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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매일 같이 반복되어지는 ｢인사｣ ｢초 ｣ ｢권유｣ ｢청유｣ ｢부탁｣ ｢거절｣ ｢승낙｣ ｢요청｣ ｢요구｣ 
｢칭찬｣ 등 수많은 인간의 언어행동들에 있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분, 상황, 인관계 

등에 따라 말을 건네는 방법 또는 방식을 달리한다. 이러한 언어행동 중에 호불호의 인관계

유지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요인 중에서도 ｢거절｣과 ｢승낙｣이 될 것이다. 

｢승낙｣의 경우, 상 가 바라는 로 따르는 행동이므로 좋은 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반 인 ｢거절｣의 경우에는 신임을 잃거나 미움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신중한 언어행동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거절하기 힘든 상황의 ｢거절｣은 

인관계 유지에 있어서 보다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부탁｣, 또는 아주 친한 친구의 ｢부탁｣등, 정황적으로 보면 내가 

도움 받았던 사람의 ｢부탁｣에 한 ｢거절｣은 더욱 거절이 어렵다. 그 이유는 거절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부탁을 들어 주었는데 어떻게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나” 

  * 한국외국어 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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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중차 한 일이기도 

하다. 먼저 부탁을 들어준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먼저 도움을 준 일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 줄 것 이라는 기 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 로 기 치만큼 실망치도 

높을 수 있다.

따라서, 거절하는 사람은 상 의 실망치가 기 치 보다 높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곡하고 

원만하게 최 한 상 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거절의 순간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그러나 

거절하는 화자가 청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완곡하게 거절을 하 다 하더라도 

거절을 받아들이는 입장의 청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다. 다시 말해, 화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청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본 고찰에서는 거절장면에서 이러한 화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완곡표현｣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절이 화자중심의 ｢완곡표현｣일 경우의 ｢의미

공식｣1)과 청자중심의 ｢완곡표현｣일 경우의 ｢의미공식｣의 상이함을 살펴보고 어느 쪽이 

더, 거절을 하는 화자의 의도와 거절을 당하는 청자의 수용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2. 선행연구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거절전략은 크게 직접적인 ｢거절표현｣과 간접적인 ｢거절표현｣으로 

나누어져 분석이 되어왔다. 특히, Beebe(1990) 등의 ｢의미공식｣을 이코마·시무라(生駒ㆍ志村

1993)가 인용하여 거절의 의미내용에 따라 ｢의미공식｣으로 분류하고 일본어 모어화자와 어 

모어화자 그리고 미국인 일본어 학습자를 상으로 ｢거절표현｣에 나타나는 유해성분2)에 

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코마·시무라의 ｢의미공식｣을 참고하여 각각의 

연구자가 가진 데이터를 의미내용에 따라 ｢의미공식｣으로 분류하여 왔다. 예를 들어 이하와 

같이 ｢의미공식｣을 이용한 다양하고 구체화 된 선행연구들이 있다.

1) ｢사죄｣｢이유｣｢직접｣ 등, 화자에게 거절할 때 사용하는 말을 그 의미내용에 따라 Beebe(1990) 등이 거절전
략으로서 분류하 다.

    예: ｢사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유｣- 선약이 있어서... 
　　　　｢직접｣- 안돼, 싫어, 무리 등
2) 이코마토모코ㆍ시무라아키히코(生駒知子ㆍ志村昭彦)(1993)는 모어에서 학습언어로의 전이를 ｢거절표

현｣에서의 유해성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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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야마(森山1990)는 일본 남녀 학생 91명을 상으로 의뢰에 한 거절전략을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 결과, 거절전략에는 ｢확실히 말하는 타입｣ ｢거짓｣ ｢연기｣ 
｢속임수｣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의뢰자의 차이에 따라 거절전략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기 위해 친소관계, 상하관계의 다른 6가지 장면을 설정하여 분석을 하고 있다. 

오자키(尾崎2006)는 사회인과 고등학생을 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지조사를 병행하여 조

사를 하고 있다. 방문판매, 의뢰, 식사초  3개의 장면을 설정하고 이 3개의 장면에서 전형적으

로 나타날 수 있는 사죄표현, 이유 설명, 거절의 술부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사죄표현으로 방문판매의 장면에서는 すみません類가, 의뢰와 식사 

초 에 해서는 ごめん類의 출현빈도가 높았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장면별 이유 설명에

서 방문판매의 장면에서는 부재, 타 신문구독을 이유로 들어 거절을 하고 의뢰의 장면에서는 

불가능을, 식사초 의 장면에서는 용무를 말하여 거절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거절

의 술부로서 모든 장면에 있어서 結構だ類, いらない類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절전략은 획일적인 분류가 아닌 다양하고 다각도의 분류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뒤에는 ｢의미공식｣분류기준의 애매모호함이 없지 

않다. 지금까지의 ｢의미공식｣분류방법에 문제가 있어 왔던 것 또한 무시하지 못할 사실이다. 

직접적인 ｢거절표현｣과 간접적인 ｢거절표현｣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어서이다. 다시 

말해서, 어휘 레벨로서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화가 오가는 상황위에서 보면 간접적인 ｢거절

표현｣이 청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거절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소설 세월에 나오는 예를 들어 검토해 보자.

오빠(A) :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이 안전하다는 걸 설명해줘야 하는 거야. 

      (중략)

그러니까 미령아 좀 도와줘라.

미령(B) : 오빠, 미안해. 난 그런 사기는 재미없어. (세월:178)

A와 B는 친남매 사이이다. ｢의미공식｣으로 분석하여보면 A의 부탁에 B는 “미안해”라는 

<사죄>와 “재미없다”의 <이유>를 사용하여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청자에게 “싫어”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다. 발화되는 의미내용으로 “미안해”, “재미없어”는 ｢의미공식｣에
서 보면 분명 간접적인 ｢거절표현｣으로 분류가 되며 “청자에게 완곡한 표현을 하 다”라고 

정의가 되나 B의 발화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완곡함의 

정도가 낮아 단도직입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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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2007)에 의하면 거절정도가 강한 것부터 나열하 을 때 직접거절 다음으로 <사과>이며 

다음이 <변명>이다. 따라서 예의 ｢거절표현｣은 ‘직접거절과 거절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미공식｣에 있어 간접적인 ｢거절표현｣이라 하여 결과적으

로 완곡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와 같은 내용을 한국과 일본의 

TV드라마를 자료로 하여 아래의 4.분석 및 결과에서 발화 되는 내용을 ｢의미공식｣으로 분류하

기로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자료 및 연구 상　

본 고찰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하의 <표 1>에 제시한다. 구체적인 자료의 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술하 다.

<표 1> 한 · 일 TV드라마 자료

한국 일본

최고다 이순신 (최고)
광고천재 이태백 (광고)
태양의 여자     (태양)
열혈장사꾼   (열혈)

1-17화
1-10화 
1-16화
1-15화

結婚できない男 (結婚)
ブザービート (ブザ)
1リットルの涙 (涙)
曲げられない女 (女)
Around40   (A40)

1-12화
1-11화
1-11화
1-10화
1-11화 

TV드라마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이유로 먼저, 자연담화의 녹취가 어렵다는 현실이 

가장 큰 이유이며, 드라마는 일반인들이 실제 상황에 가장 가깝게 쓰고 있는 화문을 사용하

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장면에서 담화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연구 상으로는 한국드라마 총58화, 일본드라마 총55화 중, 인간의 언어행동에서 흔히 일어

날 수 있는 ｢권유｣ ｢초 ｣ ｢부탁｣ ｢제안｣ 장면을 상으로 하 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장면에 

출현하는 거절표현 중 ｢의미공식｣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인 거절표현만으로 거절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완곡한 표현이 부가적으로 발화된 내용을 본 연구의 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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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자중심 및 화자중심의 ｢완곡표현｣분류 

구 ·전(2007)은 설득의 전략을 ｢청자 중심적 전략｣과 ｢화자 중심적 전략｣, 그리고 ｢메시지 

중심 전략｣3가지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거절전략 또한 거절을 상 가 받아들이도록 

완곡하게 상 를 설득하는 것이므로 구·전(2007)의 설득의 전략 중 ｢청자 중심적 전략｣과 

｢화자 중심의 전략｣이라는 전략적 단위를 인용하여 청자중심 ｢완곡표현｣과 화자중심 ｢완곡표

현｣이라 칭한다. 청자중심과 화자중심이라는 분류의 기준은 ｢face｣3)이다. 화자자신의 ｢face｣
를 유지하기 위한 표현을 화자중심 ｢완곡표현｣, 반 로 청자의 ｢face｣유지가 우선된 표현을 

청자중심 ｢완곡표현｣이라 하 다. 이는 기존의 폴라이트니스전략4)과는 차이가 있다. 오로지 

화자의 ｢Positive face｣또는 ｢Negative face｣를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과는 달리 청자와 화자의 

입장을 구분지어 어느 쪽으로 ｢face｣유지에 힘을 쓰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4. 분석 및 결과

4.1 청자중심 ｢완곡표현｣

청자중심 ｢완곡표현｣은 본 연구 자료에서 한국드라마의 경우 7개, 일본드라마에서는 3개가 

보 다. 먼저 예문을 제시하고 한국과 일본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① (최고) 4화 53분 [점장과 점원의 관계]

점장: 아! 오늘 우리 식구들 가게 끝나고 한잔 할까 하는데. 뭐, 순신씨 환 회 겸해서.

순신: 네? 저기 어떡하죠? 저 오늘 선약이 있는데...     

  

② (광고) 2화 28분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

애디강: 오늘 중으로 이벤트 장소 부근에 스카이라운지 섭외 하세요

고아리: 네? 아- 오늘은 좀.. 무리 일 것 같습니다.

3) Brown & Levinson(1987)은 ｢face｣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Positive face｣와 ｢Negative face｣를 들고 있다.
4) Brown & Levinson(1987)의 두 가지 ｢face｣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Positive politeness strategy｣와 

｢Negative politeness strateg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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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고) 5화 23분 [직장동료의 관계]

이태백: 밥이나 먹죠-.

백지윤: 힘들거 같애요. 광고 준비 때문에 야근해야 돼서요.

이태백: 혹시BK?

백지윤: 아니예요. 식사는 다음에 해요.

④ (광고) 10화 59분 [친구의 관계, 자신의 사업장으로 올 것을 권하는 장면] 

이은희: 스카웃 제의는 고마운데 힘들 것 같애...

마사장: 야- 내가 사장인데 회사가 그리 불안하냐?

⑤ (태양) 1화 7분 [의사와 환자의 관계, 병원으로 이동 중인 구급차 안]

의사: 병원부터 가셔야 하는데요.

신도 : 선생님이 지혈을 잘 해주셔서 괜찮습니다.

의사: 안됩니다. 일단은

신도 : 이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⑥ (열혈) 12화 37분 [주인공과 여자 친구의 아버지와의 관계]

하류: 3000요?

여자 친구의 아버지: 그래. 내 몇일 내로 갚음세. 아 진짜로 급한 일이생겨서 그래. 

(중략) 부탁하네. (중략)

하류: 정말 죄송합니다. 도움이 못 되어 드려서.

⑦ (열혈) 15화 11분 [기업회장과 퇴직한 업사원의 관계]

회장: 자네 마음 아네 하지만 내 마지막 부탁 하난 들어 줬으면 하는데

매왕: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전 안될 것 같습니다.

  

예①의 경우는 선약이 있으므로 상 의 제의에 따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간접적인 ｢거절표

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속 있어”와 같은 명제형의 직접적인 ｢거절표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예①의 경우는 장면과 화의 흐름으로 부터도 직접적인 ｢거절표현｣이라 판단할 

수 없으며 예①의 “어떡하죠?”는 상 의 모처럼의 권유에 응하지 못한다는 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있는데...”의 중도종료형5)으로 확실히 말하여 거절하는 것을 피하고 있어 청자를 

5) 李恩美(2010)는 중도 종료형 발화를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기 위한 폴라이트니스 스트라테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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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한 완곡한 표현으로의 효과를 더하고 있다. 

예②, ③, ④, ⑦의 경우 “무리다”, “힘들다”, “안 된다” 등의 직접적인 표현 뒤에 ｢-ㄹ같다｣를 

사용함으로써 완곡한 표현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거절을 당하는 청자를 배려하는 표현으로 

강(2007)은 ｢-ㄹ같습니다｣를 직접거절로 규정하고 있으나 완곡의 정도를 높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예②의 경우 직접적으로 거절을 하기에 앞서 “아- 오늘은 좀...”을 앞에 둠으로써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특히 예②의 발화는 중도종료와 ｢-ㄹ같습니다｣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에 한 조심과 배려를 보이고 있다. 

예③의 경우 ｢-ㄹ같습니다｣를 발화 앞에 두어 상 의 기 에 답할 수 없음을 가능에 전가하

고 있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발화 말에 “식사는 다음에 해요”라는 기 를 

남겨 현재의 거절을 잠시 미루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식사를 다음으로 미룸으로 인해서 

상 의 기 를 거절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예④의 경우는 마사장이 친구인 이은희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직할 것을 부탁하는 장면으

로 이은희는 친구의 부탁에 곤란해 하지만, 미안함을 전하고 ｢-ㄹ같다｣를 사용하고 있다. 

예④는 1.들어가기에서 언급한 소설 세월과 비슷한 예이며 ｢의미공식｣상 간접적인 표현이

나 청자의 입장에서는 거절을 강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직원을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마사장에게 거절의 뜻을 명확하게 전하는 것은 오히려 마사장이 다른 

직원을 구하는데 시간낭비를 덜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결과적으로 상 가 구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의 측면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예⑤는 촬 을 앞두고 다리를 다친 환자에게 병원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는 의사에게 

신도 은 “지혈을 잘 해주셔서 괜찮습니다”로 상처가 별것 아니라라는 것을 어필하며 촬 을 

강행하려 한다. “지혈을 잘 해주었다”라는 것으로 의사의 체면을 유지시키고 “괜찮다”로 거절

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의사의 말에 “이해해주셔서”를 말하여 상 의 체면을 

유지시키고 있다. 특히 “주시다”의 정중의 발화를 사용하여 청자 중심의 발화를 이끌며 자신의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예⑥의 경우, 하류에게 여자 친구의 아버지가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장면이다. 하류는 여자 

친구 아버지의 부탁을 조심스럽게 거절하고 있다. 특히 부탁을 해온 상 가 여자 친구의 

아버지라는 점이 거절을 할 때 청자의 체면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거절화자는 “도움이 못되어드려서”라는 겸양표현을 사용하여 최 한 완곡적으

로 거절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⑦은 기업회장이 이미 퇴직한 업사원을 찾아가 곤란을 격고 있는 매장의 업을 부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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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면이다. 예⑦은 예②와 유사한 거절 스트라테지를 가지고 있다. 단, 예②의 경우 “아- 

오늘은 좀...” 의 중도종료형을 사용한 반면, 예⑦은 “아무래도”라는 가능성의 희박함을 어필하

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거절을 피해 완곡의 정도를 높여 청자에 한 

조심과 배려를 나타나고 있다. 

⑧ (結婚) 10화 2분 [동종업계의 관계]

A: ワールドハウジングの担当者は是非あなたに来ていただきた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B: あ、私を評価していただけるのは光栄なんですが・・・

⑨ (ブザ) 5화 11분 [회사동료의 관계]

宇都宮: 久しぶりに飲みにでも行くか？

菜月: あ・・今日はやめておきます。まだ仕事があって。でも、今度、話聞いてもらっ

ちゃおうかな。

⑩ (女) 4화 28분 [친구를 통한 지인 관계]

璃子: じゃあ送ってってあげる。車だから。その間に話も出来るし。

正登: でも悪いし、用が終わったらすぐ電話しますから。

예⑧은 동종업계의 사람으로 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은 상황이다. 이에 B는 자신에 한 

좋은 평가에 감사함을 전하는 동시에 문말에 ｢が・・・｣를 사용함으로써 승낙과 거절의 판단

을 상 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직접적인 발화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청자중심

의 거절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예⑨은 친한 회사동료의 식사 권유에 거절을 하는 장면이다. 식사 권유에 해 직접적인 

발화로 거절을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でも、今度、話聞いてもらっちゃおうかな｣가 직접적

인 거절표현을 완곡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권유에 응하지 못하나 다음의 

식사 권유에는 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거절을 당하는 상 의 체면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⑩의 경우,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璃子가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변호사

인 正登가 있는 곳을 방문한 장면이다. 하지만 正登가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璃子의 

권유에 간단한 답변으로 거절을 하고 있다. ｢でも、悪いし｣는 당사자가 상 의 권유나 초  

등에 오히려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하는 염려에서 하는 말이지만 본 장면에서의 쓰임은 서두르

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用が終



거절장면에서의 ｢완곡표현｣ 연구 ····························································································· 김정헌  131

わったらすぐ電話しますから｣를 말하여 바로 응할 수는 없으나 용무가 끝난 뒤 璃子가 바라

는 점에 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어 거절에 완곡함을 더하고 있다. 

이상, 청자중심 ｢완곡표현｣을 한국과 일본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 다. 한국의 예문 모두 

직접적인 표현 또는 직접적인 표현에 준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표현의 앞 

또는 뒤에 완곡적인 요소인 ｢-ㄹ같습니다｣를 사용하거나 중도종료를 하여 청자의 face를 유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중도종료를 사용하거나 기 를 부여하기도 

하고 답의 연기로 완곡함의 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자 중심의 

표현에서는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수용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4.2 화자중심 ｢완곡표현｣

화자중심 ｢완곡표현｣은 본 연구 자료에서 한국드라마의 경우 12개, 일본드라마에서는 18개

가 보 다.  그 중 각각 5개씩 예문을 제시하고 한국과 일본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⑪ (최고) 14화 36분 [세입자와 집주인의 딸의 관계]

혜신: 예- 할머니가 저녁 드시러 오시래요. 아직 안 드셨죠?

세입자: 아- 저녁요- 그, 아닙니다 아닙니다 벌써 먹었어요. 

자장면이랑 탕수육까지 시켜 먹어서 지금 배 터질라 그래요.

⑫ (광고) 2화 52분 [회사동료의 관계]

에디강: 백지윤씨 까지 바래다 드릴까 하는데.

백지윤: 네?

에디강: 할 얘기도 있고 해서요.

백지윤: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⑬ (태양) 6화 41분 [회사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

윤사월: 아! 근처에 유명한 곰탕집 있다던데 몸보신하러 같이 가실래요?

팀장: 난 다이어트 중이예요. 혼자 가서 먹고 와요.

⑭ (태양) 14화 53분 [지인관계]

오빠: 오늘 점심시간 어때?

윤사월: 아-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 봐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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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태양) 16화 19분 [연인관계]

도 : 준세씨 오늘 저녁에 나랑 화 보러 가자

준세: 오늘 아버님 하고 약속 있는데...

예⑪은 세 들어 사는 세입자에게 식사초 를 하는 장면이다. 혜신은 집주인의 딸로 이혼을 

하여 친정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이다. 이 즈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혜신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이다. 혜신의 말에 세입자는 “아- 저녁요-” 라고 생각지도 못한 식사초 에 놀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 직접적인 거절을 반복하여 전하고 있으나 

청자는 직접적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흔히 식사초  등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서 

한 두 번의 정중한 거절이 한국 문화적 습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절의 부가적

인 요소로 “벌써 먹었어요”를 말하여 초 에 응할 이유가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무엇

을 먹었는지 등 화자자신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전하여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예⑫에서는 회사동료가 자신의 차를 탈것을 권하는 장면이다. 거절화자가 사용한 거절전략

은 “죄송합니다” 의 <사죄>와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약속>이 결합되어 

｢의미공식｣에 있어서는 모두 간접표현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ㅂ니다｣ ｢-서요｣의 명제형 

발화는 중도종료형과 비교하 을 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전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⑬은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점심식사를 하러 가자는 권유장면이다. 

윤사월 즉, 권유자가 “유명한 집”, “몸보신”등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에 해 거절

화자인 직장상사는 명제형인 “난 다이어트 중이예요”의 이유 중의 <사실>을 말하여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이유는 ｢의미공식｣상 간접적인 표현으로 분류가 되나 이러한 명제형의 이유전

달은 직접적인 거절표현에 가깝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수용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

이 높다. 

예⑭와 예⑮에서는 “-는데”의 중도종료형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화 앞에 자기중심적인 

“일이 있어서”의 <이유>,  누구와의 “약속”인 <이유> 들어 거절의 전조를 상 에게 전하고 

있다. 발화 끝에 “-는데...”로 완곡하게 거절을 전하고 있으나 청자를 배려한는 다음 기회에 

응하겠다는 기 나 약속 등이 제시 되지 않아, 청자가 받아들이는 거절의 정도는 직접에 

가까울 수 있다.  

⑯ (結婚) 10화 2분 [동종업계의 관계]

A: 大手の住宅メーカーが新しいプロジェクトの幹部として向かえたいなんてそうそう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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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話ではないですよ。大きな仕事もできるし、給料も大幅アップです。(中略)できるだ

けはやいうちに結論を出していただければと。

B: 検討してお返事させていただきます。

⑰ (ブザ) 3화 31분[사귀기 시작한 관계]

川崎: もう一軒どっか行く？

莉子: あー、いえ、今日は帰ります。　

生ゴミ、ベランダに出しっぱなしだったから。

川崎: ・・・そう。

⑱ (涙) 3화 10분 [아버지와 딸의 관계]

父: みんなで一緒に出かけないか？(中略)

亜也: ごめん、お父さん。私今日、予定いれちゃった。

母: どこ行くの？

亜也: マリたちと出かけてくる。

⑲ (女) 4화 28분 [친구를 통한 지인 관계]

璃子: 旦那のこととかお姑さんのことで悩んでる友達のことで相談があって、ちょっと時

間ある？

正登: すみません、今から出かけなきゃいけなくて。

⑳ (A40) 6화 40분 [동료관계]

同僚医者：病院の、体制に関して、緒方先生から意見を聞きたいんだけど。もう時間も時

間だからね、食事でもしながら。

緒方：・・・申し訳ありません。

今日は、これから、大切な人を食事に誘うつもりなんで。           

예⑯의 경우, 예⑧의 스카웃 제의에 이어지는 2차 담화이다. 앞선 스카웃제의에서는 청자중

심 ｢완곡표현｣인 ｢あ、私を評価していただけるのは光栄なんですが・・・｣를 사용하 으

나 계속되는 제의에 ｢완곡표현｣으로 답을 미루는 <연기>의 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완곡표현｣은 문자 그 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예이다. 유사한 예로 ｢考えておく｣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것은 완곡한 거절표현으로 거절시 주로 사용되는 거절전략이기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거절전략은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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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⑰의 川崎와 莉子는 막 사귀기 시작하려는 단계이며 아직 서먹서먹한 관계이다. 같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川崎의 권유에 莉子는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あー｣의 

<주저>를 앞에 두어 거절의 늬앙스를 전하고 나서 ｢いえ、今日は帰ります｣라고 직접적으로 

거절을 수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거절앞에 거절의 늬앙스를 전하는 <주저>로 인해 완곡함이 

더해지며, 마지막에 ｢生ゴミ、ベランダに出しっぱなしだったから｣를 말해 거절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말함으로써 거절의 합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예⑱, 예⑲, 예⑳의 경우, <사죄>+<이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을 하

으나 강(2007)에 의하면 직접적인 표현 다음으로 직접도가 높은 것은 <사죄>이며 그 다음으로 

직접도가 높은 것은<이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거절전략이 나열되었기 때문에 청자가 받아들

이는 직접적인 거절의 정도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예⑱의 경우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아픈 딸을 위해 가족 모두같이 외출하자는 제의에 ｢ごめ

ん｣을 말해 거절을 바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발화 끝에 ｢予定いれちゃった｣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ちゃった｣는 완료보다도 유감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거절에 완곡을 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⑲에서는 ｢すみません｣을 말해 거절을 바로 수행하고 있다. 예⑲는 예⑱과 달리 발화 

끝에 ｢今から出かけなきゃいけなくて｣를 말하고 있다. ｢~なきゃいけなくて｣라는 의무와 시

급함을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예⑳번은 예⑲의 경우와 유사한 거절전략을 가지고 있다. 단, 거절의 중요성에 해 언급하

고 있는 점이 다르다. ｢大切な人を食事に誘うつもり｣라는 부가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동료의

사의 식사초 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상, 화자중심 ｢완곡표현｣을 한국과 일본으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 다. 한국과 일본 모두 

청자중심 ｢완곡표현｣에 비해 거절정도가 높은 <사죄>와 <이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예문의 ｢의미공식｣을 확인하도록 한다. 

4.3 청자중심과 화자중심의 ｢의미공식｣비교 

前述한 4.1과 4.2에서 face를 기준으로 청자중심의 ｢완곡표현｣과 화자중심의 ｢완곡표현｣으
로 나누어 분석을 하 다. 그 결과를 아래의 <표 2>에 각각의 ｢완곡표현｣에 사용되어진 ｢의미

공식｣을 제시한다.



거절장면에서의 ｢완곡표현｣ 연구 ····························································································· 김정헌  135

<표 2>청자 및 화자중심 ｢완곡표현｣의 ｢의미공식｣ 비교

구분 예번호 ｢의미공식｣구조

청자중심
｢완곡표현｣

한국

① <유감>+<이유+중도종료>
② <주저>+<직접+ㄹ것 같다>
③ <가능+ㄹ것 같다>+<희망>
④ <감사>+<가능+ㄹ것 같다>
⑤ <감사>+<감사>
⑥ <사죄>+<가능>
⑦ <사죄>+<직접+ㄹ것 같다>

일본

⑧ <감사+중도종료>
⑨ <주저>+<직접>+<이유>+<희망>
⑩ <미안함>+<희망>

화자중심
｢완곡표현｣

한국

⑪ <확인>+<직접>+<완료>+<이유>
⑫ <사죄>+<이유>
⑬ <이유>+<행동요구>
⑭ <이유+중도종료>
⑮ <이유+중도종료>

일본

⑯ <연기>
⑰ <주저>+<직접>+<이유>
⑱ <사죄>+<이유>
⑲ <사죄>+<이유>
⑳ <사죄>+<이유>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청자중심의 ｢완곡표현｣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감사>와 <가능>, 

<-ㄹ것 같다>등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화자중심의 ｢완곡표현｣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사

죄>와 <이유>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유>의 경우 청자중심의 

｢완곡표현｣과 화자중심의 ｢완곡표현｣ 양쪽 다 사용되고 있으나 청자중심의 ｢완곡표현｣의 

경우 <이유>를 거절전략으로 사용하 을 때, <중도종료> 또는 <희망>을 같이 사용하여 완곡

함을 더하고 있는 반면 화자중심 ｢완곡표현｣의 <이유>의 경우 ｢-ㅂ니다｣ ｢-서요｣와 같은 

명제형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청자중심 ｢완곡표현｣에서는 <감사>의 거절전략이 관찰이 되나 화자중심 ｢완곡표현｣
에서는 <감사>의 거절전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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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거절장면에 있어서 간접적인 거절표현을 청자중심 ｢완곡표현｣과 화자중심 

｢완곡표현｣으로 나누고 ｢의미공식｣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어느 쪽이 화자의 의도

와 청자의 수용에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가에 해서 검토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화자

의 의도와 청자의 수용에 차이를 보이는 예가 화자중심 ｢완곡표현｣에서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수용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자중심의 발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거절장면에 있어서는 좋은 인관계 유지, 상 와의 적당한 감정적 거리유지, 상 의 체면

과 거절화자 자신의 체면유지, 무엇보다 화자와 청자의 오해 없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청자중심의 ｢완곡표현｣을 거절전략으로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과로써 

중요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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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거 장면에서의｢완곡표 ｣연구

- 한·일 TV드라마를 심으로 -

本研究では韓国と日本のテレビドラマの断り表現を対象にして行った。間接的な拒絶表現を、faceを基準にして聽者
中心の｢婉曲表現｣と話者中心の｢婉曲表現｣に分けて、各々の断り表現のストラテジーが｢意味公式｣上では、どのように
あらわれるか、そしてどちらが断りを伝える話者の意図と断りをうける聽者の受容に差をもたらす可能性が高いかにつ
いて考察した。その結果、話者の意図と聽者の受容に差を見せている例で、｢-ㅂ니다｣｢-서요｣のような命題形の理由、
そして直接表現に近い＜謝罪＞＜理由＞順の発話の例が話者の意図と聽者の受容に差をもたらす可能性が高いというこ
とがわかった。また、これらは話者中心の｢婉曲表現｣において観察できた。したがって、話者の意図と聽者の受容の差
を減らすためには、聽者中心の発話を使う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を本研究を通じてわかった。 

　 後に拒絶の場面において、良い対人関係維持、相手との適当な感情的距離の維持、相手のメンツと拒絶する話者
自身のメンツの維持、何よりも話者と聽者の誤解のないスムーズな会話のためには、聽者中心の｢婉曲表現｣を拒絶スト
ラテージとして使用すべきだというのが本研究の結果として重要な点である。　

A Study on Euphemism in refusal scenes

- A view from soap operas in Korea and Japan -

In this study the indirect and neutral expressions in refusal scenes were classified into listener-centered and speaker-centered 
euphemistic expressions, and then how those expressions appear in the framework of semantic formula was reviewed. Also 
the gap between listeners’ acceptance and the speakers’ intetion, which is caused by the types of expressions, w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cases showing the gap mentioned above were observed in the speaker-centered euphemistic expressions, 
which suggested that listener-centered expressions should be used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ceptance and 
expressions. This study implies that the maintenance of good personal relationships, proper emotional distance, face-saving 
compromise should be employed in the refusal secnes, and most importantly, the listener-centered euphemistic expressions should 
be used for good communication without misunderstan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