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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고 같은 한자 문화권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가까운 계에 있으며 경어, 시제구분, 문장구조 등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범주에 걸쳐 미묘한 차이  한 분명하게 존재한다. 특히, 상황에 따른 커뮤니 이션 어휘에

서 그 차이가 잘 나타난다. 

어떤 커뮤니 이션에서 한정  유형으로 나타나는 인사 · 감사 · 사죄 · 축하 등의 표 , 

치(前置)표 , 화나 문장 속에 나타나서 그 구조나 개방법 등에 해서 설명하는 정형

(定型)표  등 상투 인 어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콘텍스트1)에서 쓰이는 상투 인 

  * 동의 학교 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과정

 ** 동의 학교 인문 학 일어일문학과 교수

 1) 기마타 사토시(2009)는 ‘콘텍스트’라는 개념은 언어학 분야에서 추상 인 언어 형식과 장면이라는 언어 

밖의 요소 간의 결합을 나타내고자 사용되었다. 좁게 이해하면 어떤 말이 치하고 있는 언어  구조이

지만, 넓게 이해하면 언어가 존재하는 장소에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요소, 즉 화자, 청자 등 구체 인 

요소에서부터 그 시 의 문화, 상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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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라고 하더라도 언어에 따라서는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과 형식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일본어의 경우에는 코드2)의존도의 차이에 의해서 표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어휘들이 다

양하게 존재한다. 

｢どうぞ｣3)는 커뮤니 이션에서 사용 빈도수가 매우 높은 표  에 하나로 화자의 표 의

도에 따라 여러 상황 속에서 쉽게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자가 ｢どうぞ｣를 

발화하여 달하고자 하거나 청자가 ｢どうぞ｣의 발화를 들었을 때, 그 의도하는 바가 올바르

게 달될 수도 있지만, 그 지 않은 경우 화자와 청자 간에 오해가 발생하게 되어 원활한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 이션 상에서 화자와 청자의 코드요소에 따라, ｢どうぞ｣가 어떻게 

해독되어져 원활한 커뮤니 이션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강 부(2008)는 HC 문화4)의 형 인 로 알려진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입으로 표 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LC 문화의 커뮤니 이션은 이상 인 것으로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 반 로 LC 문화에 속하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헤아림(察し)｣｢이심 심(以心

伝心)｣에 의한 커뮤니 이션은 이해하기 힘들고 정보량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HC 문화에 속한다고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상 으로 언어코

드 보다 콘텍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 높은 문화에 속한다는 것과 그러한 문화  차이가 

일본인과 한국인이 각각 커뮤니 이션을 행하는 경우에도 언어표 에 반 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의 주요 인사표 , ｢どうぞ｣와 그에 응하는 한국어 표 의 를 통해서 고찰하고 있다. 

 2) 세보크(1994)는 코드를｢메시지를 한 가지 표 에서 다른 표 으로 변환시켜 주는 명료한 규칙들의 

묶음이다｣라고 정의하 다. 

 3) �일본어 용례사 �에는 ｢どうぞ｣를 공손히 상 에게 권하거나, 부탁하거나 할 때에 하는 ‘부디 · 제발 

· 아무쪼록’의 의미로 다음과 같은 문을 제시하고 있다.どうぞたくさん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부디 

많이 잡수어 주십시오.) どうぞおからだをお大切に。(아무쪼록 몸조심하십시오.) どうぞよろしく(お

願いします)。(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窓を開けてもいいですか。｣｢ええ、どうぞ。｣(창문을 열어도 

좋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엣센스 일한사 �①상 방에게 무엇을 권하거나 부탁하는 기분을 나타

내는 완곡하고 공손한 말씨: 아무쪼록: 부디: 어서. ②승낙을[허가를] 나타내는 공손한 말씨. ③어떻게든.

 4) Hall(1996)은 각 문화에 속해있는 개인이 메시지를 기호화하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커뮤니 이션이 콘텍

스트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문화를 ｢콘텍스트 의존도가 높은 문화(High Context Culture : HC 문화｣)와 

｢콘텍스트 의존도가 낮은 문화(Low Context Culture : LC 문화｣)로 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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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2006)는 ｢どうぞ｣의 원형 인 의미는 미래 행 에 한 ｢결정권｣을 가 가지고 

있고, 미래 행 로 인하여 가｢이익｣을 얻는가라는 기 에 따라 <勧誘> · <依頼> · <指示> 

· <許可> · <所願>의 기능으로 확장되는 것에 착안하여 다양한 함축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이상 개략 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どうぞ｣에 한 어휘 인 분석을 심으로 

하고 있는 것과 어휘코드를 심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어는 명사 심

의 언어로 실질어를 생략하여 암시 이며 암묵 인 표 을 선호하고 해석의 유연성을 살리는 

청자 심의 언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콘텍스트에 어떤 요소가 향을 주어 ｢どうぞ｣의 

술어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올바른 의미로써 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どうぞ｣+ 술어 

형태는 어떤 요소로 인하여 사용되어지는지에 한 분석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화를 할 때 이루어지는 사고는 콘텍스트에 의존하고 있고, 콘텍스트 안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화를 통하여 화자가 의도하는 의미를 악하기 해서는 반드시 콘텍스트를 고려하

여야 한다. 화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해서는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제되는 내용과 

함축된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 의한 지식과 맥락 인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사회에서 발화되는 ｢どうぞ｣를 커뮤니 이션 상황에서 단독 사용

과 술어를 동반하는 형태가 어떤 상황에 자주 사용되는지를 <勧誘> · <依頼> · <指示> · <許可> 

· <所願>의 기능으로 나 어 ｢どうぞ｣의 의미에 변화를 주는 요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한, 

어떠한 요소로 인하여 커뮤니 이션에서 ｢どうぞ｣의 단독사용과 술어를 동반하는 형태로 

나뉘어 사용하여도 콘텍스트가 성립하는지를 세보크(1994)의 사회  코드5)를 참고로 하고, 

로만 야콥슨6)의 의사소통 도식7)의 코드를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5) Sebeok, T. A.(1994) �Encyclopedic Dictionary of Semiotics� WalterdeGruyter 

    사회  코드를 개발하지 못한 사회에는 문화  교양이 없다. 사회  코드는 개인들에게서 동물성을 

억제 혹은 정화하여 다른 동물들과 분별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룩하고, 사회에서는 야만성을 

극복하여 인간 고유의 문화를 일으킨 핵심요소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요한 코드이다. 인간에게

서 사회  코드를 없앤다면, 이미 인간이 될 수 없다. 한 인간의 몸에 배어 있는 사회  코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달라진다. 

 6) 로만 야콥슨 (Roman Jakobson): 야콥슨은 러시아 태생의 언어학자이자 기호학자로, 1928년 체코슬로바키

아로 망명, 이른바 라하 언어학 를 구성하고 활동하다가 제2차 세계   미국으로 이주하여 

 언어학과 기호  이론의 형성에 커다란 향을 미쳤다. 그의 미국 이주는 과 버(Shannon 



90  日本近代學硏究……第 39 輯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담화를 수집함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일상

이고 보편 인 담화문을 취하고 있는 자료들 , 성을 지닌 것이 드라마라는 단에 

연구 자료로서 드라마를 선택하 다. 수집한 자료들  絶対彼氏8) 하나로 설정하여 문을 

정리한 것은 등장인물들 간의 계와 ｢どうぞ｣를 발화 하는 장면  화자와 청자의 계 

등에 통일성이 있고, 하나의 드라마 속에도 여러 장면이 설정 되어 있어 찰하는 것이 용이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 할 수치는 작가의 문체  특징, 장면의 상황 설정 

등에 따른 향이 반 되어 있는 것으로 객 인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인 단기 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로 한다. 

4. 본론 

언어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달하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요소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메시지로 나  수 있다. 

언어 자체와 련하여 의사소통의 개념을 야콥슨의 의사소통 도식으로 정의해 보면, 우선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화자는 청자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언어기호라는 일종의 코드로 바꾸는데, 이것을 코드화(encode)라고 한다. 반면 청자는 

코드를 해독함으로써 달된 내용을 이해한다. 이것을 코드해독(decode)이라고 한다. 그러므

로 코드화는 개념을 말소리로 바꾸는 것이고, 코드해독은 말소리를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때 달되는 언어기호의 연속체를 메시지(message)라고 하고, 화자가 코드화한 메시지가 

& Weaver)의 수학  커뮤니 이션 이론과 퍼스의 기호학을 할 기회를 갖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 기 

때문에, 유럽의 언어학  구조주의(linguistic structuralism)와 퍼스의 미국기호학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로만 야콥슨의 의사소통 도식은 다음과 같다.  

                                    맥락(지시 )

                     발신자(정서 )→메시지(시 )→수신자(능동 )

                                    (친교 )

                                    코드(메타언어 )

    의사소통의 여섯 가지 요소는 ①발신자 ②수신자 ③코드 ④메시지 ⑤  ⑥맥락으로 설명되어 진다. 

커뮤니 이션의 다양성은 특정한 한 가지 기능이 작용하는데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능이 

지배 이고, 부수 인가에 따라 만들어 진다. 즉 기능들이 수행하는 순 질서가 갖는 다양성에 놓여있는 

것이고 배열구조는 그 커뮤니 이션 행 의 지배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각 요소들에서 

보이는 다양성은 기능 의 어느 하나만의 독 인 기능을 발휘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서로 다른 계순

(位階順位, hierarchical)를 형성하는데서 비롯되며 그 강조 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8) 絶対彼氏~完全無欠の恋人ロボット~Fuji TV 2008.04.15-2008.06.24



일본어 커뮤니 이션 코드의 기능 ··············································································· 심민섭ㆍ조 호  91

달되어 청자가 코드를 해독하는 과정을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화자가 개념을 코드화하여 달하고, 청자는 그 개념을 자신만의 코드로 해독을 하는데, 

이때 화자와 청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코드에 따라, 해독이 달라진다.9) 

코드를 해독할 때, 청자가 화자의 메시지를 원활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은 화자와 청자의 親疎 계10), 신분상 上下 계11), 그리고 상호간의 정보공유12)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기호의 어떤 특정한 연결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기호 사용자인 화자와 청자의 약속 차이, 즉 코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코드의 차이를 사용자와 콘텍스트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보이고 단독으로 사용되거

나 술어를 동반하여 활용되는 ｢どうぞ｣를 심으로 고찰 한다.

｢どうぞ｣의 커뮤니 이션에서 사용되는 시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류를 

통하여 살펴보겠다. 

  ① 단독 ｢どうぞ｣

  ② ｢どうぞ｣+ 술어 

단독 ｢どうぞ｣, ｢どうぞ｣+ 술어가 어떠한 요소로 코드화 되어 올바른 커뮤니 이션에 이르

는지 알아보기 해 우선｢どうぞ｣의 기능과 역할을 악 해야만 한다.

｢どうぞ｣가 커뮤니 이션에서 다양한 활용을 보이는 이유는 많은 기능을 가진 어휘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화행 1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행동 요구표 14)에서 많은 

 9) 구 정(2002) � 화의 기법�경진문화사, p.15

10) 김주연(2009)은 親疎 계란 나와 련이 깊고, 평소에 자주 연락을 취하고 가깝게 지내는 계, 공 으로 

만날 수 있고 서로 안면이 없는 낯선 계라 하 다. 의사소통의 흐름에서 요한 것은 상 와의 계이

다. 이는 상 와의 친분 계에 따라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화자와 청자의 말하는 

방식과 태도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에도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이언경(2005)은 신분상 上下 계란 여러 사회  요인들 , 연령 · 서열 · 지  등의 높고 낮음이라 

하 다. 

12) Chen & Hung(2010)은 정보공유란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재사용을 해 정보를 탐색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 다. Wang & Noe(2010)정보공유에 향을 미치는 것은 조직  

특성, 인 계   특성, 문화  특성, 개인  특성 그리고 동기요인 등이 있다.  

13) 구 정(2002) � 화의 기법�경진문화사, p.121 

    오스틴은 화란 단순히 말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이라고 보아서 화가 가지는 

행동의 측면을 화행 (speech act)라고 하 다(Austin, 1962, p.9). 주어진 화 상황에서의 화행 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밝  주기 해서 행하는 실제 상이라고 보아, 진리 조건(truth condition)을 

언어 이해의 심 개념으로 보고 있던 견해를 뒤엎는 이론을 개 하 다. 

14) 森田良行(1990) �日本語学と日本語教育�凡人社, p.237

    행동 요구표 은 화자의 입장이나 의향 등에 좌우되는 면이 크며, 화자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 지기 

해서는 요구하는 사람은 요구받는 사람의 반응을 제로 발화하게 된다. 즉, 이러한 요구표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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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마에다 히로유키(前田宏幸)(1990)는 이익 상과 화자와 청자의 力関係

에 따라 청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는 <許可> · <勧誘> 화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 <依頼> 

· <命令> · <指示> · <所願> 으로 구분하고, 김연주(2006)는 ｢결정권｣과｢이익｣에 근거하여, 

5가지의 하 분류를 하 다. 첫째 청자의 미래 행 에 한 결정권이 청자에게 있고, 그 행

로 인한 이익이 청자에게 있는 경우(｢勧誘｣기능의 ｢どうぞ｣), 둘째 청자의 미래 행  결정권은 

청자에게, 미래 행 로 인한 이익은 화자에게 있는 경우(｢依頼｣기능의 ｢どうぞ｣), 셋째 청자의 

미래 행  결정권은 화자에게, 미래 행 로 인한 이익은 화자에게 있는 경우(｢指示｣기능의 

｢どうぞ｣), 넷째 청자의 미래 행  결정권은 화자에게, 미래 행 로 인한 이익은 청자에게 

있는 경우(｢許可｣기능의 ｢どうぞ｣), 다섯째 청자의 미래 행  결정권은 화자에게, 미래 행 로 

인한 이익은 청자/화자에게 있는 경우(｢所願｣기능의 ｢どうぞ｣) 로 구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각 상황별 단독 ｢どうぞ｣, ｢どうぞ｣+ 술어 용례를 조사하 다. 

4.1 ｢どうぞ｣의 출 황 악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방 된 드라마 33편을 참고로 하여 출 한 체용례 150個 ｢どうぞ｣

를 아래와 같이 분류 하 다.  

 <표 1> ｢どうぞ｣ 체 출 황

  단독 112個

+술어  38個

그리고 <勧誘> · <依頼> · <指示> · <許可> · <所願>의 기능으로 분류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용량이 나타났다.

<표 2> ｢どうぞ｣의 단독 출 황

勧誘 34個 30.3%

依頼 13個 11.6%

指示 23個 20.5%

許可 37個   33%

所願  5個   4.4%

상 나 장면과의 계에 한 화자의 심리 인 요인이 깊이 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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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どうぞ｣ + 술어 출 황

勧誘  4個 10.5%

依頼 17個 44.7%

指示 14個 36.8%

許可  1個  2.6%

所願  2個  5.2%
 

｢どうぞ｣ 체 출 황  단독 발화는 112個 , 술어 동반 발화는 38個로, 술어 동반 발화보

다 단독 발화의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どうぞ｣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출

황을 악한 결과, ｢どうぞ｣의 단독 발화는 <勧誘> 30.3%, <指示> 20.5%로 <勧誘> 기능이, 

술어 동반 발화에서는 <依頼> 44.7%, <指示> 36.8%로 <依頼> 기능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분류방법을 바탕으로 <표 1>, <표 2>의 결과를 보면, ｢どうぞ｣는  각 상황에서 

많은 기능을 하며 다양한 사용량을 보이고 있다. 이런 행동 요구표 은 화자의 입장이나 

의향 등에 좌우되는 면이 크며, 화자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기 해서 요구하는 사람은 

요구받는 사람의 반응을 제로 발화하게 된다. 미래 행 의 결정권  이득이 화자와 청자 

 구에게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요구표 의 장면이나 상 와의 親疎 계, 신분상 上下

계, 정보공유15)에 한 화자의 심리 인 요인이 깊이 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どうぞ｣의 정확한 의미 달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의 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4.2 상황별 고찰

일반 인 사회에서는 사회  코드가 반드시 존재하며, 이는 화자와 청자 간에 원활한 정보

15) 차유나(2011)는 親疎 계ㆍ上下 계ㆍ정보공유의 구분은 다음의 조건하에서 구분하 다. 

              下                       中                      上

     (수치가 낮음, 딱딱함)                              (수치가 높음, 편안함)                

    * 親疎 계 : 만남의 목 이 공  / 만남의 목 이 사  

                화자와 청자의 화 분 기가 편안함 / 격식을 갖춘 딱딱한 분 기 

                화자와 청자 사이의 호칭 

                화자와 청자의 경어행동

    * 上下 계 : 연령의 차이 

                직  차이의 정도 

                동 이라면 해당 분야 경력의 유무  근무연수                  

    * 정보공유 : 상 방에 한 단서의 양 

                화자와 청자 간의 신뢰(사회  계 ·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의 정도

                커뮤니 이션 속, 비언어  단서 사용량  의미를 해석해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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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  코드의 주요 요인으로는 화자와 청자의 계가 

서로 잘 아는 친숙한 사람인지, 단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親疎 계, 발화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지 가 높은지 낮은지, 동 인지를 나타

내는 사회  지 계, 연령 으로 상 자 인지, 즉 上下 계,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서로에 

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공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화자와 청자의 사  정보와 공유하고 있는 정보량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코드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통해 상호간 의사소통 속에서 ｢どうぞ｣의 발화가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지, 

완곡하게 다가오는지, 정 하게 느껴지는지를 다음의 를 통해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문(1)

  夏美が作ったケーキを試食する社員たち。

  夏美 : まだ、試作の段階なんですけど、ご意見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社員 : はい！

  夏美 : 梨衣子さんも、良かったらどうぞ。

  梨衣子 :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社員 : 美味しい！ - 絶対彼氏 scene07

문(2)

  夏美 : ごめんなさい！あの、どういう所かな、と思って。

  将志 : ・・・帰る。

  ふじ子 : あらら、せっかくですから、どうぞ、一杯ぐらい、飲んでらして。 

  ナイト、にっこり笑顔でグラスを差し出す。 - 絶対彼氏 scene09

문(1)은 夏美가 梨衣子에게 이크를 먹도록 권하는 장면이다. 앞으로 어떤 행 를 할 

사람은 청자이고 행 에 한 결정권은 청자가 쥐고 있으며 그 행 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청자이다. 夏美, 梨衣子는 심리  親疎 계로 보았을 때,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親疎

계는 ‘上’으로 볼 수 있다. 夏美, 梨衣子 사이에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上下 계는 ‘中’으로 

볼 수 있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에 한 정보공유는 ‘上’이다. 

이를 바탕으로 ｢どうぞ｣가 단독 발화를 하더라도 청자는 화자와 친 하고 상호간의 정보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술어가 없어도 청자는 화자가 발화하는 ｢どうぞ｣의 의미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どうぞ｣는 권유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콘텍스트로도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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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만, 화자와 청자의 이러한 정보량에 의해 간단히 발화하여도, 배려하면서 완곡한｢ど

うぞ｣의 의미를 서로 악하고 있는 것이다.

문(2) 역시 권유의 상황이다. 술집주인(ふじ子)과 손님(将志)의 입장이므로, 경제  이익

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 술집주인이다. 따라서 上下 계는 ‘下’,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계이므

로 생득  親疎 계는 ‘下’, 정보공유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下’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

로 화자는 청자에게 보다 정 하게 표 해야하며, 올바른 의미 달을 해 ｢どうぞ｣뒤에 

술어를 붙여 사용하고 있다. 만약, 이런 親疎 계나 上下 계, 정보공유도 없는 상태에서 

화자가 ｢どうぞ｣만 단독 발화하 을 때에는 청자가 마음이 편치 않을 수가 있고, 화자는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문(3)

  父 : これは・・失礼しました。井沢、梨衣子の父親です。

  母 : 梨衣子の、母です。

  父 : あ・・これ！これどうぞ！私の畑で取れたニンジンです！

  梨衣子 : もう、お父さん！

  創志 : お気遣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遠慮なく。 - 絶対彼氏 scene06

                                                     

문(4)

  トシキ : 僕、今日からこちらに清掃のアルバイトで参りました。クロセトシキと

          言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社員たちに挨拶する。 - 絶対彼氏 scene08

문(3)은 父가 創志에게 자신의 밭에서 직  키운 당근을 받아 달라고 의뢰하는 장면이다. 

父는 創志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이다. 사회  親疎 계는 ‘中’, 上下 계는 연령 으로 

상 자이기 때문에 ‘上’, 정보공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下’로 볼 수 있다. 父는 創志에게 

어떤 물건을 달하면서 ｢どうぞ｣를 발화하고 있다. 이때 ｢どうぞ｣의 의미를 콘텍스트 상에서 

악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와 청자의 사이는 지배 · 피지배의 계가 아닌 긴 한 사이로 

발 될 수 있다는 것이 제되고 있기 때문에 ｢どうぞ｣의 의미가 왜곡되는 것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표 하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다.

문(4)는 トシキ가 社員에게 첫 면에서 인사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고 의뢰 하는 장면이

다. 공 인 장면에서는 トシキ나 社員 구에게도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上下

계는 ‘中’, 사회  親疎 계는 첫 면이기 때문에 ‘下’, 정보공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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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량이 극히 기 때문에 ｢どうぞ｣의 정확한 의미를 달하기 해서 술어를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악할 수 있다.  

문(5)

  ナイト : 梨衣子、ただいま。

  梨衣子 : おかえりー！ナイトさん、どうぞどうぞ。じゃ、明太子ちゃんは、

           いただきまーす！ - 絶対彼氏 scene10

문(6)

  創志 : その節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商品はご覧になりました？

  梨衣子 : こんなの頼んでませんけど！何なんですか！

  創志 : どうぞ、開けてみて下さい。中身は・・・永遠の愛です。 - 絶対彼氏 scene01

문(5)는 梨衣子가 막 집으로 돌아온 ナイト에게 어서 들어와서 식사하라고 지시하는 장면

이다. 梨衣子와 ナイト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동거하고 있는 계이다. 그러므로 심리  

親疎 계는 ‘上’, 梨衣子나 ナイト 구에게도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上下 계는 

‘中’, 정보공유는 동거하는 계이므로 ‘上’이다. 술어가 ｢どうぞ｣뒤에 동반 되어 사용되면 

행동에 한 결정권을 쥔 사람이 화자가 아닌 듯 상정하여 정 한 듯 요구함으로써, 청자가 

선의에서 행동을 수행하도록 의도하게 된다. 콘텍스트 상에서 여기에 앉으라는 의미를 알 

수 있지만 이러한 親疎 계와 정보량에 기인하여 ｢どうぞ｣를 단독 발화하여도 무례하거나 

실례가 되지 않고 완곡하고 공손하게 표 되는 ｢どうぞ｣의 의미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잘 

달되고 있는 것이다.

문(6)은 創志가 梨衣子에게 선물을 주며 열어보라고 지시하는 장면이고, 創志는 梨衣子에

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선물을 열지 말지의 결정권은 梨衣子에게 있으므로 上下 계는 ‘上’, 

심리  親疎 계는 친하진 않지만 서로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中’, 정보공유는 서로 알기는 

알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下’이다. 화자는 청자가 미래에 어떤 행 를 선의에서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고, 청자는 화자의 발화가 청자 자신이 어떤 행 를 수행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은 사회  지 만이 아니라 정보량, 처한 상황의 필요성 등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원하는 행 를 청자가 수행하면 그 이익을 화자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どうぞ｣에 술어를 붙여 사용해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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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トシキ : 梨衣子さん。

  梨衣子 : はい。

  トシキ : クッキー作ったんで、梨衣子さんにおすそ分けと思って。

  梨衣子 :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ぞ。  - 絶対彼氏 scene08

문(8)

  並切 : こいつ、借りてっていい？

  梨衣子 : どうぞご自由に。

  並切 : ナイト君、交代！  - 絶対彼氏 scene06

문(7)은 梨衣子가 직  구운 쿠키를 トシキ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하자, トシキ가 쿠키를 

달라고 허가하는 장면이며, 梨衣子는 トシキ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심리  親疎

계는 ‘上’, 허가의 결정권이 トシキ에게 있으므로 上下 계는 ‘上’, 서로 알고 있고 한 쪽이 

호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공유도 ‘上’이다. 만약에 親疎 계와 정보공유 등이 낮다면, 청자

는 좀 더 정 하게 권유를 하고 화자는 오해가 없도록 허가를 표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화자가 ‘잘 먹겠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등의 

자세한 표 을 하지 않아도 청자는 화자가 정 하게 허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8)은 梨衣子와 並切는 이웃 계이고, 並切가 나이토라는 로 을 빌려도 괜찮은지 

묻고, 梨衣子가 허가하는 장면이다. 사회  親疎 계는 잘 알지 못하는 계이므로 ‘下’, 上下

계는 梨衣子가 허가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上’. 이웃이지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공유는 ‘下’이다. 여기에서 허가 받을 사람은 並切이고, 허가에 한 결정권은 梨衣子에게 

있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은 並切이다. 행동에 한 결정권이 화자에게 

있으므로 정 하지 않은 표 이라고 할 수 있으나 ｢どうぞ｣에 술어를 붙여 사용함으로써 

주도권이 청자에게 있는 듯 정 하게 표 하고 있다. 

 문(9)

  ふじ子 : さ、座って。兄弟でゆっくり話しなさいね！

  創志を座らせる。

  夏美 : そうですね。どうぞどうぞ。

  席を移動する。  - 絶対彼氏 scen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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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0)

  そう言い梨衣子の肩にもたれるナイト。

  それを跳ね除ける梨衣子。

  ナイト : 伊藤美加の恋人だった期間の記憶はすっかり消去されましたので

          どうぞご安心を。

  梨衣子 : あれ？でも私のことも忘れるはずじゃなかったんですか？

          なんか話違いません！？ - 絶対彼氏 scene05

문(9)는 술집주인(ふじ子)가 청자(創志)에게 형제끼리 이야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夏美가 그 게 하는 것이 좋겠다며 자신의 생각을 표 하는 장면이다. 

문(10)은 ナイト가 梨衣子에게 의 기억은 제거되므로 안심해달라는 화자의 바람을 

표 하는 장면이다.

문(9)와 (10)은 앞에서 보았던 문(1)~(8)과는 달리 화자의 감정이 흘러가는 것을 심으

로 발화되고 있다. 즉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 상 방의 건강이나 바람 등을 표 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親疎 계, 上下 계, 정보공유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술어가 붙어서 더욱 정 하고 간 하게 감정을 표 할 수 있지만, 

이런 발화가 親疎 계, 上下 계, 정보공유에 크게 기인하지는 않는다. 즉 여기서는 親疎 계, 

上下 계, 정보공유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화자와 청자 사이에 ｢どうぞ｣의 의미가 올바르게 

코드화 되는 것이다.

5. 나오며

지 까지, 의사소통과 코드를 고찰하고, 드라마작품 속에 활용된 용례를 바탕으로 콘텍스트

가 단독형으로 사용되어도 생략된 의미를 악할 수 있지만 화자와 청자의 親疎 계, 上下

계, 정보공유 등의 정보량에 의해 ｢どうぞ｣가 각 상황에 알맞게 코드화 되는 것을 고찰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방 된 드라마를 참고로 한 150個｢どうぞ｣의 출 황을 악한 결과, 커뮤

니 이션 상황에서 단독 ｢どうぞ｣의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단독 

｢どうぞ｣, ｢どうぞ｣+술어를 각각 <勧誘> · <依頼> · <指示> · <許可> · <所願>의 기능으로 

분류하여 출 황을 악한 결과, 단독｢どうぞ｣는 주로 勧誘와 許可의 기능으로, ｢どう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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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는 依頼와 指示기능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상황별 고찰에서는, 화자와 청자의 계가 서로 잘 아는 친숙한 사람인지, 단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親疎 계’, 발화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지 가 높은지 낮은지, 동 인지를 나타내는 사회  지 계, 즉 ‘上下 계’, 그리고 

화자와 청자가 서로에 한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공유’ 등의 정보량에 

따라 ｢どうぞ｣가 각 상황에 알맞게 코드화 되는 것을 드라마작품에 사용된 용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단독 ｢どうぞ｣가 발화된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서로 어느 정도의 정보량을 갖추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여기서 화자와 청자 사이에 정보량이 부족하더라도, 화자

가 청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나 연령 으로 우 에 있을 때, 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고 긴 한 사이로 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될 경우에는 단독 ｢どうぞ｣로 

발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どうぞ｣+ 술어가 발화된 경우는 親疎 계, 上下 계, 정보공유 등의 정보량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부분이었고, 이때 ｢どうぞ｣의 발화는 상호간 정보량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술어를 사용하여 더욱 정확하고, 정 하고, 완곡한 의미를 달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외 으로 ｢どうぞ｣가 所願의 상황에서는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 상 방의 건강이나 

바람 등을 표 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親疎 계, 

上下 계, 정보공유 등의 정보량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화자와 청자 사이에 ｢どうぞ｣의 의미가 

올바르게 코드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자가 개념을 코드화 하여 달하고, 청자는 그 개념을 자신만의 코드로 해독을 하는데,  

화자와 청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코드에 따라, 해독이 달라진다. 코드를 해독할 때 청자가 

화자의 메시지를 원활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화자와 청자의 親疎 계, 

上下 계 그리고 상호간의 정보공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량의 차이, 다시 말해 언어기호의 

어떤 특정한 연결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기호 사용자인 화자와 청자의 약속 차이, 즉 코드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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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어 커뮤니 이션 코드의 기능

-｢どうぞ｣를 심으로 -

일본어 커뮤니 이션과 코드의 계에 있어서의 ｢どうぞ｣가 각 상황에서 코드화 되는 것을 고찰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どうぞ｣의 출  황을 악한 결과, 커뮤니 이션 상황에서 단독 ｢どうぞ｣의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 단독 ｢どうぞ｣와 ｢どうぞ｣+술어를 각각 권유 · 의뢰 · 지시 · 허가 · 소원의 기능으로 분류해 출  황을 악한 
결과, 단독 ｢どうぞ｣는 주로 권유와 허가의 기능으로, ｢どうぞ｣+술어는 의뢰와 지시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독 ｢どうぞ｣가 발화 을 경우, 화자와 청자가 서로 어느 정도의 정보량을 갖추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경우가 부분이었
고, 화자와 청자의 사이에 정보량이 부족하더라도, 화자가 청자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나 연령 으로 우 에 
있을 때, 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 ｢どうぞ｣로 발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どうぞ｣+술어가 발화 을 경우는 친소 계, 역 계, 정보 공유 등의 정보량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이때의 ｢どうぞ｣ 발화는 상호간 정보량의 부족으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술어를 사용해 보다 정확하고, 정 하고, 완곡한 
의미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화자가 개념을 코드화 하여 달하고, 청자는 그 개념을 자신만의 코드로 해독을 하지만 이 때, 화자와 청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코드에 의해 해독, 즉 내용이 바 다. 그것은 화자와 청자의 친소 계, 역 계 그리고 상호간의 정보 공유에 
의해서 발생한 정보량의 차이, 화자와 청자의 약속의 차이, 즉 코드의 차이에 의해 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unction of Japanese Communication Code

- Centered around ｢どうぞ｣-

This study is for observing codification of ｢どうぞ｣ in terms of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communication and it‘s code 

within various situations.

In the result of researching usage status of ｢どうぞ｣, it was found that sole ｢どうぞ｣ is frequently employed. Additionally, 

according to research conducted by dividing sole use of ｢どうぞ｣ and a form of ｢どうぞ｣ + ｢Predicate｣ into the functions 

of suggestion, request, order, permission, and hope, respectively, it was found that sole ｢どうぞ｣ is usually employed for suggestion 

and permission and the ｢どうぞ｣ + ｢predicate｣ form is used for request and order. 

In case sole ｢どうぞ｣ is employed, it is mostly when speaker and listener have certain amount of information. Even if they 

have no sufficient information, it was found that sole ｢どうぞ｣ is employed when a speaker has power to move a listener 

or has age superiority over listener. Additionally, it was used when they have favor toward each other.

In case the form of ｢どうぞ｣ + ｢predicate｣ is employed, it is mostly when speaker and listener have no enough information 

such as intimacy,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and information sharing. Accordingly, use of the form 

｢どうぞ｣ + ｢predicate｣ intends to deliver more accurate, polite and roundabout meaning by using predicate, not to cause 

misunderstanding due to lack of information.

Speaker delivers a concept through codification and listener decodes the concept with their own code. However, the meaning 

differs according to their code.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meaning is changed depending on code such as intimacy,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information gap caused from sharing and difference of promise between speaker 

and listen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