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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l에서는 먼저 화용론이 언어기술에 왜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이어서 화 

용론의 규칙 중 공손의 규칙 2을 국어의 기술에 적용해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다 

루어졌다 하더라도 설명이 잘 되지 않았던 몇가지 문제들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 

2. 언어학자들은 언어기술의 펀의상 언어계충이란 개념을 중시해왔다.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 론， 화용론 등이 그것이다. 아마 언어라는 괴물이 하도 기솔하기가 힘들고 벅 

차서 언어를 이렇게 부분 부분￡로 해체해서 관찰해보려는 지혜에서 나온 펀법인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언어계충을 나누어서 연구했다고 해서 음운론이연 음운론， 통사론이면 통사 

론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며， 더군다나 언어학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더욱 아니 

다. 이런 마당에서 언어학의 대상을 화용론￡로까지 확대시킨다는 것은 꺼림칙한 일임에 

플림없다. 그러나 일찌기 츰스키가 음운론의 난문제가 남아있다고 해서 통사론을 피할 것 

이 아니 라 오히 려 통사론을 음운론과 동시 에 연구합A로써 음운론의 문제 해 결이 용이해 질 

수 있을 것3이 라고 간파했듯이， 화용론을 통사론 및 의 미 론과 동시 에 다룸으로써 통사론이 

나 의미론상의 난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가지 예로 다음의 문장 (1)과 (2) 를 생각해 보자. 

(1) 호남지 방에 비 가 많이 왔읍디 다4 

(2) 호남지방에 비가 많이 왔던데요. 

(1 ) 과 (2) 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말이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1) 

과 (2) 의 쓰임은 달라진다. 즉 화자가 어른에게 말할 때는 (1)이 아니고 (2)를 쓰게 된다 

문제는 「왔읍디다」란 표현이 공손하게 들리지 않는 데 있다. 전통적인 국어문법에 따르면， 

「 읍-J은 화자가 자기를 낮추는 겸양의 돗을 지닌 어사요 f-디 -J는 회상의 뜻을 나타내는 

어사이며 f-다」는 종결어미이므로 이들 어사의 결합이 겸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의미론상으로는 이 표현이 공손해 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의 문 

장이 공손하지 옷한 표현이라는 것은 곧 (1)의 문장에는 의미론이나 통사론만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어떤 면 이 있a며， 따라서 이의 설명을 위해서는 화용론이 펼요하다는 것을 보 

1 이 글은 1978년 10월 28일 제 12회 어학연구회에서 구두 발표했던 것을 보완 정리한 것이다. 
2 r공손의 규칙 」이 란 말은 Robin Lakoff의 the rules of poli teness를 옮긴 것 이 다. 처 음에 펄 자는 

「공손한 말씨의 규칙」이라고 옮기려 했는데 이정민 교수의 제의 를 맏아들여 「공손의 규칙」으로 간소화 
했음을 밝힌다. the rules of poli teness에 대해서는 R. Lakoff (1972, 1973, 1 974) 와 졸고(1979) 참조. 

a Chomsky (1957) pp.57-58 창조. 
4 이와 비슷한 예문들은 1976년 5월 22일 언어학연구발표회에서 행한 구두발표에서 다룬 바 있다. 

~ r-읍디다」의 용법은 방언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서울방언을 기준으로 하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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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준다. 

한가지 예문을 더 들어보자. 

(3) (a) 어 서 오십 시 오 

(b) 용어서 가십시오 

(4) (a) 안녕히 가십시오. 

(b) *안녕히 오십시오. 

(3) 과 (4)의 두 문장들은 논리적으로는 다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일 법한 표현들이 

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3a) 와 (4a) 는 자연스럽게 자주 쓰이 는 데 반해서 (3b)와 (4b) 

는 실제로 각각 (4a) , (3a) 와 같은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서 오십시오」가 

꽁손한 인사말인데 「어서 가십시오」가 공손한 인사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통사론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안녕허 가십시오」가 공손한 인사말인데 「안 

녕히 오십시오」가 공손한 인사말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통사론이나 의미론에서는 찾아볼 수 

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답은 화용론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성질이 좀 다른 예문을 하나만 더 들어보자. 

(5) (a) 맛은 없지 만 많이 드세 요 

(b)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5a) 의 문장을 의미론적으로만 따져보연 논리척으로 모순된 표현이다. 맛이 없는 음식을 

어떻게 많이 먹을 수 있겠는가. (5b) 의 문장은 논리적 모순이 더욱 뚜렷하다. 차련 음식이 

없는데 어찌 많이 먹을 수 있겠는가. 의미론적3로만 생각한다면 (5a) 와 (5b) 의 문창은 각 

각 (5a') 와 (5b') 의 문장처럼 말해야 옳을 것이다. 

(5) (a' ) 맛이 좋으니 많이 드세 요 

(5) (b') 자린 것 이 많이 있으니 많이 드세 요. 

그러나 실제로는 논리적 모순이 없는 (5a') 와 (5b') 대신에 논리적 모순이 뚜렷한 (5a) 와 

(5b) 의 표현들을 쓰고 있으니 이를 어 떻게 설명해야 할 것 인가. 만일 우리의 관심이 통사 

론이나 의미론에만 국한되어 화용론을 도외시한다면 위에 든 예운들은 영영 설영할 수 없 

을지도 모르며， 국어는 불규칙과 모순투성이의 언어로 낭아 있게 될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러한 난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용론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3. 이 절에서는 화용론을 원용하여 국어 기술상의 몇가지 문제점들을 실「성해 보기로 하 

겠다. 

일찌기 최현배(1971)는 우리말 마침법의 아주높임꼴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다10 

(6) (a) 아이가 글을 읽읍니다. 

6 (3) 과 (4)의 예문들은 1976년 5웰 22얼 언어학연구발표회 에서 다루었던 것들이다. 
7 손님을 더 붙들고‘있기가 마 안해서 「이제 어서 가십시요」라고 했을 때는 이 문장이 자연스러우 

나 「안녕히 가십시오」와는 그 뜻이 다릎을 주의해야 한다. 
8 (5) 의 예운플은 좋고 (1979) 에셔 다푼 바 있다‘ 
9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 말올 했다연 우망하다. 그는 자기의 음식 이 아닌 남의 음식을 높이 팽가 

했기 때 운에 공손의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0 최 현 배 (1971) p. 2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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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이가 글을 읽읍니까? 

(c) 여보삽시오， 글을 원으십시요. 

(d) 여보십시오， 달을 읽으십세다. 

3 

「아주높임」이란 용어를 「공손한 표현」이란 뭇무로 풀이한다면 위의 마칩볍 기술에는 의문 

의 여지가 많다. 과연 (6a) - (6d) 의 문장들이 화자와 청자의 상호관계에 상관없이， 그리고 

발화행위의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을까? 하나의 가정으로서， 화 

자가 제자이고 청자가 스승인 사제지간의 경우를 상청해놓고 (6a) - (6d)의 문장들을 하나하 

나 검토해 보자. 

3. 1. 연의상 (6c)부터 검토해보기로 하자. r-십시오」는 형태상으로는 명령형의 아주높 

임꼴로 되어 있으나 이 문장이 반드시 공손한 표현으로만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7) (a) 선생 닝， 빨리 오십시오. 

(b) 선생닝， 만수무강하십시오. 

(c) 선생념， 용서해주십시오. 

(d) 선생 넙 ， 어서오십시요. 

(e) 선생닝， 안녕허 가십시오. 

(7b)-(7e) 의 예문들은 다같이 공손한 표현들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쓰일 수 있 

다. 그러나 (7a) 의 예문은 어떤가? 물론 어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 

표현은 그리 공손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예문들이 똑같이 r-십시오」로 끝나는데 왜 하필이 

연 (7a) 만 공손하지 않은 것인가? 특히 (7a) 와 (7d)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더 이 상한 생 

각이 든다. 이 두 표현은 「빨리」와 「어서」만 다를 뿐 나머지는 모두 같은 요소로 되어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d) 는 공손한 표현이고 (7a) 는 공손한 표현이 옷되는 것은 우슨 까닭 

인가? (7d) 는 (7c) 와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인사말이다lJ 인사말이 란 상 

대방을 환영하거나( (7d) 처럼 ) 상대방의 안녕을 바라는 ( (7e) 처럼) 경우에 쓰게 되는데， 이 

두가지 경우가 다 상대방에게 화자의 호의를 보여준다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 

사말이 공손한 것은 당연하다. (7b) 의 문장도 특수한 경우， 예를들면 생일같은 때에 쓰이 

는 일종의 인사말로서 상대방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 공손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7c) 의 문 

장은 비록 상대방에게 호의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용서， 즉 호의를 구하고 있어서 

이것은 화자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은 위치， 즉 용서를 구하는 위치에 두고 있음을 뭇한다. 

이와 같이 화자가 자신을 청자보다 낮은 위치에 놓음A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는 공손한 표현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다12 그런데 (7a)의 문장은 상대방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도 아니요， 또한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빨리 올 것을 재촉함으로써 자기의 의사플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돗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7a) 의 문장은 일종의 명령문으로서 우릇 모든 명령이 다 그렇듯이 화 

자 자신을 청자보다 우위에 놓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런 까닭A로 해서 이 문장이 불손 

11 이 두 표현의 불규칙성에 대헤서는 5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2 졸고 (1979)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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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들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서울 방언에서는 「선생닝， 빨리 오시지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표현은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건의하는 정도로 그치고 강권하는 

뜻은 내포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청자가 화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이런 문장은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을 청자보 

다 높은 위치에 놓고 있다는 느낌을 조금도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의 r-십시오」라는 종결어미가 모든 경우에 한결같이 아주높임의 표 

현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자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을 높이거나 청자에게 

화자의 호의를 보일 때만 공손한 표현으로 쓰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7a) 의 문장에서 

처렴 도리어 불손한 표현으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보았다. 이것은 곧 언어기솔에 있어서 

통사론이나 의비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화용론을 원용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3. 2. 이번에는 (6d) 의 문장을 검토해 보자. r읽으십세다」는 「읽￡십시다」의 고형으로 

생각되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청 유문의 종결어 미 「십시다」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다음 예문들을 관찰해보자. 

(8) (a) 선생넘， 같이 가십시다13 

(b) 김선생， 같이 캅시다. /가십시다. 

(c) 여 러 분， 다같이 싸우며 건설 합시 다. 

(8a) -(8c) 에서 호격인 「선생넘 J ， r깅선생 J ， r여러분」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밝혀 준다. 

즉， (8a) 의 문장에서는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8b) 와 (8c) 의 문장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8b) 의 문장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사척이고 친근한 사이임에 반해서 (8c) 의 문장에서는 둘의 관계가 공적이고 친근감 

이 배제되어 있음이 다르다 하겠다. 문제는 (8a) 의 문장이 공손한 표현이 아닝에 반하여 14 

(8b) 와 (8c) 의 문장은 공손한 표현이라는 데 있다. 

청유문은 어떤 행위를 화자와 청자가 같이 할 것을 화자가 청자에게 제의하는 것이으로 

화자와 청자의 상대적 위치가 대동하거나 화자가 청자보다 우위에 있을 때만 가장 적절히 

쓰일 수 있다15 즉， (8b) 의 문장은 화자와 청자인 겁선생이 동등한 위치에 있￡므로 적 

절조건에 합당하여 콩손한 표현이 되며， (8c) 의 문장도 화자와 청중이 일단 동퉁한 위치에 

있는 것A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의 적절조건에 합당하여 공손한 표현이 된다. 이 경우에 

청중 가운데 화자보다 지위가 더 높은 부장이나 사장이 끼어 있을 수도 있으나 그 상황이 

사적이 아니고 공적이기 때문에 위의 적절조건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16 

그러니 (8a) 의 문장은 청자인 「선생념」이 화자보다 우위에 있S므로 청유푼의 적절조건 

에 부합되지 않아 공손한 표현이 될 수가 없다. 사실 서울을 비 롯한 기호지방에서 이런 말 

13 갱유문에 관한 홍마 있는 관찰은 Lee (l973) 와 Chang (1973)에서도 찾아올 수 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방언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연 경상도 방언에서는 (8a) 와 같은 문징이 공 
손한 표현일 수 있다. 

15 여기에는 예외도 있다. 어머니가 아이얘게 「우리 어서 암먹고 학교에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올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화자인 어머니가 배제된 특수한 용법이다 
16 신문에셔 r ... 한다」형을 쓰고 뉴스방송에서 r ... 함니다」 형을 쓰지만 우리가 조금도 불순학닥는 

느낌을 갖지 앓고 북고 듣는 것윤 신문이나 방송。l 공척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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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면 당장 버릇없는 놈￡로 낙인이 찍힐 정도로 (8a) 의 문장은 불손한 표현인 젓이다. 

그 까닭은 이 운장을 씀으로써 화자는 고의 로 청 자와 자신과의 관계 를 대 등하게 만들려 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 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표현 대신에 「선생닝， 같이 가시지요.J라든 

가 「선생 넘 ， 같이 가시지 않으시겠읍니까 ?J 등의 표현을쓰게 마련인데， 이 들 표현이 공손 

하게 들리는 것은 「…가시지요」가 단순한 의견의 제시이므로 청자에게 화자의 의사를 받아 

들일 것을 강요하는 뭇이 없고， 또 í ... 않으시겠읍니까 ?J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므로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어서 이 두 표현은 다같이 공손하게 들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유문의 종결어미 í-십시다」는 청자가 화자보다 우위에 있을 경우 적어도 

서울말에서는 아주 높임의 뭇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 라 오혀려 불손하기까지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사론적 관점에서만 보고서 í-십시다」를 아주높임이라 

고 일반화할 것이 아니 라 화용론적 관접에서 그것이 아주높임의 뭇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 

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밝히는 것이 국어기술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된다. 

3.3. 이번에는 의문문의 종결어미 í-십니까 ?J를 검토해 보려 한다. 먼저 다음의 예 문 

들을 살펴보자. 

(9) (a) 선생넙， 학회에 가십니까? 

(b) 선생넘， 제 생각이 플렀읍니까? 

(c) 선생남， 피로하시지 않으십니까? 

(d) 선생넘， 안녕하십니까? 

의 문문이 란 청 자의 의 견을 묻는 것A로 화자의 의 견을 청 자가 받아들이 도록 강요하는 돗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A며， 또 í-십니까 ?J는 아주높임꼴이으로 위의 

예문들은 모두 공손한 표현이 될 법한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 먼저 (9d) 의 경우는 일상적인 

인사말로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 이므로 공손한 표현임에 플립없다. (9c) 의 경우는 청 

자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므로 화자의 호의를 청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러나 (9b) 의 경우는 어떤가? 같은 의문문의 형태 이면서도 (9c) 나 

(9d) 와는 달리 (9b) 의 문장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드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굳이 이름을 부 

친다면 도전척인 의문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런 표현은 화자의 생각이 툴리지 

않았다는 강력 한 주장이 나 마찬가지 여 서 화자가 자신의 판단을 청 자에 게 받아들이 도록 강 

요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9b) 와 같은 문장은 불손하게 들리며， 이 경 

우에 서울방언에서는 흔히 「선생넘， 제 생각이 를렸지요 ? J라고 완곡하게 묻거나， 아니면 

보다 더 공손하게 「제 생 각이 틀련 것 같습니 다. J라고 스스로 자신의 생 각이 틀린 것으로 

겸양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9b) 와는 달리 (9a)의 문장은 순수한 의문문이다. 즉， 선생념이 학회에 가시는지 안 가시 

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추호도 없는 공손한 

표현인 것 같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9a) 의 문장이 당돌하게 들렬 수도 있다. 그 

이유는 (9a) 와 같이 딱딱한 질문은 청 자에게 대답할 것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째문 

인 것 같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9a) 와 같은 질문 대신에 「선생 념 ， 학회에 가시는지요 ?J 

라든가， 흑은 「선생넘， 오늘 학회가 있는데요. J 등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선생닝의 학회참 
석 여부를 물을 것 같다. í ... 가시는지요 ?J는 같은 의문문이지만 「…가십니까 ? J보다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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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표현이어서 의문의 힘 (interrogative force) 이 약하고 따라서 상대방의 대탑을 요구 

하는 힘도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공손조건에 부합되는 것이며 r ... 학회 가 있는데요.J는 

r ... 학회가 있는데 가시겠읍니까 ?J의 뭇이지만 단순히 오늘 학회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데 그치는 서울문의 형태로 되어있는 것이 홍미롭다. 

이렇듯 아주높임의 종결어미 r-십니까 ?J도 대화의 상황， 즉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서， 또 발화의 내 용에 따라서 공손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것은 통 

사론이나 의미론의 차원을 벗어나 화용론의 차원에서만 밝힐 수 있는 문제이다. 

3.4. 평서문의 아주높임꼴인 r-읍니다」의 경우는 어떤가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10) (a) 네， 합격했읍니다. 

(b) S-H-A-K-E-S-P-E-A-R-E입 니 다. 

(c) 잘못했읍니다. 

(d) 고맙습니 다/감사합니 다. 

(e) 엄 마， 학교에 다녀오겠읍니다. 

위의 문장들은 r-읍니다」의 의미구조로 보아 모두 공손한 표현이어 야 한다. 사실 (10d) 

와 같이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감사의 돗을 나타내는 말은 공손한 표현ξ로 굳어져 있다. 

(r고맙습니다」는 덜 격식을 갖춘 상황에， r감사합니다」는 보다 더 격식을 갖춘 상황에 잘 

어울린다. ) 

Cl Oe) 는 국민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이가 잘 쓰는 인사말이다. 이와같이 화지가 청자에게 

어떤 일(여기서는 학교에 가는 일)을 신고하는 내용을 당은 표현은 공손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청자를 화자보다 우위에 놓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10e) 에서 재미있는 것은 「엄마」라는 호칭 이 어린애다운데 반해서 「다녀오겠응니다」란 말 

이 어른스럽다는 점 이다. 이것은 어린이가 「다녀오겠읍니다」를 「고맙습니다」처럼 하나의 

굳어진 표현으로 습득했음을 보여준다. ‘ 

Cl Oc) 는 화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돗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10c) 뒤에 「용서해주십시오」라는 말을 첨가해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이 

와 같이 용서를 구하는 위치에 화자 자신을 놓음A로써 상대적으로 상대플 높이는 돗이 험

축되어 있으므로 (10c)는 공손한 a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l Oa) 와 (l Ob)는 조금 문제가 다르다. (l Oa)를 고둥학교 은사가 대학입시플 치른 

제자에게 합격여부를 물은데 대한 대답이라고 가정해 보자. 얼핏 보면 잔결 명료하고 씩썩 

한 모습이 엿보이는 대답이어서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대담은 너무 당돌하게 들리는 것 같다. 가령 「물론이죠. 제가 안되면 누가되겠읍니까 ?J 

라고 대답을 했다면 얼마나 건방지고 불손하게 들랄 것인가. 이런 정도는 물론 아니지만 

(10a) 는 너무 자신만만하고 단청척으로 자신의 합격을 서솔하기 때문에 좀 건방지다는 인 

상을 풍긴다. 그런데 자기가 찰났다는 것을 뽕내는 태도는 자칫하면 상대방을 못났다고 여 

기 는 인상을 출 우려가 있으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10a)대신에 「네， 덕분에 겨우 합격했융니다」라고 대당했다고 가정하자. 이 말은 Cl Oa) 에 

「덕분에 겨우」라는 어구만을 첨가한 것이다. 여기서 「덕분에」는 자기가 합격한 공을 선생 

넙에게 돌리는 겸양의 마음씨를 나타내며 「겨우」는 자신의 실력을 낮추어 평가함으로써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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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씨플 반영하고 있어서 이 대답은 (1 0a)보다 한결 부드럽고 공손하게 

들린다. 

(1 0b) 는 어 떤가 ? 스송이 Shakespeare의 철자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물었을 때 (10b) 

와 같이 대 탑했다고 가정하자17 이 것은 선생닝이 묻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대답임 

에는 틀림이 없으나 어 단지 좀 당돌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탑이 풍기는 어감을 

좀 과장해서 해석하면 「선생닝은 그것도 모르십니까 ?J라든가 「저는 이렇게 똑똑합니다」와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런 인상이 청자에게 불쾌감을 줄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만일 같은 

상황에서 「아마…일겹 니다. J라든가 í ... 인것 같습니다. J라는 대 답을 했다면 어떨까? 이런 

대 답은 두가지 뜻으로 애매하다. 즉 대 답자 자신이 확실히 몰라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 

고 확실히 알고는 있지만 너 무 단정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해 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평소에 학생의 실력을 장 알고 있는 선생은 학생의 그런 대답을 듣고 우둔한 녀석 

이 라고 생각키는 커녕 오히려 사려갚고 겸손한 학생으로 가상히 여길 것이다. 

위에서 우리는 명령문， 청 유문， 의문문， 평서문의 종결어 미 아주높입꼴의 쓰임에 대해서 

관찰해 보았다. 흔히 아주 높임꼴은 아무때나또누구에게나 써도 우방한 것A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은 대화의 상황에 따려서 그것이 공손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대체로 말의 내용이 청자에게 유리한 것일 때는 공손한 표현 

으로 통용되나 화자 자신을 과시하는 어감이 풍길 때는 불손한 표현이 되는 것 같다. 

4. 여기서는 í-읍디다」에 대해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떤의상 2절에서 제시했던 예문 (1) 

과 (2)를 다시 쓰기로 하자. 

(1l) 호남지 방에 비 가 많이 왔읍디 다. 

(1 2) 호남지 방에 비 가 많이 왔던데 요. 

(11 ) 과 (12) 는 각각 화자가 호남지방에 가서 비가 많이 온 것을 직접 보았거나 신문지상 

에 보도된 것을 보고 청자에게 전할 때 쓰는 말로서 전달하는 내용은 같다. 그런데， 서울 

을 중심으로 한 기호지방에서 (11) 대신에 (1 2) 의 문장을 쓴다는 사실이 흥미를 끈다. (이 

것은 물론 화자가 청자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 한하지만) (11 ) 과 (1 2) 의 문장이 전 

달하는 내용은 동일한데 왜 (11 ) 의 문장을 기피하고 (12) 의 문장을 쓰는 것일까? 그 차이 

는 (11 ) 이 단정적인 말투인데 반해서 (12) 는 그리 단정적이 아니고 여운을 남기는 말푸라 

는데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 문에 (11 ) 의 문장 뒤에다 「잘은 모르지만」과 같은 말을 첨가 

하면 우습게 들리지만 ( ( 11 ) 의 단정적인 말투와 첨가어의 불확실한 말투가 상충되으로) , 

(1 2) 뒤에는 이 말을 첨가해도 그리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하여 튼 (11 ) 의 문장이 단정적 

인 표현 으로서 「내 말은 틀림 이 없 다. J는 함축을 띨 정 도로 서 술의 힘 (declarative force) 이 

강한데 반하여 (12)는 서 술의 험 이 약한 것이다.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 방에 게 그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으로 (11 ) 의 문장은 

(12) 의 문장에 비해 공손하지가 못한 것이다. 

필자는 일찌기 í-읍디다」를 화용론적으로 분석하면서， í-읍니다」는 공손한 표현에 두루 

쓰이는데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í-용디다」는 왜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없는가 하는 점에 

” 이와 비 슷한 예문은 졸고 (1979) 에서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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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고심한 바 있다18 그런데 이 문제는 앞의 3.4. 에서 일부 풀린 셈이다. 즉 í-읍디 

다」가 너 무 단정 적 인 말투여 서 불손한 느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로 í-읍니 다」도 화자의 주 

장을 단정적으로 내세울 때는 불손한 느낌을 주므로 이들은 사실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봐 

야 할 것이다. 

5. 이번에는 2절에서 제기했던 (3)과 (4) 의 예문들을 검토해보자. 편의상 각각 (1 3)과 
(14)로 아래에 다시 인용하겠다. 

(13) (a) 어서 오십시오. 

(b) 용어서 가십시오. 

(14) (a) 안녕 허 가십 시 오. 

(b) 흩안녕히 오십시오. 

(13a) 와 (14a) 는 훌륭한 인사말인데 왜 (13b) 와 (14b)는 인사말이 될 수 없을까? í어서 오 

십시오.J와 「어서 가십시오. J로 인사말을 통일하든지， 아니면 「안녕히 가십시오. J와 「안녕 

히 오십시오. J로 통일하면 간연할벤데 왜 우리는 번거롭게 「어서」와 「안녕히」를 구별해서 
쓰는 것일까? 19 

먼저 (13a)의 문장을 살펴보자. í어서」는 「‘빨리’ 라는 돗￡로 행동을 빨리 하기를 재촉 

하는말j20이라고 청의되어 있다. 오는 사람보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것은 무슨 돗일까? 

이는 상대방이 오기를 무척 기다리는 화자의 조바심을 반영하며， 따라서 청자는 화자에게 

반가운 손념이란 의미플 내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대땅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씨는 공 

손의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1 3b) 의 문장은 가는 사람에게 빨리 가라고 재촉하 

는 듯한 말투로서 마치 상대방이 귀찮은 존재여서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듯한 느낌을 준다. 

사실 우리는 귀찮은 존재를 멀리하고자 할때 「어서 꺼져 ! J 란 말을 종종 쓴다. 이와 같이 
같은 낱말이 라도 그 낱말이 다른 낱말과 어 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공손한 표현이 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데에 국어의 요미가 있다 하겠다. 

한변 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14a) 와 같은 문장을 쓴다. Cl 4a) 의 문장은 문자 그대 

로 길을 잘 살펴서 안녕히 (무사히) 돌아가라는 돗이다. 여기에는 청자의 안녕을 걱정하는 

마음써 가 담겨져 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청자의 건강이나 안녕을 엽원하는 태도는 곧 

공손한 태도이며， 따라서 이플 반영하는 Cl4a) 의 문장은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데 Cl 4b)의 문장은 어떤가?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 에게 「안녕히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은 얼핏 보기에는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손닝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듯한 인 

상을 주고 있다. 즉， 이 말에는 「어서 오십시오. J에서 풍기는， 상대방을 몹시 만나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써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13) 의 두 문장에서 보았듯이 (14) 의 두 문 

장에서도， 통사론적A로는 불규칙하고 번거로운 듯하지만 화용론적으로 볼 때는 그럴 만 

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어의 평뱀한 인사말에서 우리는 션조의 

오묘한 멋의 자취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18 Cho(1977) 참조， 
19 최현배 (1959) 에서 우리의 인사말을 「장(=펀안히) 가십시 오」와 「장(==연안히)오십시오」 풍으로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2。 이 회 송 (19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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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끝으로 2절에서 제시했던 예문 (5a) 와 (5b) 를 펀의상 각각 (15a) 와 (15b) 로 아래에 

재인용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1 5) (a) 맛은 없지 만 많이 드세 요. 

(b)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표충논리로는 (15a) 와 (1 5b) 의 문장은 다같이 모순된 말이다. 맛있 

는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있어도 맛없는 음식은 많이 먹을 수 없는 법인데， (15a) 의 문장은 

맛없는 음식을 많이 먹￡라고 권하니 분명히 모순이다. (15b) 의 문장은 논리적 모순이 더 

욱 뚜렷하다는 것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차린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으란 말인가. 

액면 그대로 풀이한다면 국어에 이처럼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들이 꽤 있을 것 같다. 그 

러 나 (1 5a) 와 (1 5b) 두 문장의 심층논리를 따져보면 이 표현들이 얼마나 공손한 말인가를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맛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곰 자기겸손을 나타낸다.반 

대로， 만일 「맛이 있으니 많이 드세요. J라고 말한다면 자기의 솜씨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경박한 주부의 상을 그리게 될 것이다. I차린 것은 없지만…」은 자기가 장만한 음식을 극 

소화해서 표현한 말로서， 화자가 자신의 음식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 전체를 낮추는 겸 

손한 마음씨를 반영하고 있어 공손의 논리에 어긋남이 없다. 흔히 한국인의 특성을 은근과 

끈기라고들 하는데， 은근의 일단을 이런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7. 이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통사론이나 의미론에만 시야를 국한했기 때문에 별로 관성 

을 갖지 않았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평범한 표현들을 화용론적 관점에서 다 

루어 보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화용론적 정근을 통해서 통사론이나 의미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화용론에는， 음 

운론， 통사론， 의미론에서처렴 규칙을 형식화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규칙 즉 공손의 

규칙이 있어서 이 규칙에 부합되는 표현은 공손하고 위배되는 표현은 공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 보았다. 이 공손의 규칙은 화자가 자신을 낮춤으로써 청자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겸손한 마음써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규칙은 영어와 일본어의 공손한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서 21 어쩌면 언어 보펀적인 규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언어의 기능을 정보전달의 매개체로서만 간주한다면 이 글에서 다룬 문제들은 별로 흥미 

가 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화자와 청자의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언어의 또 하나의 기능으로 인정한다면 공손한 말씨란 어떤 것인가플 화용론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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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agmatics and Rules of Politeness 

Choon-Hak Cho 

This paper discusses three types of common expressions found in daily conversations to 

show that pragmatics is not only necessary but a1so essential for adequate description of 

certain aspects of the Korean 1anguage. Throughout the discussion, the rules of po1iteness 

proposed by Robin Lakoff are assumed as the underlying pragmatic rules. 

Examples of the first type include such expressions as ‘sensayng-nim , ppa l1i osipsi。

(l iterally, come quickly , sir) ,’ ‘sensayng-nim, kath.i kasipsita (literally, let’ s go together, 
sir) ,' etc. which are well-formed both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but fail to be polite 

on pragmatic grounds. 

Expressions of the second typβ are greetings like ‘ese osipsio (literally , come quickly) ,’ 
‘*ese kasipsio (l iterally, go quick1y) ,’ ‘annyeng.hi kasipsio (l iterally, go in peace) ,' and 

‘용annyeng . hi osipsio (l iterally, come in peace) ’ where the starred expressions are 

well-formed both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but are out pragmatically. 

Examp!es of the third type are stereotyped expressions like ‘masun eps.ciman manhi 

tusey.yo (l iterally, though the foods are taste1ess, eat them a 10t) ’ and ‘chalinkesun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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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man manhi tusey. yo (literally, though there is no food prepared, eat a lot) ’ which 

seem to be logically contradictory but are perfect from a vantage point of deeper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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