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임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할게요.

(제가) 
곧 갈게요.

피 검사하실게요.

피 검사하실 거예요.같은 말이
아니야.

이쪽으로
오실게요. 잠시

기다리실게요.

피 검사
하실게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실게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X)

    이쪽으로 오세요. (O)

잠시 기다리실게요. (X)

    잠시 기다리세요. / 기다려 주세요. (O)

피 검사하실게요. (X)

    피 검사 있습니다. / 피 검사받으세요. (O)

올바른 높임말은 이렇게

03

“이쪽으로 오실게요.”
“-ㄹ게요”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상대가 해야 할 행동에 붙이면

우리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ㄹ게요”

“게요”는 “거예요”의 준말도 아니랍니다. 

주체상실 존대잘못 쓰는 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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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이 하는 일이 잘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

2.  위험한 처지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X)

    주문 받겠습니다. / 주문하시겠어요? (O)

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X)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O)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X)

    계산하시겠습니까? (O)

“돕다”

자신이 할 일을 도와준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계산 도와준다는데
저 아저씨가 돈을 대신

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하는 일 아닌가요?

왜 도와준대요?

올바른 높임말은 이렇게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천사행세 존대잘못 쓰는 말 2



그 제품은 2만 원이십니다. 
계산대는 왼쪽에 있으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세요. 

그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X)

    그 상품은 품절입니다. (O)

비슷한 상품은 있으세요. (X)

    비슷한 상품은 있습니다. (O)

그 제품은 2만 원이십니다. (X)

    그 제품은 2만 원입니다. (O)

계산대는 왼쪽에 있으세요. (X)

    계산대는 왼쪽에 있습니다. / 있어요. (O)

잠시만 기다리시면 되세요. (X)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 잠시만 기다리세요. (O)

올바른 높임말은 이렇게

모든 말에 마구 ‘시’를 붙이다 물건이나 돈까지

높여 말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높임말은 상대에게 불쾌감마저 줄 수 있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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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그 상품은 품절
이십니다. 대신 비슷한 

상품 있으세요. 

사물 존대

“2만 원이십니다.”
잘못 쓰는 말 3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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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까지
혹시

내가 이런 사람?

무조건
‘시’를
붙여

명령하면 안돼~ 

‘실게요＇로

 돌려서

          gabo****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 손님이 물건을 계산대로 가져오시길래 “5만 원입니다.”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왜 반말해? 5만 원이십니다라고 해야지.

손님이 친구야?”라며 화를 버럭 내는 겁니다.

“손님, 그렇게 말하는 건 사물을 존칭하는 것이지 손님을 존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물건이나 돈이 높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했더니 “어디서 손님

한테 반말하고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결국 사장님이 나서

서 사과하니까 “손님에게 반말하는 직원은 당장 잘라버리라고 본사에 연락한다”고 

말하고 가셨는데 정말 본사에서 그 손님에게 사과하라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60 15

          kimg*****

‘하실게요’라는 말을 자꾸 듣다보니 시아버지 생신 때 케이크 가지고 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생신 축하 하실게요”라고 말해버렸지 뭐에요.기가 막히신지 크게 웃으시고 

넘어갔지만 창피해요, 정말.
8 0

          hang**

우와, 갑질 제대로네요. 손님을 존중하겠다는데 돈을 존중하라고 본사에 전화

까지 하다니. 그 전화를 받고 제대로 일하는 직원한테 사과하라고 하다니.

그 회사 개념 없네요.
7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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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자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문받겠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산하시겠습니까?

화장실은 복도 왼쪽에 있으세요. 화장실은 복도 왼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탈의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으실게요.

탈의실에서 가운으로

갈아입으세요.

수납 먼저 하고 오실게요. 수납 먼저 하고 오세요.

팔을 위로 올리실게요. 팔을 위로 올리세요.

이 주사 약간 따끔하실게요.
이 주사 약간 따끔해요./

이 주사 약간 따끔합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세요.
특별 할인 기간이에요./

특별 할인 기간입니다.

할인해서 가격이 저렴하세요. 할인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시면

되세요.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세요.

이 탁자는 다리가 튼튼하십니다. 이 탁자는 다리가 튼튼합니다.

이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이 상품은 품절입니다. 

스테이크 나오셨습니다.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전부 5만5천 원 나오셨습니다. 전부 5만5천 원입니다.

진료비는 9천 원이세요. 진료비는 9천 원입니다.

고장이 나시면 바꿔드립니다. 고장이 나면 바꿔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적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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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연대 <2018 바른말 고운 말 쉬운 말 만화 공모전>

으뜸상 수상작     금융고등학교 3학년 이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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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높임말이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잘못된 말투, 이상한 높임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어느 자리 누구든지 모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높임말로 서로 존중합시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www.urimal.org
한글문화연대


	높임말 제대로_1쪽씩_배포용_한글문화연대 1
	배포용_2쪽씩_한글문화연ᄃ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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