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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경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존경이나 겸손의 뜻을 전하는 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어는 경의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거리 또는 관계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어 다양한 

화용론적 기능을 파생한다. 이때 인간관계나 발화상황, 발화의도와 같은 발화환경에 비추어 

경어가 적절하게 사용되면 공손한 표현으로 인식되지만, 부적절한 경어 사용은 오히려 무례하

게 보일 수 있다. 특히 고의로 부적절한 경어를 사용할 경우 상대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1)과 같은 아이러니 발화 또한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 (寝坊した息子に)ずいぶん遅くお目覚めですわね。 (岡本, 20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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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인간관계 및 발화의도를 고려했을 때 경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아이러니로 인식되

는 발화로, 아이러니가 경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ech(1983)는 아이러니의 

전형적인 경우로 표면상의 정중함을 예로 들었며 이밖에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아이러니의 

언어적 특징과 관련해 지나치게 정중한 표현, 과도한 경어를 언급하고 있다(内海 1997, 岡本 

2010). 이 같은 아이러니 발화의 대인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이러니 발화가 공격성을 띤다는 

의견과(岡本 2010, 中村 2009, Colston 1997), 이와 반대로 비난을 완화하여 공격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Jorgensen 1996, Dews외 1995). 그러나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인식이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며, 화자의 태도에 따른 청자의 반응 또한 고정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인적 효과는 청자의 측면에서도 관찰되어야 한다. 청자의 인식이나 반응에는 인간관

계나 발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적 특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경어가 공손한 말이라는 

언어적 특징과 인간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尾鼻, 2021)에서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 특히 상위자에 대한 

경어 사용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 살펴본다. 일본사회에서 상위자에 대한 경어 사용은 관습

화되어 있어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尾鼻, 2021). 이는 상위자를 향한 경어 사용의 유무가 

대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주로 상대에 대한 부정

적 태도를 나타내는 아이러니 발화에서는 상위자를 향한 경어 사용이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

기 어렵다.1) 따라서 본고는 아이러니 발화의 청자를 상위자로 한정하고 아이러니 발화에서 

경어 사용의 대인적 효과에 대해 청자반응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청자의 반응에 따라 화자와 청자 사이에 발생하는 힘(Power)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현대 일본어 경어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재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후술하겠지만 아이러니 발화에서 사용되는 경어와 관련해서도 경어의 이데올로기가 더 강하게 작용해 
상위자가 반격하지 못한다는 주장과(尾鼻, 2021) 상대가 상위자인 경우에도 발화를 더 아이러니처럼 
느끼게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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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및 본고의 입장

2.1 아이러니의 정의

  아이러니 발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왔으며 다양한 특징을 지닌다.

<표1> 아이러니 발화의 정의 및 특징

Grice(1975) 회화의 추의: 말한 것과 반대의 뜻을 전하는 발화. 즉 협조의 원리 중 질의 
원칙 위반을 통해 추의가 발생.

 kreuz and 
Glucksberg(1989)

아이러니 발화는 암묵의 기대 또는 기대와 현실의 어긋남을 상기시키는 
실마리가 되는 발화이다.

Wilson&
Sperber(1992)

언급(에코)이론: 누군가의 발화, 사고나 이에 유사한 내용을 말하며 그것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감정･태도를 표명하는 발화. 언급의 대상에는 화
자의 기대･희망도 포함된다.

内海(1997)

암묵적제시이론: 아이러니 환경이 전제되는 이론. 아이러니 환경이란 화자
의 기대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 상태이며 아이러
니 발화는 아이러니 환경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발화로 ① 기대의 완곡적 
언급 ② 화용론적 불성실성 ③ 화자의 부정적 태도 암시의 특징을 지님.

Okamoto(2007)

의사소통 불성실성: 아이러니 발화는 기대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정
적 감정을 암시하는 발화이며, 의사소통 불성실성을 나타내는 언어적 특징
에 의해 표현된다. 의사소통 불성실성은 화용론적 불성실성을 포함해 화자
의 부정적 태도를 표명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하며 평가나 감정의 왜곡 
또는 진지하지 않은 표현방법과 관련이 있다. 

河上(2018)

아이러니는 인간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외관과 실체 간 발생한 어긋남(ズレ)
을 인식하는 것이 아이러니이고,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언어에 반영한 
것이 아이러니 발화이다. 이때 화자의 태도는 긍정적, 부정적인 경우 모두 
포함된다. 

尾鼻(2020)
발화 내 규범으로부터 일탈한 현상 또는 발화와 발화 주변(인간관계, 발화상
황, 발화의도) 간 나타나는 부정합을 계기로 일어나는 간접적이며 부정적인 
표현.

  위 내용을 통해 아이러니 발화에는 두 개념이 존재하며 두 개념 간 반대, 불일치 등 어떠한 

어긋남(ズレ)이 발생해 이를 인식한 화자가 어긋남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의견이 공통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의 태도는 긍정･부정으로 모두 나타날 수 있지만 부정적 태도를 

전한다는 견해가 더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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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이러니 발화의 대인적 효과

  아이러니의 대인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이러니 발화가 공격, 비난의 정도를 약화시킨다는 

견해와 공격과 비난의 정도가 크다는 대립적인 의견이 있다.

  Brown and Levinson(1987)은 아이러니 발화의 간접성 때문에 비난의 전달이 체면위협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공격성이 직접적 비난에 비해 적다고 했다. Leech(1983) 또한 아이

러니에 의한 비난은 외관상의 정중함에 의해 공격성이 완화되어 청자가 불손하게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의 의사소통이 갈등이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했다. 

  Dews외(1995)에 의하면 아이러니 발화는 표면상의 긍정적 의미가 부정적 의도를 물들이기

(tinge) 때문에 비난의 정도가 약해진다. 또한 상대를 도발하지 않고 비난할 수 있으며 간접적 

표현을 사용하므로 자의적 비난보다 덜 모욕적이라고 했다. 나아가 실험을 통해 아이러니 

발화를 공격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는 없으며 청자･화자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덜 끼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Jorgensen(1996)도 아이러니의 대인적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자가 아이러니 발화에 분노하거나 화자에게 부정적 감정을 지니는 경우가 

적어 화자, 청자가 모두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Kreuz외(1991)에 의하면 상대를 향한 조롱이 아이러니 발화에 의해 달성되기도 하는데, 

이들 효과는 발화내용(긍정적)과 발화의 실제 의미(부정적)의 대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Colston(1997)은 아이러니 발화의 효과에 대해 아이러니 발화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더 바람직한 상태를 언급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재 상황과 대조되기 때문에 

현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이게 한다고 했다. 즉, 화자가 아이러니 발화로 상대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대조로 인해 그 정도가 강조되어 공격성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中村(2009)는 일본어의 아이러니 발화와 직접적 평가에 대한 청자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아이러니에 의한 비판이 솔직한 비판보다 상처받기 쉬우며 비판의 

증폭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3 아이러니와 경어

  아이러니 발화와 경어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Utsumi(2000), Kumon-Nakamura외(1995)에 의하면 지나친 정중함은 화용론적 불성실로 인해 

아이러니가 될 수 있으며 화자가 지나치게 정중할 때 청자는 성실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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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Okamoto(2002)는 일본어에서 정중도가 아이러니 인지에 대해 지니는 효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경어를 동반한 발화는 그렇지 않은 발화보다 아이러니로 인식되기 쉬우며 정중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 아이러니로 인지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주어진 관계에서 적절한 

정중함으로부터 탈선하는 것은 화용론적 불성실성의 실마리가 되어 발화를 아이러니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즉, 지나친 정중함은 청자에게 발화의도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고 이로 

인해 아이러니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河(2013)는 표면적 발화태도는 지나치게 정중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얕보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은근무례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조사했다. 河(2013)에 의하면 과도한 경어 사용

이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과정에는 경어의 화용론적 효과 중 거리두기와 품위가 개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러니는 대인관계에서 거리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화용론적 효과 중 

하나라고 했다. 

  尾鼻(2020)에 의하면 일본어에서는 화자의 의도와 발화내용 사이에 어긋남이 있는 경우뿐

만 아니라 화자의 의도와 발화내용이 일치하더라도 경어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발화에 포함되

어있는 전략이 경어세계에서 수용되지 않은 경우2)에도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또한 후자의 

경우 경어 사용 자체가 아이러니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尾鼻(2020)는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 효과와 관련해 특히 상위자를 아이러니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주목했

다. 이 때 화자의 경어는 윗사람에게 응수하는 수단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상대의 반격을 

막는 가림막 역할을 한다. 이는 경어가 지니는 규범의식으로 인해 청자가 아이러니 표현보다 

화자의 경어 사용에 더 주목하여 무례함이 묵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尾鼻(2021)에서도 

하위자의 경어는 상위자에 대한 무례한 발언을 완화하여 방어 수단으로 사용된다며 이는 

하위자가 경어의 규범의식을 역으로 이용해 상위자에 대한 비난이나 도전적 태도의 표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2.4 본고의 입장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러니의 대인적 효과 및 경어와 아이러니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

구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이러니 발화를 간접적이거나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만 정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河上(2018)에 의하면 

어긋남의 인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아이러니가 될 수 있으며, 尾鼻(2020)도 

2) 경어가 지니는 규범의식과 부정합이 일어나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어를  
사용하면서도 상대에게 경의(敬意), 배려를 보이지 않아 정중함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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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내용과 발화의도가 일치하더라도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아이러

니의 대인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이러니의 정의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岡本(2004)는 인간관계나 자극의 제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러니의 대인적 효과가 다르

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극의 제시방법은 자극을 제시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화자의 

태도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가, 혹은 의도･태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는가

와 같은 표현방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본고는 아이러니 희생자3)를 상위자로 한정하고 청자반

응 별로 발화 제시방법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한다. 또한 아이러니 발화는 선행연

구를 참고해 ‘두 가지 개념의 어긋남, 또는 발화와 발화 주변 간 일어나는 부정합에 대한 

화자의 평가, 태도나 감정을 언어화한 표현’으로 정의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및 연구대상

  아이러니 발화와 이에 대한 청자반응은 <표2>의 드라마 대본에서 추출한다. 드라마 대본은 

화자‧청자의 관계와 발화 장면‧상황의 설정이 명확하고 발화의 턴 구별 또한 분명해 상하관계

를 중심으로 청자반응을 검토하려는 본고의 취지에 적합하다. 또한 드라마가 현실과 유사하다

는 점에서 드라마의 언어적 표현은 일상 언어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성이 

보장되므로 연구자료로 드라마 대본을 선택했다. 

<표2> 드라마 목록 

제목 연도 각본 제작

1 半沢直樹 2013 八津弘幸 TBS
2 きょうは会社休みます 2014 金子 茂樹 日本テレビ

3 下町ロケット 2015 八津 弘幸, 稲葉 一広 TBS
4 重版出来! 2016 野木 亜紀子 TBS
5 小さな巨人 2017 丑尾 健太郎, 成瀬 活雄 TBS

3) 아이러니 발화의 표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하며(Jorgensen, 1996) 이하부터는 편의 상 청자로 표기한다. 



일본어 아이러니 발화에서 경어 사용의 대인적 기능 ·······························································신희혜  81

  본고의 연구대상은 ‘2.4 본고의 입장’에서 제시한 정의에 따라 추출한 발화 중 화자가 본래보

다 더 높은 레벨의 경어를 사용한 발화(과도한 경어) 및 이에 대한 반응 발화로, 청자는 상위자

로 한정한다. 상위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러니 발화에서 경어 사용의 효과에 대해 ‘경어 사용에 

더 주목해 상위자가 반격하지 못한다는 주장’과(尾鼻, 2021) ‘상대가 상위자인 경우에도 발화

를 더 아이러니처럼 느끼게 한다’는 주장이(Okamoto, 2002) 대립하고 있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어 사용의 방향적 측면에서 봤을 때4) 청자가 하위자인 경우에는 경어 사용에 

위화감을 느끼더라도 추후에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해 상위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폭이 적은 반면, 상위자인 경우에는 이 같은 요인이 비교적 덜 작용해 아이러니 

발화에 대한 반응이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위자는 ①(사회적)지위 

상 우위에 있는 인물, ②연령 상 우위에 있는 인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5) 한편 아이러니 

발화는 화자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만을 다룬다.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것만을 아이러니 발화로 취급하는 의견이 더 지배적

이었으며 아이러니 발화가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태도가 더 

많다는 비대칭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3.2 청자반응 분류

  Bousfield(2008)는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행위(불손)가 실현되면 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난다

고 했다. 아이러니에 의한 부정적 평가는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잠재성이 있으므로 아이러

니 발화에 대한 반응을 불손에 대한 반응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청자반응과 관련해 Bousfield(2008)를 참고한다. Bousfield(2008)에서는 불쾌한 행위가 발생했

을 때 나타나는 청자의 행위를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또한 반응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거나(accept) 대응(counter)할 수 있으며, 대응은 다시 공격적인 대응

(offensive)과 방어적인 대응(defensive)으로 나뉜다. Bousfield(2008)에 의하면 반응하지 않는 

4) 상하의 구별이 없는 동위자 경우 첫 대면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경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藤原, 
2002) 경어 사용의 방향적 측면의 고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런 이유에서 아이러
니 희생자가 하위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러니 화자의 경어 사용에 위화감을 느끼기 쉽다. 위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아이러니 희생자가 상위자인 경우가 청자의 반응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5) ①, ②로 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관찰되면 드라마의 전체내용 및 발화의 전후맥락을 고려해 상위자를 
결정한다. 본고의 연구범위를 청자가 상위자인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에 발화분석 시 상하관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앞의 경우처럼 발화로부터 화자와 청자의 상하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부연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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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고 수락은 문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떠맡거나 상대에게 동의하는 

발화 및 사죄 등이 포함된다. 공격반응에 대해 Bousfield(2008)는 체면위협행위를 똑같이 체면위

협행위로 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Culpeper(1996)의 불손전략(impoliteness strategies)을 

공격반응으로 볼 수 있으며 비난, 도발, 도전적 질문, 경멸 등이 포함된다. 한편 방어반응은 

주로 스스로의 체면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체면손상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문제의 (발화)

행위를 피하거나 막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6) 본고는 이를 참고해 아이러니 발화에 대한 

청자반응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3> 청자반응

무대응
응답하지 않거나(침묵) ｢チッ｣과 같이 응답은 하더라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어떠
한 대응을 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반응

수락
화자의 비난이나 부정적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아이러니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떠맡거나 아이러니 화자의 발언에 동의하는 발화 및 사죄 발화가 포함된다.

공격
비난, 도발, 경멸, 무시 등 상대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보이거나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발화행위로 대응하는 경우

방어
자신에 대한 체면손상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변명, 책임회피, 간청 등을 통해 문제의 
행위를 피하거나 막는 경우

  <표3>을 바탕으로 본고는 아이러니 발화 후 청자의 반응을 분류하고 청자반응 별로 아이러

니 발화의 제시방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둘 사이의 관련성을 밝힌다. 아이러

니 발화의 제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표4> 아이러니 발화의 제시방법  

역전형
발화의 내용과 화자의 실제 태도, 감정이나 평가가 정반대로 나타나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

비역전형

직접적
아이러니의 대상이 되는 개념(행동‧상황이나 인물)에 대한 화자의 평가적 
태도가 발화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간접적
아이러니의 대상이 되는 개념에 대한 화자의 평가적 태도가 발화에 비명시
적으로 나타나거나 암시되는 경우

6) Bousfield(2008)에서는 책임회피(Abrogation), 체면손상을 하찮게 여기기(make light of face damage), 체면
공격을 무시하기(Ignore the face attack: 체면공격을 하도록 내버려두기), 설명하기(offer an account: 문제
의 행위를 철회하거나 실수였다고 말하기), 간청하기(Plead: 불쾌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부탁), 손을 
떼는 것(Opt out)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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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상위자에 대한 경어 사용 아이러니 발화 및 청자반응은 총 250개가 추출됐으며 이를 ‘<표3>

청자반응’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 청자반응 분류 결과7)   
단위 (개)

수락 방어 공격 무대응

28(11.20%) 45(18.00%) 147(58.80%) 45(18.00%)

  상위자에 대한 아이러니 발화에서 과도한 경어를 사용할 때 상대가 공격으로 대응한 발화는 

147개로, 절반 이상(58.80%)을 차지해 다른 반응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방어, 무대응은 

동일한 비율(18.00%)을 차지했으며 수락이 가장 낮은 수치(11.20%)를 보였다. 이를 통해 상위

자에 대한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은 상대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 수락

  수락반응은 문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떠안거나 사죄, 동의, 시인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러니 화자의 발화제시 방법은 총 28개의 수락반응 중 간접적인 것이 23개(82.14%), 

직접적인 것이 4개(14.28%), 역전형이 1개(3.57%)로, 아이러니 화자의 비난이 간접적으로 표현

되는 경향이 있었다.

2) 暁 : そんなことは頭取も十分承知していることだよ！その上で半沢次長を指名したのには

頭取なりの深∼いお考えがあってのことだ。もちろんダメだったときにはすべての責

任を取るとそういうお覚悟がおありなんですよね? 頭取。

謙 : 無論だ。 [半沢直樹 9화]

  2)에서 화자(暁)는 청자(謙)의 ｢半沢次長を指名した｣행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ダメだっ

7) 한 발화에서 두 가지 이상의 반응이 나타난 경우를 중복하여 센 결과이며, 화자의 발화제시 방법은 
지면 제약 상 각 청자반응에서 20% 이상의 비율을 보인 것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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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ときには~お覚悟がおありなんですよね?｣의 발언으로 나타내고 있다. 해당 발화는 화자가 

도전적 태도를 취하면서 정중도가 높은 경어를 사용하고 있어 경어 사용과 경어의 규범의식 

간 부정합으로 발생한 아이러니 발화이다. 청자는 이 발화에 ｢無論だ｣로 답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행위(半沢次長を指名した)로 발생한 책임을 떠안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므로 수락반응

에 해당한다. 한편 아이러니 발화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 부정적 상황(もちろんダメだったとき)을 가정하고 모든 것이 청자의 책임이 된다는 

것에 대해 ｢おありなんですよね?｣로 확인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敬治 : お願いしている立場で申し上げるのはなんですが、御社は先日特許使用契約を望ま

れていましたよね。弊社としては精いっぱい譲歩して今日その線で話をまとめよう

とまいったわけです。それなのに今度は部品供給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航平 : せっかくお気遣いいただいたのに申し訳ありませんでした。ですが、ウチとしても

悩んだ末に出した答えでして。8) [下町ロケット 3화]

  3)은 ｢部品供給｣을 요구하는 청자(航平)의 행위에 대해 화자(敬治)가 부정적 태도(비난, 

불만)를 나타내는 발화로 의도에 어울리지 않는 경어를 사용한 아이러니 발화에 해당한다. 

화자의 부정적 태도는 ｢弊社としては精いっぱい譲歩｣와 ｢部品供給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

うか｣에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들 표현은 비난을 명시하지 않고 화자가 양보했던 사실을 

언급하거나 청자의 제안(部品供給)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태도를 의문문으로 나타냈다는 점

에서 간접적인 아이러니 발화로 판단된다. 또한 이에 대한 청자의 반응 ｢申し訳ありませんで

した｣는 사죄 행위로 수락의 예로써 적합하다. 한편 3)은 문제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상위자인 

화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나 원인이 불분명했던 2)와 차이를 보인다. 즉, 수락반응에서

는 책임소재나 문제의 원인과 관계없이 아이러니 발화의 제시 방법이 간접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어 사용이 상위자인 청자의 반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방어

  방어반응에서는 청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명, 해명, 또는 문제의 행위에 대한 언급을 

차단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화자의 발화 제시 방법은 직접적 19개(42.22%), 간접적 25개

8) ｢ですが~答えでした｣는 변명으로 해당 발화는 수락, 방어가 함께 나타난 발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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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로 간접적 발화가 다소 많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 역전형은 1개(2.22%)로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4) 夏子 : おかしなこと言うのね。財務内容は全て書類で提出したはずです。運用を隠したつ

もりはありません。失敗を見抜けなかったのはあなた達の責任でしょう?(後略)

直樹 : 専務のお考えはよく分かりました。ですが、湯浅社長のご意見もお伺いしたい。お

会いできますか?

夏子 : あいにく海外出張中です。それにこの件に関しては私が一任されておりますので、

どうしてもお金を返せとおっしゃるなら銀行内の合意を取ってきていただきたい

わ。  [半沢直樹 6화]

  4)는 은행으로부터 200억 엔을 대출한 ｢伊勢島ホテル｣에서 주식의 운용 실패로 120억 엔의 

손실이 발생하여 담당자인 ｢直樹｣가 진상을 파악하는 상황이다. 화자(直樹)는 호텔의 전무인 

청자(夏子)의 선행발화 ｢財務内容は∼あなた達の責任でしょう?｣를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장(湯浅)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발언(湯浅社長の∼お会い

できますか?)은 아이러니 발화로, 레벨이 높은 경어가 사용됐지만 화자가 청자(夏子)의 의견

에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湯浅｣를 찾는다는 점에서 청자 및 청자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간접적으로 암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청자의 반응 ｢あいにく海外出張中で

す｣와 ｢私が一任されておりますので｣에서 청자는 화자가 문제의 행위(운용손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4)는 간접적 아이러니 발화에 대한 방어반응의 

예로 적합하다.

5) 敬治 : 失敗したのはウチの部品のせいだとそうおっしゃるわけですか?

航平 : あくまでも一つの可能性を申し上げてます。うちのバルブに問題が見つからないな

らそれ以外に原因があることも…  [下町ロケット 5화]

  5)는 시제품 테스트를 하는 중 문제가 발생하자 청자(航平)가 화자(敬治)에게 화자 쪽의 

부품을 보여 달라는 상황에서 나타난 발화이다. 화자는 이에 대한 불쾌한 기분을 ｢失敗したの

は~おっしゃるわけですか?｣의 수사의문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따라서 위 발화는 

불쾌한 기분 암시라는 화자의 태도와 정중도가 높은 경어표현　｢おっしゃる｣의 부정합으로 

인한 아이러니 발화이다. 상위자인 청자는 위 발화를 듣고 ｢あくまでも一つの可能性を申し上

げてます｣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의도를 왜곡한 화자의 오해를 풀어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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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방어반응에 해당한다. 

6) 花笑 : 少し黙ってていただけませんか?

侑 : 今から重大な発表があるのに聞かなくていいの? [きょうは会社休みます 6화]

  6)은 청자(侑)가 차 열쇠를 잃어버려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계속 농담만 

하고 있어 화자(花笑)가 이를 비난하는 발화이다. 겸양어 ｢~ていただけませんか｣를 사용했지

만 ｢黙る｣에 접속해 화자가 강요나 비난과 같은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9) 경어와 

경어의 규범의식 간 부정합으로 인한 아이러니 발화이다. 화자는 상위자인 청자에게 ｢黙って

いただく｣의 표현을 사용해 비난의 부정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냈으나 청자는 반격하거나 

이러한 태도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 청자의 발언 ｢今から重大な発表

があるのに聞かなくていいの？｣는 일부러 다른 화제를 꺼내 화자의 비난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방어반응에 해당한다. 한편 하위자의 직접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청자가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비난의 발단이 된 상황이 청자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3 공격

  공격반응은 화자에 대한 비난, 또는 상위자로서의 권력 과시나 반문을 통해 상대의 발언에 

불쾌한 기분을 표명하면서 강하게 반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147개의 공격반응 중 화자의 

발화 제시는 직접적인 것이 81개(55.10%), 간접적이 36개(24.49%), 역전형이 30개(20.41%)로 

직접적인 발화가 두드러졌고 간접적인 것이 다소 높긴 했으나 역전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7) 公康 : 納得した、ウチが? 何か勘違いされて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 検討会じゃらちが明か

ないので反論しなかっただけですよ。それくらい空気読んでくださいよ。

航平 : 今更何言ってんだ。こんなやり方、社会常識に反するんじゃないのか。

[下町ロケット 1화]

9) 尾鼻(2021)는 ｢~てもらう｣의 발화내용이 상대에게 불리한 것으로 이루어지면 의뢰의 태도에서 멀어져 
강제‧강요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띠게 된다고 했다. 또한 고레벨의 경어(~ていただく)로 나타날 경우 
오히려 고자세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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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에서 화자(公康)는 자신과 청자(航平)의 생각 사이에 어긋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勘違い, らちが明かない｣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勘違いされ

る｣의 정중도가 높은 경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러니 발화로 볼 수 있다. 화자의 직접적 

비난에 청자는 ｢今更何言ってんだ｣로 반문하면서 불쾌감과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社会常識に反する｣로 화자의 발언을 비난하고 있어 공격반응의 예에 해당한다. 

8) 直弘 : 何か勘違いされていませんか?田村さん。今回のテストは帝国重工がうちを評価する

だけじゃない。うちもまた帝国重工を評価してるんですよ。もし仮に帝国重工が正

確な判断のできないような会社ならばうちとしてもそんなところと付き合うわけに

はまいりません。

田村 : うちと付き合うわけにはいかないだと? おい。お前ら。下請けの立場で何を言ってる

か分かってるんだろうな! [下町ロケット 4화]

  8)에서 화자(直弘)는 시제품 테스트 중 관리자인 청자(田村)가 고의로 점수를 낮게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고 있다. 화자의 발언에서 ｢勘違い｣는 부정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것이 ｢される｣의 존경어에 접속해 아이러니를 유발한다. 또한 ｢もし仮

に帝国重工が~付き合うわけにはまいりません｣도 청자를 도발하면서 겸양어 ｢まいる｣를 사

용하고 있으므로 경어와 경어 규범의식 간 부정합으로 인해 발생한 아이러니 발화이다. 청자

는 화자의 발화에 ｢うちと付き合うわけにはいかないだと?｣라고 되물으면서 분노 및 불쾌한 

기분을 드러낸 후 ｢下請けの立場で何を言ってるか分かってるんだろうな｣의 발언으로 하청

업체 직원인 화자의 위치를 무시하고 있어 공격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자의 발언에서 

상위자의 권력, 즉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下請けの立場｣는 화자와 청자 

간 힘의 차이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9) 滋 : そんないい加減な予測に基づいて経営しておられるのかと伺ったんです。

田村 : お前誰に向かって言ってんだ。 [下町ロケット 4화]

  화자(滋)는 청자(田村)가 근거 없이 화자의 경영 방식에 대해 비난하자 선행발화로부터 

청자의 생각을 에코하며10) ｢いい加減な予測に基づいて経営｣의 표현을 사용해 불쾌감을 명

시하고 있다. ｢いい加減な予測｣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직접 드러내는 표현으로 ｢おられる, 

10) 선행발화에서 청자는 ｢こんなもん単なる予測だろ。鉛筆なめればいくらでもできる｣라고 발언했는데, 
화자의 ｢いい加減な予測｣는 청자의 이러한 사고를 에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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伺う｣와 함께 쓰여 아이러니를 유발한다. 청자는 ｢お前誰に向かって言ってんだ｣로 반격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에게 도전적 태도를 취한 청자를 비난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久保(2002)는 이러한 반문(言い返し)이 상대의 발화에 대한 비판적 언명

을 나타내며 상대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격성이 강한 발화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즉, 9)는 공격의 반응으로 적합하다. 

10) 真一郎 : それにあの切れ端にも意味があるんでしょうか?

拓三 : 切れ端?　何のことだ?

真一郎 : ご存じありませんか? あの裏帳簿の破れた1ページ目。その切れ端を見たんです。  

 拓三 : どこで見た? 何でお前が知ってるんだ!?とにかくお前と話をしてる暇はない。帰れ!

[小さな巨人 10화]

  10)의 화자(真一郎)는 비리 장부의 일부가 찢어진 것을 보고 여기에 적힌 내용이 청자(拓三)

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의심의 부정적 태도는 화자의 발화 ｢ご存じありませ

んか? ∼切れ目をみたんです｣에 간접적으로 암시되고 있으며 이는 화자의 첫 번째 발화(それ

に∼あるんでしょうか?)와 이에 대한 청자의 대답(切れ端? 何のことだ?)을 통해 추론 가능하

다. 찢어진 페이지에 대한 화자의 질문을 듣고 청자가 ｢切れ端? 何のことだ?｣라며 모르는

척을 하자 화자는 ｢その切れ端を見た｣라는 사실만을 언급하면서 청자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

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알고 있다는 점에서 

외관과 실체의 어긋남으로 인한 아이러니 발화로 볼 수 있다. 선행발화 ｢ご存じありません

か?｣의 의문문 또한 수사의문문의 일종으로 청자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사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의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므로 경어와 경어의 규범의식의 

어긋남에서 오는 아이러니 발화이다. 한편, 해당 발화에서 정중도가 높은 경어와 함께 부정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청자는 ｢どこで見た? 何でお前が知ってるんだ!?｣
로 힐문하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제의 사실(찢어진 부분에 있는 내용)이 

밝혀지면 상황이 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힐문의 정의는 ｢相手を責めて厳しく問いただすこと(大辞泉)｣로 일반적으로 상위자가 하위

자에게 사용하는 발화행위이다. ｢何でお前が知ってるんだ!?｣는 화자의 위치에서 알면 안 되

는 것을 알고 있어 이를 나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청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 즉 화자와의 힘의 차이를 이용해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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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靖樹 : 1億とはまいりませんが、許可をいただければ使用料と印税が入ります。失礼ながら

暮らし向きも少しは楽に…

獏 : てめえらに。俺の魂売るかあ! [重版出来 7화]

  11) 또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간접적으로 암시된 아이러니 발화이다. 화자 (靖樹)는 과거

에 만화가였던 청자(獏)의 작품을 디지털로 발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청자는 그 대가로 

1억 엔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의 상식에서 벗어난 상대의 행동에 어긋남을 느낀 화자는 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11)와 거절의 뜻을 겸양어(まいる, いただく)가 사용된 발화 ｢1億とはまいり

ませんが、許可をいただければ使用料と印税が入ります｣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어 화

자의 발화는 아이러니 발화로 적합하다. 이에 대한 청자의 발화 ｢てめえらに。俺の魂売るか

あ｣는 공격반응으로, 비속어(てめえらに)를 사용하면서 화자의 행동을 자신의 영혼을 파는 

행위(俺の魂売るかあ)라고 비난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화자의 발화가 간접적임에도 

공격반응이 나타난 것은 화자가 청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상황이 청자의 바람대로 흘러가

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2) 久志 : 指示がありまして。一応部屋を確認させていただきます。

真一郎 : 確かに令状もないようですし、もうよろしいですか? [小さな巨人 9화]

  12)는 청자(真一郎)가 용의자를 은닉했다고 의심해 화자(久志)가 청자의 부친이 있는 요양

원을 수색했으나 용의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의심의 발화행위와 겸양어 ｢させていただき

ます｣에서 부정합이 생겨 화자의 발화를 아이러니 발화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윗선의 지시(指

示がありまして)라는 핑계로 의심의 부정적 태도를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청자는 이에 

대해 ｢令状もない｣라고 지적하며 ｢もうよろしいですか?｣의 발언으로 수색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어 공격반응으로 적절한 예문이다. 이 같은 청자의 반응은 영장도 없이 

상사인 자신의 영역을 수색한 화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3) 直樹 : 融資部が行う裁量臨店にわざわざ人事部の小木曽次長までお越しいただける

とは。

忠生 : もちろんだよ。ここは我が行にとっても重要な支店の一つだ。だからこそ、悪い病

11) 화자는 생활이 어려운 청자에게 사용료와 인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청자가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점에서 11)의 화자의 발언은 
부정적 평가가 간접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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巣は早期発見し取り除かなければなるまい。 [半沢直樹 3화]

14) 義信 : まあまあー座れ座れ。いや。探したぞ、香坂。記者のレクでお前に聞きたいことが

あってな。しかし、渡りに船ですな。三笠署長もいらっしゃるとは。ぜひ前一課長

のご意見もいただければと。

洋平 : 現一課長の前でそんな私の意見なんて。 [小さな巨人 1화]

 

  13), 14)는 화자의 역전형 아이러니 발화에 청자가 똑같이 아이러니로 응수한 경우로 화자와 

청자가 평소 대립관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13)에서 화자(直樹)는 청자(忠生)에게 ｢わざわざ~

お越しいただけるとは｣의 표현으로 표면 상 감사의 뜻을 나타내지만12) 화자와 청자의 평소 

관계나 청자가 화자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 ｢裁量臨店｣에 참가한 상황을 고려하면 화자의 

발화에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내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비유법이 사용된 ｢悪い病巣は早期発見し取り除かなけれ

ばなるまい｣의 아이러니 발화13)로 화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悪い病巣, 取り除かなければな

るまい｣에서 화자에 대한 청자의 부정적 태도‧감정이 느껴진다. 한편 14)에서는 13)에 비해 

화자, 청자의 부정적 태도나 공격성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라이벌 관계라는 

둘 사이를 생각하면 화자(義信)의 발화 ｢前一課長のご意見もいただければと｣에 상관인 청자

(洋平)를 향한 존경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겉으로만 정중한 태도로 청자에게 

도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자 또한 화자와의 관계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지녀 화자의 발화가 가짜 공손(mock politeness)(Culpeper, 1996)임을 눈치 채고 ｢現一課長の前

でそんな私の意見なんて｣라며 본뜻과 정반대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청자의 반응은 아이러

니 발화이며 공격반응에 해당한다.  

4.4 무대응

  무대응에서는 청자가 침묵하거나, 답을 하더라도 ｢これは…, ちょっと待て｣와 같이 명확하

게 대응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발화들로 나타났다. 한편 45개의 무대응 반응 중 아이러니 

발화는 간접적인 것이 24개(5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직접적(14개, 31.11%), 역전형(7개, 

12) 新明解国語辞典에서는 ｢わざわざ~いただき｣에 대해 ｢自分側に向けられた相手の行為について感謝

の意を表すことがある｣라고 설명하고 있다.
13) 岡本(2010)에 의하면 비유법은 아이러니 발화의 대표적인 언어적 특징 중 하나로, 위 발화는 화자를 
｢悪い病巣｣에 비유하며 화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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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의 순이었다. 

15) 直樹 : (疎開資料を見せながら)見覚えありますよねえ。原本は疎開資料として私が保管し

ております。

郁夫 : これは…  [半沢直樹 7화]

  15)의 ｢見覚え∼保管しております｣는 화자(直樹)가 청자(郁夫)에게 ｢伊勢島ホテル｣의 손

실에 대한 책임을 묻자 모르는 척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아이러니 발화이다. 화자는 청자가 

실제로는 알고 있으나 겉으로 모르는 척하는 것에 어긋남을 느끼고 이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발화에 암시하고 있다. 또한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면서 높은 레벨의 경어(保管しております)

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아이러니 발화에 해당한다. 이때 화자는 청자의 잘못된 행동을 직접 

비난하는 대신 증거자료를 보여주며 ｢原本は疎開資料として私が保管している｣의 사실만을 

언급함으로써 청자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자는 ｢これ

は…｣라고 답은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방어나 공격과 같은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무대응의 예로 적합하다. 

16) 春樹 : なら聞きますが、社長がこの方針を決めた時、少しでも俺達のことを考えていただ

けましたか?

航平 : … [下町ロケット 3화]

  16)에서 화자(春樹)는 청자(航平)가 회사 방침을 정할 때 사원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와 불만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의문문 ｢少しでも~考えていただけ

ましたか?｣에 의해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해당 발화는 항의, 불만표명이라는 의도와 겸양어

(いただく)사용의 부정합으로 인한 아이러니 발화임과 동시에 화자의 이상(少しでも俺達のこ

とを考える)과 현실(考えていない) 간 어긋남의 인식에 의해 발생한 아이러니 발화이기도 

하다. 한편 청자는 화자의 발화에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무대응의 분류에 포함된다. 이 같은 

침묵은 화자의 발화가 간접적인 것과 동시에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듣고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 느껴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7) 寛 : 黒崎さん。これが現実ですよ。これでもまだありもしない幻想を言い張るつもりです

か? 東京中央銀行としては名誉毀損で金融庁に報告いたしますよ。よろしいですね?

黒崎 : …  [半沢直樹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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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은 금융청 검사관인 청자(黒崎)가 은행이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고 오해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나타난 발화이다. 화자(寛)는 청자의 행위에 대해 ｢ありもしない

幻想｣로 직접적 비난을 나타내며 겸양어 ｢いたす｣를 사용해 ｢名誉毀損で金融庁に報告いたし

ますよ｣라고 협박하고 있다. 따라서 ｢寛｣의 발화는 ①청자의 오해와 밝혀진 실제 사실 간 

어긋남 ②경어와 경어의 규범의식 간 어긋남에서 발생한 아이러니 발화이다. 하위자로써 

상위자에게 부정적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화자의 발화는 상위자에 대한 도전적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청자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자는 침묵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비난하고 있는 현 상황이 명백히 청자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18) 直弘 : よく分かっております。分かっていないのは田村さん、あなたの方だ。佃のバルブ

システムは世界の最先端技術です。御社以外にもその特許に興味を示す企業は世界

中にたくさんございます。もしうちのバルブがなければスターダスト計画は頓挫す

るんじゃございませんか。

田村 : うん。うん…ちょっと待て。 [下町ロケット 4화]

  18) 또한 화자(直弘)의 부정적 태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발화이다. ｢分かっていないのは~

方だ｣에 의한 비난, ｢御社以外にも~たくさんございます｣와 ｢もしうちのバルブが~頓挫する

んじゃございませんか｣에 의한 도발은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명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화자의 태도가 ｢おります, ございます/ませんか｣의 경어와 함께 쓰이거나 그러한 

문맥에서 나타났으므로 발화의도와 경어의 규범의식 간 부정합에 의해 발생한 아이러니 발화

이다. 한편 청자는 ｢うん。うん…ちょっと待て｣라고 답했는데, 이는 화자의 발화로 인해 청자

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기가 오자 당황하여 무의식적으로 나온 반응이라고 판단된다. 즉, 

어떠한 대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대응으로 분류할 수 있다.    

5. 고찰

  지금까지 상위자를 향한 아이러니 발화에서 경어 사용의 대인적 기능에 대해 청자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경어 사용과 아이러니 발화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 아이러니 발화의 정의에 대한 견해 차이에 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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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아이러니 발화를 재정의하여 화자의 직접적 인식 제시까지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청자

반응은 공격>방어, 무대응>수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격반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

다. 이는 일본어 아이러니 발화에서 상위자에게 경어를 사용하더라도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완화되기 보다는 상대의 공격성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자반응 중 공격

과 수락의 경우 이를 유발한 화자의 발화 제시 방법이 어느 정도 일관된 양상을 보였지만 

방어와 무대응에서는 직접적과 간접적 제시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 발화 제시 방법에 

경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위자에 대한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대인적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이러니 발화는 힘(power)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힘은 상대를 통제하거나 목적 달성 

능력을 나타내는 상대적 개념으로(Holmes and Stubbe, 2015), 연령이나 지위 등의 상하관계는 

힘의 유무를 결정하는 기본적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힘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도전, 

경쟁, 저항 등에 의해 재생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힘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끌어가려는 

경우에 작용하는데(内田외, 2000),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상위자에 대한 아이러니 발화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부정적 태도는 상위자를 향한 도전으로 볼 수 있으며 청자의 반응에 따라 

힘이 이동하거나 유지 혹은 강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반응에서 나타난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힘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수락은 하위자의 부정적 평가를 받아들이거나 문제의 행위에 대한 사죄 또는 책임인정의 

양상을 보였으며 부정적 평가는 간접적으로 암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상위자에 

대한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은 화자의 발화가 간접적일 때 부정적 태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락은 전체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고의 연구대상을 화자의 부정적 태도‧평가가 나타난 아이러니 발화로 한정했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즉 상위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표명이 일본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 청자(상위자)→화자(하위자)의 방향으로 힘

의 이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방어반응에서는 화자의 간접적 발화가 5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것도 

42.22%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책임)회피나 변명, 문제의 행위에 대한 

언급 차단 등 상대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사용됐다. 이는 방어반응에

서 화자의 간접적, 직접적인 발화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이 있다. 방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반응보다 상대에 대한 작용(働きかけ), 즉 상대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성질이 비교적 적어 화자의 발화 제시 방법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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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따라서 화자의 발화 제시 방법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덜 보였다고 판단된다. 

대신 대부분의 예문에서 상황에 대한 책임, 원인이 청자에게 있거나 발화상황이 청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청자가 추후에 발생할 화자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해명하는 전략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상위자가 방어로 대응하는 것은 하위자의 

도전에 대해 자신의 위치, 입장을 지키려는 것이며 그 결과 상위자의 힘이 유지되어 힘의 

이동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어의 예문을 통해 아이러니 발화에서 

상위자에 대한 경어 사용의 대인적 기능은 발화의 흐름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가와 

책임소재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공격반응은 비난, 반문, 협박, 과시 등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자의 발화는 직접적인 것이 절반 이상(55.10%)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간접적인 것과 역전형의 비율도 각각 24.49%, 20.41%로 간과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했다. 우선 화자의 직접적인 발화에서는 아이러니 대상이 되는 사태나 행동의 책임소재가 

청자에게 있는 경우에도 공격반응을 보였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아이러니 발화에서 상위자에

게 경어를 사용하더라도 화자의 태도가 직접적이면 청자의 공격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화자의 아이러니 발화가 간접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① 문제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나 원인이 아이러니 화자에게 있거나 ② 발화상황이 청자에게 

불리한 경우 또는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적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②의 

경우 상위자로서의 힘을 드러내는 전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역전형 아이러니 

발화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이러니 발화로 응수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발화상황이나 

공유지식으로 인해 화자의 의도와 발화내용에 역전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청자가 똑같이 아이

러니로 공격한 것으로, 역전형에서만 보이는 특유의 반응이었다. 이처럼 공격반응은 추출된 

예문의 수가 많은 만큼 청자의 반응이 다양한 요인에 얽혀있어 복잡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상위자에 대한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이 여러 요소와 관련을 맺은 결과 상대의 

공격을 유발하는 대인적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공격반응에서는 하위자의 

도전에 상위자가 다양한 체면위협행위로 반격하고 있어 힘의 이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상위

자로서 지닌 힘을 강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무대응에서는 청자가 침묵을 유지하거나 반응을 하더라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화자에게 

영향을 끼칠만한 대응을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편 무대응의 청자반응에서 나타난 

화자의 아이러니 발화는 간접적인 것이 53.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자가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화자의 발화가 간접성을 띤 예문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보아 상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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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은 아이러니 발화가 간접적일 때 상대의 반격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31.11%) 공통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무대응의 반응에서 발화 제시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청자반응의 대부분이 침묵을 유지한 것(45개 중 39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침묵은 발화의 부재이므로 상황 의존성이 높아(種市, 2017) 문제의 사태에 

대한 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화자의 간접적 발화에서는 하위자인 화자가 

직접적으로 공격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문제의 상황에 대한 원인이나 책임이 

청자에게 있거나 문제의 사태와 관련된 발화상황이 화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화자의 직접적인 발화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명시된 표현이 두드러졌지만 모든 예문에

서 간접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이러니 대상이 되는 사태의 책임이나 잘못이 청자에게 

있거나 발화상황이 청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점에서 무대응은 발화상황에 

대한 청자의 인식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무대응의 경우 하위자의 

부정적 태도 표명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어 상위자와 하위자 간 힘의 이동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자는 본래 지니고 있던 지위 상의 힘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

된다.

6. 결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어 아이러니 발화에서 상위자에게 과도한 경어를 할 경우 

상대의 공격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는 아이러니 발화가 

두 개념 간 부정합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 또는 평가를 간접적이거나 정반대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아이러니 발화

에서 상위자에 대한 경어 사용의 대인적 기능은 화자의 발화 제시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격과 수락반응의 경우 아이러니 발화가 각각 직접적, 간접적인 것에 치우쳤던 것으

로 보아 발화 제시 방법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자반응이 방어나 

무대응인 경우, 앞의 두 반응보다 화자의 발화 제시 방법이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여 이에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화상황의 흐름이나 책임소재, 문제의 원인이 누구

에게 있느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각 반응이 지니는 고유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이러니 발화에서 상위자에 대한 경어 사용은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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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관련을 맺으며 대인적 기능을 발휘하므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사용효과를 판단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상대에 대한 경의표시나 배려라는 기존의 관점에서 나아가 경어가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현대 일본어 경어의 기능에 대한 재고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 같은 경어 사용의 대인적 기능에 대해 화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청자의 반응에 

주목하여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인적 기능은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친소나 우호, 적대관계에도 영항을 받는데, 본고

에서는 상위자에 대한 아이러니 발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발화 참여자들의 관계와 관련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세분화하여 각 관계에 따른 경어의 대인적 기능에 대해 비교‧분석함으로써 아이러니 발화에서

의 경어 사용이 대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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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어 아이러니 발화에서 경어 사용의 대인적 기능

-아이러니 발화에 대한 상위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신희혜

본 연구에서는 상위자를 향한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 청자반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청자반응 별로 힘의 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청자반응은 공격>방어, 무대응>수락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격반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일본어 아이러니 발화에서 상위자에게 경어를 사용하더라도 
화자의 부정적 태도가 완화되기 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자반응 중 공격과 수락의 
경우 이를 유발한 화자의 발화에서 부정적 태도의 제시 방법이 어느 정도 일관된 양상을 보였지만 방어와 무대응에서는 
발화 제시 방법에 경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상위자에 대한 아이러니 발화에서의 경어 사용은 문맥에 
따라 대인적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 문맥 의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위자에 대한 아이러니 발화는 상위자를 향한 도전으로 볼 수 있으며 청자의 반응에 따라 힘이 이동하거나 

유지 혹은 강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반응에서 나타난 특징을 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결과, 수락반응에서는 상위자→하위
자의 방향으로 힘의 이동이 발생했으며, 방어와 무대응에서는 상위자의 힘이 유지되고 있었고 공격반응에서는 상위자로서 
지닌 힘이 강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Interpersonal Functions of Using Honorifics in Japanese Irony Utterance

-Focusing on Senior’s response to Irony Utterance-

Shin, Hee-Ha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using honorific words in ironic utterances directed toward seniors, focusing on the listener’s 
responses. Furthermore, the study also examined how the power relations shifted for each listener’s response. As a result, the 
listener’s responses were in the following order: aggression>defense, non-response>acceptance, and more than half of them were 
aggression responses. This suggests that in Japanese irony utterances, even if honorific words are used for seniors, the speaker’s 
negative attitude tends to encourage aggression rather than alleviate it. In addition, in the case of aggression and acceptance 
among the listener’s responses, the method of presenting negative attitudes in the speaker’s utterances that provoked them indicated 
some consistent patterns, however, in defense and non-response, there were no such patterns in the presenting the utterances. 
In this respect, the use of honorifics in ironic utterances for seniors has a context-dependent character in which interpersonal 
functions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ntext. On the other hand, ironic utterances toward seniors can be viewed as 
a challenge to them, and the power relations may be shifted, maintained, or strengthened depending on the listener’s responses. 
Therefore,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sponse from the point of view of power, it was observed that the movement 
of power occurred in the direction of the seniors to the juniors in the acceptance of the response, the power of the seniors 
in defense and non-response was maintained, and the power of the seniors in the aggression responses was strengthe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