP VP 

NP NP V 

S2 
(+V l i +declarative 

NP VP 

NP NP V 

나 철수 책 아버지 드러 

이러한 구조에서 비로소 우리는 화자， 청자， 주체， 객체， 겸양동사 등 객체존재 관계에 

필요한 諸成分과 그 文法的 構造 關係를 一目應然하게 알아 볼 수 있게 된다. 

子先 눈에 띄는 것은 例文 (5) 가 두 개의 S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객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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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Sl의 成分이 아니 라 Sl에 內包된 S2의 成分이 다. 따라서 객 체 는 內包文 S2에 있어 서 

의 客體지 Sl에 있어서의 客體는 아니다. 그러으로 객체존대란 術語는 內包文의 主體가 그 

客體에 대한 尊待라는 內容일 때 가장 적합한 것이 되며 ， 만약 화자가 客體에 대한 존대를 

表現하는 것이 라고 볼 해는 ‘母文(matrix sentence)의 話者가 內包文의 客體에 대 한 존대 

를 하는 것’이라고 해야 청확할 것이다 겸양이란 말도 主體의 客體에 대한 겸양일 때 주체 

겸양이란 術語가 정확한 것이 될 것이며， 화자겸양이라 할 경우는 ‘內包文의 객체에 대한 

母文의 화자의 겸양’이라고 규정해 야 옳은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構造의 이해는 비단 객 

체존대에만 限한 것이 아니고 호體尊待나 聽者尊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例示한 (1) "' (5)의 文例들의 客體를 中心으로 한 대우 관계의 이해는 매우 區區하다. 論

議의 核心은겸양이냐尊待냐 하는 問題와， 겸양이든 존대든 그 겸양이나 존대의 주체는 누 

구인가 하는 問題로 集約되는데 이 中에서도 特히 後者가 中心이 된다. 지금까지의 단편적 

언 논의들을 수숨해서 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견해 및 고려 가능한 견해를 정리해 보면 대 

략 다음과 참을 것이다. 

첫해， 화자의 객체에 대한 존대-객체존대(1) 

둘째 ， 주체 의 객체에 대한 존대-객체존대 (2) 

세째， 화자， 주체의 객체에 대한 존대-객체존대 (3) 

네 째 ， 화자의 객체에 대한 겸양-화자겸양 

다섯해， 주체의 객체에 대한 겸양-주체겸양 

여젓째， 화자， 주체의 객체에 대한 겸양-화자 • 주체겸양 

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우선 이렇게 정리해 보면 객체존대란 것도 세 가지가 일단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겸양이란 것도 세 가지가 고려됨칙하다. 결과상￡로 보아 겸 

양과 존대가 전혀 相反되는 것이 아니요， 내용상 상호 近接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결 

국은 세 가지가 두드러진 차이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객체존대 (1) 

을 代表하는 분이 許雄B:;이 겠￡며 客體尊待 (2)를 代表하는 분은 李翊燮B:;라 하겠다. 筆者

는 ‘話者戰讓’이란 견해의 立場에서 以下 이를 밝혀 나가고자 한다(以下 客體尊待란 말은 

모두 話者·했讓 o 로 指稱되 겠융) . 

待遇法은 그것이 尊待든 課讓이든 어느 경우에나 그 對象이 있게 마련이어서 누가 누구 

에 대한 존대 또는 겸양이냐가 關心事가 되는데， 話者짧讓文의 경우 그 대 상은 客體리는 

데 別異議가 없겠으나 겸양의 主體가 누구냐에 따라 見解가 달라지므로 以下 이에 대 해 철 

저히 규명해 보고자 한다. 

3. 그러면 위에서 提起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念、頭에 두면서 관련된 事例틀을 中心으로 

고찰해 보되 子先 객체 에 대한 課讓이 누구와의 關係에서 규청되는가를 重點的으로 밝혀 

보겠다. 聽者가 대우 관계 표현에 직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펀의상 청자를 中心A

로 몇 가지 事例로 나누어 檢討해 보겠다. 

3. 1 聽者가 最上位者(最尊待對象)가 아닌 경우 

1. 客體가 最上位者로서 話者， 청 자의 존대 대 상이 며 화자가 주체 인 경 우 

(6) 아버지， 제가 돈 할아버지 께 도렸어요

(7) 아저 씨 ， 내가 가서 선생님 모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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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 ‘선생닝 ’ 에 대해 겸양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겸양의 주체가 行寫의 주체인 

‘저’， ‘나’인지， 또는 결과적A로는 同一 A物이지만 화자인지 또는 화자로서의 ‘저’ ‘나’ 

와 주체로서의 ‘저’， ‘나’전부인지 구별이 어렵다. 이 예문만으로 보아서는 청자의 객체에 

대한 겸양인지도 모를 일이다. 결국 이란 例로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待遇의 正體를 파 

악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話者로서의 ‘저 ’， ‘나’와 主體로서의 ‘저’， ‘나’가 결과적으로는 같은 

A物이지만 양자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돼로는 양자의 文法上 支配

關係가 確然히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 例를 보자. 

(8) 그만 하셔 C<하시어). 

이 文에서는 청자와 주체가 同一A이지만 兩者를 구별하지 않고는 그 文法구조를 설명할 

수 없다. ‘-시 ’ 는 行寫의 主體를 존대하기 寫한 形態로서 청자와는-전혀 無關하다. 그런 

反面 ‘-어’는 청자에 대한 반말 형태로서 主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결국 例文은 주체 

는 존대되고 있지만 청자는 존대되고 있지 않다(비록 같은 사람이지만). 이것은 다음 예에 

서 더욱 分明허 확인될 것이 다. 

(9) 아버지가 하셔. (청 자는 동생) 

‘-시-’는 主體인 자기 아버지를 존대하는 형태이며 ‘-어’는 아버지가 아닌 청자 동생에 

대한 대우 관계 두루낮춤一를 표시하고 있어서 주체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이 존대 

의 행태 ‘-시-’와 下待의 형태 ‘-어 ’ 가 配合될 수 있는 根擺가 되는 것이다. 

2. 객체는 화자， 주체， 청자의 존대대상이며， 주체가 청자인 경우 

(10) 칠수야， 그 책 아버지께 드려라. 

( ll) 박선생， 그 문제는 김선생닝께 여춰 보지. 

例 (6) , (7)과 똑같다. 객체에 대해 겸양의 의사를 가진 것이 누구인지 分明히 이해되지 

않는다. 화자， 청 자， 주체 中 누구일까 ? 
3. 객체는 주체， 청자， 화자의 존대대상이며 주체는 화자와 청자 공동인 경우 

(12) 영수야， 우리 그거 할아버지께 드리자. 

(13) 김선생， 우리 李선생닝이나 모시고 나캅시다. 

(6) , (7) , (10) , (11) 과 마찬가지로 역시 누구의 겸양 의사가 표시된 것인지 速斷하기 어 

렵다. 

4. 객체는 주체의 존대 대상이며， 화자는 主體， 객체의 존대 대상이고 주체가 청자인 

경우 

(14a) 영철아， 그 책 애비 갖다 줬니 ? 
(14b) 영철아， 그 책 아버지 갖다줬니 ? 
(14c) 영철아， 그 책 아버지께 갖다드렸니 ? (화자는 영철이의 祖)

(15a) 얘 , 네 가 가서 애 버 데 려 왔니 ? 
(15b) 얘 , 네 가 가서 아버 지 데 려 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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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5c) 얘， 네가 기서 아버지 모셔왔니 ? (화자는 청자의 祖)

(16a) 李係長， 그 서류 金課長 줬나? 

(16b) 李係長， 그 서 류 金課長님 께 드렀 나 ? (화자는 同一 會社 사장) 

이 들 文例에 이르게 되면 화자겸양의 문제는 그 핵심적 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14)를 보 

면 한 접안의 3代에 걸친 사람들간의 대화다. (14a)는 주채， 객체간의 관계가 父子 관계 

다. 그런데도 ‘줬니 ’등￡로 싣현되 어 전혀 존대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단 主體와 객체간의 

관계보다는 화자와 객체간의 관계가 子先되었기 해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객체에 대한 

대우 관계는 內包文內의 주체 객체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上位文의 흉를素 

인 화자와 그 內包文의 객체와의 관련에서 규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껴서 

(14a)와 같은 文이 받아들일 수 있는 文이냐가 문제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냐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는 典型的인 文이란 데에 조금도 주저가 없 다. 

Ø1J文에 서 우리 는 ‘애 비 ’ 라는 말에 잠시 주목할 펼요가 있 다. 이 것도 表面의 -文面만 보아 

서는 ‘아버지’가 ‘애비’로 나타난 또는 그렇게 실현되 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것은 

결국 文面 밖의 화자와의 관계 고려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이 것은 동사 

겸양어 의 文法的 性格을 밝히는 데에 얼마간의 示俊를 주는 바 있다. 

(1 4c)는 어 떤가? 이것도 우리가 배제 할 수는 없는 文이다. 더러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14a)와는 달리 主體와 객체와의 관계만 고려되어 名實共히 소위 

객체 촌대로 싣현되었기 해문이다. 여기서 話者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데 (14c) 와 

같은 表現이 (14a) 에 子先하는 보다 原則的이고 普遍的인 것이냐 하는 데 문제점이 있 다. 

필자는 여기에 매우 否定的인 견해 다. 이 런 표현은 場面의 심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훤過 

해서는 안 된다. 

子先 첫째 초건은 주체가 成λ、이 아닌 경우라는 것이다. 主體의 연령 이 어릴수록 이 런 

표현은 자연스러워 진다. 여기엔 多分히 敎育的인 훨、味도 內在된다. 둘째로 話者가 할이벼 

지 -男子-쪽인 경 우보다도 할머 니 -女子-쪽인 경 우에 더 많이 쓰이 는데 이 것 은 男子쪽이 

女子쪽보다 그 位階 關係가 더 엄격 하기 때문이 다. 여기엔 또 父家長的인 社會的 歷史的

i專統이 한 背훨-이 되고 있다고 본다. 세 쩨로 成年層 以上의 계층보다는 그 以下로 내 려올 

수록 더 많이 許容되는 추세 인데 현재로서는 않成層의 言語에 더 큰 比重을 두지 않을 수 

없다. 以上과 같은 여러 制約 아래서 사용되는 대우 표현을 일율적으로 度外視해서 배제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표준￡로 잡을 수는 얹을 것이다. 그런데 (14c)에서 主體

와 客體와의 待遇 I해係가 고려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지도 일단 의문을 가져 

볼 만하다. 왜 냐하연 결 과적 으로는 同-À物이 라고 하더 라도 主體와 客體問의 관계 기- 아 

니 라 聽者-영철-와 客體間의 關係가 고려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p 客體에 대한 
聽者의 겸양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것은 다음 例로 보아 主體와의 관계가 고 

려된 것으로 보인다. 

(17a) 대 현아， 이 거 둘째삼촌 갖다 드리고 온. 

(17b) 대현아， 그거 세째삼촌이 둘째삼촌 갖다 도렸지 ? 

화자는 청 자의 父며 청 자는 어 련 아이 고 삼촌들은 長成한 사람들이 라고 생 각하면 (17b)는 

곤란하다. 청자가 아우리 어리다고 해도 주체와 객체가 成A일 해에는 겸양의 형태는 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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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는다. 만약 Cl7b) 에서도 청 자와 객체와의 관계만이 고려된다면 이文은 許容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ξ로 보아 (17a)도 청자가 아닌 주체로서의 ‘대현이 ’와 객 

체가 고려되어 겸양 형태 가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17)로 미루어 보아 

Cl4c)에서도 주체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14b)는 어떤 변에서 (14a) 와 (14c)의 중간적인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료避되는 듯하다. 

(1 5)도 근본적으로 (14)와 다를 것이 조금도 없다. 주체가 이미 子女라도 가진 長年일 

경우에는 (15a)로 실현될 뿐 (15c)로 사용되는 예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다. 
(16)도 同뼈의 것ξ로서 모두 同一會社의 직원들이고 보면 반드시 (16a)로 쓰일 것이며 

(16b)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 다. 

5. 4의 경우와 같되 주체와 청자만 다른 경우 

(181) 영철아， 형 이 그 책 애비 갖다 주더라. 

(18b) 영철아， 형 이 그 책 아버지 갖다 주더 라. 

(18c) 영철아， 형이 그 책 아버지 갖다 드리더라. 

청자와 주체가 같￡나 다르나 마찬가지 현상무로 설명됨을 볼 수 있다. 

(14)rv (18)로 미루어 보아서는 객체에 대한 존대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 

니고 화자와의 관계가 고려되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例만으로 그렇게 

速斷할 段階는 아니다. 

6. 객체는 청자의 존대 대상이며 화자는 객체의 존대 대 상이고 주체가 화자， 청자 공동 
인 경우 

(19a) 얘 ， 명걸아， 우리 이 책 너의 작은애비한테 주자. 

(19b) 얘， 영길아， 우리 이 책 너의 작은아버지께 드리자. (화자는 청자의 父)

(19b)가 흑 사용되는 事例가 있다면 그것은 (14c) , (15c) 보다도 더욱 제한된 상황에서 

만 可能할 것이며， (19a) 가 절대 적일 것이다. 이들에 의해서도 앞에서 얻은 잠청 적인 결과 

가 그대로 확인된다. 

7. 객체와 화자가 대둥한 관계로 주체의 존대 대 상이고， 주체가 청자인 경우 

(20a) 李係長， 그 청구서 朴課長 갖다 줬지 ? 
(20b) 李係長， 그 청구서 朴課長닝 갖다 드렸지 ? (화자와 객체는 친구) 

(20a) 가 一般的일 것이 며 (20b는) ， (14c) , (15c) 와는 달리 어 떤 場面에 별로 구애 받음이 

없이 잘 許容되지 않는다. 

다음 例들은 根本的으로 위와 同類인데 조금 사갱이 달라진다. 

’(21a) 철수야， 우리 金선생도 데리고 나가자. 

(21b) 철수야， 우리 金선생도 모시고 나가자. 

여기선 (20)과는 달리 (21b) 가 우세할 것같이 생각된다. 즉 주체와객체와의 관계가고려 

된것 같다. 그런데 , 그것은 先入見에 주체 인 철수가 어 린 아이 로 화자와 객 체 의 弟子강이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것은 이미 설명된 (14c)로서 解明이 될 것이다.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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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 라 (21b)의 허 용이 반도시 (21a)를 否定하는 것도 결코 아니 다. 이 例文을 조금만 

바꾸어도 사갱은 사뭇 달라진다. 

(22a) 철수， 우리 金선생도 데리고 나가지 . 

(22b) 철수， 우리 金선생도 모시고 나가지. 

(21)과 비교할 혜 호격조사 하나의 有無와 종결어미 하나의 차이 밖에 없다. 그런데도 

(21)과는 달리 (22a) 가 절대 우세해진다. 그것은 이 예문에서는 철수가 이마 아이 가 아니 

요 장성한 제자 또는 제삼자 같이 理解되기 때문인 것이다. 

8. (7)에서 주체와 청자가 同-Â.이 아닌 경우. 

(23a) 李係長， 金係長이 청 구서 朴課長한헤 갖다 줬 지 ? 
(23b) 李係長， 金係長이 청구서 朴課長넘 갖다 드렸지 ? 

(20)과 完全히 -致되는 說明이 可能하다. (23b)로는 거의 쓰이지 않겠다. 

9. 주체는 객체의 존대 대상이고 객체는 화자의 존대 대상이며 화자는 청자인 주체의 존 
대 대상인 경우. 

(24a) 金民， 그 펀지 金선생한헤 갖다 줬어요? 

(24b) 金民， 그 펀지 金선생 넙께 갖다드렸어요 ? 

貝體的으로 客體 金선생은 화자의 上司 또는 恩師이며 金民는 객체 김선생의 族값인 동시 

에 화자의 部下 職員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제까지 보아 온 바로는 (24b)로 쉰현되는 것이 

더 온당할 것 같으나， 다음 章에서 논의하겠지만 객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 의도만으로 화자 

겸양의 표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청자의 位置라든지， 主體 客體間의 關係라든지 等等에 

따라서 상당한 制約을 받게 된다. (24)에서도 두 金民 사이， 師弟間， 話者와 主體間 등의 

연 령 차， 親행， 文化， 社會的 地位 等等 여 러 가지 狀況에 따라 (24a) , (24b) 어 느것도 싣 현 

가능성이 있게 된다. 한例로 主體 金民가 客體 金民보다 나이도 별로 많지 않고 社會的 地

{立도 매우 낮고 날數도 먼 關係라연 응당 화자 객체간의 관계로서 대우기 규정되어 (24b)로 

실현되겠지만， 두 사람이 가까운 τ數로서 金民가 객체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老/、이고 객 

체의 주체 에 대한 존대가 상당한 정도라면 (24a)도 사용될 가능성이 짙은 것이다. 

10. 객체는 주체의 존대 대상이나 화자의 하대 대상이며 주체는 화자의 존대 대 상인 경우 

(25a) 課長넘 이 그거 金先生한테 줬 어 요. 

(25b) 課長념이 그거 金先生께 도렸어요. 

金선생은 課長의 스숭이고 통시에 話者의 足下이며 ， 話者는 課長 밑의 係長쯤이라고 가 

청해 보자. 主體는 이 경우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안 되며 오직 화자， 객체 관계만 고려되어 

C25a)로 실현될 확률이 훨씬 높을 것 같다. ‘客體尊待法은 客體가 主體보다 上位의 A物이 

기만하연 비록그 客體가 話者보다는 下位의 A物이더라도 成立될 수 있다는 것이다， (李翊

짧 1974: 47) 라는 客體尊待說(2의 객체존대 (2)說 : 필자註)에 따르면 (25b) 가 옳은 것이 되 

어야겠는데 여기엔 아무래도 더 많은 우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以上 3. 1에 서 檢證해 본 바로는 所謂 客體尊待文의 대 우관계 는 호體와 客體間의 대 우 

관계에서 결청되는 것이 아니고 話者와 客體間의 대우 관계에서 決定된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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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보면 맨 앞에서 보류되었던 例 (6) , (7) , (10) , (ll) , (12) , (1 3)동에 대한 解

答도 自明해질 것이다. 여기서도 客體에 대한 대우 관계는 화자와의 關係에서 규정된다 

하겠다. 이러고 보연 겸양을 하는 主體가 화자와 주체， 또는 화자와 청자 두 사람 모두 알 

지도 모른다고 했던 앞의 회의도 자연 사라지게 된다. 

3.2 聽者가 客體와 對等한 경우 

1. 객체와 청자가 화자의 존대 대상이며 화자가 주체인 경우 

(26a) 李선생넙， 제기- 그거 金先生한테 줬어요. 
(26b) 李선생님 ， 제가 그거 金선생념께 도렸어요. (두 선생은 친구간， 화자는 두 선 

생의 제자) 

(26b)로 실현될 것이며 (26a)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극 청자와 객체가 대등한 때 

에도 3. 1에서와 마찬가지로 객체에 대한화자의 겸양의사가표현되고 있으며 청자는 이 대우 
관계에 별 영향력을 가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뒤에 가서 섣명되겠지만， 이것은 청자가 착 

상위자일 때 화자와 객체간의 대우 관계 표현에 상당한 제한을 주고 있는 점과대조적이다. 

2. 청자， 객체는 회자의 존대대상이며 화자와 주체가 다른 경우 

(27a) 朴선생념， 철호가 그 책 朱선생한데 줬어요. 
(27b) 朴선생념， 철호기- 그 책 宋선생넘께 드렸어요. (상호 관계는 (26)과 同)

(26)과 同-한 설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例에서도 確認된다. 

3. 객체， 청자가 화자의 존대 대상이며 주체가 청자인 경우 

(28a) 李선생님， 李선생넘께서 그 책 朱선생한데 주셨어요i 

C28b) 李선생넘， 李선생넘께서 그책 宋선생닝께 드리셨어요. C상호 관계는 앞과 同r

청자=주체) 

多小 화자가 부담감을 느끼게 될는지는 모르나 (28b)로 표현된다. 전체적A로 청자와 객체 

가 대등할 때 청자는 화자겸양 표현에 제약을 별로 주지 않는데， 그것은 객체에 대한 화자 

의 겸양 의도 혜문에 主體 객체간의 待i뽑關係 表現에 다소간의 無理를 犯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話者와 客體間의 待遇 關係에서 겸양이 결정되는 것이라연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 

는 것인가? 화자가 객체를 자기의 존대 또는 겸양의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겸양의 形態를 

使用했다면 이것은 當然히 話者의 짧讓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검양 동사의 행위 

주체는 話者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 온 用語로 ‘主體’다. 그러므로 話者課讓文에서 客體에 

대해 실질적으로 겸양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話者지만 形式上(또는 外面上) 겸양어를 쓰고 

있는 것은 주체다. 주체는 또 객체에 대해서 겸양어를 帶同하고는 있지만 主體 自身의 겸 

양의 표시는 아니며 다만 話者에 依해서 受動的￡로 겸양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主體 自身

의 能動的인 겸양 의도 표시가 아닌 限 이것을 王體의 혔§讓 表示로는 보기 固難하다. 결국 

話者讓讓이 란 話者가 客體에 對하여 主體를 겸 양 시 킴A로써 客體에 대 한 話者의 겸 양을 

表現하는 待遇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話者課讓은 객체에 대한 話者와 主體의 講讓。l

란 말과는 전혀 內容을 달려하며， 이것은 자연 ‘화자 주체의 겸양’과 결과적흐로 유사한 

2의 객체존대 (3)說과도 전혀 내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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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者했풍짧은 그런 까닭에 必然的으로 客體에 對한 主體의 겸양이 싣제로 作用하든가 또는 

가능하든가， 아니면 話者에 依해 可能한 것으로 관단되어 야 하며， 命令文과 같은 意園文에 

서는 主體의 意圖에 關係、 없이 화자가 一方的으로 주체를 겸양시킬 수도 있다. 앞에서 지 

금까지 例示해 온 어떤 文例에서도 그것이 정상적인 표현인 限 이러한 결흔이 合理化된다. 

여기서 하나 附言해 두고 싶은 것은 用語의 문제다. 여기 화자겸양이란 것은 엄격히 말 

해 ‘客體에 對한 話者폈讓’ 인데 이것을 줄여 간단히 ‘話者짧讓’이라고 하면， ‘-읍-’도 역 

시 話者戰讓의 形態여 서 混亂이 따르기 쉽 다. 원래 짧讓이 란 것 이 尊待와는 同- 現象에 

대한 表많 關係와 같아서 궁극적 목표는 같은 것인데다가 용어상의 혼란가능성도 있어서 

필요하다면 ‘客體尊待’라는 用語와 뾰用하거나 그것으로 代置해도 無防은 하려라 생각한 

다. 이렇게 된다면 客體尊待라고 하는 術語의 搬;융:은 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될 것 

이다. 

3.2에서 보면 청자기- 객체와 대퉁한 경우에도 청자는 화자겸양 표현에 별제약을 주지 

않음을 보았다. 아울러서 이들 例의 경우， 비록 주체가 객체 에 대하여 존대 의도가 거의 

없는 경우라도 화자는 주체를 겸양시켜서 화자겸양을 표현하는 것￡로 보아， 非意圖文에서 

화자가 객체 에 대해 겸잉:시킬 수 있는 주체의 限界도 알아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반대로 화자가 객체 에 대해 겸양의 의사가 없을 때는 아무리 객체가 主體의 존대 

대 상이 더 라도 蕭讓의 形態는 잘 사용되 지 않는다. 

(29) 순이가 저의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 . (화지-는 순이의 담임 선생) 

보다시피 화자가 객체에 대해 겸양의 듯이 없기 때문에 주체의 객체에 대한 엄연한 존대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데서 매우 흥미있는 사실을 발 

견하게 된다. 

( 30) 金선생이 노인을 데리고 왔어. 

여기서 두가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화자는 객체에 대해 겸양을 하지 않고 있어 결국 

객치l 를 존대하지 않은 결과가 됐는데， 객체에 대한 주체의 실제 적 대우 의도는 두 가지가 

가능하다. 즉， 주체가 객체에 대 해 존대나 겸양의 의도를 가졌을 경우도 있고 갖지 않았을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든 위 例文하나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도 객체에 대한 주체의 의 

도란 것은 전혀 能動性이 없다는 것을 寶證해 주는 것이다. 도시 객체에 대한 主體의 존대 

나 겸양의 의도 如何는 묻거 나 가랄 性質의 것이 못된다. 待遇에 關한 限 主體란 것은 원 

칙적으로 話者의 손에 의해 조종되는 허수아버에 불과하다. 

3. 3 意圖文과 非意圖文의 待遇 表現

話者의 짧讓意思가 表現上에 나타나는 데 있어 意圖文과 非意圖文 사이에 差異가 있다. 

意圖文이 란 글자 그대 로 話者의 意圖를 直接的으로 나타내 기 때 문에 制約을 받는 面에 서 

非意圖文보다 훨씬 자유흡다. 非意、圖文은 이에 反해서 客觀的 現寶을 無視할 수 없는 경우 

도 있고 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의도문이란 여기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文들을 指

稱한다. 

( 31) 얘， 저분 좀 모시고 가라. 

(32) 얘， 저분 좀 모시고 가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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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모든 命令文과 ‘~해 야 한다’ 로 表現되는 當馬文이 이에 包含된다. 

(33a) 철수야，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 

(33b) 철수야， 가서 아버지 데 리고 와. 
(33c) 철수야， 가서 너의 애비 데라고 와. (화자는 철수의 담입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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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常的인 경 우라떤 물론 화자인 선생 은 학부형인 객체에 대해 겸양을 표현해서 (33a)로 

말할 것이다. 그러나， 어 떤 緣由로 해 서 그 학부형에 대한 겸양의 의도가 없게 될 때는 충 

분히 (33b)로 말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33c)도 가능하다. 이런 意圖文에서는 

화자의 의도 如何에 따라 겸양을 表示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主體의 겸양 의 

도나 객관적 대우관계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또 학생 이 아무리 J맙고 고약하다 하더 라도 

화자가 객체에 대한 존대 의사가 있는 限엔 (33b) , (33c)로 싶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34a) 이 도둑놈들아， 이분 잘 모시고 가야 해. 

(34b) 이 도둑놈들아， 이사람 잘 데 리고 가야 해. 

객체 가 敵軍에게 강제로 잡혀 가는 경우로 가정해 보자. 적균-主體-이 객체에 대 해 전 

혀 존대 또는 겸양의 의도가 없더라도 화자는 객체를 존대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 (34a)로 

표현할 것이다. 화자의 의도가 강력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다. 

다음에 의 도문이 아닌 事例를 보자. 

(35a) 그 도둑놈들이 우리 선생 닝을 데려 갔어 . 

(35b) 그 도둑놈들이 우리 선생넘을 모셔 갔어. 

話者가 객체를 존대한다고 해 서 반도시 C35b) 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우관계에 따라 양 

자가 다 가능하다. 비록 敵軍이 객체를 냥치해 간다 해도 그들이 객체를존대한다거나그를 

필요로 해서 정중한 마음￡로 데려갈 수도 있다. 이렬 해는 응당 (35b)로 표현될 것이다. 

반면 도둑놈들이 객체를 당장 처형이라도 하려는 의도로 잡아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35a)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35)에서는 주체애 대한 의도 如何가 問題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화자의 겸양은 필연적으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존대 의도가 前提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러나， 반드시 주체가 객 체 를 존대해야만 화자 겸양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비록 주 

체가心的무로는 객체를 멸시하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객체가 주체의 존대 대상이 되 

고， 주체의 객체에 대한 멸시의 태도가 表面化되지 않는 한 화자는 객체를 주체의 존대 대 

상무로 판단하고 화자 겸양을 나타낼 수도 있다. 즉 

(36a) 朴~가 金先生넙 모셔 왔어. 

(36b) 朴民가 金先生넘 데려 왔어. 

와 같은 예에서 박써가 김선생을 존대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김선생이 朴J3;;의 

존대 대 상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면 화자는 C36a)로 말할 수도 있다. 

(35) , (36)에서 볼 때 非意圖文에서의 話者議讓은 첫째 화자가 객체에 대해 겸양 의도를 

가지고 있고， 둘째 객체가 주체에 대해 검양의 대상이거나， 화자에 의해 그런 겸양의 대상 

￡로 판단되는 경우에 限하여 실현될 수 있음을 알겠는 바， 지금까지 고찰해 온 모든 非

意、圖文의 화자겸양이란 것은 이러한 조건 아래서 가능하다고 결흔 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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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에서는 소위 객체존대라는 것은 객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임을 살펴 보았고 아울랙 

화자의 겸양이란 것이 화자의 겸양 의도만으로 표현 가능한 것이 아넘도 알아 보았다. 해 

로 존대 또는 겸양의 의도는 다른 制約에 依해서 心的 態度로 그칠 뿐 言語 表現上엔 실현 

되지 않고 잠재된 상태로 머무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單純히 一種의 表現上의 保짧일 뿐 

겸양이나 존대 의도 자체의 缺如는 아니다. 

또한 존대나 겸양의 의도가 어떤 제약에 의해 표현이 불가능하거나 困難해질 때 째로 그 

것을 료避하고 존대도 下待도 아닌 第三의 어떤 표현에 의존하는 事例가 있다. 이것은 말

하자면 尊單를 中和시 킨 것이 라 할 만한데 尊待의 保留나 制約과는 性格이 다른 -面을 가-

지고 있다. 

3에서는 청자가 最上位者가 아니거나 客體와 同等한 例를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자 

가 화자， 객체간의 대우 관계 표현에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옷하기 해문에 話者의 객체에 

대한 대우의도가 뭇한 대로 표현되지만 청자가 最上位에 있게 될 때는 객체에 대한 화자

의 대우표현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37a) 할아버지， 그 펀지 애비 줬어요. 
(37b) 할아버지， 그 펀지 아버지 줬어요. 
(37c) 할아버지， 그 펀지 아버지 도렸어요. (화자는 孫)

客體는 話者의 아버 지 다. 3의 여 러 文例에 서 본 바로는 응당 (37c)로 쓰일 법 한데 사싶은 

그 반대다. 아직도 좀 嚴한 접안에서는 (37a)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A며 (37b)는매우

般的이다. (37c)는 제한된 상황하에서만 許容되는 것으로서 (3. 例 (14)參照) 이것을 표준으 

로 잡기는 困難하다. 요즘 (37a)는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여하간 (37a) , (37b)에서 

객체에 대한 화자의 존대 의도가 醫論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자가 最上位者이 71 

예문에 表現은 안되고 있으니 이는 다만 表現이 保留된 것이라 하겠다. (37c)도 아이들이 

나 젊은 층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勢가 維橫ξ로 據大되는 느 

껑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아이들이나 젊은 층에 있어 (37a)의 표현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있A며 (37b)의 표현에도 꽤 부담감을 가지게 하는바， 이 러한 부맘감이 나 압 

박감은 뒤에 말하게 될 中和的 현상을 가져 오게 하는 한 훨因이 된다. 

그런데 화자와 객체와의 관계가 父子관계와 같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째는 이 표현의 ， 

제약 또는 보류 현상은 確然하게 도려난다. 

(38a) 할아버지， 그 펀지 형 주었어요. 
(38b) 할아버지， 그 펀지 형넘 주었어요. 
(38c) 할아버지， 그 펀지 형닝 도렸어요. (화자는 孫)

(37) 과는 달리 (38a)로만 실현될 것이 며 (38b) , (38c)는 場面에 제 약 없이 사용되 지 않 

을 것이다. 

(39a)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그거 애비 줬어요? 
(39b)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그거 아버지 줬어요? 
(39c)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그거 아버지 드렸어요. (화자는 孫)

할아벼지가 챙자인 동시에 주체인 例다. (39c) 가 흑간 아이들에게서 사용되는 例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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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나， (39a) , (39b) 가 원칙으로서 (39b) 가 一般的이 다. 이 경우는 (37) , ( 38)과는 좀 

사정이 다르다. (37) , (38)에서는 청자가 最上位者여서 객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 표현이 

제 약을 받은 것이지만 (39)에서는 청자가 最上位者라는 것 外에 主體의 客體에 대한 겸양 

이 도저히 不可能하기 혜문에 객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 표현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話者가 客體에 대해 아우리 讓讓을 표시하려 해도 主體가 客體를 도저히 존대할 수 없거나 

또는 전혀 존대의도플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意圖文이 아닌 限 話者議讓은 實現될 수 없 

다. 그러므로 모든 話者議讓의 表現은 千先 客體에 대한 옮者의 讓讓 훌、圖가 있고 다음A 

로 客體가主體의 존대 대상이거나또는 話者에 依해 그럴만하게 관단되든지 話者가 主體로 

하여금 객체를 존대시킬 수 있는 경우-이것은 意圖文에 限함-에 可能하다고 할 수 있다. 

(40a) 그 도둑놈들이 아버지한헤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40b) 그 도둑놈들이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 

이미 例 (35)에서 본 것과 同類의 댐l를 다시 보자.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겸양표현이 보 

류되었다. 主體의 客體에 대한 존대 의도가 전혀 缺如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反해 (40b) 에 

서 비록 主體가 話者냐 또는 話者， 客者 모두의 薦視나 경멸의 대상이라고하더라도主體가 

客體에 대해 존경심이 있거나 존대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가갱된다연 (40b)로 표현될 

수도 있다. 물혼 이 해에도 화자의 겸양 의도는 전제되지 않으연 안된다. 그러므로 李翊燮

(1974)에서 다소 의 문의 餘地를 남기 고 있는 다음 例도 위의 說明A로 解明이 될 줄 안다. 

(41) 훌警들은 아버닝에게는 끝내 아우것도 주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미 指橋했듯 意圖文에서는 아무리 主體의 멸시 대상이더라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화자겸양이 가능해진다. 대체로 非意圖文은 객관적인 사실의 서술이묘로 객체에 

대한 주체의 의도를 전적으로 좌우할 수는 없지만， 명령문 같은 의도문에서는 주체의 의도 

에 관계없이 주체에 대해 화자의 의도대로 훌求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위에선 廳、者가 最上位者로서 대우 관계 표현에 미치는 制約올 보았는데， 째로는 이와 반 

대 로 聽者가 最下位者로서 어 린 아이 일 해 普遍的이 아닌 話者讓훌훌도 나타난다. 

(42a) 철호야， 김선생닝은 내가 모시고 가마. 

(42b) 철호야， 김선생 (님 )은 내가 데리고 가마. 

청자는 객체의 弟子， 객체는 主體의 弟子라연 보통은 (42b)로 실현될 것이 나 청자가 어 린 

아이일 것 같으연 흑 (42a)로도 실현되는 수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청자가 아주 어런 데 

서 緣由되 는 것 이 다. (뻐1 (14) , (15) 참조) 

話者의 겸양의 대상인 객체가 주체와 대둥한 地位이며， 화자와 객체， 화자와 주체와의 

대우 관계도 똑같은 관계일 해 화자가 객체에 대해 겸양을 표시하는 데는 心的 부담이 따 

르는 경우가 있음은 이미 앞서 말한 바다. 

(43a) 李선생닙， 朴선생넘도 좀 모시고 나가세요. 

(43b) 李선생념， 朴선생넘도 좀 데리고 나가세요. (두 선생은 친구로 화자의 선생) 

(43a) 가 一般的이 겠A나， 아무리 意圖文이 라고 하더 라도 객 체 에 대 해 주체 를 검 양시 키 

기 가 화자에 겐 부담스럽 게 느껴 지 며 , 그렇 다고 (43b)로 하자니 화자의 겸 양의 도를 표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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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돗하는 데 난점 이 있 다. 이렬 해 화자는 어느 쪽도 아닌 第三의 다른 표현을 찾아 쓰기 

도한다. 

C43c) 李선생 닝 ， 朴선생닝하고도 좀 같이 나가세요. 

C43c)는 (43a)와 (43b)에서의 尊뽑 意識을 완전히 塊웹해버 린 것무로서 尊짧가 中和된 

現象이라 할만하다. 

원래 국어에서 尊單 中和의 典型的인 例는 終結語尾 ‘음’ A로 실현되는 文으로서 이것은 

文語에서만 나다난다(성 기철 1973) . 

(44) 연점 시험은 명일 오전 9시부터 강당에서 싣시함. 

이것은 존대도 하대도 아닌 표현인데 이러한 中和的 現象은 國語 一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화자겸양과 關聯해서도 그 -面을 엿볼 수 있다. 

주체와 객체가 대등한 해보다도 대둥하지 못한 경우 더 분명히 드러난다. 

(45a) 할아버지， 아버지도 데리고 가세요. 

(45b) 할아버지， 아버지도 모시고 가세요. 

(45c) 할아버 지 , 아버 지 하고도 같이 나가세 요. (화자는 孫)

5. 화자겸양에서는 대체로 주체의 객체에 대한 존대 의도가 잘 반영되지 않는 바， 오직 
非意圖文에서만 반영이 되는데 이것도 반드시 객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 표현을 할 경우에 

限하게 된다. 즉 객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의도가 없는 한 주체의 겸양이나 존대 의도는 우 

시됨이 원칙인데 때로 이 원칙 에서 벗어나는 事例가 있어 이런 문제의 취급에 注意를 要한 

다. 

(46a) 깡패들은 꼭 저휘 두목을 끌고 다닌다. 

(46b) ，강패들은 꼭 저휘 두목을 데 리고 다닌다. 

(46c) 깡패들은 꼭 저휘 두목을 모시고 다닌다. 

셋 다 許容되는 文인데 (46c) 에 대해 혹 의아스러우면 다음 例를 追加해 봄으로써 그 許

容이 확실해칠 것이다. 

(47) 깡패들은 저휘 두목(놈)은 찰 모셔 . 

(46 c) , (47)은 화자겸양은 아닌데도 겸양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分明 主體컴R짧 (객체존 

대 (2) 라 해도 마찬가지다)이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例는 티常에서 전형적인 것a 

로는 볼 수 없다. 보통은 (46b) 나 (46a)로 실현될 것인데， 화자가 객체에 대해 겸양을 표시 

하지 않는 限 主體의 객체에 대한 경양이나 존대의 의도가드러날수없으므로(倒(30) 참조) 

화자의 겸양의 대상이 못되는 객체에 대해서 주체가 가지는 겸양의 의도를특별히 表示하고 

자 해서 사용된 것이 다. 그러므로 李翊燮(1974)에서 ‘객체존대 ’ (객체에 대한 주체의 존대 ) 

를 成立시키는 例로 提示된 다음 例도 소위 객체존대를 成立시킴은 疑問의 餘地가 없으나， 

이것도 위에 말한 특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을 뿐인 것A로 잡기는 곤란할 듯하다. 

(48) 저것이 제 남펀이 모시러 올 때만 기다리고 있탑니다. (話者 : r저것」의 어머니) 

이 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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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저것이 제 남편이 데리러 올 해만 기다리고 있압니다. 

다음과 같이 화자가 객체를 멸시는 않아도 그렇다고 존대도 않지만 소위 객체존대 (2의 객 

체존대 (2))로 쓰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보편적이고 갱상적인 것은 아나라고 생각한다. 

(50) 저 사람들은 부모를 참 잘 모셔 . 

그러나까， 이런 말도 일반적인 경우엔 다음과 같이 다른 方홉으르 표현됨이 보통일 것이 

다. 

(51) 저 사람들은 부모한테 참 찰해 . 

6. 以上에 서 흔히 所謂 客體尊待라고 指稱되 어 온 話者戰讓의 問題를 여 러 事例를 中心

부로 檢討해 보았다. 國語 待遇法의 몇 가지 種類 中에서도 特히 이 話者課짧은 매우 複雜

하고 微妙한 樣相을 보이고 있어 간단하게 劃-的으로 記述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곰 이 話者廳讓 문제에 대한 많은 異見과 論議의 중요한 훌因이 되고 있다. 

子先 여기 대상이 되는 겸양의 동사들은 尊待 形態라기 보다는 議讓의 形態로 규정되는 

것이 옳고， 이들에 依해서 表現되는 겸양은 主體와 客體間의 待遇關係에 依해 規定되는 것 

이 아니라 話者와 客體間의 待遇關係에 依해서 規定되는 것이다. 그 內容은 話者가 客體

에 대한 행讓의 意圖를 表現하는 것인 바， 그 表現하는 方式은 話者가 主體로 하여금 객체 

에 대해 겸양시킴으로써 객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을 표현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여기 話者

讓讓이란 엄격히 말하면 ‘客體에 對한 話者課讓’이라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 이 話者識讓이 客體에 對한 話者의 짧讓의 훨、圖만무로 表現 可能한 것이 아니 고 

거기엔 꽤 複雜한 樣相을 보여 주는 바， 이 讓讓의 表現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한 마다로 화자겸양의 成立 條件을 말할 수는 없다. 第一次的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화자 

가 객체에 대해 겸양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객체에 대해서 주체의 겸양 의도가 

작용하든가 또는 주체의 겸양이 가능하든가 또는 화자가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든가 

할 혜 화자겸양은 可能해진다. 主體가 意中에 客體를 無視하는 경우라도 客觀的으로 객체 
가 主體의 겸양대상이 될 만하고， 객체에 대한 주체의 無視의 태도가 表面化하지 않는 限

엔 話者의 意團에 따라 화자겸양이 可能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命令과 같은 意圖文에서는 主體의 意圖 如何는 無視되고 대개 話者의 意圖만。1 

彈하게 작용하여 객체를 주체기- 멸시하는 경우라도 화자는 주체를 겸양시켜 표현할 수 있 

다. 

이러한 條件무로 하여 화자가 아무리 겸양의 풋을 가지고 있어도 非意圖文의 경우 主體

가 객체에 대해 겸양의 의도를 가지지 않거나 겸양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연 화자겸 
양은 성립되지 않는다. 

청자도 화자겸양 표현에 많은 제약을 加하여， 청자가 最上位者일 해는 화자， 주체의 껴 
체에 대한 겸양은 싶현되지 옷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어도 청자가 객체와 同位일 해에 한 

해서는 객체에 대한 주체의 겸양의도가 없더라도 화자겸양은 가능해진다. 

객체에 대한 화자의 겸양의도가 전혀 없는 데도 겸양어가 쓰이는 事例가 있다. 이것은 

完全한 主體짧讓이 요， 話者議讓은 아니 다. 主體의 객 체 에 대 한 겸양의 도만이 표현되 기 해 
운이다. 그러나 이러한 文은 원칙적으로 正常的인 表現ξ로 보기 困難하다. 화자가 객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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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겸양의 의도를 가지지 않는 限 主體의 객체에 대한 겸양의도가 전혀 實現될 수 없 

기 혜문에 화자가 객체에 대해 겸양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체의 객체에 대한 겸양의도 

를 드러내어 표시하기 위해 혜로 이러한 다소 변칙성이 있는 主體讓훌훌의 文이 나다나는 것 

으로 생각한다. 

組雜한 대로 화자겸양의 여러 문제들은 題皆 살펴 본 생이나 이에 대한 未盡한 것도 더 

러 있고 또 批判의 대상이 될 것도 있을 중 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척이고 커본적인 문 

제가 일단 결말이 나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測面에서의 빠究가 시작되어야 할 줄 

아나 本積에서는 이 런 내용의 정도에서 우선 멈추고 나머지 작업은 뒤로 미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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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TRACT 

A Stundy on the Object-honorificatiorn of Moder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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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norific system of Korean is very complicated. Not only according to time but 

also to social levels it shows many different shapes. So to give a clear description of the 

system is not easy. The honorificatiDn described here is no exception. 

Here 1 review a kind of Korean honorification usually called ‘object-honorification’. By 

‘object-honorification’ we mean an honorifcation which can be expressed by limited verbs 

like cwu -(give) , turi-(give) , mosi -(escort) , j;}C’u -(tell) , etc. The object here includes 

sentence elements which have object or dative case. All of these verbs are transitive verhs. 

So they have to have an objec t. 

Many persons think the verbs themselves are honorific words. However 1 think 

they are not honorific words hut modest words. Of course, we can say that the 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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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st words results in giving respect to someone. 

There rnust be at least four persons in expressing the so-called object-honorification: the 

speaker, the hearer, the actor of the modest verb and the object. 1 think the performative 

theory is very desirable to show the structure of the Korean honorific system, especially, 
of the one concerned here. The structure of the honorifics we need is generally something 

1ike NP1 +NP2 + [NP3 + NP4 + VP1]S+ VP2• 

The verb concerned is VPl. Here we reach the most difficult questions, which 1 tried 

to solve: 、Nho expresses himself modestly? Whom does he want to respect by doing so? 

1 think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is the speaker, and the answer to the second 

is the object. But the speaker can not express his respect to the object directly, because 

the actor of the modest action (VP1) is not the speaker but the subject of the verb. 

Therefore, the speaker has to express himself indirectly. To express. his respect to the 

object, the speaker makes the actor of VP1 express himself modestly to the object. The 

speaker uses the modest verb not because of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but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object and the speaker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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