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5. 제15권 제12호, pp. 599-615.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한국어
높임표현에 관한 연구*
박미숙**, 오영훈***(인하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경험을 통하여 한국어 높임표현에 대한 어려
움을 탐색하고 한국어 높임표현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외국인 유학생 7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하
여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의 높임표현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나라마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국어의 지위를 통하여 호칭이 바뀌는 부분을 어려워하
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의 어휘 중 같은 의미지만 높임 표현을 할 때 어휘가 변하는
표현에 대해 어려워하였다. 한국어 높임표현은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배운 높임표현
과 실제로 대화생활이나 한국생활에서의 높임표현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였
다. 더불어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대한 학습은 한국인과 실제 담화상황에서 한국인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며 배우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어 높임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높임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는 기회
가 되었으며 한국인 학습자에게 높임표현교육에 방향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 주제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높임표현

Ⅰ

. 서 론

전 지구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한국의 대학원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증가하였
다. 교육부(2015)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
을 모두 포함하여 총 91,332명이다. 이 중 한국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
생은 석사 16,441명이고 박사가 6,326명으로 2006년 석사 5,183명과 박사 2,173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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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볼 때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이들은 한국의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 일정한 토픽 급수를 가지고 입학
하였으나, 일상생활의 구어체에서 오는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경로사상
을 중시하는 한국문화의 높임법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어
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어의 높임표현은 한국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인간관계를 통한 학교, 직
장, 사회생활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한국어의 높임법을 한국어수업을 통해 습득
하고 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높임표현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한다.
높임법을 습득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이들은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한다. 모국어에서 볼 수 없는 높임표현을 외국
인 유학생들에게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높임표현을 쉽고 빠르
게 교육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한국어의 높임
표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어 높임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먼저 한길(2002)는 높임법이 높임의 정도와 실현의 제약 등에 의해 문법의 층위
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임홍빈 홍경표 장
숙인(2005)은 한국어의 높임법을 존대법과 낮춤법으로 설명하고 주체높임, 상대높임,
어휘에 의한 높낮이로 분류하여 한국어의 높임법을 설명하였다. 또 고영근 구본관
(2008)은 높임법을 사람과 관련하여 문법범주로 다루고 간접존경과 직접존경으로 구
분하여 연구하였다. 장수(2013)는 한국어교실에서 수업을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높
임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홍승아(2014)는 초급에서 주체높임법의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 중급이나 고급에서 어떻게 유지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이론을 구축하거나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
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질적연구를 통하여 학습자
의 어려움을 심도있게 논의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높임표현에 대하여 기존의 연
구와 다르게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적은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는 한국어 높임표현의 어려움과 어떻게 높임표현을 습
득하였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높임표현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외국인 유학생
에게 어려운 한국어의 높임표현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어 높임표현에 대한 습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가? 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7명을 심층인터뷰하여 이들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대한 교육의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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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한국어 학습자들이 높임표현을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Ⅱ

. 한국어의

높 표
임

현

한국어는 높임 표현이 발달한 언어이다. 높임표현은 문법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
으나 복잡하다. 그러므로 한국어 문법교육에서 높임 표현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
고 있다. 높임법에 대하여 박덕유(2012)는 말하는 이가 언어내용을 전달할 때,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에 따라 언어적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나 체
계라고 하였다. 또한 성광수(2005)는 높임표현에 대하여 화자가 말할 때 어떤 대상이
나 청자가 자신보다 어느 정도 높고 낮냐에 따라 언어적인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듯 높임표현은 대화 상황에서 청자나 제3의 대상인물을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높임표현은 대화 속에서 말하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을뿐더러 두 사람의 신분이나 상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한국어의 높임표현은 크게 어휘에 의한 높임표현과 문법에 의한 높임표현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나눈 높임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휘

1. 어

에 의한

높 표
임

현

어휘에 의한 높임표현은 체언류에 대한 높임표현과 용언류에 대한 높임표현으로
나눈다.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체언류의 높임표현 중 명사와 대명사의
호칭에 대하여 문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명사는 사물의
명칭을 표시한 단어의 묶음이다(박덕유, 2012). 이러한 명사 중 일반명사의 높임어휘
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어의 일반명사 높임표현
평대어휘
집
병
생일
밥
이빨

높임어휘
댁
병환
생신
진지
치아

평대어휘
나이
자식
술
이름

높임어휘
연세
자제
약주
성함, 존함

일반명사의 높임표현은 평대어휘와 높임어휘로 나눌 수 있다. 주로 사용하는 일반
명사의 높임어휘는 <표 1>과 같다. 평대어휘는 주로 고유어로 이루어졌으며 높임어
휘는 한자어가 대부분이다. 또 평대어휘보다 높임어휘는 존경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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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일반명사의 높임어휘가 평대어휘와 관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학습자들은대
부분 이것을 암기하고 있다.
또한 대명사의 높임표현은 주로 인칭대명사에 사용된다. 인칭 대명사는 화자, 청자,
화자와 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구분하여 말하는 것을 의
미한다. 즉 인칭대명사는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한국어의 인칭대명사의 종류
와 높임표현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칭대명사 높임표현
구분
1인칭
2인칭
3인칭

보통표현
평대
낮춤
낮춤
높임
낮춤
평대
높임

높임표현
나, 본인, 우리
저, 저희, 소인
너, 너희, 당신
그대, 여러분, 어른, 선생님, 어르신
저자, 이자, 그 애,
그, 저, 자기, 자신, 이들, 그들, 저들, 저희
이이, 그이, 저이, 이분, 저분, 그분, 당신

<표 2>와 같이 인칭대명사의 높임정도는 평대와 낮춤, 높임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표현도 다양하다. 1인칭의 평대표현은 나, 본인, 우리가 해당되며 낮춤표현은 저,
저희, 소인 등이 있다. 소인이란 말은 현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다. 2인칭
낮춤표현은 너, 너희, 당신으로 표현하고 높임 표현은 그대, 여러분, 어른, 선생님 등
이 있다. 3인칭 낮춤표현은 저자, 이자, 그 애와 같은 표현이 있으며 평대표현은 그,
저, 자기, 자신, 이들 등이 있다. 또 높임표현은 이이, 그이, 저이, 이분, 저분 등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호칭어에 대한 높임표현도 다양하다. 호칭어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부
름말이다. 한국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호칭어의 높임표현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호칭어의 높임표현
구분
이름+야(아), 너
이름(이)
자네, 여보게, 군, 양
(성)+직위
성+직위+님
직위+님

보통표현
광수야, 명숙아, 너
정민이, 형석이
자네, 여보게, 김 군, 박 양
(박)선생, (이)대리
김 교수님, 이사장님
교수님,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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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과 같이 호칭어의 높임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름에 야, 너를 사용하
기도 하고 그냥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 또한 자네 여보게, 김 군, 박 양 등으로 부르
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직위를 함께 부르기도 한다. 또는 성에 직위와 님을 부쳐 한
꺼번에 부르기도 하고 지위에 님을 부르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은 직위와 나이에 따
라 다양한 호칭을 사용한다.
또한 한국어의 용언의 높임표현은 용언의 어휘 즉 동사와 형용사의 높임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박덕유, 2012). 이는 주로 존대의 대상에 따라 주체를 높이는 어휘와 객
체를 높이는 어휘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선어말어미 -(으)시-와 결합한
다. 먼저 동사의 높임표현을 살펴보면 존대대상에 따라 주체를 높이는 어휘와 객체를
높이는 어휘로 나눈다. 주체높이는 동사가 주어의 그 행위를 높이는 것으로 주체를
높이는 동사이고 객체높임동사는 부사어나 목적어가 지시하는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체높임동사와 객체높임동사를 다음 <표 4>와 같
이 설명할 수 있다.
<표 4> 주체높임동사와 객체높임동사
동사
먹다
자다
죽다
있다
말하다
들다

주체높임동사
잡수시다, 드시다
주무시다
돌아가시다
계시다
말씀하시다
드시다

동사
말하다
데리다
주다
보다

객체높임동사
여쭈다
모시다
드리다,
바치다
뵈다, 뵙다

<표 4>와 같이 동사들을 사용할 때 화자, 청자, 주체, 객체 네 가지 요소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주체를 높이는지 객체를 높이는지에 따라 높임동사가 다르게 나타난다.
주체높임동사는 동사를 일으키는 주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먹다는 주로
잡수시다, 드시다로 나타내며 자다는 주무시다, 죽다는 돌아가시다, 있다는 계시다, 말
하다는 말씀하시다, 들다는 드시다 등으로 나타난다. 객체높임동사는 상대방을 높여주
는 것으로 말하다는 여쭈다, 데리다는 모시다, 주다는 드리다, 보다는 뵙다로 표현된다.
또한 형용사의 높임표현이 있다. 형용사 높임표현은 어간에 -(으)시-가 결합한다.
대표적인 예는 ‘편찮다’이다. 편찮다는 편찮-에 선어말 -(으)시- 가 결합하여 주체를
존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가 존대하는 대상이 아니면 주로 아프다는 어휘를 사용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동사나 형용사의 높임표현은 일부만 해당되며 주로 어간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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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태 -(으)시-가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문법에 의한

높 표
임

현

문법에 의한 높임표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조사에 의한 높임표
현과 둘째, 종결어미에 의한 높임표현이다(허용, 2012). 먼저 조사에 의한 높임표현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높임표현 중 하나는 조사라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조사는 주로 체
언 뒤에 붙어 그 대상자를 높여 나타내는 형태이다. 조사에 의한 높임표현은 주격을
높이는 조사와 여격을 높이는 조사, 호격을 높이는 조사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구
분에 따라 높임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조사의 높임표현
구분
주격
여격
호격

보통표현
-가/-이
-에게/-한테
-아/-야

높임표현
-께서
-께
-(이)시여

<표 5>와 같이 조사의 높임표현은 다시 주격과 여격, 호격으로 나눌 수 있다. 주
격조사는 문장 안에서 체언이 서술어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격조사로서 주격조사의
높임표현은 주로 ‘-께서’로 표현된다. 여격조사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나타내는 체
언아래 쓰여 체언으로 하여금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는 부사격조사로서 부사격
조사의 높임표현은 ‘-께’가 있다. 호격조사는 문장 안에서 체언이 부름의 자리에 놓이
게 하여 독립어가 되게 하는 조사로서 호격조사의 높임표현은 ‘-(이)시여’가 있다.
종결어미의 높임표현은 상대 높임표현이 해당된다. 상대 높임표현은 말하는 사람
이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것으로 주로 문장 끝의 서술어 어간 뒤에 종결어미를 붙여
나타낸다. 상대 높임표현은 용언의 종결어미를 활용하여 상대편의 높임 정도를 알 수
있다. 상대 높임표현은 종류가 다양하다. 한국어 종결어미의 등급은 아주높임, 예사높
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으로 분류하고 활용형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
형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다’의 활용형을 각각 높임 등급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하다’를 활용한 상대 높임표현
구분
아주높임
예사높임

평서형
합니다
하오

의문형
합니까
하오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하십시오 하십시다 합니다
하(시)오 합시다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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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사낮춤
아주낮춤

하네
한다

하나/하는가
하느냐

하게
해라

하세
하자

하네
하는구나

<표 6>의 내용처럼 아주높임체는 처음만난사람이나 손님과 같이 예의를 갖추어
대화상대방에게 자주 사용되며, 회의나 연설, 발표, 토론, 보고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
리에서 주로 상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예사높임체는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약간 높여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한
다. 예사낮춤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이들
을 약간 낮추어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이든 친구사이에서 사용하거나 나이 많은 선생
이 나이 많은 제자에게 혹은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에게 사용한다. 아주낮춤체는 친구
나 어린사람을 아주 낮춰서 말할 때 사용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높임표현 중 어휘로 인한 높임표현과 문법으로 인한 높임표현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특징 중의 하나인 높임표
현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어떻게 가르쳐주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Ⅲ

.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대학원으로 유학 온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에
있어 높임표현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이들이 높임표현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
이고, 어떻게 한국어의 높임표현을 습득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며, 외국인 유학생을 심층인터뷰하여
이들의 사례를 탐색하였다. 사례연구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독특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을 이해하고 특정한 사례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연구이다(유기웅, 2012).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한 한국어 높임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유형과 어떤 상황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지에 대하여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선정과 자료수집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연구참여자

연구를 진행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건을 가졌다. 그 조건은 첫째,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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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외국인 유학생이다. 둘째, 한국에 거주한지 5년이 안 되는 유학생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한국어 토픽 4급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의 표집은 연구자가 선정한 조건에 합당한 외국인 유학생을 눈덩이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표내용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7

국적
한국거주기간
우즈베키스탄
4개월
키리키즈스탄
4개월
카자흐스탄
4개월
베트남
1년 6개월
우즈베키스탄 1년 6개월
키리키즈스탄
3년
중국
4년

성별
여
여
여
여
여
남
여

학위과정 토픽급수
박사과정 5급
석사과정 4급
석사과정 4급
석사과정 5급
박사과정 5급
석사과정 4급
박사과정 5급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7>과 같이 모두 인천의 I 대학원 과정에 있는
유학생들이다. 이들의 국적은 우즈베키스탄 학생 2명, 카자흐스탄 학생 2명, 베트남
학생 1명, 키리키즈스탄 학생 1명, 중국학생 1명이다. 이들이 한국에 거주한기간은 적
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4년까지이다. 연구참여자 1, 2, 3은 한국의 대학원에 2015년 3
월에 입학하였고, 모두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학생들이다.
연구참여자 1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강사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한
국 대사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어의 억양이 한국인과 비슷하였다. 연구참여
자 3은 카자흐스탄의 한국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 4인 베트남 학생
은 학교 장학생으로, 연구참여자 5는 우즈베키스탄 학생으로 결혼을 하여 한국에 입
국한 학생이다. 연구참여자 6는 한국의 근로현장에서 근로경험이 있으며 대학원은
2015년 입학하였다. 연구참여자 7은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 명의 자녀가 있다. 그
래서 모두 한국어를 잘 하는 편이었다. 이들은 모두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석사과정
이 4명, 박사과정이 3명이다. 연구참여자의 성별은 연구참여자 6만 제외하고 모두가
여자이다. 이들의 한국어 토픽급수는 4급이 3명, 5급이 4명이다. 한국의 대학원에 재
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토픽 3급 이상의 급수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
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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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분석

먼저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대한 선행연구와 구체적인 높임표현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서론 및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대한 이론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
터뷰는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은 후 조용한 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인터뷰는 개방형으로 실시하였으며,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반 구조화된 방식으로 인터뷰하였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연구에 대한 연
구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윤리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에 대하여 사
전에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전사하여 축어록 형태로 기술
한 뒤 개방코딩을 통하여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주제는 연구자가 2장에서 구분한 어
휘의 높임표현과 문법의 높임표현으로 나누었다.
어휘의 높임표현은 일반명사의 높임표현과 인칭대명사의 높임표현, 호칭어의 높임
표현, 주체와 객체의 높임동사표현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문법의 높임표현은 조사의
높임표현과 상대 높임표현으로 나누어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전체적인
맥락을 비교하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을 반복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높
이기 위하여 인터뷰자료는 연구참여자에게 보내어 확인 받은 후 자료로 사용하였으
며 동료 질적연구자를 통하여 검증받고 보완 받는 절차를 거듭하였다. 그리고 수업에
서 연구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교수자에게 질적연구에 대한 코멘트와 지도를 받아 수
정하는 과정을 걸쳐 연구결과를 완성하였다.

Ⅲ

. 연구결과

휘 통 높 표

1. 어

를

한

임

현

일
높 표
일반명사의 높임표현을 살펴보면 일반명사가 높임표현으로 바뀔 때 어휘 자체가
다른 어휘로 바뀌는 것이 대부분이다. 많은 일반명사가 높임표현으로 바뀔 때에는 한
자어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에 참여한 많은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높임표현이 일반 명사의 높임표현 이었다.
가.

반명사의

임

현

“한국어의 높임법에서 -아(어)요-는 괜찮지만 완전 다른 단어로 바뀌는 것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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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어려워요. 대부분 통째로 외우기는 하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언제 사용해야 할지
잘 몰라 그 부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4).
“러시아말에서는 대명사만 바뀌고 연결어미만 바뀌면 높임말이 되는데 한국에서
는 단어 때문에 많이 곤란했어요. 집 아니고 댁, 밥 아니고 진지, 이렇게 완전히 다
른 어휘로 바뀌는 것이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 5)

일반명사의 높임표현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4는 한국어의 높임표현 어휘가 완전히
일반명사에서 높임어휘로 바뀌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 역시 집
이 댁으로 바뀌던지 밥이 진지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통째로 외우기는 해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어휘를 암기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고 하였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어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거나 높임표현으로 단어
자체가 변할 때 외국인들은 많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자어를
쓰지 않는 국가의 학생들은 한자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하였다. 그러
나 베트남이나 중국 학생같이 한자권 학생들은 이런 어려움이 덜 하였다.
칭

나. 인

대명사의

높 표
임

현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는 ‘다른 사람이 높이는 대상’ 과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낮
추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구성된다. 높임과 낮춤의 표현 정도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대명사를 분류할 수 있으며, 지시대상에 따라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눌 수 있다.
인칭대명사의 높임표현에 대한 유학생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저희가 한국말 배웠을 때 나, 너, 당신을 배웠어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
게 당신이란 말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에서는 말을 할 때마다 지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연구참여자 1)
“당신을 언제 쓰는지 가장 힘들어요.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해요. 이해는 했지
만 어떨 때 쓰는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설명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안 쓰는 편이예요. 잘못 쓸까봐서 안 쓰는 단어예요.” (연구참여자 5)
“제가 어떤 한국 사람을 과외 한 경험이 있는데 아이의 부모님을 뭐라고 호칭해
야하는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호칭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국어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큰딸 이름에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이상
했어요. 제가 호칭 없이 말을 하니까 이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은빈이어머님 이라고
하면서 대화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연구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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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인칭대명사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은 영어에서 단순하게 You라는 단어대
신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려워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1은 대명사
를 사용하기 전에 말하는 사람의 지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항상 높임표현
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 5는 자신의 나라와 다르
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언제 써야 하는지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자신의 모국은 You
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한국에서는 You가 다양하게 변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
다. 그래서 당신이란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대명사에
정확한 구분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고 다른 외국어와 다르게 많은 대명사를 가
지고 있는 한국어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2는 한국의 자녀
어머니에게 누구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당황하였다고 하였다. 은빈이 어머님과
같은 지시대명사는 한국에서 쉽게 자녀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과 아이를 낳으면서
어머니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한국의 문화의 속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칭

다. 호

어의

높 표
임

현

호칭어는 일반명사와 같이 타인을 높이는 어휘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인물
을 낮추는 어휘로 구분하고 있다. 호칭어를 통하여 상대방을 부르기도 하고 소통을
하기도 한다. 이런 호칭어에 대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어려워
하고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가족관계가 강해서 가족관계에 따라 불러요. 예를 들면 사회에 나
갈 때 이 사람은 직위를 신경 쓰지 않고 나이가 많으면 모두 오빠라고 하고 언니라
고 해요. 또 이모라고 해요. 한국에오면 다 선생님, 교수님, 사장님 등으로 바뀌어요.
좀 더 형식적인 공간에서도 베트남은 언니, 오빠 하거든요. 그 정도는 높임말이거든
요.“ (연구참여자 4)
“언니, 선생님, 이모 아줌마 이런 호칭도 어려워요. 문법적으로 어떤 상황에 쓰는
지는 알지만 실제로 마트에 가면 언니라고 불러요. 저보다 훨씬 많은데 언니라고 부
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언니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러시아말에는 아가씨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언니라고 하는지 그것이 이상해요.”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4는 베트남 유학생으로 베트남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언니, 오빠라는
호칭을 통하여 모든 대화가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상황에 따라 선생님,
선배님, 사장님등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이런 베트남의 문화는
그나라가 씨족사회, 친족사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짐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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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 연구참여자 3은 한국의 생활에서는 호칭을 언니, 선생님, 이모, 아줌마, 삼
촌 등이 실제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될 때 혼동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는 근래에
와서 한국의 음식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화이다.
이런 호칭에 대한 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영수씨, 영희씨 이렇게 씨를 불러주는 것
보다 이름 뒤에 선생님, 선배님, 사장님 등 으로 불러주면 자신이 대접을 받고 있다
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한국사람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문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박미숙 오영훈, 2015). 또 음식점이나 편한 관계에서
이모와 삼촌 이라는 호칭을 통하여 더욱 친숙해지고 싶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 같
았다. 따라서 진즈(2015)의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높임표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연령, 지위, 성별, 친소 관계 등을 한국어 교재에 설명해주어야 한다면 학습효과를 더
욱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높

라. 주체

임 동사와

객 높
체

임동사

한국어의 실제사용에서 주체높임법을 사용할 때 나이와 사회적 지위가 일치할 경
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한국문화에서는 주체높임법이 사적인 자리에
서는 나이가 우선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지위가 우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등 서로 가고 있는데 안녕히 가세요
는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 가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인지, 누가 먼저 가는 가에 따
라 인사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분명치 않아요. 또 전화 끊을 때 ‘들어 가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이상했어요.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
요.” (연구참여자 3)
“베트남에도 높임말이 있어요. 베트남에도 밥 먹을 때 어르신들께 ‘드시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뀌어요. 또 죽다라는 말은 ‘돌아가다’, ‘잊혀버리다’ 이런 식으로 바
뀌거든요. 이런 것은 한국과 비슷해요.” (연구참여자 6)
“저는 높임말에서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는 중국 사람이예요
‘라고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중국분이시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저 중국분
이예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었는데 그거 이상해요. 말하는 사람
과 듣는 사람이 같은 단어를 다르게 말할 때 어려워요.” (연구참여자 7)

한국어의 높임표현은 대부분 동사의 선어말 어미에 -시-에 의해 표현된다. 또한
한국어에는 타인을 높이는 존대어나 자신을 낮추는 겸양어가 존재한다. 연구참여자 3
은 ‘안녕히 가세요’의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항상 혼동된다고 하였다. 또
전화를 끊을 때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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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전화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겸손한 표현으로 흔히 쓰이는 ‘들어가세요’와 같
은 표현이 이들에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연구참여자 6은 베트남에도 높
임표현이 있으며 한국어와 비슷하게 표현이 바뀌면서 존대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
였다. 베트남도 한국과 같이 유교문화권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7은 주체와 객체를 높여 말할 때, 이 부분이 혼동
되어 말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는 언어생활을 내포하고 있듯이 문화가
비슷하다는 것은 언어와도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문법에 의한
가. 조사의

높 표
임

현

높 표
임

현

한국어의 문법적 높임표현은 표현해야 하는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표현, 객체 높
임표현, 상대 높임표현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표현은 주로 서술어의 어간에 주체 존
대 표시의 선어말어미‘-(으)시-’를 첨가하여 표현하는데, 이 경우 서술어는 조사‘이/
가’, ‘은/는’ 대신 높임의 주격 조사‘-께서’와 함께 쓰인다. 객체높임법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는데, 부사격조사 ‘께’를 통해서도 실현된다.
“한국말에서는 하옵소서 이런 말도 잘 안 쓰잖아요. 교회 갔는데 처음에 이런 말
써서 이상했어요. 그건 교회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주님이시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요. 전 그건 교회 말이라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2)
“한국에서는 어떨 때 -께를 쓰고 어떤 때는 -께서를 쓰잖아요. 대화를 시작하면
모든 것에 높임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께, 께서 이런 것은 없어요.
제일 뒤에만 높임 표현을 쓰면 다 되거든요.”(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2는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등 주체를 높임말의 표현에 대하여 이런
어휘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사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하옵소서’와 같은 높임표현은 사극에서나 쓴
다고 생각하였는데 교회 같은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6
은 -께, -께서 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쓰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자신의 나라말
에서는 이런 높임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홍승아(2014)의 연구에서 학
습자들이 -께서를 잘 사용하지 않아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주
격조사에 붙어 변하는 높임표현은 한국어학습자가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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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 표

나. 상대

임

현

상대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안 높여 말하는 방법으로 문장
끝의 서술어 어간 뒤에 여러 종결어미를 붙여 나타내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상대높임표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저는 -요라는 말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읍니다', '-습니다'를 될 수 있으면 쓰
려고 해요.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키리키스탄도 한
국인과 같이 한 두 살만 많아도 높임표현을 써야 하거든요. 회사에서는 반말은 안
쓰니까 -입니다, -습니다로 다 높은 표현 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한국 사람
들의 대화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우게 되요. ”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5는 상대높임법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하는 것과 교수님과 같이 상대높
임을 할 경우 자신의 모국과 다르게 여러 가지 인사법과 이런 인사법이 어떤 상황에
가서 붙여 써야 하는지 어렵다고 하였다. 또 연구참여자 6은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한
경험이 있어 직장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높임표현을 쓰기 때문에 -습니다, -입니다
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자신이 대화의 상황에 따라 높임표현에 대해 스
스로 터득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모국어와 다른 높임표현에 대해 혼란스러
워하고 한국어가 교육현장에서 가르쳐주는 높임표현과 실제상황에서 높임표현은 많
이 다르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수업에서 구어적인 상황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Ⅴ

.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이들이 실제생활에서 사용하는 높임표현 중 어떤 어
려움이 있는지 탐색하고 이를 통하여 높임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국어의 지위를 통하여
호칭이 바뀌는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한국어의 대화상황에 지위에 맞는 호칭을
붙이거나, 호칭에 따라 한국 사람이 신분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인이 대접받고 있을 때 좋아하는 문화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어의 어휘 중 같은 의미인데, 어휘가 변하는 높임표현에 대해 어려워하였
다. 집이 댁으로 바뀌거나 밥이 진지로 바뀌는 등 한국어의 전형적인 높임표현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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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은 물론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제대로 한국어를
학습하지 못한 학습자들에게는 적절한 경어 어휘를 구사하기가 어렵고 어법에 맞게
활용할 수도 없다는 진즈(201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어휘
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암기보다 어휘가 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 배운 높임표현과
실제로 대화생활이나 한국생활에서의 높임표현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였다. 한
국어의 교육현장에서는 문어체의 높임표현을 가르치지만 구어적인 상황에서 높임표
현이 많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장경미(2015)가 제시
하듯이 주체나 객체에 따라 다른 어휘를 사용하도록 화자와 청자 간의 다양한 상황
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이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대하
여 한국인과 실제상황에서 접하거나 한국인들끼리의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습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의 높임표현은 대화상황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인
이 대화상황에서 하는 호칭과 높임표현을 통하여 배우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높임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한국어의 높임
표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높임표현을 가르쳐야 한다. 한국어 교재의 이외에 여
러 가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높임표현을 다양한 대화상황을 만들어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어야 한다. 둘째, 같은 어미를 찾아 반말과 높임말, 평대말을 가르쳐
주며 꼭 필요한 상황에 달라지는 어휘를 가르친다. 같은 어미를 나열함으로써 반말과
높임말 평대말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변하여 가는지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셋째, 높임표현에 따라 변하는 어휘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에게 높임표현이 가지는 의미와 상황에 따라 설명하고, 반복적으로 학
습을 시켜야 한다. 실제상황에서 사용하는 높임표현에 대한 활동을 많이 노출시켜 자
연스럽게 사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호칭은
가족관계에 따른 호칭과 사회적 지위와 직업에 따른 호칭,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호칭
과 사적인 자리에서의 호칭 등 다양한 형태의 호칭을 가르쳐야 한다. 학교생활은 물
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사회생활에서 각기 다른 호칭에 대한 의미와 상황을 설
명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높임표현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습득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지 않고 일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
러 가지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
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높임표현에 대하여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
국인 학습자에게 높임표현 교육에 방향성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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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

onorific Expressions

Experienced by Foreign Students

Park, Mi Suk Oh, Young Hun(Inha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xplore foreign students' difficulties on Korean Honorific expression
and suggest education method that shows easy ways to teach honorific expression. The
first subject for inquiry is about what is difficult Korean honorific expression. Secondly,
what is the best way to teach Korean honorific expression? Qualitative study method
was used by doing in-depth interview with seven foreign language learners and
analyzing the cases.
The result shows that the first reason why foreign students feel difficulties learning
Korean honorific expression is that they felt difficulties on changed title according to
status ; however, there differences are more or less depends on their nationality.
Secondly, they felt difficulties on changed honorific vocabularies having same meaning.
Thirdly, they recognized that there are huge differences between honorific expressions
they learned in class and honorific expressions in real life. Last but not least, they have
been comprehending and learning Korean honorific expression through real talk
situation with Korean.
Through these results, education method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correct
honorific expressions should be taught. Beside textbooks, Korean variable expressions
according to various situations should be taught. Secondly, same ending of a word
should be found and taught honorific expressions as well as normal expressions. Also,
necessary vocabularies that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should be taught.
Thirdly, vocabularies that are changed by honorific expression should be mainly taught
and the meaning of them and situations should be taught repeatedly. Last but not least,
titles that can be changed depends on family relations, social status, public situations
and private situations should be taught.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chances to
explore honorific expressions that foreign students feel difficulties as well as suggest
right education method to teach Korean language learners.
Key words: foreign student, honorific expressions, Korean languag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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