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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일본어 구어에 나타나는 문체(文体)를 상으로 발화순서를 단위로 하여 

문체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화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문체는 한 개인이 장면이나 상  등 문맥(context)에 의해 사용 구분하는 문어 또는 구어의 

변종(變種)의 의미로서 정의될 수 있다1). 일본어 문체는 ‘보통체(普通体)’와 ‘경어체(丁寧体)’

의 구분이라고 일컬어지며 일반적으로 전자는 ‘だ’, 후자는 ‘です･ます’가 각각의 범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어 문체에 한 이분법적 구분은 문말(文末)표현과 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는 ‘SOV’형의 

구조를 갖는 언어로서 문(文) 또는 발화(発話)의 종결부에 술어(述語)가 위치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이 허용되는 일본어 구어에서는 이러한 

문구조가 반드시 준수되는 것이 아니며 발화장면에 따라서는 문말표현이 도치 또는 생략되어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체 논의에 있어서도 반드시 문말표현으

로 발현되지 않는 술어를 연구 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두된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 한양 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연구원
 1) 박경자 외(2001:42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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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연구는 문학작품의 문어(文語) 분석을 시작으로 방송 담, 교실담화, 학생 앙케트 조사 

등의 구어(口語)에 한 분석 등에서의 ‘경어체･보통체의 변환이나 혼용’에 한 것이 부분

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화자･청자의 상하 또는 친소관계’를 추축으로 

하는 문체에 한 이분법적 분석만으로는 단순한 문법적 기능 관련 설명만이 가능하여 한계를 

보인다. 또한 일상 화에서 ‘경어체 또는 보통체’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체가 

실제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문체들을 포함하는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지금까지 부분의 문체연구가 문단이나 텍스트 전체를 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일반적으로 구어에서 화를 분석하기 위한 유의미한 최소의 발화단위를 발화순서2)라고 가

정할 때에 문체의 연구단위를 각각의 발화단위를 기준으로 재설정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단계를 거쳐 본고의 연구 상인 구어에 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3). 

앞서 문체와 관계하는 문말표현의 중요성에 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문체에는 문법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문말표현 뿐만 아니라 문체변화에 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용적･통사적 요소가 존재한다. 즉 지금까지의 문말표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분법적 

문체를 협의의 문체라고 지칭한다면 본고에서는 단순한 경어체･보통체와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체의 상정과 함께 통사적 측면의 다른 어휘나 표현, 문장구조의 선택 외에도 문체변화에 

향을 화용적 측면의 경어체계, 담화표지, 간접성, 부담, 배려 제요소를 포함하는 광의의 

문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역까지를 연구 상에 포함시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체에 한 통사적･화용적 측면의 상호보완적 분석을 통하여 문체변화 더 나아가서는 언어

현상에 한 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어체･보통체, 경어체 또는 보통체로 문체로 결정이 

모호한 문체’까지를 포함하는 구어를 상으로 발화순서를 기준으로 연구단위를 설정이 이루

어질 것이며 통사적 측면에서는 문체의 유형 분류에 이어 구체적인 화용적 분석이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문체 분석을 통하여 일본어 문체변화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近藤案月子･小森和子(2012)에 의하면 회화에서 한사람의 화자가 다음 화자로 교체될 때까지 발화를 
지속해 가는 것이 된다. 서양어학 분야의 ‘turn’이라는 용어에 한 것으로서 일본어학 분야에서는 
‘발화순번(發話順番), ターン(turn), 발화권(発話権)’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3) 이와 같은 연구단위에 구체적인 설명은 2.1. 문체의 개념과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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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문체란 상황, 장소, 독자, 청자, 주제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격식적 혹은 

격식적 표현을 가리킨다. 또한 문체는 특정한 사람의 규칙적인 말이나 글 또는 특정한 시기의 

말이나 글을 나타내기도 하며 이러한 문체의 차이는 어휘나 통어적 구조의 치이에 의해 나타

나기도 한다4). 이와 같은 문체를 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이나 장면, 화자나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는 언어 변이에 한 연구를 문체론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체에 관한 선행연구는 통사적 요소로소 볼 수 있는 언어형식 즉 문말표현이 

격식체에서 비격식체로 혹은 역방향으로 바뀌는 현상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문말(文末)을 중심으로 경어체와 연관된 논의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

한 경어체 관련 연구경향은 문체를 ‘ 우레벨(待遇レベル), 경어레벨(敬語レベル)’ 등의 용어

와 결합하여 언어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부터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문체를 정중체와 보통체의 교체현상으로서 다루고 있는 연구로서 メイナード(1991), 

三牧(1993), 足立(1995), 野田(1998, 2003)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인간관계 즉 상하관계에 의한 문체 연구로는 生田･井出(1993), 宇佐美(1995), 鈴木(1997), 岡本

(1997), 大浜･鈴木･多田(1993), 三牧(2000), 杉山(2000), 大塚(2004) 등의 논의를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중에서 살펴보아야 할 의미있는 논의로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生田･井出(1993)는 문체를 화자와 청자의 심적 거리(心的距離)의 차이에 의한 상체(常體)･
경체(敬體)로의 변환으로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문체에 관한 앞선 선구자적 연구

로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체의 변화가 화 참여자의 심리적 거리라는 

하나의 요소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는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체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鈴木(1997)는 앞서 기술한 生田･井出(1993) 연구에 하여 모든 문체가 심적 거리에 상응하

여 변화하는 것이 아니며 문체가 ‘화자의 역’, ‘청자의 역’, ‘중립의 역’중 어느 한 역에 

해당되어 문체 변화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 흥미롭다. 하지만 

문체변화를 화자와 청자의 관계만으로 기술하고 있어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4) 문체(文体)는 어떤 언어범위 내에서의 사용구분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방언의 차이와는 구별된다. 
즉 어떤 비표준방언의 화자가 형식만을 중시한 문체로 말할 경우도 있고 형식을 중시하지 않는 문체로 
말할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문체 연구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방언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체 연구 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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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인다. 

野田(1998)는 정중체와 보통체의 사용구분 경향을 문(文)의 종류 즉 ‘심정문(心情文)’, ‘종속

문(從屬文)’, ‘사실문(事實文)’, ‘주장문(主張文)’, ‘전달문(傳達文)’의 5가지로 분류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보이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체의 사용구분을 

통사적 측면에 한정하여 문의 종류에 한 기술로 그치고 있어서 설명에 제한을 나타낸다. 

宇佐美(2001)는 정중체와 보통체의 교체 조건으로서 공손담화이론(ポライトネスの談話理

論)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론은 이전과는 구분되는 공손(ポライトネス) 개념을 일부분 

적용한 연구로서 화용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와의 목적과도 부합되어 의미를 갖는다

고 볼 수 있다5). 하지만 문체에 한 구체적인 공손 관련 분석에 수행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3. 문체(文體)의 분석

3.1. 문체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분석에 사용되는 구어자료에 하여 먼저 발화순

서를 기준으로 분석단위를 분류하고 통사적 측면의 분석으로서 다양한 문체 유형에 한 

분류도 수행하고자 한다. 

3.1.1.문체 단위의 분류

구어에서 ‘발화순서’는 자료를 분석하는 기본 단위라 할 수 있으며 보다 체계적인 문체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기준으로 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점에 착목하여 본고에서는 구어자료 문체의 연구단위를 ‘발화순서’를 기준으로 다음

과 같이 ‘동일 발화순서 문체’와 ‘다른 발화순서 문체’로 분류해 보았다. 

 5) 國立國語硏究所(2002:9-58)에서 宇佐美는 공손담화이론(ポライトネスの談話理論)은 넓은 의미에서 ‘語
用論’의 공손(ポライトネス) 개념에 일부 부합되는 역이 존재하지만 이 역 또한 경어체계에 한정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語用論’에서의 공손(ポライトネス)과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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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일 발화순서 문체

첫째로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화자가 동일한 하나의 발화순서에서 문체변화를 수행한 경우

를 상정해 볼 수 있다.  

[例1]

楢1：女には分からないのさ。

婦2：わかりません。正気とは思えない。院長、院長、お願いします。

楢3：市子、市子、焼いてるんじゃないって言っていってもお前はやっぱり焼いてるんだよ。

위의 [例1]에서는 화자가 발화권이 주어진 하나의 화에서 문체를 달리하여 발화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동일한 발화순서 안에서 문체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婦長가 婦2의 발화순서에서 ‘わかりません→思えない→お願いします’와 같이 ‘경

어체→보통체→경어체’와 같이 문체를 바꾸어 발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발화순서에서의 문체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동일 발화순서 

문체’라 칭하고자 한다.

(2) 다른 발화순서 문체

둘째로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화자가 다른 발화순서에서 문체변화를 한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例2]

楢1：ナミコにもそうさせるつもりだったんだけど悪かったね、ママ、ま:::、僕に免じて許し

てやってよね↗

原2：それを聞いて胸がすっとしました。

楢3：いや、よかった、僕も胸のつかえがおりたよ、ママ。

原4：私もね、本当の気持ちはナミちゃんを祝ってあげたいのよ。

위의 [例2]는 다른 발화순서에서 문체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例1]의 문체변화가 동일한 

발화순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차이점을 갖게 된다. 즉 화자가 原2와 原4에서와 

같이 각각 다른 발화순서에서 변형된 문체로서 발화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화순

서 原2에서 ‘それを聞いて胸がすっとしました’와 같이 ‘~ます’형의 경어체를 쓰고 있는 것에 

하여 발화순서 原4에서는 ‘本当の気持ちはナミちゃんを祝ってあげたいのよ ’와 같이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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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사용하여 보통체와 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例2]는 경어체

에서 보통체로 문체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다른 발화순서

에서 문체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를 ‘다른 발화순서 문체’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동일 발화순서 문체’와 ‘다른 발화순서 문체’의 분석 단위의 분류는 본고에서의 

모든 문체 분석시에 선행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3.1.2. 문체 유형의 분류

분석결과, 문체변화에 한 다양한 발화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이러한 문체변화를 

표시하는 형태적 특징에 따라 높은 빈도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경어체→보통체･보통체→

경어체’, ‘경어체→경어체’, ‘경어체→경어체･보통체 이외의 경우’ 나누고 하위분류를 수행하

여 좀 더 체계적인 유형분류를 시도해 보 다.

(1) 경어체→보통체･보통체→경어체

경어체･보통체 관련 문체변화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던 역으로서 본고에서는 

문체분석 단위 분류에 의한 분석과 함께 이후의 화용적 분석이 이루어져 상이점을 갖는다.

[例3]

婦：ええ、わかりません。正気とは思えない。院長、院長、お願い。

[例4] 

美：これからかも知れない、お心当たりません↗

(2) 경어체→경어체 

이전의 연구는 바로 앞서 제시한 ‘경어체→보통체･보통체→경어체’와 같이 주로 경어체와 

보통체가 비되는 상황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어왔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본어에서 형식

과 의미 구분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용구분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보이는 상이한 경어체계 

즉 정중함의 정도에 있어서 차등을 보이는 경어체에서 경어체로의 문체변화도 하나의 독립된 

항목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경어체들을 예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例5] よくわからなかったので、もう一度言ってください。



文体의 硏究 ······························································································································· 유예진  109

[例6] 恐れ入りますが、もう一度おしゃっていただけますか。 

[例7] 申し訳ございますが、もう一度お聞かせ願えませんでしょうか。  

위의 [例5], [例6], [例7]은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 예문에서 ‘言ってください’, 

‘おしゃっていただけますか’, ‘お聞かせ願えませんでしょうか’와 같이 다른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중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어의 경어는 복잡한 체계 속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물론 상황, 문맥 등의 여러 가지 화용적 요소 등에 의해 분명한 상이점이 존재하는 

가운데 수행되어지는 언어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어 종류에 따른 경어체의 

유형구분과 분석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어체계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경어체의 정중도의 상 적 차이에 의해 ‘높은 경어체→낮은 경어체’와 ‘낮은 

경어체→높은 경어체’가 나타나는 것을 토 로 다음과 같이 두 문체변화로 분류를 하고 분석

을 수행하 다. 

① 높은 경어체→낮은 경어체

[例8]

原1：もちろんです。じゃ、念書を書いていただけますか↗

支2：念書↗

原3：今後私に対し一円の返金も要求しないって書いてください。

위의 예는 ‘경어체→경어체’로의 문체변화로서 ‘書いていただけますか’에서 ‘書いてくだ

さい’로 변환되어 상 적으로 높은 경어체에서 낮은 경어체로 문체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낮은 경어체→높은 경어체

[例9] 

信1：ユニークと奇抜の定義の違いを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

英2 : え↗

信3：それ、誰の設計ですか↗



110  日本近代學硏究……第 42 輯

위의 예는 ‘경어체→경어체’로의 문체변화로서 ‘教えていただけますか’에서  ‘誰の設計で

すか’로 변경되어 상 적으로 높은 경어체에서 낮은 경어체로 문체의 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서 분석할 수 있다.  

(3) 경어체→경어체･보통체 이외의 경우(주저형･명사형･생략형･인용형)

지금까지 살펴본 ‘(1)경어체→보통체･보통체→경어체’, ‘(2)경어체→경어체’와 같은 문체 

분석과는 다르게 경어체 또는 보통체로 구분할 수 없는 문체변화 관련 표현이 다수 존재하

으며 문체변화가 나타나야 할 발화위치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언어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주된 문체로서 경어체를 채택한 화자가 발화도중에 경어체를 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발화형식을 취하는 것을 다수 살펴 볼 수 있었는데6)이러한 다수의 경어회피 분석결과를 토

로 빈도수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주저형’, ‘인용형’, ‘명사형’, ‘생략형’으로 하위분류를 시도해 

보았다.

① 주저형

Lakoff(1973)는 주저표현을 화에 있어서 화자의 태도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표현의 하나로

서 머뭇거림(hedge)을 ‘암묵적으로 그 의미가 애매함에 관여하는 말, 사항을 보다 애매하게 

하는 혹은 보다 애매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가지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어에서 

주저표현은 주로 발화의 의미를 부드럽고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사용되거

나 담화에서 인관계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문체변화에서 사용되는 주저표현은 화용적 요소의 하나로서 분석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주저표현이 경어체를 피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例10]

裕1： 一生懸命頑張ってる人の方が魅力的だと思いません↗

米2：そりゃ青いわ。桜井先生もそうでしょうね、そうでしょう↗

裕3：え:::、ま:::

위의 예는 ‘思いません’에서 ‘え:::、ま:::’와 같이 경어체에서 주저형이 사용되는 문체변화

 6) 이와 같이 본고에서 일부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역은 ネウストプニー(2001)가 제안하는 경어를 피하기 
위한 과정(process)과 전략(strategy)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어회피는 화자가 청자에게 
경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 라고 인식하더라도 모든 발화를 경어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의미하여 
경어사용을 피하여 특별한 화자의 발화의도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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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② 명사형

명사형 문체변화는 술어 신에 명사형식으로 발화문으로서 마무리하는 유형이 된다. 분석

결과, 명사형을 선호하는 일본어에서 문체변형 신에 명사형을 치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어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例11]

原1：　借り物ですよ。

マ2：　身もふたもないわね。あなたって。私たちは夢を売る仕事なのよ。

原3：　夢を売るって嘘をつくこと。

위의 예는 ‘借り物ですよ’에서 ‘夢を売るって嘘をつくこと’와 같이 경어체에서 명사형의 

사용으로 문체발화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③ 생략형

생략형 문체변화는 완전한 발화를 수행하지 않고 도중에 중단하여 경어체를 피하는 경우라

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생략형으로 문체변형을 신하는 경우를 다수 살펴볼 수 있었다.  

[例12]

原1：来てくださいですか↗

安2：どこ↗

原3：場所はまだ...

위의 예는 ‘来てくださいですか’에서 ‘場所はまだ...’와 같이 경어체에서 생략형을 사용하

여 문체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생략형의 경우는 경어체를 피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략된 

발화에 하여 명확한 화자의 발화의도를 나타내는 복귀가 가능한 경우 암묵적으로 경어체로

서의 문체가 유지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략된 발화에 한 완전한 복귀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일차적으로는 경어를 피한 문체 즉 문체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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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용형

다음으로 생략형과 관련성을 갖는 인용형에 의한 문체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용형은 

‘と、って、っけ’　등의 다양한 인용관련 표현을 사용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발화를 생략하

여 나타나는 문체변화에 해당된다.

[例13]

女1：今お色直ししてます。

橋2：お色直し↗

女3：ほら、橋田さんが誉めてくださった着物に着替えるって。

위의 예는 ‘お色直ししてます’에서 ‘着替えるって’와 같이 경어체에서 인용형의 사용하여 

문체변화로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인용형과 관계하는 문체변화 현상은 넓은 의미에서 생략형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다수의 인용형이 인용이후의 부분에 한 복원이 가능하여 사실상 경어체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의 생략형과의 차이점을 갖게 되므로 인용형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 다.

3.2. 문체의 화용적 분석

먼저 화용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손의 개념에 해 다른 선행연구에서의 공손과의 다른 

차이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서양어 또는 일본어 연구에 

있어서도 공손(ポライトネス)에 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경의(deference)’, ‘격식

(formality)’, 존경(respect), 정중함(politeness)의 의미로서 오용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용론(語用論)에서의 ‘ポライトネス(politeness)’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하

고 촉진시키기 위해 사람을 하는 배려에 관한 것(円満な人間関係を築き、促進していくた

めの対人的配慮のこと)’으로서 단순히 정중함이나 경어 사용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에 주

의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ポライトネス(politeness)’를 정중함(丁寧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어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중함과는 차이점을 가진다7). 

한편 앞서 살펴본 メイナード(1991), 大浜･鈴木･多田(1993), 生田･井出(1993), 三牧(1993), 

足立(1995), 宇佐美(1995), 鈴木(1997), 岡本(1997), 三牧(2000), 杉山(2000), 野田(1998, 2003), 

大塚(2004) 등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나마 화용적 측면과 연결

 7) 近藤案月子･小森和子(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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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논의를 엿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경어체와 보통체의 선택에는 

‘사회적･구문적･심리적 조건’이 향을 미치고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

들 중에서 ‘구문적 조건’은 통사적 측면과 관련성을 갖지만 ‘사회적･심리적 조건’은 화용적 

측면과 연관성을 가지며 구체적으로 ‘ 화참여자의 상하･친소관계’와 ‘심리적 요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 화참여자의 상하･친소관계’는 경어체와 보통체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구분 조건이 되지만 ‘심리적 요소’라는 항목은 화용적 요소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화용적 제요소에 의해 분석이 행해지지 않고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위의 논의를 토 로 본고에서의 문체에 관한 화용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기존의 

경어관련 논의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연구가 될 것이다. 먼저 문체에 한 문체 

분석 단위 분류, 문체유형 분류가 차례로 행해진 후에 문체의 통사적 구성요소 뿐만이 아닌 

‘화자, 청자, 맥락 등’의 문체변화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화용적 요소를 상으로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의 [例14]와 [例15]는 이전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던 ‘경어체･보통체의 혼용’에 

관련된 역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이에 ‘동일 발화순서 문체’와 ‘다른 발화순서 문체’의 구분

을 적용하고 다양한 화용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를 가진다.

[例14]

1楢：女にはわからんのさ。

2婦：ええ、わかりません。正気とは思えない。院長、院長、お願い。

3楢：市子、市子、焼いてるんじゃないって言っていってもお前はやっぱり焼いてるだよ。

4婦：違います。

위의 예는 ‘동일 발화순서 문체’로 분류되며 ‘경어체에서 보통체’로의 문체변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婦長가 같은 발화순서 2婦에서 ‘わかりません’과 같이 ‘~ます’형을 

사용하고 바로 이어지는 연속발화에서 부정의 기본형으로 문체를 변형하여 ‘思えない’와 같

이 보통체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예는 화자인 婦長가 상사인 楢林가 번 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발화상황이 된다. 발화순서 1楢에서의 ‘女にはわからんのさ’에 한 반응으

로서 婦長의 주된 문체가 되는 ‘~ます’형을 결합하여 ‘わかりません’와 같이 경어체 발화를 

수행한 후에 楢林에게 보통체로 변환하여 ‘正気とは思えない’와 같이 고조된 억양으로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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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인 비난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예는 경어체에서 보통체로의 문체변화로서 간접적으로 비난을 나타내고자 

하는 화자의 발화의도로서 분석될 수 있다.  

[例15]

原1：う:::ん。

美2：これからかも知れない、お心当たりません↗

原3：私は恋はしないの、してる暇なんてないね、恋なんて。

美4：じゃ。

위의 예는 ‘동일 발화순서 문체’로 분류되며 ‘보통체에서 경어체’로의 문체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다. 즉 美容師가 발화순서 美2에서 보통체를 사용하는 ‘これからかも知れない’에서 ‘お

心当たりません’와 같이 ‘~ます’형을 결합한 경어체로 변환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위의 

예는 미용실에서 美容師와 친분이 있는 손님인 原口와 이루어지는 화장면으로서 美容師의 

문체가 경어체와 보통체가 혼용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과 

같이 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발화에 있어서는 경어체를 채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화자인 

美容師가 청자인 原口의 발화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화자의 청자에 한 배려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例16]

支1: 分かってる、要求をのむ、こちらは金を要求をしない、その代わりに絶大に口外しない

でほしい。

原2：もちろんです。じゃ、念書を書いていただけますか↗

支3：念書↗

原4：今後私に対し一円の返金も要求しないって書いてください。

위의 예는 다른 발화순서 문체로 분류되며 경어체에서 경어체로의 변환이지만 정중도에 

있어서 차이를 갖는 문체변화로 볼 수 있다. 즉 ‘書いていただけますか’에서  ‘書いてくださ

い’와 같이 문체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발화순서 原2에서 ‘書いていただけま

すか’에서 수수(授受)표현인 ‘~ていただく’형이 채택되어 화자는 原口가 되지만 결정권이 청

자인 支店長에게 있는 의뢰표현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뢰표현은 청자에게 

곤란한 일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존재하지만 이를 배려한 의뢰장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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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 하여 다른 발화순서 原4에서 原口는 ‘書いてください’와 같이 ‘~てください’형으

로 문체를 바꾸어 청자인 支店長에게 앞선 발화와는 달리 불쾌감 혹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 적으로 낮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경어사용구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상 적으로 높은 경어체에서 낮은 경어체로의 

문체변화가 그 반 의 문체변화보다 자료에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여 특징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반 의 경우로서 낮은 경어체에서 높은 경어체로의 문체변화를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예도 볼 수 있다.

[例17]

原1：　ではただいまご入金致しますので、こちらにおかけになってお待ちください。

婦2：　すいません、やっぱり七百万にします。ちょっと細かいんですけど...

原3：　ではもう一度、番号札をお取りになってお待ちいただけますか↗ 

婦4：　は↗

原5：　申し訳ありません。

위의 예는 ‘다른 발화순서 문체’로 분류되며 낮은 경어체에서 높은 경어체로의 문체변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お待ちください’에서 ‘お待ちいただけますか’로 문체변경이 일어나고 

있다. 

먼저 발화순서 原1에서 은행직원인 原口가 ‘お待ちください’와 같이 ‘お~ください’형을 

사용하여 화자인 原口의 앞에 은행창구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청자가 되는 고객인 婦長에게 

입금진행 상황을 알리고 기다려달라고 하는 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은행 업무에서 손님에게 사용되는 형식적인 의뢰표현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결정권이 화자에게 있는 간단한 사무적 의뢰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다른 발화순

서 原3에서는 ‘お待ちいただけますか’와 같이 ‘お~いただきます’형을 채택한 문체변경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お~ください’형을 결합한 앞선 발화와는 달리 청자가 예상할 수 없는 

의외의 상황이 되어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난처함을 초래하게 되어 화자인 原口가 이러한 점을 

염두하여 상 적으로 높은 경어체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청자의 부담 정도를 

줄여주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例18]

裕1：化粧にこだわる女らしい女より夢とか仕事あと目標に向かってこう一生懸命頑張ってる

人の方が魅力的だと思い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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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2：そりゃ青いわ。あんたそんなこと言ってたらいつまでたったって男なんかできないわよ。

男はみんな女らしい女が好きだの。桜井先生もそうでしょうね、そうでしょう↗

裕3：え:::、ま:::

米4：やっぱりね、あんたさ、これからもさ、色々さ、教えてよね、あんた部屋、きれいって

ね、今日はもうこれでいいか↗

裕5：え↗

위의 예는 ‘다른 발화순서 문체’로 분류되며 경어체에서 주저표현이 나타나는 것에 의해 

경어를 피하는 발화가 되어 문체변화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裕美의 주된 발화 문체는 

경어체가 되지만  ‘え’, ‘ま’ 등의 머뭇거림을 나타내는 주저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경어체 

사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발화순서 裕1에서는 ‘思いません↗’과 같이 ‘~ます’

를 결합한 경어체로 발화를 수행하지만 발화순서 裕3과 裕5에서는 각각 ‘え:::、ま:::’와 ‘え↗’

와 같은 애매한 주저표현으로서 앞선 발화에서 나타나는 답을 요하는 의문형 ‘そうでしょう

↗’와  ‘いいか↗’에 한 답을 신하여 의견충돌이나 상 의 기분을 상하게 할 위험성을 

피하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例19]

原1：借り物ですよ。

マ2：身もふたもないわね。あなたって。私たちは夢を売る仕事なのよ。

原3：夢を売るって嘘をつくこと。

マ4：そうよ。

原5：あ、ママ、私今日、昼の仕事辞めました。今日から銀座だけで生きていきます。

위의 예는 ‘다른 발화순서 문체’로 분류되며 경어체에서 명사형 사용으로 문체변화가 나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原口의 주된 문체는 경어체로 이루어지지만 발화순서 原3에서는 

‘夢を売るって嘘をつくこと’와 같이 명사형 ‘~こと’로서 발화를 끝맺고 있는 것으로 앞선 

화자의 발화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청자에게 무례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화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문체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例20]

原1：はい、あ、私、近いうちにここ辞めてお店を出すんです。そしたら来てくださいですか↗

安2：ど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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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3：場所はまだ...

安4：じゃ、どうやって行けばいいんだ↗

原5：でもお店の名前はもう決めてあるんですよ、カルネです。

위의 예는 ‘다른 발화순서 문체’로 분류되며 주된 문체인 경어체에서 생략형을 사용하여 

문체변화를 신한다. 原口의 주요한 발화체는 경어체가 되지만 安2의 ‘どこ↗’라는 질문에 

하여 原3과 같이 완결되지 않은 ‘場所はまだ...’의 생략된 발화형태로서 상 에게 답할 

수 없는 것에 한 미안함을 나타내는 일종의 배려의 표현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例21]

女1：橋田さんからお電話があったんで、今お色直ししてます。

橋2：お色直し↗

女3：ほら、橋田さんが誉めてくださった着物に着替えるって。

위의 [例21]은 다른 발화순서 문체로 분류되며 주된 문체인 경어체에서 인용형 사용이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종업원인 女의 주된 발화체는 경어체이나 발화순서 女3과 같이 ‘着替え

るって’에서 ‘って’을 결합하여 경어체를 피하여 문체변환을 취하여 화자를 위한 배려를 나타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女1에서 수행된 답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한 화자가 발화순서 

橋2에서　‘お色直し↗’와 같이 다시 질문을 하고 이에 하여  발화순서 女3에서 다시 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려하여 인용형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인용형은 

생략형과 비교할 경우에 ‘着替えるって’이후의 발화복원이 경어체로 가능한 것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차이점을 가진다. 

5.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어체･보통체로 한정된 문체 분류에서 벗어

나 일본어 구어에서의 다양한 문체를 상으로 새로운 분석 기준을 제시하야 문체를 분석하고 

화분석의 기초가 되는 발화순서를 기준으로 분석 단위를 분류하고 문체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 유형 분류를 시도했다는 점과 문체변화의 발화의도를 화용적 요소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문말표현을 중심으로 나타나



118  日本近代學硏究……第 42 輯

는 통사적 구조가 중심이 되는 이분법적인 협의의 문체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을 뿐만 

아니라 경어체 또는 보통체로 규정할 수 없는 문체에 한 분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경어체･보통체와 이외의 문체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체에 한 상정

과 함께 통사적 측면에서 다른 어휘나 표현, 문장구조의 선택 외에도 문체변화에 향을 

화용적 측면의 경어체계, 주저어, 간접성, 부담, 배려 등의 제요소를 내포하는 광의의 문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역까지를 연구 상에 포함시켜 분석을 행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문체변화는 ‘동일 발화순서 문체’에서 보다 ‘다른 발화순서 문체’에서 상 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 으며 동일 발화순서 문체에서는 문체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화자의 

주된 문체로 회귀하는 경향이 높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로 문체 변화 유형에 따라 경어체계 속에서 정중도의 상 적 차이에 따라 ‘높은 경어체

에서 낮은 경어체로의 문체변화’와 ‘낮은 경어체에서 높은 경어체로의 문체변화’로 항목을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전자의 문체변화가 높은 경향을 보 으며 이 경우에 화자가 청자에게 

부담, 비난 등의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발화의도가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셋째로 경어체 또는 보통체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문체변화에 하여 높은 빈도수를 

기초로 유형 분류를 시도한 결과, ‘주저형, 명사형, 생략형, 인용형’ 등의 다양한 발화형태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주로 경어체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문체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넷째로 화용적 분석에 의해 문체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이 청자에 한 ‘배려, 부담축소, 

간접표현, 무례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청자에 한 소극적 전략이 

다수 사용되어 특징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이 본고는 이전의 문체연구가 ‘경어체･보통체’라는 이분법적 분석이었던 것에 하

여 문체변화라고 상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갖는 다양한 문체변화라는 언어현상을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화용적･통사적 측면의 상호보완적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과 넓은 

의미에서 문체변화라는 언어현상이 보다 원활한 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공손 전략의 하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수의 일본어 구어자료를 상으로 문체연구를 수행하여  보다 객관

적이고 체계적인 일본어 문체변화의 특징과 고유 역을 명확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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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文體의 硏究

‒ 話用的 分析을 中心으로‒
  본 연구는 문체연구가 이전의 이분법적 분류인 ‘경어체･보통체’에 한하지 않고 일본어의 구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체를 상으로  새로운 분석 기준을 제시하여 통사적･화용적 측면에서 문체를 고찰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분석의 기본단위인 발화순서에 의해 문체를 분류하고 문체의 특징에 따라 유형 분류를 시도한 
점과 문체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화용적 요소 등을 적용한 점에서 다른 연구와 상이점을 갖는다.  
  먼저 통사적 측면에서는 문체변화 유형을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동일한 경어체에서 경어체로의 변화인 경우라도 
정중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경어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체변화인 경우는 각각의 문체로 인정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항목으로서 분류를 시도하 고 분석결과, 문체 유형의 특징에 따라 ‘주저형’, ‘명사형’, ‘생략형’, ‘인용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한편 화용적 분석결과, 문체변화가 ‘배려, 간접성, 부담 등’의 발화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조작이라
는 점과 넓은 의미에서 문체변화는 공손 표현의 하나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의 위해 사용된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던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The study of ‘style shift’

‒ the viewpoint of pragmatics ‒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Japanese spoken language by targeting the diverse style not the formal style・

normal style and presented a new analysis criteria. Also this study analyzed syntactic style in the syntactic, pragmatic aspects. 
It sorted the diverse style according to turn which is a basis of conversation analysis and attempted to classify the type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style. This analysis is different from preceding studies in that it applied pragmatic factors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 of stylistic changes. 

As a result of analysis, stylistic change analysis could be classified as ‘hedge’, ‘noun form’, ‘quotation’, and ‘ellipsis’. And 
this analysis showed that stylistic change is a language manipulation which is used to express speaker’s intentions ‘kindness, 
indirectness, and burden etc’. Lastly this study also showed that in a broad sense stylistic change is a kind of politeness strategy 
used to communicate the w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