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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사표현(Expression of appreciation), 사죄표현

(Expression of apology)의 선택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 대학생들

의 언어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감사표현’과 ‘사죄표현’은 ‘의뢰표현, 거절표현’

과 더불어 언어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들 표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타인에 대한 감사 및 사죄 행위에 소홀할 경우, 양호한 인간관계 유지는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사, 사죄, 의뢰, 거절]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많다. 그러나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도 언어 사용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여 그 미래 및 변화 

추이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본 연구는 종래 연구의 흐름 속에서 특히, ‘감사와 사죄표현’에 주목하여, 한일 양 언어의 

감사와 사죄표현이 어떠한 장면에서 상대방(상하관계와 친소관계를 고려한 화자와 상대방 

 * 본 연구는 순천대학교 2018년도 학술기반조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순천대학교 일본어일본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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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으로 구별)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많은 선행연구 성과에도 불구하

고 아직 양 언어에서 이들 표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감사, 사죄와 

같은 언어 행동은 각각의 언어와 문화의 배경에 따라, 언중(言衆), 다시 말해서 화자가 상대방

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같은 행위라도 문화가 다르면 

<事項(내용, 주제, 화제 등) 負荷度>는 다르다. 한일 간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Brown and 

levinson (1987)이 말하는 ‘사항(事項)의 부하도’1)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면 

설정을 할 때, 화자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화제 장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 Grice와 같은 철학자에 의하면, 우리는 대화 가운데 공동 목표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특별한 방식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 Grice(1975:45)는 

대화에서 무엇보다도 협력의 원칙(cooperative principle2))이 우선이라고 말한다. 협력 원칙에 

나타나는 네 가지 기본 대화의 격률(maxims)로는 양(Quantity), 질(Quality), 관련성(Relation), 

양태(Manner)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원칙과 격률들은 이상적인 대체의 특성을 나타낸다3). 

이러한 견해를 공손함이 요구되는 ‘감사’ ‘사죄’ 장면에 적용해 보면, 어떠한 언어 행동에서 

화자는 청자와 상호적으로 연관된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즉, 한국과 일본 

사회의 보편적인 언어관습, 규범, 원칙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물론 일상어는 Grice가 언급한 

협력의 원칙을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화자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과 설문에서 응답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함의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사용 경향을 분석해 보고, 

한일 간의 감사, 사죄표현의 선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 것은 최근의 담화분석, 한일 

대조연구의 방향성, 그리고 언어변화의 흐름과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1) 대부분의 언어 행위는 잠재적으로 face 리스크를 갖는다. Brown and levinson은 face 침해 가능성 정도를 
크게, 상대방과의 거리(D, distance), 힘 관계(P, power), 事項(Ranking of imposition 내용, 주제, 화제 순)의 
부하도(負荷度)의 3 요인에 따라 정해진다.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事項(내용, 주제, 화제 등) 
부하도(負荷度)이다. 

2) 대화 참여자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지켜야 할 것과 기대되는 대략적인 일반적 원리로 철학자 칸트의 
‘범주’를 참고하여 Grice가 세운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4가지 격률을 두고 있음. 대화라는 것이 ‘합목적’ 
‘합리적’인 경우에는 화자는 실천원리를 지키지만, 현실 세계에서 모든 대화가 협조적이지 않고, 협조적
이더라도 항상 격률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조의 원리와 4가지 격률은 커뮤니케이션 상에 
필요한 전제적 조건임과 동시에 거기에는 일탈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원리 원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滝浦2005：146-147).　또한, 滝浦(2005:137)에서 일본어 경어 시스템을 고찰할 경우에는 언어적 
행위를 전반적으로 규제하는 사회적 코드로서의 측면과 개개의 장면에 관한 관계표시의 方略(Strategy)적 
수단으로서의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 사죄 표현의 대조언어학적 분석도 
마찬가지로 화자는 해당 언어의 사회적 코드/규범을 따르면서 표현/행위하고 동시에 스스로의 의도 
하에 언어표현을 선택함으로써 상대방과 (문맥적) 배려를 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3) Ronald Wardhaugh 저, 박의재, 정미령 역(현대사회언어학 An Introduction to Sociolinguistics 제3판 
1999:433-43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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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입장

언어행위에는 불가피하게 상대방이나 자신의 face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고  Brown and 

levinson(1987)은 이것을 ‘face 침해행위(face threatening act (FTA))’라 불렀다4). politenesss는 

대화의 장(場)에서 표현 전달되는 주로 상대방의  face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경감적(輕減的)·

보상적인 언어적 배려이다. <사죄>라는 행위에서는 자신의 ‘positive politenesss’가 침해받는

다5). Brown and levinson이 말하는 <事項(내용, 주제, 화제 등) 負荷度>, 즉 어떠한 대화 내용의 

정도성이다. 주로 경어 연구에서 화자와 상대방 간의 사회적 거리(D, distance)는 친소관계라는 

개념으로 분류가 되었다. 그리고 청자의 화자에 대한 힘(力, P, power)은 상하관계의 개념으로 

설명이 이루어져 왔다. 

宇佐美(2005：319-320)에서는 Brown and levinson의  ‘politenesss strategy’를 설명하면서, 그 

이론을 <보편이론>으로 보는데, 이 보편성에는 P,D,R 각각의 변수의 무게나 사용되는 strategy

(方略)가 문화를 넘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3요소의 무게의 “見積もり(견적)”의 총화

에 의해 ‘politenesss strategy’가 선택된다는 그 메커니즘이 보편적이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이론의 보편성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언어 문화의 구체적인 언어 strategy의 유사성과 상이점

에 관한 <비교문화어용론적 연구>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宇佐美의 <비교문

화어용론적 연구>는 언어 문화의 politenesss 의 보편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담화 레벨에서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방법과 대조언어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politenesss를 고찰할 필요가 있

음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宇佐美의 연구방법론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감사’ ‘사죄’표현의 선택 

메커니즘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지만, 장면 설정

에서 상하관계(사회적 지위, 연령 관계 포함), 상대방과 거리에 해당되는 친소관계 등을 고려

하였으며, 성차를 조사하여 남녀의 감사와 사죄표현의  ‘politenesss strategy’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최근 일본어 교육에서  politenesss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인관계 파악과 

배려가 중심이 된 언어 행동이 주된 관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일본어 

교육에 응용될 수 있는 politenesss의 대조연구가 요구된다. 宇佐美(2002)는 [discourse 

politenesss]의 관점에서 경어 사용을 논하고, 일본어 회화에는 듣는 이(聞き手)가 상대방(相手)

4) Brown and levinson(1987)의 ‘strategy’는 관습적 무의식적인 언어의 사용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5) 滝浦真人(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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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예측하여 상대방의 시점에 서서 보통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표현은 정중체(丁寧体)를 기조로 하는 회화에서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positive politenesss의 1例이고, 그것은 타인에게 이해받고 싶다, 동료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표현에 다름 아니다 라고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와 사죄표현의 한일 양 언어의 선택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구체적

으로 한일 대학생들의 언어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감사표현과 사죄표현에 대해서 각각의 

장면별로 고찰한다. 특히, 사죄는 가장 높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동반되어야 한다6). negative 

politeness는 경어와 같은 형식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내용의 표현 방법에 의해서도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리를 크게 두고 싶은 경우에는 negative 

politeness를 사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명령, 의뢰, 권유 등 화자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요구표현에서 한국어 화자는 positive politenesss를 다용하여, 타인으로부터 평가와 타인으로부

터 수용(受容)을 얻으려는 욕구(Positive Face)가 있고, 일본어 화자는 negative politeness를 선택

하여,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행동의 자유를 얻으려는 욕구(negative face)가 있어, 양 언어에 

politenesss 차이를 알 수 있다.   

三宅和子(2011：27-30)는 감사와 사죄연구의 흐름에서 본래 사죄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

이 감사의 의미로 사용된 역사는 깊다고 한다. 현대에는 ｢すみません｣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이외에도 ｢もうしわけありません｣｢ごめんなさい｣｢わるい｣ 등도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감사와 사죄표현을 같이 분석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같은 형태가 ‘감사’

와 ‘사죄’의미로 함께 사용되는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있으며, 

한일 양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최근의 언어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 사용의 

메카니즘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佐久間(1983)는 감사와 사죄의 다양한 언어표현의 사용을 ‘화자의 심리적 측면’에서 설명하

려고 하였다. 佐久間(1983)에 의하면,｢ごめんなさい｣에서｢ありがとう｣까지 나열된 다양한 언

어표현은 ‘사과’의 기분에서 ‘감사’의 기분에 이르는 연속성 있는 심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

다 고 한다. ‘허가를 구한다’(ごめんなさい), ‘자책’(すみません), ‘황송함’(恐れ入ります), ‘기

쁨’(ありがとう)의 심리가 조금씩 겹쳐지면서 그 심리에 따라서 언어표현이 선택되는 것이다.  

西原鈴子(1994)는 화용론적(語用論) 관점에서 감사와 사죄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일본어에서는 ｢すみません｣｢もうしわけありません｣｢ごめん(なさい)｣등의 표현이 감사와 

6) 사죄를 감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negative politeness’ 를 Brown and levinson은 10개의 하위 strategy
로 구분하고 있는데, strategy 6단계(사죄한다. 예: 사죄를 감사의 표현으로 사용한다.)
(こないだはどうもありがとう。いつも気をつかってもらっちゃって、ほんとうに申し訳ない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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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모두 사용되는데, 이들 사이에 차이는 무엇인가?  감사(感謝)와 사죄(陳謝)를　나누는 

요인, 즉 어떠한 조건에서 감사표현이 사용·유발되고 어떠한 조건에서 사죄표현이 사용되는 

것인가? 西原鈴子는｢부(負) 의식의 차이; 負の意識の違い｣에 따라서 4개의 요인에 따라서 

감사와 사죄를 구분하고 있다. 1) 2)가 성립되면, 화자의 감사표현이 유발되고, 3) 4)가 성립되

면 화자의 사죄표현이 유발된다는 점이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감사표현: 1) 화자에게 좋은 것인가? (플러스이고, 환영할 만하고 유리한 것 등)
2) 상황은 듣는 이 (혹은  그 주변)에 기인하는가? 

사죄표현: 3) 듣는 이에게 나쁜 일인가?(마이너스이고 환영할 수 없고 불리한 것 등)  
4) 상황은 화자(혹은 그 주변)에 기인하는가?

왜, 일본인 화자는 감사표현이 성립되는 조건 하에서 사죄를 유발하는 기분을 동시에 가지

는 것일까? 三宅和子(1992)에서 주장하듯이 영미(英美)의 화자보다도 일본어 화자는 두 개의 

감각(감사와 사죄)의 병존이 강하다. 이것은 일본어 담화구조(일본어의 담화 전개에서 높은 

레벨의 제약의 하나)의 특성이고, 그 원인으로 ‘듣는 이 지상주의(聞き手至上主義)’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가능하다고 西原鈴子는 보고 있다.  

｢ありがとう｣는 1) 2)의 조건에서만 성립되는 순수한 감사표현이고, ｢すみません｣은 3) 4)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감사, 사죄 병존의 표현이 된다. 

일반적으로 일본인은 물건을 받거나 호의를 받을 때,｢すみません｣을 감사의 의미로 사용한

다. 그러나, 친한 사이에서는 어떠한 물건을 받았거나 친절함을 느꼈을 때, ｢ありがとう｣｢サン
キュウ｣을 사용하고, ｢すみません｣을 감사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족 간에도(うち)｢す
みません｣보다도 ｢ありがとう｣가 사용된다. 西原鈴子(1994)에서는 사회적 강약관계가 성립

하는 상황에서 즉, power/力에 의한 사회적 상하관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는 강약이 크고, 

강자의 위치가 절대적일수록 ‘서비스 친절을 받는 사람=화자’의 경우에는 감사, 사죄의 병존

도가 적고, ｢ありがとう｣가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 약자가 ‘서비스 친절을 받는 사람’인 

경우는 병존도가 높아지고 약자가 황송한 기분으로 ｢すみません｣｢もうしわけありません｣이
라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 아이가 부모에게 ｢ありがとう｣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すみませ
ん｣이 성립되기 쉬운 것은 연령에 좌우된다. 연령차는 화자가 자신의 우위를 자각하는 경우, 

부(負)의 요인을 강하게 느끼지 않는 상황과 관계된다. 연장자가 자신의 (연령상)우위를 느끼

게 되는 경우, 아랫사람의 봉사나 친절에 대해서 자신의 원인으로 듣는 이에게 나쁜 일을 

했다고 하는 감사, 사죄 병존의 요인을 느끼지 않아도 좋기 때문이다. 결국, 친소관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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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관계, 성차, 연령차 등에 따라 감사표현의 사용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최근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감사와 사죄표현의 사용에 한일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떠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회언어학적 방법과 대조언어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politenesss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

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경우, [고마워系, 감사해系, 미안해系] 등을 일본어의 

｢ありがとう｣系, ｢すみません｣系, ｢ごめん(なさい)｣系 등의 대조가 중심이 될 것이다.

3. 한일 감사와 사죄표현의 실태조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언어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와 사죄표현의 

장면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은 순천대학교, 일본은 나고야대학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기간 및 인원을 보면, 일본은 2018년 2월23일부터 3월30일까지 받았으며, 남 학생 11명, 

여학생 11명의 총 22명의 유효 응답이다. 한국은 2018년 6월17일부터 7월4일까지 받았으며, 

남학생 17명, 여학생 34명 총 51명의 응답을 받았다. 설문 문항의 각 장면에 따라, 통계에 

차이가 있었음을 밝혀둔다.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전체적으로 남학생 14명, 여학생 26명으

로 총 유효 응답은 40명이다. 그러나, 간단한 문항의 경우, 한국에서 49명이 유효하게 응답하였

다. 한일 간에 조사대상자의 표본 수가 적고 성비의 차이도 있었지만, 본 연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감사’와 ‘사죄’ 표현의 경향을 살피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는 감사의 의미는 고유어인 <고맙다系>와  한자어인 感謝<感謝+하다系>로 나

타난다.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죄’의 ‘미안하다’(일본어 すみません)를 ‘감사’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도 대화의 장면, 화제 상황, 화자와 청자 간의 

친소관계 등에 따라서 사용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한국어는 일본어처럼 ‘감사’가 

‘사죄’와 表裏關係에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시대에 

따라 사회구성원들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 인간관계의 조절의 정도성이 다르게 되면 ‘감사’와 

‘사죄’표현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변화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의 젊은 대학생들의 ‘감사’ ‘사죄’ 표현에 대한 사용이 장면(장면의 중요도)과 

상대방 간의 인간관계(상하관계(연령, 힘(power)의 관계), 친소관계 등)에 따라 어떻게 사용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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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越まり子(1994)‘感謝の対照研究：日朝対照研究’에서 佐久間(1983)의 TV 드라마 속의 대

화에서 감사표현과 小越まり子가 조사한 한일 소설 작품 속에 감사표현의 결과를 토대로 

‘감사’가 조선어(필자:한국어)에서는 윗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일본어에서

는 친한 사이에서 ‘감사’표현이 오히려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윗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慰労することば)’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ありがとう’라는 감사의 말

을 사용하는 것보다 ‘すみません’이라는 황송의 기분을 나타내는 ‘사죄의 말(謝罪のことば)’

가 한층 정중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어의 

‘감사’는 ‘사죄’와 <表裏関係>을 이루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慰労’ 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한편, 감사와 사죄표현에서 친소관계가 사용에서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일본어의 

경우 ｢ウチ｣관계(가족관계)에서도 ‘감사’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慰謝(위사)>의 의미를 나타

낸다. 주로 ‘ありがとう’의 현재 보통형이 사용된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부부관

계(친밀도가 높은 친구 포함)에서 상대방이 베푼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보통은 ‘감

사’ 표현을 말하지 않는다. 감사표현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과 거리감이 있는 사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한일 간에 언어행동, 특히 감사표현의 차이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마찰을 한일 국제결혼 가정(夫婦)에서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은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감사 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ウチ(자기 측 식구, 넓은 의미로는 자신과 관계되는 소속 집단, 그 속성을 가진 

집단)｣에서도 감사표현은  小越まり子(1994)가 말하는 <慰謝>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연령 

관계가 중요시 되는 한국에서는 ｢ウチ｣의 관계에서 아이가 부모, 조부모에게 ‘감사’의 의미로 

‘고맙다’系의 가벼운 대우가치를 나타내는 ‘(아빠, 엄마)고마워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감사의 정도성에 따라서 ‘감사하다’系의 공손형인 ‘감사합니다’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손자

가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할머니(할아버지)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것처럼. 이 

경우도 고유어인 ‘고맙습니다’가 한자어 ‘감사+하다(동사) 형’보다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  
     

3.1 감사표현의 분석

이하, 설문조사 결과를 <장면1>~<장면4>로 나누어 살펴보자. <장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상대방은 상하관계, 친소관계, 힘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 

한국과 일본 학생 등 성차와 한일 양국의 대조언어학적 관점도 고려한 분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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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식당에서 직원이 요리를 가지고 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장면1>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한국에서는 ‘감사합니다’(89.79%,44명)가 압도적으로 사용

된다. ‘고맙습니다’(4명)의 사용은 4명이 있는데, 여학생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서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77.27%, 17명)를 대부분이 사용하며, ‘すみません’(2명)과 ‘どう
もすみませんね’(1명)의 합계 3명이 사용이 한국과 다른 점이다. 즉, 일본어에서는 사죄의 

표현이 감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장면2>: 교수가 회사에 학생의 취업 추천을 한 경우 (취업  추천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추천해 준 교수에게)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합니까?

 

 

그러나, 감사 표현의 <장면2>에서 학생이 감사의 표현을 일본어에서는 ‘すみません’의 사죄

표현이 감사표현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 남학생 16명 전원은 ‘정말로 감사합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4가지 

표현이 사용되지만, ‘감사합니다’ 5명, ‘정말로 고맙습니다’ 2명, ‘고맙습니다’ 1명을 제외한 

25명이 ‘정말로 감사합니다’를 사용한다. 41명이 ‘정말로 감사합니다’를 사용하여, 83.6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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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다. <감사합니다系>는 46명(전체 49명 응답 중)으로 93.87%가 되어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여학생은 <고맙습니다系> 3명 사용하는 점이 남학생과 

차이가 있다. 추천장의 경우, 윗사람 선생님의 감사에 대한 정중한 표현이 요구되는 관계로 

‘정말로 감사합니다’가 주로 사용된다. 이 점은 <장면 1> 식당에서의 가벼운 감사표현 ‘감사합

니다’ 와는 대조가 된다. 

<장면3>: 사정이 생겨서 당신은 발표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신 발표를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표현

을 어떻게 하는가? 

 

 

협동수업 <장면3>에서, 한국에서는 선배에게 ‘감사합니다’(34명, 43명 응답 중 )를 79.06%가 

사용하고 있으며, 친한 친구, 후배에게는 ‘고마워’를  각각 29명(29명, 76.44%, 43명 응답 중)으

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서 동료에게 ‘미안해요’를 2명이 감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남학생은 동료에 대한 감사로 ‘감사합니다’(6명), 고마워(3명), ‘미안합니다’(2명), ‘감사해

요’(1명), 고맙습니다(1명) 등이 사용되고 있다. 남성 14명 응답 중 7명이 ‘감사하다’ 系(50%)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고마워’(11명), ‘감사합니다’(7명), ‘미안합니다’(2명),‘미안해요’(2

명),‘고마워요’(2명),‘고맙습니다’ (2명) , ‘감사해요’(1명)순으로 여학생은 동료에게 가벼운 감

사표현인 <고마워系>(15명,51.72%, 여학생 29명 응답자 중) 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동료에 

대한 사용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학생은 <감사하다系>(50%)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감사하다 系는 29명 중 8명으로 27.58%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감사(感謝) 

의미의 한자어를 여학생이 적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 

7) 小越まり子(1994)는 한국어 소설 속에서 ‘감사’ 의미를 나타내는 <고맙다系>가 <감사하다系>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결과(전체: 69 용례에서 고맙다 系는 61용례, 감사하다 系는 8용례)가 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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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목되는 현상으로 동료에 대한 사용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가 보인다. 이 부분

은 친소관계에 의한 표현의 차이(정중도의 차이)가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차 

요인과, 친소관계 요인 중,  혹은 화제 장면의 특성 중 어느 쪽이 더 작용된 것인지는 좀 

더 고찰을 요하는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해석을 유보하고자 한다.    

협동수업 <장면3>의 일본을 경우를 보면, ‘ありがとう’系와 ‘すみません’系를 주로 사용한

다.  구체적으로 선배에게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를 12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친한 친구와 

후배에게는 ‘ありがとう’를 각각 10명씩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선배에게 

4명, 그리고 동료, 친한 친구, 후배에게 각각 3명씩이 ‘すみません’을 사용하고 있어, 친한 

친구와 후배에게 ‘すみません’의 사용이 없는 남학생과 대조를 이룬다. 즉, ‘すみません’을 

감사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학생임을 알 수 있다. 단, 남학생의 경우에도 ‘すみません’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선배(2명) 혹은 동료(1명)에게 사용하고 있어, 윗사람과 친하지 않는 

동료에 대한 감사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친한 친구(2명)와  

후배(3명)에게 ‘悪いね’라고 감사를 전하는 경우도 특징적이다. 친한 친구와 후배에게 미안하

고 가벼운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윗사람인 선배에게는 ‘悪いね’라

는 표현으로는 감사를 전하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8).  

<장면4>: 앙케트를 의뢰했을 때, 협력해 준 상대방에게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조사에서 한일 대학생들의 감사표현의 실태를 보면, 한국어에서 특히 동료 간 대화에서  남성 14명 
응답 중 7명이 <감사하다 系>(50%)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와 상대방이 어떤 관계, 그리고 그 
화제가 어떠한 내용인가에 따라서 <감사하다系>와 <고맙다系>의 사용실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소설 속의 통계가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의미는 있으나, 상대방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
다는 점이 고려되어 통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여학생의 경우도 ‘悪いね’의 사용이 친한 친구와 후배에게 각각 1명씩 사용하고 있지만, 남학생의 사용
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남학생은 친한 친구와 후배에게 すまない(2명),すまん(3명)등의 사용이 있어, 
이러한 사용이 없는 여학생과 다른 점이다. 즉, 남학생이 좀 더 친근감 있고 경의가 없는 표현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할 수 있어, 남녀 간의 감사표현의 politenesss strategy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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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4>는 앙케트 부탁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교수, 직원, 선배 등 윗사람에

게는 ‘감사합니다’를 대부분 사용한다. 그리고 친한 친구, 후배에게는 ‘고마워’가 주로 사용된

다. 교수에게는 여학생 28명 모두가 ‘감사합니다’ 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원에게는 21명이 

‘감사합니다’를 6명이 ‘고맙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교수와 직원에 대한 사용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는 교수(13명), 직원(12명)에게 ‘감사합니다’를 사용

하며, ‘고맙습니다’는 각각 1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맙습니다’는 윗사람 직원 선생에 대해서 

여학생이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동료에 대한 사용은 남녀 모두 ‘고마워’와 ‘감사합니다’가 주류이다. <고마워系>를 

대부분 사용하지만, 동료인 경우에도 친소관계에서 소원한 경우는 ‘감사합니다’(여성9명, 남

성4명)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교수, 직원, 선배 등 윗사람에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를 22명 전원이 사용하

고, 친한 친구, 후배에게는 ‘ありがとう’(친한 친구18명, 후배16명) 혹은 ‘どうもありがとう’

(각각 2명)을 사용하고 있다. 남학생은 후배에게 ‘すまん’과 ‘どうもすみませんね’가 각각 

1명이 사용이 보인다. 결국, 상하관계에 의한 사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동료에 대한 사용은 상기<그림>의 감사장면4처럼 3가지 모두 사용되지만, ‘ありがとう’(22명 

중에서 13명 )가 주된 사용이 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동료에게도 ‘どうもありがとう’ ‘あり
がとうございます’를 각각 3명씩 사용하고 있어, ‘ありがとう’ 5명 사용 보다 높다. 한편, 

남학생은 동료 간에 8명이 ‘ありがとう’를 사용하여 가벼운 감사표현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후배와 동료에 대한 사용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더 정중한 표현으로 감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종래의 성차 연구에서 여성어가 좀 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일치된다. 

<장면2>와 같이 부탁하기 어려운 추천장 작성의 감사표현의 경우, ‘정말로 감사합니다’가 

많이 사용되지만, <장면3> 협동수업에서 대신 발표, <장면4>앙케트 협조에 대한 감사는 가벼

운 감사로 ‘감사합니다’에 그치고 있어, 화제별로 상대방에 대한 대우가치(감사표현의 정중도)

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장면4>에서 일본어의 경우가 ‘どうもありがとう’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의 사용이 

동료들 간에 있는 점은 한국에서 ‘정말로 감사합니다’가 없고 ‘감사합니다’만 사용되는 점과 

대비된다. 동료들 간 대화를 보면,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감사표현이 정중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동료 간의 표현에서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어의 경우가 정형화된 3가지 표현만이 사용되었고, 이에 비해 한국어가 6가지 표현이 

사용된 점이 주목된다9). 즉, 한국어의 경우, 친소관계에 따라 다양한 표현의 형태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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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일 양국 모두 상대방이 윗사람인 교수나 직원, 아랫사람인 후배

인 경우는 감사표현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표현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상하관계, 

화제, 주제에 따라 화자가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감사표현이 정해진다. 감사표현의 정중도(대

우가치) 차이는 있으나, 동료 간 관계와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좀 복잡하게 나타난다. 동료에 

대한 친소관계가 작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인차가 감사표현(언어사용)의 다양성,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어느 요인이 더 작용되어 사용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언어학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차(性差), 연령에 의한 직장 내에서 힘(사회적인 힘)에 의한 

상하관계, 화제(話題), 상대방과의 거리에 의한 친소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따라서, 담화10)속에서 사회언어학적인 한일 양국어의 감사표현의 대조연구는 매우 중요

하고, 감사와 사죄표현의 선택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작업은 보다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정량적, 계량적인 분석이 우선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사자 수가 적어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3.2 사죄표현의 분석

이하, 설문조사 결과를 <장면1>~<장면3>로 나누어 살펴보자.

<장면1>: 수업 이동 중 캠퍼스를 걷다가 사람(상대방)과 손을 부딪쳤습니다. 그 때, 부딪친 사람의 

손에서 휴대전화(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9) 크게 나누면 한국어는 2가지 유형(감사합니다 系, 고맙다 系), 일본어는 1가지 유형(ありがとう系)이 
될 것이다. 

10) 한일 양국의 대조연구에서도 종래의 담화언어학적인 방법론과 함께 본 연구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언어학적인 방법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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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장면1>의 한국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교수’ ‘직원’ ‘선배’ 등 윗사람에게 더욱 

정중한 사죄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주로 사용하며 사죄를 

표하고 있다. 윗사람 교수에 대한 사용을 보면 ‘죄송합니다’ 系가  ‘정말로 죄송합니다’(27명),  

‘죄송합니다’(12명)로 95.12%를 차지하고 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는 2명에 지나지 않아, 

남녀 모두 윗사람에 대한 사죄표현 <장면1>은 <죄송합니다系>가 압도적이다 라고 볼 수 

있다. 성차를 보면, 남학생은 윗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가 거의 비슷

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여학생은 ‘정말로 죄송합니다’가 ‘죄송합니다’의 2배 정도 사용이 보인

다. 여기에서 여학생이 <장면1>윗사람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친한 친구’ ‘후배’에게는 ‘미안해’(41명 중에서 28명 사용:68.29%)와 ‘미안’(6명)이 

대부분 사용된다. 

일본에서 상대방이 교수인 경우, 남녀 차이로는 여학생이 ‘失礼しました’를 ３명이 사용한

다는 점이다. 상배방이 후배인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은 

‘ごめん’８명, ‘ごめんね’３명이다. 그러나, 여학생은 ‘ごめんね’５명, ‘ごめんなさい’４명인

데 비하여, ‘ごめん’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여학생은 후배에게 남성에게는 사용이 없는  

‘すみません’의 1명이 있고, ‘ごめんなさい’등이 사용되는 점을 특징적이다.  또한, 윗사람 

교수에게도 여학생은  ‘失礼しました’를 사용한 점에서 남학생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전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사죄표현에서도 감사표현과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정중한 표현을 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규범과 

잠재적, 암묵적인 경어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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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면1>에서 화제의 성격상 교수나 직원 등 사회적인 지위, 연령 등 윗사람에 대한 

정중한 사죄가 한국어의 경우는 3가지 표현으로 집약되지만, 일본어는 교수에서 보듯이 6가지 

사죄표현으로 선택되어 일본어가 좀 더 다양한 요인(화자와 상대방 간의 관계)이 작용된 것으

로 보인다. 이 부분은 한국어에서는 남녀 모두 윗사람(상하관계)에 대한 정중한 사죄가 중요하

며 정형화된 방식으로 사죄를 표현하며, 일본어에서는 상하관계와 더불어 화제의 중요성에 

따른 점과 남녀에 의한 차이(여학생이 주로 ごめんなさい 사용), 즉 성차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어의 절대경어적 성격과 연령 이외에도 [内, 外]라

는 경어 기준, 심리적 거리, 친소 관계에 의해 사용양상이 변화하는 상대경어인 일본어의 

특성이 사죄표현에서도 한일 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직원은 연령 관계에서 윗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장면1> 상대방 교수와 

달리, ‘죄송합니다’가 주로 사용되었다. 화제도 <장면1>에 비하면 사과의 정도가 낮을 수 

있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와 ‘미안합니다’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다. <장면2>에서 

친한 친구에게는 ‘미안해’가 대부분 사용되어, <장면1>후배에게 사죄와 거의 유사하다. 즉, 

친한 친구<장면2>와 아랫사람 후배<장면1>의 사용에서 장면에 따른 사죄표현의 차이는 볼 

수 없었다. 한국어에서 자신과 친한 사람이나 후배에게는 ‘미안해’로 대부분의 사죄가 가능하

다는 것이고, 윗사람에게는 화제 장면의 중요성도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장면2>: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가 나와서 받으러 갔는데, 잘못하여 당신보다 먼저 주문한 상대방

의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장면2>를 성차의 관점에서 보면, 여학생은 선배에게 ‘정말로 죄송합니다’5명(19.23%) 사용

이 있는데, 남학생은 1명(7.14%)의 사용만이 보인다. ‘죄송합니다’(14명중 11명 사용: 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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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이 많고, 여학생은 ‘26명 중 11명 42.30%를 차지하고 있다. 여학생은 ‘죄송해요’ 4명, 

‘죄송하네요’ 2명, ‘실례했습니다’ 3명 등 선배와 친소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사죄표현을 사용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학생은 대부분(약 80%가까운 사람)이 ‘죄송합니다’의 표현이 사용

된 점이 다르다. 

여기에서 한국어 사죄표현의 특징을 정리하면, 윗사람에 대해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중한 사죄표현과 다양한 사죄표현(아마도 친소관계가 작용되었을 것임)이 선택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친한 친구나 후배와 같은 아랫사람에게는 남녀 모두 ‘미안해’ 가 대부

분 사용되어, 거의 개인차가 없으며 정형화된 사용 양상을 보인다.  

<장면2>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수’ ‘직원’ ‘선배’ 등 윗사람에게는 [すみません、すいませ
ん、どうもすみませんでした]를 주로 사용하며, ‘동료’, ‘친한 친구’, ‘후배’ 등 대등한 인간관

계나 후배에게는 [ごめん、ごめんね、悪いね] 등 가벼운 사죄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일본어는 부정의 표현을 포함하는 형식이 긍정적인 표현보다 정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죄표현에서도 윗사람에게는 부정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만, 아랫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 

성차의 관점에서 보면, 여학생은 동료에게 ‘ごめんなさい’(4명:36.36%)를 사용하는 점이다. 

여학생은 윗사람(교수, 직원, 선배)에게 6명이 ‘ごめんなさい’를 사용하지만, 남학생은 선배에

게 1명만이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남학생은 윗사람에게 ‘すいません’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여학생과 다르다. 남학생은 교수와 직원에게 각각 2명씩 사용하고, 선배에게 1명이 사용

하고 있다. 여학생이 ‘すいません’를 사용하는 경우는 1명도 보이지 않았다. 

<장면3> :비오는 날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고 나올 때, 당신이 착각하여 상대방의 우산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우산의 원 주인이 ’ ‘이것은 저의 우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 (사죄 

장면에서) 당신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죄<장면3>의 일본에서는 교수, 직원, 선배에게는 ‘すみません’이 주로 사용되며, 동료, 

친한 친구, 후배에게는 ‘ごめん’‘ごめんね’가 주로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교수, 직원, 선배에게

는 ‘정말로 죄송합니다’(주로 여학생), ‘죄송합니다’(주로 남학생)이 사용된다. 동료, 친한 친구, 

후배에게는 ‘미안해’가 대부분 사용된다. ‘미안’의 사용도 ‘친한 친구’와 ‘후배’에게 약간의 

사용이 보인다. ‘친한 친구’의 경우를 보면 ‘미안해’가 40명 중에서 27명(67.50%), ‘미안’은 

7명(17.5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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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윗사람)와 동료에 대한 사용에서 한일 양국이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선배에게 40명　중에서 12명이 ‘정말로 죄송합니다’(30.00%사용)이 있다. 반면 일본

은 선배에게 ‘どうもすみません(22명 중에서 1명), どうもすみませんでした(22명 중에서 2명)

의 사용이 있어, 22명 중에서 총 3명 13.63% 만이 공손한 사죄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윗사람 선배에 대한 절대경어적인 측면이 한국어에 남아 있고,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하면 

가벼운 사죄표현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화자의 선배 즉 연령 

관계에 의해, 사죄표현의 정중도가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11). 결국, 한국어의 

연령에 의한 절대경어적 특성이 사죄표현의 선택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료의 경우에도 한국어는 ‘정말로 죄송합니다’를 6명(6명　중 5명이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동료에게도 매우 공손한 사죄표현이 사용된다. 반면, 일본어의 

경우, 동료에게 ‘どうもすみません’은 1례도 보이지 않아서 동료에게도 <장면3>의 경우에는 

가벼운 사죄표현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한국어에서는 <장면3>의 경우를 정리하면, 

상하관계, 선배에 대한 윗사람 의식이 명확하게 보인다. 일본어 경우 선배나 동료에 대한 

사용에서 한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죄표현에 그치고 있는 점이 다르다. ‘すみませ
ん’의 경우 동료에게 사용이 여성은 4명이 있으나, 남성은 1례도 없다. 한편, 蟹江(2014)에서는 

한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의뢰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한국인 고등학생은 

의뢰 수주에 관해서 적극적이지만, 일본인 고등학생은 ‘피해를 끼치는 것’을 회피하여 의뢰 

수주에 소극적인 점을 밝히고 있다. 즉, 한국인 학생은 친해지면 피해를 끼치는 것(의뢰하는 

행위)을 결코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아, 말로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한다. 즉, 긍정적, 적극적인 

포라이트니스(positive politeness)를 다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인 학생은 친한 사이라도 

피해를 입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말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

는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하는 소극적　포라이트니스 (negative politeness) 전략을 취한다. 의뢰

표현 뿐만 아니라, 사죄표현도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에서 ‘친한 사이에도 친밀감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차이’가 적용된다. 이처럼 친한 사이에서도 양국이 자신과 상대방의 영역을 의식하

고 행동하는 대화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친한 사이에는 상대방과 의식

이 희박(거리를 두지 않지만)하지만, 일본어에서는 친한 사이에도 자신과 상대방에 의식(심리

11) 일본어에서는 경어 선택의 조건으로 연령적 상하관계는 표준어의 세계에서는 단독으로 기능/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연령적 조건이 다른 조건보다도 강력한 곳은 九州, 沖縄地方 
등). 일본어에서 경어 선택의 조건에서 강력한 것의 하나로 南(1974：267)는 자신의 쪽(身うち：혈연적, 
비혈연적,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직장, 사회적 소속, 일종의 사회적 거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대일본어에서는 메이지 이후 계급적(사농공상) 신분관계가 쇠퇴하여, [역할적 상하관
계(상사-부하,교사-학생,선배-후배 등)], [内外關係(身うち)]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상대경어로 절대경어
적 요소가 강한 한국어와 대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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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距離 意識)이 존재한다. 이러한 친한 관계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사죄, 의뢰표현에 반영되

며, 한일 간 언어행동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마찰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성차의 관점에서 보면, 남학생은 동료에게 ‘ごめん(4명)’, ‘ごめんね(3명)’이 

주류이지만, 여학생은 동료에게 ‘すみません(4명)’,‘ごめんなさい(3명)’이 주류이다. 여학생이 

동료에게 정중한 사죄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어의 경우, 동료 간 사용을 

보면, 여학생의 경우도 26명 중에서 11명인 42.30%가 ‘미안해’를 사용하여, 가벼운 사죄가 

주류임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에서 동료에 대한 사용에 비하면 한국은 같은 장면에서 가벼운 

사죄임을 알 수 있다. ‘죄송해요’‘미안해요’가 각각 3명이고 ‘ 정말로 죄송합니다’는 5명이 

있다.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과 비슷하지만, ‘정말로 죄송합니다’ 는 14명중 1명에 그치고 

있다. 남학생은 동료에게 ‘미안해’(5명), 죄송해요(2명), 죄송합니다(2명)이 주로 사용된다. 

 

 

이상 <장면3>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배에게는 한국어에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의 사용이 

일본어의 공손한 사용 ‘どうもすみません’ ‘どうもすみませんでした’의 사용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에서 선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손한 사죄표현(연령에 의한 상하관계

가 사죄표현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료에 

대한 사용에서는 일본 여학생이 한국 여학생에 비해, 동료에게 정중한 사죄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여학생이 동료에게 ‘すみません(4명)’,‘ごめんなさい(3명)’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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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동료에게도 친밀감이 있더라고 피해를 끼치는 것을 부담스

럽게 생각하여, 공손하게 사죄를 하여 상대방 영역에 침해하지 않고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소극적 포라이트네스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여학생이 동료에게 42.30%가 ‘미안해’를 사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끼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가벼운 사죄표현이 선택되고 있다. 

그러나, 친소관계에 따라서 소원한 관계인 경우, 특히 여학생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동료이지

만 ‘정말로 죄송합니다’와 같은 정중한 사죄가 선택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양국 여학생들의 

동료에 대한 사죄표현 양상의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熊谷(2008：30-33)은 일본인이 사죄를 

잘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신을 불리한 입장에 놓지만, 실은 일종의 대인 행동의 스타일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신의 입장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체면(Face)을 지키는 것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이해를 구하려는 스트라테지이고, 의뢰와 사죄뿐만 아니라 ‘일본적인 겸손’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자신을 불리한 입장에 놓는 언어행동이 상대방에게 일정의 효과

를 거둔다고 판단하는 상호이해적인 사죄표현의 스타일의 하나가 된다. 자신을 약자의 입장에 

놓는 것이 결국은 상대방에게 결정권이 있고, 상대방의 허가를 구하는 사죄방식으로 소극적 

포라이트네스 전략을 선택하는 셈이다. 한국의 경우는 자신을 불리한 입장에 놓고 사죄를 

구하는 방식보다는 설명을 하는 방식이 선호되는 것 같다. 자신을 불리한 입장에 놓는 겸손함

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 동조하면서 설명하고 사죄하는 긍정적 포라이트네스(positive 

politeness)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용 경향의 분석을 통해서 감사와 사죄표현의 선택에 대해서 고찰하여 한계는 있다. 그러나, 

향후 담화언어학, 인지언어학 등의 관점에서 분석을 통해서 ‘감사’ ‘사죄’표현의 선택 메커니

즘의 규명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다. 한편, 南不二男(1974:225-226)에서는 경어와 그 주변에 

대해서 논하면서 경어의 일반적 성격으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2) 3)가 주목된다. 2)는 

배려의 대상 혹은 그에 대한 표현에 관한 언어주체의 어떠한 평가적인 태도가 있다는 점. 

3)은 그 결과 표현의 素材的 내용 혹은 그에 관한 언어 주체의 취급방식(언어표현, 경어표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음)에 차이가 생긴다는 점이다. 감사, 사죄 표현도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평가적인 태도(의식적 때로는 무의식적)가 반영되어,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담화 문맥

(context) 속에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 이러한 표현 

양상의 차이는 경어의 특성과도 관련이 되며, ‘politenesss strategy’ 의 차이로도  감사, 사죄표현

의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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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와 사죄표현의 선택 메커니즘 규명 

본장에서는 감사와 사죄표현의 선택 메커니즘 규명을 위해서는 담화언어학,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泉子·K·メイナード(2004:13) 담화의 구조·구성의 관점에서 discourse를 분석할 때, 담화 전체

를 시야에 넣으면서 담화의 구조·구성과 언어표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담화 전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물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하, 인용해 둔다.

談話の構造·構成の観点からディスコースを分析する際には、談話全体を視野に入れながら、談
話の構成要素や、段などの内部構成がテーマとなる。また、異なったジャンルごとの構成もそ
の研究領域に入る。そして談話の構造·構成と言語表現がどのような関係にあるか、談話全体と
して何をどのように表現しているか、という問いかけが大切である。

담화언어학(discourse linguistics)12)의 관점에서 일본어 담화(discourse) 현상을 이해하려

고 할 때, 언어의 다양한 변화(Variation도 그 Variation의 자체가 문맥에 의해 다양함을 

보임)의 존재와 그 표현성을 시야에 넣고 인식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의 다양성(표준어·공통어)에서도 실제로 사용될 때에는 언어주체의 개성이 어떤 

Variation를 통해서 표현된다. 담화언어어학의 연구과제와 일본어 Variation이 관련된 점은 

Variation의 이용과 조작이 다양한 담화의 표현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종래 사회언어학

에서  Variation(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계층별 차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언어의 Variation과 관련하여 문맥과의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찍이 泉子·K·メイナー
ド(1993:23-61)는 회화분석을 대조 회화분석에 응용할 수 있고 그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리고 회화분석의 시점과 범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1993:37-39). 특히, 주목되는 

것은 회화분석을 자기콘텍스트(context)화, self-contextualization로 설명하고 있다. 화자가 대화

의 어느 시점에서 다양한 문맥(context:어용론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개념)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회화표현을 선택할 때, 그 과정을 자기콘텍스트화로 간주하고, 회화분석은 

화자 및 듣는 이의 자기콘텍스트화가 어떠한 요소를 포함하고, 어떠한 경과를 거쳐 이루어지

12) 언어표현을 담화라는 언어의 실제 속에서 분석하여, 더 나아가 어떤 언어의 discourse 현상의 전체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담화언어학은 표현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泉子·K·メイナード
(2004:14)는 구성, 레토릭, 스트라테지는 담화(discourse)를 3개의 레벨로 나누어 파악한 개념으로 이들은 
각각 독립된 범주가 아니라, 중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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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해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들 들어, 자기콘텍스트화의 개념은 한일 대조 회화분석

에서 회화 스타일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거시적 레벨에서는 회화 구조적 시점에서 

분석13)이 되고, 미시적으로는 회화 관리의 시점(화자교체, 맞장구 표현 등 듣는 이 반응 등 

다양한 비언어행동을 생각할 수 있음)에서 회화분석이다. 특히, 구조적 시점에서 감사와 사죄

표현을 화자가 선택할 때, 泉子·K·メイナード가 말하는 자기콘텍스트화 과정, 본 연구에서는 

감사와 사죄 표현을 대조 분석하여 그 사용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3장에서 회화를 분석한 것이 아니고, 장면이 제시된 앙케트의 분석에 그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한편, 崎田智子·岡本雅史(2010：9-10)는 인지언어학과 담화연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최근

의 인지언어학에서 담화연구를 중요시하는 현상이 조금씩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래의 

인지언어학의 범주를 넘은 ‘인지적 담화분석’이라는 인지적 입장을 취하는 담화분석의 통찰

적 연구가 있다. 담화·텍스트의 전개 프로세스 초점화의 인지 프로세스에 따라서 설명하는 

시도도 주목 된다(山梨2001,2004). 또한, 종래의 인지언어학과 회화분석(會話分析)은 서로 융

합할 수 없다고 인식했지만, 양자를 통합시키는 시도도 보이고 있다. 이들 연구는 담화를 

시야에 넣도록 인지언어학의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고, 담화 특히 

구어(구어체)에 기반을 둔 인지 메커니즘 연구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인지언어학은 최근에 언어구조가 어떻게 상호 행위적인 언어사용에 관여하는지를 

연구의 영역에 넣어 인지언어학이 어떻게 담화와 융합되는가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14). 인지언어학은 관심이 인지에 있다고 한다면(인지와 담화의 접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담화언어학은 담화에 관심이 있다. 이 둘 모두 담화 속에서 즉, 담화 문맥

(context)에서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행위 속에서 어떠한 의도로, 담화 전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감사와 사죄표현의 선택 메커니즘 규명도 이러한 

담화언어학, 더 나아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13) 泉子·K·メイナード는 구조적 시점에서 회화 분석, 회화 전체상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3번째 장르별 내부구조(예를 들어 회화 중의 이야기), 4번째 회화 참가자의 발화의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성격 지워지는 교환구조는 ‘감사’ ‘사죄’ 표현의 한일 대조연구에 시사적이다. 

14) 인지언어학과 어용론의 접점이 되는 연구도 보인다. 山梨(2001：179)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생생한) 문맥과 언어의 전달과 해석의 메커니즘을 해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언어 
현상에 관하여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과 설명을 시도해 가는 방법으로 ‘認知
語用論(Cognitive Pragmatics)’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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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사표현(Expression of appreciation), 사죄표현(Expression 

of apology)의 선택 메커니즘을 한일 양국 대학생들의 언어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일 양 언어의 감사와 사죄표현이 어떠한 장면에서 상대방(상하관계와 친소관계

를 고려한 화자와 상대방1~6으로 구별)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일 양 언어의 ‘감사’와 ‘사죄표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 메커니즘의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먼저, 감사표현을 보면, 한일 양국 모두 상대방이 윗사람인 교수나 직원, 아랫사람인 후배인 

경우는 감사표현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표현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 상하관계, 화제, 

주제에 따라 화자가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감사표현이 정해진다. 감사표현의 정중도(대우가치) 

차이는 있으나, 동료 간 대등관계와 같은 경우에는 양상이 좀 복잡하게 나타난다. 동료들 

간 대화를 보면,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좀 더 정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본어의 경우는 

정형화된 3가지 표현만이 사용되었고,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6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사죄표현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남녀 모두 윗사람(상하관계)에 대한 정중한 사죄가 중요하

며 정형화된 방식으로 사죄를 표현하며, 일본어에서는 상하관계와 더불어 화제의 중요성에 

따른 점과 남녀에 의한 차이(여학생이 주로 ごめんなさい 사용), 즉 성차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어의 절대경어적 성격과 연령 이외에도 [内,外關係]

라는 경어 기준, 심리적 거리, 친소관계에 의해 사용양상이 변화하는 상대경어인 일본어의 

특성이 사죄표현에서도 한일 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에서 선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손한 사죄표현(연령에 의한 상하관계가 사죄표현 

선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선택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동료에 대한 사용에

서는 일본 여학생이 한국 여학생에 비해, 동료에게 정중한 사죄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은 동료에게도 친밀감이 있더라고 피해를 끼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공손하게 사죄를 하여 상대방 영역에 침해하지 않고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소극적 

포라이트네스(negative politenesss)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반면, 한국은 자신을 불리한 입장에 

놓는 겸손함보다는 적극적으로 협조, 동조하면서 설명하고 사죄하는 적극적 포라이트네스

(positive politeness)의 성향이 강한 편이다. 이처럼, 친한 사이에서도 한일 양국이 자신과 상대

방의 영역을 의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것은 담화 스타일의 차이로 나타나며, 사죄표현

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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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감사와 사죄 표현도 화자의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평가적인 태도가 반영되어, 그 평가

를 바탕으로 화자가 담화 문맥(context)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 이러

한 감사, 사죄 표현 선택 양상의 차이는 경어의 특성(절대경어, 상대경어)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본론에서 언급한 ‘politenesss strategy’의 차이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끝으로, 담화언어학의 관점

에서 ‘감사’ ‘사죄’표현에 관한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과제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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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한일 양 언어의 감사와 사죄표현의 선택 메커니즘

-대학생의 언어사용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방극철

본 연구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감사표현(Expression of appreciation), 사죄표현(Expression of apology)의 선택 메커니즘을 
한일 양국 대학생들의 언어사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일 양 언어의 감사와 사죄표현이 어떠한 
장면에서 상대방(상하관계와 친소관계를 고려한 화자와 상대방1~6으로 구별)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일 양 언어의 ‘감사’와 ‘사죄표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택 메커니즘의 차이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먼저, 감사표현을 보면, 한일 양국 모두 상대방이 윗사람인 교수나 직원, 아랫사람인 후배인 경우는 감사표현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표현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동료들 간 대화를 보면, 일본어가 한국어에 비해, 좀 더 정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본어의 경우는 정형화된 3가지 표현만이 사용되었고,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는 6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사죄표현을 보면, 한국어에서는 남녀 모두 윗사람(상하관계)에 대한 정중한 사죄가 중요하며 정형화된 방식으로 사죄를 

표현하며, 일본어에서는 상하관계와 더불어 화제의 중요성에 따른 점과 남녀에 의한 차이(여학생이 주로 ごめんなさい 
사용), 즉 성차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한국어의 절대경어적 성격과 연령 이외에도 
[内,外關係]라는 경어 기준, 심리적 거리, 친소관계에 의해 사용양상이 변화하는 상대경어인 일본어의 특성이 사죄표현에서
도 한일 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한일 양국에서 이러한 감사, 사죄 표현 선택 양상의 차이는 경어의 특성(절대경어, 상대경어)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언급한 ‘politenesss strategy’ 의 차이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끝으로, 담화언어학의 관점에서 ‘감사’ ‘사죄’표현에 
관한 상세한 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과제로 하고 싶다. 

Selection mechanism of expression of appreciation and apology in both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Bang, Geug-Ch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election mechanism of expression of appreciation and expression of apology 
in Korean and Japanese.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by conducting a survey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he Korean-Japanese language of appreciation and apology are used for the 
other party (1-6).

As a resul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following selection mechanisms can be clarified in both ‘expression of appreciation’ 
and ‘expression of apology’ in both languages. Looking at expression of appreciation, Korean and Japanese tend to be categorized 
and used to some extent, but Japanese are used more politely when used between colleagues. In particular, Korean honorifics 
based on age and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honorifics that are strongly influenced by Uchi(内：うち) and Soto(外：そと) 
relationships other than age are also related to the choice of appreciation of apology.

This difference in the expression of appreciation and expression of apology choice is closely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honorific expressions. In addition, it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 of ‘politenesss strategy’ mentioned in this paper.

Finally, there is a need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expressions of  appreciation and apology from the viewpoint of Discourse 
linguistics and Cognitive lingu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