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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은 독립적인 생활과 자기 결정에 직면

한 과제와 마주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소통하며 살아가

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높임법이란 상대방과의 대화 시 중요한 

언어적 요소로 작용하며, 예절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적인 대화 기술이다. 높임법은 화자와 청자가 말하는 대상의 관

계에 따라 높임 관계를 달리 표현할 수 있다. 높임법은 상대높

임법,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이 있다(Koo, 2006). 주체높임법

은 용언의 어간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붙여 문장의 주

체를 높여 표현한다. 예로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어머

니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등이 있다. 객체높임법은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여 표현한다. 예로 ‘보다’, ‘주다’, 

‘말하다’에 대하여 ‘뵙다’, ‘드리다’, ‘여쭈다’를 써서 표현하는 방

법과 조사 ‘-에게’, ‘-한테’를 ‘-께’로 바꾸어 나타내는 방법이 있

다. 상대높임법이란 말하는 이가 말을 듣는 이를 자신과 비교

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이다. 문장의 종결 형식에 의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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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편을 높여 표현한다. ‘해라’체, ‘하게’

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요’체가 있다. 또한 높임법의 

규범적인 사용은 문화적 관습, 사회적 요인(지위, 나이, 성별, 관

계, 역할 등)에 따라 정해지는 일반적인 높임법의 사용이다. 이

것은 대화 참여자들 간의 보이지 않는 합의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대개는 이 규칙을 따른다(Kang, 2019).

한국어가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높임

법의 발달’일 것이다. 대화 시 청자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상

대방이 기대하는 높임법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보다 낮은 

단계의 형식을 사용하였을 때, 청자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된

다. 그러나 상대방의 나이, 성, 지위, 그리고 상황 등에 알맞은 

높임법 형식을 사용하였을 때 화자와 청자의 대화가 잘 진행되

고 친밀한 관계도 유지될 수 있다(Lee, 2002; Lee, 2019). 

Kim(2014)은 국어의 높임법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겸양하는 의식의 표현으로, 사회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

성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언어 규범이라

고 설명한다. 또한 높임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으로부터 기대했던 정도의 언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불쾌함을 느끼게 되며, 이로 인하

여 사람들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보고하

였다. Kim(2009)은 우리말이 명시적 높임법 체계를 가진 언어

로 사회언어학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높

임법의 체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

활과 원활한 사회적 인간관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높임법 사용은 사회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과 원활한 관

계를 맺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대인관계나 다양

한 상황에서의 대화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범에 

맞는 높임법 사용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높임법을 언제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 문

법 영역에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게 사용한다.’라고 목

표를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또한 높임법

이 명시된 교과서의 내용을 학년별로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초등학교 3학년 2학

기-3단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5단원 바르게 대화해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3단원 느낌을 

살려 말해요>, <초등학교 4학년 1학기-6단원 회의를 해요>, <초

등학교 4학년 1학기-9단원 자랑스러운 한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3단원 바르고 공손하게> 등의 영역에서 높임법 사용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Suh, 2019).

높임법 표현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에는 가족의 어른, 선생님을 대상으로 높임법을 사

용한 문장 고르기, 초등학교 4학년 1학기는 공적인 회의 상황

에서 높임법 사용,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2학기는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 어른들에게 높임법을 사용하는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다면 높임법 사용을 배우는 단계

는 처음에는 이해 → 가족의 어른에게 높임법 사용 → 이웃 어

른들께 높임법 사용 또는 공적인 상황에서 높임법 사용의 단계

를 거쳐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를 통해서 적정 연령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는 하지만 보통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변 어른들이 하는 말

을 모방하거나 동화책 등을 통해서도 높임법이 학습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청자와의 관계를 인지

하고,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높임법을 습득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를 맺는 데 

적절하게 높임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적장애 학생

들의 경우 청자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대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높임법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보인다(Lee & Heo, 2015).

지적장애인들이 높임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의사소통 능력(의미 능력, 구문 능력, 화용 능력)의 제한 때문

으로 보고 있다. 지적장애 학생의 기초 어휘 발달은 생활연령

을 기준으로 일반 학생에 비해 4세 이상 지체되며, 지적장애 학

생과 정신연령이 2∼4세로 동일한 일반 아동의 기초 어휘 발달

을 비교했을 때는 지적장애 학생이 일반 학생보다 1.5세 정도

의 지체된 발달을 보인다는 것이다(Choi, 2001). Kim(2002)에 

의하면 지적장애 학생은 언어 규칙에 있어서도 문법 규칙을 사

용하기보다는 낱말 배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구

문 형태를 습득하는 데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미 학습한 

구문 형태 역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

였다(Kim et al, 2015; Kim et al, 2017; Kwon, 2015). 반면 구

문에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적장애인의 화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존재한다. 이 연구들에서는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및 

청자로서 화자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화용언어의 어려

움을 거론한다. 이와 같은 사회성의 문제는 화용적 언어 표현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선행연구들은 지적장애인이 어휘, 

구문, 화용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높임법 

표현이나 이해에 있어서 제한을 보인다는 것이다. 언어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높임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 데 실패하는 경험을 종종 

갖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진입하게 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높임법 사용에 어려움

을 갖는 이유로 적응 행동의 제한으로 본다. American Associ-

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ul & 

Courtenay, 2014)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은 적응 행동 기술 중 

하나로써 상호작용 기술, 사회적 책임감, 자존감, 사회적 문제 

해결, 규칙을 따르고 법을 준수하는 능력을 말하며,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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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이러한 적응 행동에서의 제한을 나타낸다고 제시하고 있

다. 많은 지적장애 성인들이 사회적 기능에서 결함을 지니고 있

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언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대화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

내고,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은 사회적인 관계 형성의 어

려움으로 이어진다(Eom & Kim, 2018).

Kim(2009)은 높임법과 낮추는 말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를 규정짓는 하나의 언어적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랜 성장

기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습관화된다고 

설명한다. 높임법을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에서 활용하지 못

하면 대인 간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애 

학생 역시, 특히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례로써 높임법을 의사소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성인이 된 지적장애인은 독립적인 생활과 문제 해결, 자기 

결정 등의 직면한 과제에 마주하면서 직업을 얻고 사회의 일원

으로 의사소통하며 생을 살아가야 한다. 특히 직장에서의 의사

소통 장면에서는 구어 및 비구어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함께 대

화 상대자에 따른 높임법 사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높임법에 대해서 교과 과정에서 수업

을 받고 있는 일반 초등학생과 어휘 능력 및 지적 능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을 보이지만 청소년 말기에 해당하며 

성년기 초기에 있으며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지적장애 성인 

집단, 그리고 일반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높임법 이해 능력 및 

표현 능력을 파악하여 높임법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집단 간(지적장애 학생 집단, 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 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

치시킨 일반 성인 집단) 높임법 이해 능력은 어떠한가?

①   언어연령(10세, 11세, 12세)에 따라 높임법 이해에 차이가 

있는가?

②   높임법 유형(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에 따라 이해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③   높임법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상, 중, 하)에 따라 이해 능

력에 차이가 있는가?

2)   집단 간(지적장애 학생 집단, 지적장애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 지적장애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

치시킨 일반 성인 집단) 높임법 표현 능력은 어떠한가?

①   언어연령(10세, 11세, 12세)에 따라 높임법 표현에 차이가 

있는가?

②   높임법 유형(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에 따라 표현 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③   높임법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상, 중, 하)에 따라 표현 능

력에 차이가 있는가?

3) 지적장애 학생의 높임법 오류 유형은 어떠한가?

①   지적장애 성인 집단의 높임법 이해 문항 중 오류율은 어

떠한가?

②   지적장애 성인 집단의 높임법 표현 문항 중 오류율은 어

떠한가?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총 세 집단으로, 1) 지적장애 학생 집단 15

명(평균 19;4세, 언어연령, 10세-5명, 11세-5명, 12세-5명), 2) 지

적장애 학생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성인 집단 15명(언어연

령, 10세-5명, 11세-5명, 12세-5명), 3) 지적장애 학생과 언어연

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언어연령, 10세-5명, 11세-5명, 12세- 

5명)으로 전체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적장애 학생 집단

연구 대상의 선정기준은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경우 경산시 

평생교육원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학생들 가운데 첫째, 병원이

나 장애 관련 기관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진단받은 학생, 둘째,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결과 수용 어휘력의 언어연령이 10~12세 수준인 

학생, 셋째, 이전에 높임법에 대한 표현·이해에 대한 프로그램

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던 학생, 넷째,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Table 1. Characteristics of 15 participa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No.
Chronological age 

(yr;mo)
Language age 

(REVT-receptive)
Gender

  1 18;7 10 M
  2 18;7 10 F
  3 20;10 10 M
  4 19;1 10 M
  5 20;7 10 F
  6 18;11 11 M
  7 18;6 11 F
  8 20 11 F
  9 19;10 11 F
10 19;9 11 M
11 20;5 12 M
12 19;9 12 M
13 20;3 12 F
14 20 12 F
15 24;2 12 F

REVT: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M: male, F: fe-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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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학생이었으며,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와 같은 신체적 장애를 수반하지 않은 학생이었다. 지적장애 학

생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성인 집단

1) 생활연령이 19;0~23;11세 이내.

2) 자가 보고에 의하여 언어, 시청각의 감각, 정서 및 행동, 그

리고 운동 발달의 문제가 없는 사람.

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

1)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실시 결과, 수용 어휘력의 

등가 연령이 10;0~12;0세 수준. 

2) 주 양육자, 교사, 또는 치료사의 보고에 의하여 언어, 시청

각의 감각, 정서 및 행동, 그리고 운동 발달의 문제가 없는 아동.

검사 도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일반 아동과 지적장애 학생의 언어연령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Kim, 2009)를 실시하여 수용 

어휘 능력이 10세, 11세, 12세로 나타나는 지적장애 학생 15명

을 선정하였고, 지적장애 학생과 언어연령이 일치하는 일반 아

동 15명을 선정하였다.

높임법 검사(표현·이해 검사)

본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높임법 표현 및 이해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높임법 표현 및 이해 문항을 

만들기 위해 ‘도대체 뭐라고 말하지?: 교과서 속 비슷한 말, 높

임말’(Suh et al., 2015), ‘우리말 표현력 활동책: 서로서로 통하

는 말-높임말과 대화 표현’(Park & Lee, 2017)과 Kang(2019), 

Kim(2009), Kim(2014), Won(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토대로 선택하였다. 특히 일생생활과 관련된 문항과 상황별 대

화의 내용을 수정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수정 변경하였다. 

분석 자료를 기초로 하여 높임법의 유형별로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으로 분류하였으며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결과에 따른 예시 문항은 Appen-

dix 1, 2와 같다.

높임법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해 검사에 있어서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상’ 문항은 4

지선다의 문항이 4개 모두 다른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에서 잘못된 문장을 고르는 문항이다.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중’ 문항은 4지선다의 문항이 같은 주제로 이루어진 문장 중에

서 잘못된 문장을 고르는 문항이다.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하’ 

문항은 4지선다 문항 중 바르게 높임법을 사용한 문장을 고르

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표현 검사에서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상’ 문항은 주어진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맞게 고치는 

문항이다.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중’ 문항은 주어진 문장 중에

서 4지선다로 틀린 문제 번호를 고른 후 고쳐 쓰게 하였다. 검

사 문항 형식 난이도 ‘하’ 문항은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쓰는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렇게 구성한 문항에 대해서는 예비 

검사를 통해 재점검 과정을 거쳤다.

본 검사는 외부와 단절되고 조용한 공간에서 대상자와 연구

자가 일대일로 마주 보고 앉은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각 대상자

에게 문제지에 있는 문제 유형 모두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하게 읽은 후 풀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표현 연습 

문항으로 ‘할아버지 밥 드세요.’를 보여주고 이 문장에서 ‘밥’을 ‘진

지’로 바꾼 후 고쳐 쓸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이해 문항은 4지선

다 문제를 읽고 알맞은 혹은 틀린 문항 번호를 적도록 설명하였

다. 높임법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도록 시간을 제한하

지 않았다.

신뢰도 검사

예비 검사를 통해서 표현 및 이해 각 24문항 중 높임법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분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 정답을 혼

동할 수 있는 문항,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문항 12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높임법 이해 12문항, 높임법 표현 12문항

을 최종 선정하였다.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채점하였다. 

문항 적절성에 대해 검사하기 위해서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을 진행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언어치료 경력 10년 이상인 치료

사 4명이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5점을 만점으로 하여 5점 척

도로 실시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 결과 평균 4.3점 이상인 검

사 문항을 본 검사 문항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전반적인 높임법 

이해·표현 검사 제작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1. Data collection (honorific relevant literature research)
↓

2. Target person selection
↓

3. Development of preliminary inspection tools 
(comprehension · expression each of the 24 questions)

↓

4. Preliminary inspection
↓

5. Main inspection 
(comprehension · expression each of the 12 questions)

Figure 1. Production order of honorific system comprehension and 
expres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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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

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10세, 11세, 12세 

일반 아동 집단,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성인 집단 간에 높임법 

표현 능력과 이해 능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SPSS 22.0 

(IBM Corp.,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각 집단의 검

사결과를 수치화하였으며, 비모수 통계 기법인 Kruskal-Wallis

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Dun-

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에서 

비모수 Kruskal-Wallis 검증을 사용한 이유는 각 집단의 연령

별 평균 비교에서 집단별 인원이 각각 5명(10세-5명, 11세-5명, 

12세-5명)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비모수 검증을 실시하였

다. 또한 유형별(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난이도(상, 중, 하)에 

따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높임법 이해 검사 결과

두 집단(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의 언어 연령(10세, 11세, 12세)에 따른 높임법 이해 결과

언어연령 10세[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 5명,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IDS) = 5명], 11세(TD = 5명, 

IDS = 5명), 12세(TD = 5명, IDS = 5명)의 높임법 이해 능력을 

검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

의 높임법 이해 능력에 따른 비모수 Kruskal-Wallis 검증을 분

석한 결과, 지적장애 학생들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평균과 표준

편차 모두 높아졌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χ2 = 

1.674, p = 0.443).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 역시 언

어연령 10세 ＞ 12세 ＞ 11세 순으로 점수가 높아졌는데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로 보이지는 않는다(χ2 = 1.152, p = 0.562).

높임법 유형(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에 따른 세 집단의 높임법 

이해 능력의 비교

세 집단[ordinary adults (OA) = 15명, TD = 15명, IDS = 15명]

에 따른 높임법 유형(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이해 차이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높임법 유형별 분석에서는 주체높임법과 객체높임법과 상대

높임법 모두에서 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01). Duncan 사후 검증 결과 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일반 아

동, 일반 성인 집단이 각각 차이가 있었다. 지적장애 학생 집단

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평균이 가장 낮았다.

Table 2. Comprehension of honorific system method by language 
age according to nonparametric Kruskal-Wallis test results 

Group Age n M SD
Average- 

rank
χ2 F p-value

TD 10L-y 5 3.53 0.97 48.17
11L-y 5 3.26 1.14 41.67 1.152 2 0.562
12L-y 5 3.42 1.08 46.67

IDS 10L-y 5 2.53 1.13 42.95
11L-y 5 2.60 1.20 43.18 1.674 2 0.443
12L-y 5 2.93 1.28 50.37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DS: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L-y: language years old 

Table 3. Mean and SD by 3 groups comprehension for honorific 
system (SH, OH, HH)

Group  n M SD df F p-value Ducan
SH

OA 15 4.00 0.00
  2
42

13.42 0.000*
IDS ≠

OA
≠ TD

TD 15 3.40 0.74
IDS 15 2.67 0.98

OH
OA 15 5.73 0.46

  2
42

14.22 0.000*
IDS ≠

OA
≠ TD

TD 15 4.80 0.86
IDS 15 4.00 1.19

HH
OA 15 1.80 0.41

  2
42

4.90 0.012†
IDS ≠ 
TD,
OA

TD 15 2.00 0.00
IDS 15 1.40 0.83

*p < 0.01, †p < 0.05.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SH: subject 
honorific, OH: object honorific, HH: hearer honorific, OA: ordi-
nary adult,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DS: intellectual dis-
ability students 

Table 4. Mean and SD by 3 groups expression for honorific system 
question type’s level of difficulty

Group n M SD df F p-value Ducan
AA

OA 15 3.80 0.41
  2
42

15.82 0.000*
IDS ≠ 
OA,
TD

TD 15 3.66 0.49
IDS 15 2.47 1.22

A
OA 15 3.80 0.41

  2
42

  9.80 0.000*
IDS,
TD ≠ 
OA 

TD 15 3.00 1.00
IDS 15 2.60 0.74

BA
OA 15 4.00 0.00

  2
42

10.65 0.000*
IDS ≠ 
OA,
TD

TD 15 3.67 0.62
IDS 15 3.00 0.85

*p < 0.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A: above average, A: 
average, BA: below average, OA: ordinary adult, TD: typically de-
veloping children, IDS: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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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임법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상, 중, 하)에 따른 세 집단의 

높임법 이해 능력의 비교 결과

세 집단(OA = 15명, TD = 15명, IDS = 15명)의 검사 문항 형

식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이해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높임법 이해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상, 중, 하)에 따른 비교 

결과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가 낮을수록 모든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가 높을수록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높임법 이해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가 

‘상’인 문항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 성인 집단 평균은 

3.80[standard deviation (SD)  ＝ 0.41], 일반 아동 집단 평균 

3.66(SD ＝ 0.49),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평균 2.47(SD = 1.22)로 

일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애 학생 집단 순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이러한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했다(p ＜ 0.001). Dun-

can 사후 검증 결과 지적장애 학생 집단은 일반 성인 집단, 일

반 아동 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높임법 이해 검사 문항 형식 난

이도가 ‘중’인 문항 점수에서 역시 일반 성인 집단 평균 3.80(SD 

= 0.41), 일반 아동 집단 평균 3.00(SD = 1.00), 지적장애 학생 집

단 평균 2.60(SD = 0.74)으로 일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

애 학생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p ＜ 0.001). Duncan 사후 검증 결과 지적장애 학생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 및 일반 성인 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또

한 높임법 이해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가 ‘하’인 경우 일반 성인 

집단 평균 4.00(SD = 0.00), 일반 아동 집단 평균 3.67(SD = 

0.62),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평균 3.00(SD = 0.85)으로 일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애 학생 순이었으며 세 집단 간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임법 표현 능력 검사 결과

두 집단(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의 언어연령(10세, 11세, 12세)에 따른 높임법 표현 결과

언어연령 10세(TD = 5명, IDS = 5명), 11세(TD = 5명, IDS = 

5명), 12세(TD = 5명, IDS = 5명)의 높임법 표현 능력을 검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

의 높임법 표현 능력에 따른 비모수 Kruskal-Wallis 검증을 분

석한 결과, 지적장애 학생 집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평균이 모

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χ2 = 11.494, p ＜ 0.01).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

동 집단의 경우 언어연령 12세 ＞ 10세 ＞ 11세 순으로 표현 점

수가 나타났지만 이 세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는 아니었다(χ2 = 0.728, p = 0.695).

높임법 유형(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에 따른 세 집단의 

높임법 표현 능력의 비교

세 집단(OA = 15명, TD = 15명, IDS = 15명)에 따른 높임법 

유형(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표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

ble 6과 같다.

주체높임법 표현 점수는 일반 성인 집단 평균 5.47(SD = 0.63), 

일반 아동 집단 평균 4.87(SD = 0.99),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평

균 3.40(SD = 1.45)으로 일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애 학

생 집단 순이었으며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Duncan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 각각에서 차이를 나타

냈다. 객체높임법 표현 점수는 일반 성인 집단 평균 6.20(SD = 

0.77), 일반 아동 집단 평균 5.47(SD = 0.99), 지적장애 학생 집

단 평균 4.27(SD = 1.62)로 일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

애 학생 집단 순으로 나타났으며(p ＜ 0.001), Duncan 사후 검

증 결과 지적장애 학생과 일반 성인 집단, 일반 아동 집단이 서

로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다. 상대높임법 표현 점수의 경우 일반 

Table 5. Expression of honorific system method by language age ac-
cording to nonparametric Kruskal-Wallis test results

Group Age n M SD
Average 

-rank
χ2 F p-value

TD 10L-y 5 3.67 1.40 43.37
11L-y 5 3.43 1.41 44.45   0.728 2 0.695��
12L-y 5 3.70 1.47 48.68

IDS 10L-y 5 2.10 1.04 32.65
11L-y 5 3.00 1.37 51.28 11.494 2 0.003*
12L-y 5 3.17 1.41 52.57

*p < 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TD: typically develop-
ing children, IDS: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L-y: language 
years old

Table 6. Mean and SD by 3 groups expression for honorific system 
(SH, OH, HH)

Group  n M SD df F p-value Ducan
SH

OA 15 5.47 0.63
  2
42

14.51 0.000*
IDS ≠
OA, 
TD

TD 15 4.87 0.99
IDS 15 3.40 1.45

OH
OA 15 6.20 0.77

  2
42

10.10 0.000*
IDS ≠
OA, 
TD

TD 15 5.47 0.99
IDS 15 4.27 1.62

HH
OA 15 2.87 0.35

  2
42

15.63 0.000*
IDS ≠ 

TD
≠ OA

TD 15 2.33 0.49
IDS 15 1.80 0.68

*p < 0.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SH: subject honorific, 
OH: object honorific, HH: hearer honorific, OA: ordinary adult, 
T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IDS: intellectual disability stu-
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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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집단 평균 2.87(SD = 0.35), 일반 아동 집단 평균 2.33(SD = 

0.49),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평균 1.80(SD = 0.68)으로 일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애 학생 집단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01), Duncan 사후 검증 결과 

세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다. 

높임법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상, 중, 하)에 따른 세 집단의 

높임법 표현 능력의 비교 결과

세 집단(OA = 15명, TD = 15명, IDS = 15명)의 검사 문항 형

식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표현 능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높임법 표현의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에 따라서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하 ＞ 중 ＞ 상의 순으로 평균이 높

게 나타났다. 높임법 표현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상’ 비교 결과 

일반 성인 집단 평균은 3.20(SD = 0.56), 일반 아동 집단 평균 

2.60(SD = 0.51),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평균 1.87(SD = 0.64)로 

일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애 학생 집단 순이었으며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높임

법 표현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중’ 비교 결과 일반 성인 집단 

평균 3.54(SD = 0.52), 일반 아동 집단 평균 2.73(SD = 0.96), 지

적장애 학생 집단 평균 2.13(SD = 0.99)으로 일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애 학생 집단 순이었으며 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했다(p ＜ 0.001). Duncan 사후 검증 결과 지적장애 성인 

집단, 일반 아동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나타

났다. 높임법 표현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 ‘하’ 비교 결과 일반 

성인 집단 평균 4.00(SD = 0.00), 일반 초등학생 집단 평균 

3.60(SD = 0.51), 지적장애 학생 집단 평균 3.22(SD = 0.82)로 일

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애 학생 집단 순으로 점수가 나

타났으며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Dun-

can 사후 검증 결과 지적장애 성인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 그리

고 일반 아동 집단과 일반 성인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 나타났다. 

높임법 문항 오류 유형 분석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높임법 이해 문항(1~12번)별 오류 유형 

분석결과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높임법 이해 검사에 대한 문항별 오류 

반응과 높임법 유형에 따른 오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2, 3과 같다.

가장 높은 오류 반응을 보인 문항은 12번으로 높임법이 틀린 

표현을 고르는 문항이며, 다음으로 높은 오류 반응을 보인 문

항은 10번으로 높임법이 잘못된 문장을 고르는 문항이다(Ap-

pendix 3).

12번 문항의 경우 지적장애 성인 집단의 대부분 4)번, 다음으

로 10번 문항의 경우, 2) ＞ 1) ＞ 3) 순으로 오반응을 나타냈다. 

Table 7. Mean and SD by 3 groups expression for honorific system 
question type’s level of difficulty

Group  n M SD df F p-value Ducan
AA

OA 15 3.20 0.56
  2
42

20.47 0.000*
IDS ≠ 
TD ≠ 
OA

TD 15 2.60 0.51
IDS 15 1.87 0.64

A
OA 15 3.54 0.52

  2
42

10.22 0.000*
IDS,
TD ≠ 
OA 

TD 15 2.73 0.96
IDS 15 2.13 0.99

BA
OA 15 4.00 0.00

  2
42

  5.49 0.008*
IDS,

TD ≠ TD,
OA

TD 15 3.60 0.51
IDS 15 3.22 0.82

*p < 0.00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AA: above average, A: 
average, BA: below average, OA: ordinary adult, TD: typically de-
veloping children, IDS: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Figure 2. Percentage of error respons-
es by question of honorific comprehen-
sion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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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높임법 표현 문항(1~12번)별 오류 유형 

분석결과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높임법 표현 검사에 대한 문항별 오류

반응과 높임법 유형에 따른 오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4, 5와 같다.

가장 높은 오류 반응을 보인 문항은 6번, 9번으로 나타났다

(Appendix 4).

6번 문항의 경우 대부분의 지적장애 학생 집단에서 ‘찾아준’

에 높임 선어말어미 ‘-시-’ 사용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또한 9번 

문항의 경우 다른 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저

Figure 3. Percentage of error responses 
by honorific system (SH, OH, HH) of hon-
orific comprehension examination. SH: 
subject honorific, OH: object honorific, 
HH: hearer honorific.

Figure 4. Percentage of error respons-
es by question of honorific expressive 
examination.

Figure 5. Percentage of error respons-
es by honorific system (SH, OH, HH) of 
honorific expressive examination. SH: 
subject honorific, OH: object honorific, 
HH: hearer honor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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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나라’로 낮추어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표현해야 하나, 

대부분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경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희 나라’로 표현하였다.

 

DISCUS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 학생과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

반 아동, 그리고 지적장애 학생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성

인 간에 높임법 이해·표현 능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높임법

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세 집단 간에 따른 높임법 유형(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및 검

사 문항 형식 난이도(상, 중, 하)에 따른 이해·표현 능력 차이와 

이해·표현 문항 오류 반응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

한 결론 및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임법 이해 검사를 통해 연령에 따른 높임법 이해 능

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 학생 집단은 언어연령이 동

일한 일반 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학생 집단은 10세, 11세, 12세

로 언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높임법 점수의 평균치가 증가하

는 것을 보여주었다. Chu(2005)에 따르면 문화-가족성 지적장

애를 보이는 사람들의 인지 과정과 발달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질적 유사성이 있으며, 차이점이 있다면 인지 발달의 속

도와 지식을 획득하는 인지기능의 수준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

과는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언어연령이 발달함에 따라 높임법

을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며 이는 높임법 이해 교육이 지속적

으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높임법 이해 검사에서 높임법 유형(주체, 객체, 상대 높

임법)에 따른 세 집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체높임법, 객체

높임법 그리고 상대높임법 모두에서 지적장애 학생 집단이 다

른 두 집단에 비해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이해과제에서 

상대높임법 문항의 수는 주체높임법과 객체높임법에 비해 적었

다. Yoon(2016)에 따르면 과거에는 ‘하오’체와 ‘하게’체가 두루 

사용되는 종결 표현이었으나 현재에는 과거에 비해 그 쓰임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높임법의 교육 내용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

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상대 높임의 체계를 높임 표현[+높임]인 ‘하십시오’체, ‘해요’체, 

낮춤 표현[-높임]인 ‘해라’체, ‘해’체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도 상대높임법 문항 수를 제한하여 제시하였다.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이해에 대한 문항당 평균을 살펴보면 주체높임법

의 경우 일반 성인 집단은 정반응 100%로 1.00이었으며, 일반 

아동 집단 0.85, 지적장애 학생 집단 0.67로 나타났다. 객체높임

법은 일반 성인 집단 0.96, 일반 아동 집단 0.80, 지적장애 학생 

집단 0.67로 나타났다. 상대높임법의 경우 일반 성인 집단 0.90, 

일반 아동 집단 정반응 100%로 1.00, 지적장애 학생 집단 0.7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지적장애 학생들은 주체

높임법, 객체높임법 그리고 상대높임법의 세 유형 모두에서 낮

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높임법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상

대높임법에서는 세 집단 모두 다른 유형의 높임법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높임법이 국어의 높임법 중

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으며 이는 청자와 서로 대면하고 있는 

상태의 높임법이기 때문이라는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Choi, 

2008; Min, 1999).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높임법 이해 

교육에서는 유형을 고려하여 먼저 상대높임법을 지도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높임법 이해 검사에서 높임법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상, 중, 

하)에 따른 세 집단 분석결과에서는 세 집단 모두 검사 문항 형

식의 난이도가 낮을수록 평균이 높았으며 검사 문항 형식의 난

이도가 높을수록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세 집단의 평균

을 비교했을 때, 검사 문항 형식의 난이도 상, 중, 하 모두에서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높임법 이해를 위한 평가 시, 검사 

문항 형식의 난이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둘째, 높임법 표현 검사 후 연령에 따른 높임법 표현 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 학생 집단은 언어연령이 동일한 

일반 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통계적으로 언어언령이 10세인 지적장애 집단과 일반 아동

의 평균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였다. 10세에서 높임법 표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3~4학년 문법 영역에 ‘높임법을 알고 언어 예절에 맞

게 사용한다.’라고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겠

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고 있

는 언어연령 10세인 일반 아동 집단과 지적장애 학생 집단 간

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언어연령 10세인 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11세, 12세인 지적장애 학생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아제는 진정한 의미의 상징적이고 추상적

인 사고 양식은 형식적 조작 단계(formal operational stage: 11

세 이상)에서 획득된다고 한다. 11세 이상 연령의 아동은 더 이

상 실재에 의존함으로써 방해받는 일 없이 추상적인 것을 다룰 

수 있으며, 가역적 사고가 더 융통성 있게 이루어진다고 하였

다. 이는 대인관계나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화 시 규범에 맞는 

높임법을 사용하는 능력이 함께 발달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

러한 발달은 학령기의 유추 능력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논의는 언어연령 10세 이전부터 지적장애 학생 집단

의 높임법 표현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www.e-asr.org  329

W Kim et al. ASR
높임법 표현 검사 결과 높임법 유형(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에 따른 세 집단 분석에서는 주체높임법, 객체높임법, 상대높임

법 표현 점수는 모두 일반 성인, 일반 아동, 지적장애 학생 집단 

순이었으며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 이해 

검사와 마찬가지로 표현 검사에서도 동일하게 상대높임법 문항 

수를 제한하였다. 문항당 평균치를 살펴보면 주체높임법의 경

우 일반 성인 집단 0.91, 일반 아동 집단 0.81, 지적장애 학생 집

단 0.57로 나타났다, 객체높임법의 경우 일반 성인 집단 0.89, 

일반 아동 집단 0.78, 지적장애 학생 집단 0.61로 나타났다. 상

대높임법의 경우 일반 성인 집단 0.96, 일반 아동 집단 0.78, 지

적장애 학생 집단 0.60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 학생들은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표현 모두에서 일반 성인 및 일반 아동과 비

교하여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객체높임법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제높임법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객체높임법보다 주체높임법을 습득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주체 높임에서 보다 복잡한 

문법 구조가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Lee & Heo(2015)의 연구결

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결국 지적장애 성인 집단

의 높임법 표현 교육 시 객체높임법 지도가 우선 중재되는 것

이 효과적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높임법 표현 검사에서 높임법 

검사 문항 형식 난이도(상, 중, 하)에 따른 세 집단 분석 결과 

상, 중, 하 표현 결과 모두 집단 평균이 일반 성인 ＞ 일반 아동 

＞ 지적장애 학생 집단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앞서 이해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문항 형식 난

이도를 고려한 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셋째, 높임법 오류 유형 분석결과 지적장애 학생의 높임법 이

해 문항별 오류 반응에서는 이름을 높여 부르는 문항과 일상생

활에서 높임법을 사용하는 문장에서 가장 높은 오류를 보였으

며,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은 <4번: 야단 → 꾸중> 

문항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반

응을 보인 오류율은 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동일하게 이름을 높

여 부르는 문항에서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

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이름 

높이기, 일상생활 높임법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학생이 

27%에 불과하였다는 Kim(2009)의 결과가 본 연구를 뒷받침 

해 준다. 10번 문항에서 ‘음식’은 간접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높여서 표현할 수 없으며, 불필요한 ‘-시-’를 넣은 표현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National In-

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1).

지적장애 학생 집단의 높임법 표현 문항별 오류 반응 분석 

결과 <6번: 찾아준 → 찾아주신>, <9번: 저희 나라 → 우리나라> 

문항에서 가장 높은 오류율이 나타났다. 즉 높임 선어말어미 

‘-시-’와 ‘저희/우리’ 표현에 가장 높은 오류를 보인 것이다. 또한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 아동 집단의 높임법 표현 문항별 오

류 반응에서도 지적장애 학생 집단과 동일하게 6번, 9번 문항

에서 가장 높은 오류를 보였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높임 표현의 실

태를 조사한 결과 주체높임법에서 높임 표현의 기본적 요소인 

선어말어미 ‘-시-’의 사용이 미흡하다는 Kang(2001)의 연구결

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3학년 이상 초등학생들의 일상 언

어생활에 속에서 논란이 되는 여러 높임법 사용에서 ‘저희/우

리’ 표현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Kim(2009)

의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지적장애인은 일반 성인이나 언어연령

이 동일한 아동에 비해 높임법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낮게 나타

났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높임법 이해 및 표현 능력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난이도가 낮은 경우 

반응이 높았고 주체 높임보다는 상대 높임과 객체 높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 높임법 지도의 방향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는 10세 이하

를 대상으로 높임법 이해 및 표현 능력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

며, 더 많은 대상자를 참여시켜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지적장애 학생·높임법·주체높임법·객체높임법·

상대높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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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 다음 중 높임말을 잘못 쓴 문장을 고르세요. 

1) 어머니, 어디 가세요?

2) 할머니 약은 드셨어요?

3)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 엄마, 할아버지가 떡 주래요.

중

※ 다음 중 높임말이 틀린 표현을 고르세요.

<높임법을 써야 하는 상황>

1) 저는 2) 부모님께 3) 생신 선물로 별로 해 4) 준 것이 없어요.

하

※ 다음 중 높임말을 바르게 한 문장을 고르세요. 

<은행에 가서 은행원에게 통장을 건네주는 상황>

나:  1) 여기 내 통장이에요. 

2) 여기 제 통장이야. 

3) 여기 제 통장이에요. 

4) 여기 내 통장이야.

 APPENDICES 

Appendix 1. 이해 문항 예시

상

※   다음 중 틀린 부분을 찾고, 상황에 맞는 높임말을 문장으로 고쳐 쓰세요.

(뮤지컬을 보러 공연장에 온 상황)

  안내 방송: 오늘도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중

※ 다음 중 밑줄 친 표현에서 높임말이 틀린 번호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 

(친구랑 길을 잃어버렸는데, 마침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는 상황)

친구: 우리 길을 잃어버렸어, 어! 마침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시네.

나: 1) 내가 2) 경찰 아저씨께 3) 물어보고 4) 올게.

하

※ 다음 중 밑줄 친 표현을 알맞은 높임말로 고쳐 쓰세요.

(태권도 사범님께 전화하는 상황) 안녕? 저 수연이에요.

Appendix 2. 표현 문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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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2.  1) 홍자 2) 길자 3) 동자 4) 쓰십니다.

QUESTION 10.    1) 얘들아, 선생님 오신다. 

2) 재킷 한번 입어 보세요.  

3) 영수증 주세요. 

4) 주문하신 음식 나오셨습니다.

QUESTION 6.    오늘도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찾아주신

QUESTION 9.    저희 나라는 참 아릅답습니다. 

→ 우리나라

Appendix 3. 높임법 이해 12번, 10번 문항

Appendix 4. 높임법 표현 6번, 9번 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