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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한국어 경어법은 한국어의 중요한 특징을 반 한다. 여기서 ‘경어

법’이란 용어가 말해 주듯이 한국어에서 경어법은 규범적이고 문법

적인 범주이다. 한국어의 ‘경어법’과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경어(敬

語) 혹은 경겸사(敬謙辭), 공경어(恭敬語), 예의어(禮貌語) 등 ‘법’을 

붙이지 않은 문법적 성격이 약한 용어가 사용되고 실현방법에 있어

서도 어휘나 구의 성격이 강하다. 즉, 한국어에서 경어법은 유형론

적으로 정 한 문법체계를 갖고 있는 경어법 언어(honor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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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라 할 만한 문법범주로 되어있고 권재일(1991), 손호민

(2008) 등에서 이미 한국어의 경어법이 언어유형론적 특징으로 거론

되었지만 이 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제어의 경어법을 연구하

는 것은 계통론 연구와 접히 연결되고 한국어의 문법 연구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고도로 문법화 된 문법범주로서의 한국어 경어

법의 특징들은 문법화의 층위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므로 

기타 언어의 문법화 연구를 촉진할 수 있으며, 언어의 보편성과 특

수성에 기댄 결과물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경어법교육 연구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본 연구는 경어법을 논제로 하여, 중국의 민족어들 중에서 현존하

는 경어법의 실현방법들을 공시적 관점에서 조사하고 한국어와의 

비교·귀납 정리를 통해 각 언어에서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를 기술하

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언어유형론과 문법화 연구

1. 언어유형론 연구

언어유형론(typology)은 서로 다른 다양한 언어들을 비교하여 인

간 언어에서 관찰되는 구조적인 차이와 패턴을 연구하고 분류하며 

나아가 언어보편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Croft 1990: 1-4). 또한 

언어유형론의 연구는 언어의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 언어의 보편성

을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이는 한 개별어의 특징을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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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기 어 규명하는 연구이기도 하다(권재일, 1991: 51). 

한국에서 언어유형론 연구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야

는데 이에 해 고 근(2009: 149)은 “지나간 60여 년 동안 한국의 

언어학계에서 구조언어학과 생성언어학에 몰두하는 나머지 유형론

적 문제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 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어의 유형론 연구에서 주목되는 논의로는 목정수(2004, 2013), 손호

민(2008), 김현권(2008), 고 근(2009), 최형용(2009) 등의 이론적 연

구가 있고, 이 외 한국어의 음운론과 발음에 해 연구한 권경근

(2008), 허용(2011)의 연구; 형용사와 동사에 해 연구한 김기혁

(2007), 목정수(2009)의 연구; 인칭 명사의 유형론적 연구로 박진호

(2007), 송경안(2010), 목정수(2014); 문장론의 유형론적 연구로는 권

재일(2002), 김기혁(2006), 이선웅(2011); 한국어 어순에 한 연구로

는 임홍빈(2007) 등이 있다. 

중국에서의 언어유형론 연구는 중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민족어와 

중국어 방언 자원을 바탕으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면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축적했다. 중국에는 56개의 민족이 있고 80여 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중국-티베트어족, 알타이어족, 오스트로네시아어

족, 남방어족, 인도-유럽어족과 같이 5개 어족이 분포되어 있다.1) 

중국의 민족어에 해서 20세기 30년 부터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으며 1980년 에는 수년에 거쳐 소수민

족언어에 해 각 언어 별로 조사하고 편찬한『中国少数民族语言简
志』57권을 출판했고, 2009년에는 6권의 합본으로 된 『中国少数民

族语言简志丛书』가 출판되었다. 이 외 2007년에 孙宏开 등이 출간

한 『中国的语言』도 중국어를 포함하여 129개 민족어들을 비교적 

1) 여기서 80여 개라고 하는 것은 『중국 백과전서』에 기술되어 있는 표현이고, 연구

자들에 따라 120여 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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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최근의 이론 연구에서는 沈家煊(2009), 刘丹

青(2003, 2008, 2012)와 戴庆夏(2008, 2014)의 연구가 주목된다. 

언어유형론 논제의 선정에 있어서 유형 비교의 매개변수는 비교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보편성을 갖는 범주로서 이 범주

가 각각의 언어에서 실현되는 상황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태

-통사 수단 보다는 의미기능범주가 비교의 출발이 된다. 의미기능

범주는 어느 언어이든 표현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표현되는 형태-

통사 수단이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유단청, 2011: 605).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 화참여자에 해 높이거나 낮추는 언어적 현상은 각 

언어마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경어법은 의미기능범주로서 중요한 

논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유형론적 

관점의 경어법 연구는 주요 논제로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언어유형론의 논제로서 경어법의 중요성에 해 엄익상(2003:  

177), 손호민(2008: 81), 고 근(2009: 161) 등에서 언급했지만 아직 

구체적 연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목정수(2014)에서는 인구어

의 여러 문법 현상들을 한국어의 경어법 관련 요소들 간의 호응관

계, 동사 어미에 따른 인칭 제약, 인칭 명사와 경어법 관련 어미와

의 상관성 등과 결부 지으면서 한국어의 경어법의 문제가 인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경어법이 발달하 다는 것이 특정 인칭

어미의 패러다임이 없이도 인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작용하

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언어유형론적 시각에서 한국어의 

인칭과 경어법의 합의를 끌어냈다. 이 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경

어법교육 연구에서 유형론 관점을 도입한 박성일(2013)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가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가 높은 언어임을 지적

하면서 언어 유형의 차이로 인한 경어법 학습의 곤란도를 낮추기 

위해 보편성을 강조하고 특수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어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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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법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2. 문법화와 문법범주의 실현방법

현  문법화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Jerzy Kurylowicz의 문법

화 이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문법화란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

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

로 범위가 증가되는 현상이다.(Kurylowicz, 1975[1965]: 52)

문법화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3)

a. 어휘적인 표현 > 문법적 표현, 덜 문법적 기능 > 더 문법적 기능

b. 의미의 변화: 구체적 > 추상적 의미

c. 형태의 구조: 통사적 구조(자립적으로 쓰임) > 형태적 구조(의존적

으로 쓰임)

문법화는 어휘적인 것에서 문법적인 것으로 발전하는 현상들이

며, 또한 덜 문법적인 것으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과

정이 포함된다. 이런 과정은 단번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

라 긴 세월을 거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기존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이 공존하는 현상이 생긴다. 즉 문법소들이 같은 역 

안에서 자꾸 문법화되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같은 기능을 가지는 여

2) 이하 문법화 이론은 이상하(2006: 23)에서 인용함.

3) 그러나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가끔은 역문법화 현상도 있다. 

예컨 , 현 에 와서 객체경어법 ‘--’의 소실과 같은 경어법 간소화 현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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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방법들이 공존하게 되고 문법범주로서의 경어법이 각 언어마다 

그 실현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경어법의 실현방법을 고찰하기 위해 문법범주 실현의 유형을 먼

저 보기로 한다. 권재일(2012: 257)에서는 현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분석하여 문법범주 실현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바 있다.4) 

(1) 문법범주 실현방법의 유형

a. 음운적 방법

b. 어휘적 방법

c. 파생적 방법

d. 문법형태적 방법

e. 통사적 방법 

음운적 방법의 실현방법은 문장 끝 억양이 그 한 예로서 종결어

미 '-어'가 문장 끝의 억양에 따라 내림억양은 서술법, 올림억양은 

의문법을 실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어휘적 방법은 단어에 의해서 실현되는 방법이다. 단어의 구성 방

식 상 어휘적 방법에는 단순 어근으로 구성된 단순어가 있고, 어근

과 어근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다. 전자에는 “계시다, 주

무시다, 잡수시다” 등 특정한 동사로 실현되는 주체경어법과 “모시

다, 여쭙다, 드리다” 등으로 실현하는 객체경어법이 있다. 후자에는 

“귀교, 고견” 등 한자어 자립형태소에 의한 단어구성이 포함된다.  

파생적 방법은 파생접사에 의해 실현되는 방법으로서 ‘선생’에 

4) 여기서 '문법범주'의 개념은 "문법형태소로 실현되는 관념뿐만 아니라, 비록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더라도, 그것이 문법관념의 실현이라면, 문법범주에 포함된다".(권재

일, 2012: 256)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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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님’을 붙여 ‘선생-님’으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문법형태적 방법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형태소에 의해 실현

되는 방법으로서 높임종결어미로 실현되는 상 경어법,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에 의한 것, 주격조사 ‘-께서’가 실현되는 방법  등

이다. 문법형태적 방법은 굴곡어의 경우는 굴곡적 방법 혹은 굴절적 

방법이라 부르고 교착어의 경우는 교착적 방법이라 부르는데 굴곡

어든 교착어이든 두루 부를 수 있는 것이 문법형태적 방법이며 줄

여서 형태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통사적 방법은 둘 이상의 형태적 구성이 통합되어 통사적 구성을 

이루어 하나의 문법관념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에서 ‘-게 하

-’에 의해 사동법이 실현되는 경우가 이런 방법이다. 

Ⅲ. 제어에서 경어법의 실현방법 및 문법화

1. 한국어 경어법의 실현방법

한국어 경어법은 일차적으로 주체경어법, 객체경어법, 상 경어법

으로 분석 된다.5)예컨 , 

(2)ㄱ.아버님께서 진지를 잡수신다.

ㄴ.나는 책을 아버지께 드렸다.

ㄷ.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5) 한국어의 경어법은 주로 권재일(1991, 2012), 민현식·왕문용(1995), 고 근·구본관

(2008), 구본관 외(2015)를 참고했고, 경어법 실현방법의 유형은 권재일(2012)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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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 (2ㄱ) 주체경어법은 명사(‘진지’는 ‘밥’의 높임말) 그리

고 동사(‘잡수시다’는 ‘먹다’의 높임말)의 어휘적 립과 같은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되고, 높임접미사(‘-님’)에 의한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

되며, 그리고 선어말어미(‘-시-’)와 주격조사(‘-께서’)에 의한 형태적 

방법으로도 실현된다. 예문(2ㄴ)의 객체경어법은 동사(‘드리다’는 

‘주다’의 높임말)의 어휘적 립에 의한 어휘적 방법과 부사격조사

(‘-께’)에 의한 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이 외 접미사(‘-님’)에 

의한 객체높임도 가능하다. 예문(2ㄷ)의 상 경어법은 명사(‘말씀’은 

‘말’의 높임말)의 어휘적 립에 의한 어휘적 방법, 높임의 접미사(‘-

님’)에 의한 파생적 방법, 높임종결어미(해요체, 합쇼체  등)에 의한 

형태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었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어법의 

실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주체경어법]

어휘적: 높임명사, 높임 명사 및 주체높임동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접미사(‘-님’)에 의하여

형태적: 선어말어미(‘-시-’), 주격조사(‘-께서')에 의하여 

[객체경어법]

어휘적: 높임명사, 높임 명사 및 객체높임동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의 접미사(‘-님')에 의하여

형태적: 부사격조(사'-께')에 의하여

[상 경어법]

어휘적: 높임명사, 높임 명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접미사(‘-님' 등)에 의하여

형태적: 높임종결어미(해요체, 합쇼체 등)에 의하여

경어법이 실현되는 방법에 따라 한국어의 경어법을 어휘적,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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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태적 방법으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어휘적: 높임명사, 높임 명사 및 높임동사에 의하여

파생적: 높임접미사(‘-님')에 의하여

형태적: 선어말어미(‘-시-'),  

주격조사(’께서'), 부사격격조사(‘께'), 

높임종결어미(해요체, 합쇼체 등)에 의하여

2. 기타 언어에서 경어법의 실현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제어 중에서 중국-티베트어족의 7개 언어, 

알타이어족의 7개 언어, 이 외 한국어를 포함하여 15개 언어를 조사

상으로 한다.6) 이들 언어들의 계통적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언어의 분포 

중국-

티베트
어족

중국어파 중국어(한어)

티베트어파 티베트어, 리수어, 라후어, 나시어, 바이어

둥타이어파 거로어

알타이
어족

튀르크어파 위그르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사라어

몽골어파 몽골어

만주퉁구스어파 시버어, 어웡키어

기타 한국어

6) 이 외에도 더 많은 언어에서 경어법의 사용이 발견되지만 본고의 연구 목적은 공시

적 관계 속에서 경어법 실현방법의 문법화 정도를 알아보는데 있으므로 경어법의 

중복기술을 피하고 고찰 상 어족의 형평성과 기술의 명료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

여 15개 언어만 주요 논의 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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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구조적 특징에 근거하여 볼 때 위의 표에서 중국-티베트

어족의 언어들은 고립어에 속하고 알타이어족의 언어는 교착어에 

속한다. 여기서 고립어는 체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거의 없고, 단어와 단어 사이의 문법 관계와 의미가 어순에 

의해서 표시되는 특징이 있고, 교착어는 문법 관계가 어근에 결합하

는 접사에 의해 실현되는 특징이 있다.7) 

먼저, 중국-티베트어족 언어의 경어법 실현방법을 보기로 한다.8)

중국어(한어)의 경어법은 주로 높임 명사, 높임명사, 높임동사와 

같이 어휘적 립에 의한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예컨 , ‘你
(너)–您(당신)’, ‘爸爸(아버지)-父亲(부친)’, ‘死(죽다)-去世(세상 뜨

다)’，‘吃饭(밥 먹다)-用餐(진지를 드시다)’ 등이 있다. 이외  ‘老+성’

와 같이 성씨 앞에 접두사 ‘老-’를 붙여 친근감이나 존경을 나타내

는 파생적 방법도 있다. 그러나 중국어(한어)에서 형태적 방법의 경

어법은 발견되지 않는다.9) 

티베트어에서 경어법은 사용범위가 넓고 구어와 문어에 모두 사

7) 그러나 이런 특징이 절 적인 것은 아니며 특히 언어 간 융합과 변화 과정을 거치면

서 일부 다른 흔적을 남기게 된다. 고립어로 분류된 언어에서 접사에 의한 굴절현상

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같은 언어라고 해도 방언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예컨 ,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하고 고립어라 불리는 라후어의 사동법에서 

굴절식, 분석식, 굴절 및 분석식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모두 발견되고, 라후어의 

명사의 복수 형식에서 라후납 방언은 명사 원형 뒤에 ‘들’에 해당하는 [xɯ¹] 붙여 

ŋa³¹(나)+xɯ¹=> ŋa³¹xɯ³³(우리), nɔ³¹(너)+xɯ¹=> nɔ³¹xɯ³³(너희들)와 같이 표현되지만 

라후시 방언에서는 ŋɯ³¹(우리)와 같은 모음의 굴절 방식과 nɔ³¹(너)-ɳi³¹(너희들)와 같

이 어휘적 립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라후어의 예문은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

编委会(2009: 664)를 참고함.

8) 각 언어별 기술은 주로 孙宏开·胡增益·黄行(2007)과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
(2009, 제1권-6권)를 참고했고 이 외 각 언어 별 단행본, 논문 및 조사 내용에 기초함.

9) 동사 앞에 붙어 ‘请+V'형식으로 높임을 나타내는 ‘请(qing)'을 문법형태소로 볼 것인

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논 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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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다.10) 扎西草(2013: 64)에 의하면 『티베트어 경어사전』에 수

록되어 있는 3445개의 높임어휘 중에서 명사는 1650개로서 63%를 

차지하고, 동사 533개로 20.3%, 형용사 273개로 10.4%, 명사는 

123로 4.8%를 차지하며 이 외 부사, 조동사, 감탄사에도 높임어휘가 

있으며 주로 어휘적 방법과 파생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된다. 

어휘적 방법은 chøʔ⁵³(너)–cheʔ⁵³(당신), kho⁵³(그)–khõ⁵⁵(그 

분), ko¹²('머리')-u⁵³('머리'의 높임), ta⁵³(보다)-siʔ¹²(보시다)와 같

이 서로 다른 형태의 단어를 사용하여 안높임과 높임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외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에서 일반 어휘소

를 높임 어휘소로 바꾸어 높임어휘를 구성하는 어휘적 방법이 있다. 

예컨 , 일반 명사인 kha⁵⁵laʔ⁵³(밥)은 kha⁵⁵(입)+laʔ⁵³(손)가 결합하

여 구성된 일반 합성어이고, 이것의 높임어휘로 사용되는 ɕɛ¹¹laʔ⁵³
(진지)는 kha⁵⁵(입) 신 ɕɛ¹¹('입'의 높임말)로 바꾸어 높임어휘를 

구성한다. 이와 같은 합성어의 결합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분리했을 

경우 '진지'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일반 명사에 u⁵³(머리), 

tɕhaʔ⁵³(손), ɕɛ¹(입)과 같은 높임 의미의 자립문법소를 추가하여 높

임명사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휘적 방법도 있다. 예컨 ,  tʂa⁵³(머리

카락)에 u⁵³('머리'의 높임말)를 추가하여 높임어휘 u⁵⁵tʂa⁵³('머리

카락'의 높임말)이 된다. 파생적 방법은 주로 naŋ⁵⁵(하시다) 등과 같

은 후치사형 파생형태소에 의해 실현된다. 索南坚赞(1990: 99-100)

에 의하면 tɕheʔ¹³²(하다)의 높임 형태인 naŋ⁵⁵(하시다)는 독립적으

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높임의 기능어로서 명사, 동사 등의 뒤에 두

루 붙어 무수히 많은 새로운 높임동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컨 , 

10) 티베트어는 주로 孙宏开·胡增益·黄行(2007),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제

1권), 索南坚赞(1990), 扎西草(2013), 金鹏编著(1983), 林连云编著(1985), 曹晓燕

(1994)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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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사 tsuʔ⁵²(파종하다)의 뒤에 naŋ⁵⁵(하시다)를 붙여 tsuʔ⁵²naŋ
⁵⁵(파종하시다)가 된다. 이런 형태소는 조어 능력이 뛰어나서 높임

어휘의 어근에 추가로 붙을 수도 있고 일반 어휘의 뒤에 붙어 높임

동사로 만들기도 한다.  

리수어는 호칭어 명사어근 앞에 a⁴⁴와 a⁵⁵와 같은 접두사를 붙여 

파생적 방법으로 존경을 표시한다. 주로 손윗사람이나 같은 항렬에

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친족에게 사용된다. 예컨 , a⁴⁴pa⁴⁴ (조부

님), a⁴⁴ma⁴⁴(어머님), a⁵⁵ʒi⁴²(형님) 등이다. 

라후어에는 명령, 공손, 존경의 어기사로  mɛ³¹(-십시오, -세요)가 

있어 문장의 끝이나 동사 뒤에 붙여 높임을 나타낸다.11)12) 예컨 ,

(3) te⁵³khɯ³³ qɔ²¹ mɤ³³ mɛ³¹! 
조금    더  앉다 세요

(조금 더 앉으십시오!)          孙宏开·胡增益·黄行(2007:302)

위의 예문(3)에서 라후어는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동어족 언어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명사, 명사, 동사의 

어휘적 립에 의한 경어법 실현방법이 아니라 문장의 끝머리에 오

는 어기사에 의해 경어법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기타 중국-티베트어

족의 언어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13) 

11) 라후어는 孙宏开·胡增益·黄行(2007),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 제2권), 

李春风(2012, 2014), 常竑恩主编(1986), 张蓉兰(1987,1994)，陈丽湘(2009)를 참고함.

12) mɛ³¹와 같이 문장의 맨 뒤에 붙어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성분들에 해 李春风
(2012)은 어기사로 기술하고, 张蓉兰(1987), 孙宏开외(2007),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

编委会(2009, 제2권)에서는 어기조사로, 이복형(2000)은 후치사로 기술했다. 우리는 

어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3) 라후어는 어기사가 풍부한 언어이다. 라후어의 어기사들로는 서술형에 ve³³, jo³¹, 

ve³³jo³¹, a³¹, xɛ³⁵, (ve³³)jo³¹lɔ³³, la⁵³, a̱³¹, ve³³la⁵³, o³³가 있고, 명령, 요청형에 mɛ³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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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후어에서 mɛ³¹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기사 중의 하나로서 위

의 예(3)처럼 직접 동사 뒤에 붙어 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형태적 

방법으로서의 실현여부가 그다지 명료해 보이지 않지만. mɛ³¹의 경

어법 실현방법과 관련하여 우리는 사동을 나타내는 ʦɿ³³mɛ³¹(∼게 

하십시오)와 금지를 나타내는 lo³¹mɛ³¹(마십시오)와 같이 기타 어기

사나 조사가 붙어 사용되는 현상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사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 jɔ⁵³xɯ³³tha̱³¹ɣɔ⁵³lɔ³⁵ʨa⁵³ ʦɿ³³mɛ³¹. 
   그들 (목적격조사) 먼저   먹다 –게 하세요. 

   (그들더러 먼저 먹게 하세요)                李春风(2012: 189)

위의 예(4)에서 mɛ³¹는 ʦɿ³³(–게 하-)와 같이 쓰여  ʦɿ³³mɛ³¹(∼
게 하십시오)가 되었으며 두 단어사이의 결합정도가 긴 하다. 자동

사 뒤에 붙어서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ʦɿ³³(–게 하-)는 ʦɿ³³(하게 하

다)라는 동사에서 기원되었고, 동사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

만 자동사 뒤에서 사동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문법화 현상이 나타난

다. 예컨 , bu̱³¹(쓰다)-bu̱³¹ʦɿ³³(쓰게 하다)와 같이 동사 뒤에 붙어 

긴 한 결합관계가 형성되면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ʦɿ³³는 

jo³¹, a³³, pi̱⁵³, la̱³¹이고, 감탄형에 lɔ³³, mɛ³¹, a³¹; 의문형에는 la⁵³, le³³, le³³(때론 lɛ³³, 
xɛ³⁵로 읽기도 한다); 전달형으로 ʨe⁵³가 있다. 李春风(2012: 240)에 의하면 이들 어

기사들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어휘들로서 양태범주에 속한다. 

라후어 어기사의 특징에 해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모두 문장의 어말에 

위치하고 술어동사와 인접하며, 2) 체로 진술, 명령, 의문, 감탄, 전달 등 5개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유형에는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 하위유형으로 분류 가

능하며, 3) 일부 명령형 어기사에는 인칭과 수에 따른 형태변화가 있고, 4) 서로 다

른 어기사들이 함께 붙어 사용될 수 있으며, 5) 어떤 어기사들은 체조사(體助词)들

과 함께 쓰일 수 있는데 어떤 것은 결합정도가 긴 하여 마치 하나의 단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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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ɛ³¹와 긴 한 결합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앞의 자동사와도 긴

한 결합관계가 형성되면서 어기사 mɛ³¹와 결합 가능한 사동의미의 

형태소로 볼 수 있으며 이들 관계는 교착적 결합관계로 판단된다. 

금지의미를 나타내는 lo³¹mɛ³¹(마십시오)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14) 예컨 ,

(5) li̱³¹xe⁵³ja⁵³xɯ³³o³³，tɔ⁵³ta⁵³jɔ³³ lo³¹mɛ³¹!
   학생 여러분       말씀하다  마십시오

   (학생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금지）    李春风(2012: 117)

위의 예(5)에서 서술형 어기사 o³³의 변음형태인 lo³¹가 mɛ³¹와 결

합하여 금지의미의 lo³¹mɛ³¹(마십시오)를 형성하는데 둘 사이의 결

합관계가 긴 하여 lo³¹mɛ³¹(마십시오)를 교착형태적 결합관계로 판

단된다.  

이 외 라후어에는 일부 동사에서 모음의 긴장정도의 변화를 통해 

명령 의미를 나타내는 굴절형태적 방법이 존재하고, 사동법의 일부

도 굴절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된다. 李春风(2012: 487), 陈丽湘(2009) 

등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라후어에 나타나는 형태적 문법수단이 소

멸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는 맥락으로 보면 위의 어기사 mɛ³¹의 경

우도 원래는 분명했던 형태적 방법이 차츰 어휘적 방법으로 바뀌는 

역문법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

은 라후어에 한 후속 연구를 깊이하는 가운데 추구해야 할 과제

로 남는다.

나시어는 아랫사람, 동년배, 연장자에게 인칭 명사로 안높임과 

높임을 나타낸다. 동년배에게 n³³(너)-ua⁵⁵(당신)의 구분으로, 2인칭 

14) 동사 앞에 붙어 '안/못'과 같은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로 ta⁵³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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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에게는 ŋv⁵⁵(어르신)과 복수 명사 ŋv⁵⁵xə³³ (ŋɡɯ²¹) (어르

신들)을 사용하여 높임을 표시하고, 3인칭 연장자에게 the²¹ɡv³³ma⁵
⁵(어르신)과 복수 명사 the²¹ɡv³³ma⁵⁵xə³³(어르신들)이 사용된다. 

즉, 어휘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된다. 

바이어에는 no³¹(너)-jî⁵⁵(당신), nɯ⁵⁵(너의)-na⁵⁵(당신들의)와 같

이 2인칭단수 명사에 통칭과 존칭 구분이 있으며 이것은 어휘의 

립에 의한 경어법 실현방법이다. 

거로어에서는 ‘할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던 명사 tau⁵⁵가 파

생형태소 tau⁵⁵(-님)로 되면서 존경받을 사람 혹은 사물의 어휘 앞

에 붙어 높임을 나타낸다. 예컨 , kau⁵⁵(증조부)에 tau⁵⁵(-님)이 붙

어 tau⁵⁵kau⁵⁵(증조부님)이 되고 이 외 tau⁵⁵sai⁵⁵(숙부님), tau⁵⁵
vai¹³(고모부님), tau⁵⁵mpɚ⁴⁴(조상님), tau⁵⁵pe³¹(부처님), tau⁵⁵ts'ɒ⁴⁴
(사돈님) 등 파생적 방법으로 실현된다.15)

다음 계속해서 알타이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보기로 한다. 

위그르어는 언어의 구조적 특징으로 볼 때 교착어이며 언어 계통

으로는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에 속한 언어이다. 어휘적 방법으

로 실현되는 경어법은 2인칭 명사로서 sɛn(너)-siz(당신), silɛr(너
희들)-sizlɛr(당신들)와 같이 안높임과 높임 어휘의 립으로 이뤄진

다. 이 외 형태적 방법으로는 명사와 동사의 형태 변화를 통해 실현

되는데 인칭범주와 접히 연관된다. 우선 명사를 높이는 형태적 방

법에는 명사의 종속성인칭범주와 명사의 술어성인칭범주가 포함되

는데 전자는 명사의 어간에 종속성인칭의 문법형태소를 추가하여 

사물에 한 종속성을 표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문장의 주어가 인칭

명사일 때 명사성 술어는 주어와 인칭, 수 방면에서 서로 일치해

15) 中国少数民族语言简志编委会(2009: 706),孙宏开·胡增益·黄行(2007: 1378),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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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술어성인칭의 문법형태소를 추가하여 표시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선 명사의 종속성인칭으로 실현된 경어법의 예를 보면 다

음과 같다. 

(6)ㄱ. qiz          딸           (명사)

ㄴ. qiz-iŋ       너의 딸      (명사의 종속성인칭 안높임)

ㄷ. qiz-iŋiz     당신의 딸     (명사의 종속성인칭 높임)  

   

위의 예(6)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명사의 종속성인칭 문

법형태소인 -iŋiz를 붙여 제2인칭 높임을 실현했고, 모음으로 끝나

는 어간 뒤에서는 -ŋiz를 붙여 경어법이 실현된다. 명사의 어간이 

제1, 제2인칭 종속성 표지가 붙을 때, 앞의 소유격 인칭 명사는 생

략할 수 있다. 예컨 ,

(7) sizniŋ  qiz-iŋiz    ->  qiziŋiz  당신의 딸     

   당신  딸(당신의)                

  

다음은 명사의 술어성인칭으로 실현된 예를 보기로 한다.

(8) opuʁutʃi-siz.        당신은 학생입니다.

   학생  당신···입니다

동사의 높임은 동사의 어간에 제2인칭 높임의 문법형태소인 -ŋ, 

-iŋ, -uŋ, -yŋ을 붙여서 명령형을 이룬다. 예컨 ,

(9) ㄱ. oqu        너 읽어라              (일반 표현)

 ㄴ. oqu-ŋ      당신 읽으십시오        (높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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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어의 경어법 실현방법은 위그르어와 비슷하다.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되는 경어법은 제2인칭 명사에 sen(너)-siz(당신)와 같이 안높임과 

높임의 어휘적 립으로 이뤄진다. 이 외 재귀 명사도 이런 구분이 있다. 

카자흐어에서 경어법은 명사와 동사에 문법형태소를 추가하는 형

태적 방법으로도 이뤄진다. 명사에는 명사의 종속성인칭 높임의 문

법형태소인 -ŋïz, -ŋiz, -ïŋïz, -iŋiz, -larïŋïz, -leriŋiz, -darïŋïz, 

-deriŋiz, -tarïŋiz, -teriŋiz 등을 붙여서 실현된다. 예컨 , 

(10) ㄱ. mal(가축) + ïŋ -> malïŋ     너의 가축     (안높임)

ㄴ. mal(가축) + ïŋïz -> malïŋïz  당신의 가축   (높임)

또한 명사에 명사의 술어성인칭의 높임 문법형태소들인–sïz, 

-siz, sïzdar, -sizder를 추가하여 형태적 방법의 경어법이 실현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1) siz     zumïssï  +  sïz            ->  siz zumïssïsïz 

   당신( ) 노동자(명) 술어성인칭(형태소)     당신은 노동자입니다.

위의 예문(11)에서 소유격 인칭 명사인 siz(당신)는 생략하고 직

접 ‘zumïssïsïz’로 표현할 수도 있다.

동사의 명령식에서 경어법은 단수 높임 문법형태소인 -ïŋïz, -iŋiz, 

-nïz, -ni와 복수 높임의 -ïŋïzdar, -iŋizder,  -ŋïzdar, -ŋizder와 같

은 문법형태소를 추가하여 형태적 방법으로 이뤄진다. 예컨 ,

(12) ze   +   ŋïzder           -> zeŋïzder 

     먹다(동)  여러분(존칭 복수)   여러분 잡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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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키즈어의 경어법 실현방법도 체로　카자흐어, 위그르어와 

비슷하다. 어휘적 방법에는 sen(너)-siz(당신), siler(너희들)-sizder

(당신들)와 같이 안높임과 높임이 립되어 나타나는 어휘적 립으

로 실현되며 이 외 재귀 명사에도 어휘적 립 구분이 있다. 

형태적 방법으로는 명사에 종속성인칭 높임의 문법형태소인 

əŋəz, -iŋiz, -uŋuz, -yŋyz, -ŋəz, -ŋiz, -ŋuz, -ŋyz와-əŋəzdar,  
-uŋuzdar, -yŋyzdør, -ŋəzdar, -ŋizder, -ŋuzdar, -ŋyzdør 등을 붙여 

형태적 방법으로 실현되며 이 외 명사에 붙는 술어성인칭에도 높임

을 나타내는 문법형태소가 있다. 또한 동사에 제2인칭 높임의 문법

형태소인 -(ə)ŋəz, -(i)ŋiz, -(u)ŋuz, -(y)ŋyz, -(ə)ŋəzdar, -(i)ŋizder, 
-(u)ŋuzdar, -(y)ŋyzdø 등을 붙여 명령형을 이루어 실현된다. 이 외

에도 서술형에서도 시제와 인칭의 구분에 따라–səz/-siz/-suz/ 
-syz(현재진행태 서술식),–səzdar/-sizder/-suzdar/-syzdør(현재장

래태 서술식), -ŋəz/-ŋiz/-ŋuz/-ŋyz(과거태 서술식), -ŋəzdar/ 
-ŋizder/  -ŋuzdar/-ŋyzdør(조건태 서술식) 등 문법형태소를 붙여 

경어법이 실현된다.

사라어에서는 부탁이나 완곡어기를 나타내는 명령문은 동사 어간 

뒤에 문법형태소 -duʁu(doʁo)을 붙여 실현된다. 예컨 ,

(13) sen maŋa bər baŋnaduʁu  
너   나    좀  돕다

(너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몽골어에서 경어법은 주로 2인칭단수 명사의 어휘적 립에 의

해 실현한다. 2인칭단수 명사에 평칭과 존칭의 구분이 있는데, 존

칭은 다시 주격에 쓰는 taa(당신)과 기타 각 격에 쓰는 tan-(당신)으



한국어와 중국 제어의 경어법 문법화 정도에 대한 비교 연구   69

로 구분된다. 

시버어는 어휘적 방법으로 2인칭 명사 ɕi(너)-bəi (당신), so(너

희) -bəis(너희들)의 립으로 경어법이 실현된다. 

어웡키어는 어휘적 방법으로 2인칭 명사 sii(너)-suu(당신)의 구

분으로 경어법이 실현된다. 

3. 정리

본 연구에서 15개 언어의 경어법 실현방법에 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인칭 명사에 의한 경어법 실현방법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4개 언어를 제외한 부분 언어에서 인칭 명사의 

어휘적 립에 의한 경어법이 실현되었고 특히 2인칭 명사에서 두

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의 언어들은 인칭

범주가 포함된 문법형태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형태적 방법에 의

한 경어법이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유형론 관점의 경어법 

실현방법에서 인칭범주가 주목받는다는 점과 특히 알타이어족에서 

인칭과 경어법이 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은 한국어에서도 인칭범

주에 기반한 보다 더 심화된 경어법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제어에서 경어법의 실현방법을 어휘적 방법, 파생적 방법, 형태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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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어에서 경어법의 실현방법

          실현방법
어족과 언어

어휘적 파생적 형태적

중국-

티베트
어족

중국어(한어) ○ ○

티베트어 ○ ○

리수어 ○

라후어 ○

나시어 ○

바이어 ○

거로어 ○

알타이
어족

위그르어 ○ ○

카자흐어 ○ ○

키르키즈어 ○ ○

사라어 ○

몽골어 ○

시버어 ○

어웡키어 ○

한국어 ○ ○ ○

위의 표에서 우리는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한 언어들 중에서 라후

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들은 주로 어휘적 혹은 파생적 방법으로 경

어법이 실현되고 형태적 방법으로는 실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유독 라후어가 형태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어 

중국-티베트어족의 기타 언어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라후어는 

경어법에서 뿐만 언어와 민족복장, 구전신화, 일부 풍속습관 등에서 

주위의 기타 민족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며 북방민족의 특징으로 나

타난다. 라후어를 포함하여 중국-티베드어족의 민족들이 부분 중

국의 서남부에 거주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라후족이 북방민족의 특

징이 있다는 것은 특이한 사안이다. 그러나 라후족의 역사와 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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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관점으로 그 설명이 용이해 진다. 라후족은 원래 중국 서북부 

고원지 인 감숙, 청해 일 에 거주하는 고 강인(古羌人)이었는데 

춘추전국시기부터 북에서 남으로 이주하여 지금의 중국 운남성 난

창강지역 서남부에 거주하게 된다.16) 따라서 라후어는 민족 집단이 

알타이어족 튀르크어파와 인접한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현

재는 중국-티베트어족으로 편입되었지만 기존의 일부 특징을 여전

히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록 형태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언어

에서 형태적 방법이 점점 소실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17)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에 속한 위그르어, 카자흐어, 키르키즈

어, 사라어들은 주로 형태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어 한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 으나 같은 알타이어족이라도 몽골어파와 만주-

퉁구스어파에서는 형태적 방법의 경어법이 실현되지 않음이 확인된

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튀르크어파의 언어들은 중국의 서북부에 위

치하고 몽골어파는 중국의 북부에 위치하며, 만주-퉁구스어파는 중

국 동북부에 위치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지리적으로 제일 멀리 떨어

진 튀르크어파의 경어법이 한국어와 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지리

적으로 한국과 가까이에 위치한 몽골어파와 만주-퉁구스어파의 경

어법은 오히려 한국어와 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는 지리적인 연속

체가 언어유형의 연속체와 합치하지 않는 패턴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된다. 더 많은 언어적, 사회적 조사연구를 통해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 한국어의 경어법은 형태적 방법이 주요 실현방법이면서도 어

휘적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그 실현방법에 따라 보면 알타

16) 이것은 중국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점으로서 张蓉兰(1994)，李春风
(2012: 18)을 참고함.

17) 李春风(2012), 陈丽湘(2009), 张雨江(2007)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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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족의 튀르크어파 언어의 특징도 있고 중국-티베트어족의 특징

도 있다. 즉, 현 한국어 경어법은 중국-티베트어족에서 주로 실현

되는 어휘적 방법과 알타이어족 튀르크어파에서 주로 실현되는 형

태적 방법을 두루 사용하는 언어이다. 경어법의 실현방법으로만 보

면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와 관계가 접한바 한국어를 

알타이어족에 속한 언어라고 가정했을 때 이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에 위치해 있고, 단일 민족으로 집거하면서 민족적 이동의 역사가 

없었으므로 고유의 알타이어족의 경어법 특징을 보존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 중국 한자어의 향을 받아 어휘적 방법에 의한 경어법도 

함께 발달하게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18) 여기에 관해 또 다

른 하나의 방증으로 현 한국어 경어법의 역문법화 현상을 들 수 

있다.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 ‘--’은 객체경어법을 실현하는 형태

는데 17세기 이후에는 ‘--’의 기능이 불분명하게 되었고, 현

한국어에 이르면서 객체경어법 ‘--’은 소멸하 다(권재일, 2001: 

66).19) 현 한국어에서 한자 어휘의 강세와 더불어 경어법의 간소화 

현상이 주목되는 목이다.

문법화론의 관점에서 파생형태소는 더 어휘적이고 문법형태소는 

더 문법적이므로 일반적으로 문법형태소가 파생형태소보다 더 문법

화된 형태가 된다. 따라서 위의 경어법 실현방법들을 문법화의 연속

선 상에서 보면 덜 문법적인 데로부터 더 문법적인 정도로의 변화

18) 한국어의 계통에 해 권재일(2013: 154)에서는  “알타이어족이 성립한다면, 한국어

는 알타이어족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직 비교언어학적으로 입증되지 않

았다.”라는 관점을 취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19) 허웅(1983: 460-1)에서는 이런 현상을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

다. 즉, ‘--’으로 실현되는 객체경어법보다 더 중요한 상 경어법의 실현방법이 

흐려지자 이것을 보완하고 보강하려는 의식에서 객체경어법을 희생시킨 현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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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14) 문법성의 연속변이

어휘적 방법 > 파생적 방법 > 형태적 방법

공시적인 관점에서 위의 도식을 본다면 문법화의 연속선상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어휘적 방법이 가장 덜 문법화되어 있는 언어이

고 오른쪽에 있는 문법형태적 방법은 가장 문법화되어 있으며, 오른

쪽으로 근접할수록 더 문법화 된 언어이고, 이 선상에 있는 방법들

은 서로 가까울수록 문법화 정도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언어에서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제어에서 경어법 실현방법의 문법화 정도

어족 어휘적 파생적 형태적

한국어 한국어

중국-티베트
어족

중국어(한어) 거로어 라후어
티베트어 리수어    

나시어                               
바이어

알타이어족

몽골어 위그르어
시버어 카자흐어
어웡키어 키르키즈어

사라어

문법화 
정도

<----------------------------------------------------------->

낮음                                                              높음

위의 표로부터 우리는 알타이어족의 문법화 정도가 체로 높고 

중국-티베트어족의 문법화 정도가 낮다는 점이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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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언어유형론의 논제 선정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어나 

서양 언어 중심의 논제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어의 특징이 반

된 경어법을 논제로 했다. 기존의 언어유형론 연구에서 경어법이 

주목받지 못했으나 본 연구에서 경어법을 언어유형론의 일반이론을 

설정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은 주제 선정에서의 성

과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중국에 있는 중국어(한

어), 티베트어, 리수어, 라후어, 나시어, 바이어, 거로어, 위그르어, 카

자흐어, 키르키즈어, 사라어, 몽골어, 시버어, 어웡키어 등 중국-티베

트어족과 알타이어족 등 도합 15개 언어를 주요 조사 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어법 실현방법을 조사하고 서로 비교했다. 중국-티베트어

족에 속한 언어들 중에서 라후어를 제외한 기타 언어들은 주로 어

휘적 혹은 파생적 방법으로 경어법이 실현되고 형태적 방법으로는 

실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에 속

한 위그르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사라어들은 주로 형태적 방법으

로 경어법이 실현되어 한국어와 비슷한 양상을 보 으나 같은 알타

이어족이라도 몽골어파와 만주-퉁구스어파에서는 형태적 방법이 실

현되지 않음도 확인된다. 현 한국어의 경어법은 형태적 방법이 주

요 실현방법이면서도 어휘적 방법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 그 실현

방법에 따라 보면 알타이어족의 튀르크어파 언어들의 특징도 있고 

중국-티베트어족의 특징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제어의 경어

법 문법화 정도를 분석했다. 한국어 및 알타이어족 튀르크어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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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 정도가 높았고 중국-티베트어족의 문법화 정도가 보편적으로 

낮다는 점이 파악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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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와 중국 제어의 경어법 문법화 정도에 한  비교 연구

박성일

본 연구는 경어법을 논제로 하여, 국의 여러 민족 언어에서 존하는 경어

법의 실 방법에 해 조사하고, 언어유형론  에서 서로 비교하여 기술했

으며, 각 언어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를 분석했다. 한국어와 국어를 포함하여 

국의 국-티베트어족과 알타이어족에 속한 15개 언어를 조사 상으로 했고, 

경어법 실 방법의 유형을 어휘 , 생 , 형태 , 통사  방법으로 구분했다.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알타이어족 튀르크어 에 속하는 그르

어, 카자흐어, 키르키즈어, 사라어가 한국어와 함께 경어법의 문법화 정도가 높

았고, 같은 알타이어족의 몽골어 와 만주퉁구스어 의 문법화 정도는 낮았다. 

국-티베트어족의 언어들은 주로 어휘  방법의 경어법이 실 되었고 문법화 

정도가 보편 으로 낮았다. 

[주제어] 언어유형론, 경어법, 문법화, 알타이어족, 국-티베트어족, 국, 

한국어,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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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mmaticalization of the Honorific System in Korean and 

Various Ethnic Languages in China

- a Comparative Research -  

Piao, Cheng-ri

Focusing on the honorific syst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realizing the honorific systems present in various ethnic languages in China 

and described them by comparing each other from the linguistic typological 

perspective and analyzed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of each language 

honorific system. More specifically 15 Altaic and Sino-Tibetan languages in 

China (including Korean and Chinese) were surveyed; the types of honorific 

system realization methods were divided into lexical, consequential, 

morphological, and syntactic methods. The degree of the honorific system's 

grammaticalization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 that, Uighur, Kazak, 

Kirgiz, and Salar belonging to Altaic languages Turkish Group showed the 

higher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of the honorific system with Korean.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of Mongolian Group and Manchu-Tungusic 

Language Group in the same Altaic languages was lower. For Sino-Tibetan 

languages, the honorific system of lexical methods was mainly realized and 

the degree of grammaticalization was universally low. 

[key words] Linguistic typology, honorific system, grammaticalization, 

Altaic languages, Sino-Tibetan languages, China, Korean, 

Chin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