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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본고는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 나타난 조선족의 언어사

용 양상을 분석해 조선족의 언어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양상을 본고에서는 ‘조선어의 탈색’과 ‘중국어 및 한국
어로의 채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러한 탈색과 채색 양상은 앞으로
더 심화되어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에서도 중국어가 더 많이 쓰이고, 조선
어가 한국어로 상당 부분 대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제어 : 조선어/조선말, 중국어/중국말, 한국어/한국말, 채색, 탈색.

1. 서론
본고는 모바일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에 나타난 조선족의 언어사용 양상
을 분석해 조선족의 언어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족은 ‘二文三語’의 상황에 놓여 있다.1) 문자는 한국어를 적기 위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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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중국어를 적기 위한 한자 모두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말은 중국
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해야 하되 한국말은 그들이 본래 사용하던 ‘조선
말’과 새롭게 접촉하게 된 ‘한국말’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2)
단체 대화방은 이러한 다층적인 언어상황을 매우 잘 보여준다. 따라서 다양
한 집단끼리의 온라인 대화방에 나타난 二文三語의 다양한 언어사용 양상
을 분석하여 이들의 언어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라 활성화된 모바일 메신저는 오늘날의 의사소통에
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중국 내의 넓은 지역은 물론 한국을 비롯
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문자에 의한 소통을 기본으로 하지만 음성, 사진, 동영상은 물론
화상통화도 가능해 대면접촉을 제외한 모든 소통이 가능하다. 조선족이 주
로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는 2011년에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腾
讯)가 제공하기 시작한 ‘웨이신(微信, Wechat)’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아는 조선족은 거의 모두가 이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는 문자를 기반으로 하되 구어적 특성이 잘 반영되
기 때문에 二文三語의 상황에 놓인 조선족의 언어변화를 관찰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의사소통은 문자를 주로 해서 이루어지지

1) ‘兩文三語’는 반환 이후 문어로는 영문과 중문을, 구어로는 영어, 광동어, 보통화를 사용
해야 하는 홍콩의 언어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박흥수 2007).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도
홍콩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 二文三語의 상황을 반영해 본고에서는 각 언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조선어/조선말 : 조선족 사이에서 형성되고 이어져 온 한국어의 한 갈래.
• 한국어/한국말 : 남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의 한 갈래.
• 중국어/중국말 :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 중국어.
• 범한국어 : 개별한국어 모두를 포괄한 한국어 전체
이러한 용어는 통상적인 용법과는 맞지 않지만 오성애(2011), 한성우(2011), 국립국어원
(2012), 손영(2013) 등에서의 용어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성우(2014)에서 제시된
것이다.
3) 웨이신은 90%이상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6.97억명에 달한다(腾讯 2015년 11월 17일 기업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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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문어가 아닌 구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PC 통신 이후 각종 SNS에 나
타난 대화의 양상은 여러 차례 분석이 된 바 있다.4) 조선족의 대화방 역시
이러한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며 구어적 특성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조선
족의 일상적인 구어에서도 언어변화 양상이 관찰될 수 있지만 음성언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二文三語’에서 ‘二文’은 관찰이 어렵다. 문자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기록이나 저술에서 ‘二文’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二文’ 간의 전환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는 二文三語 상황에서의 언어변화 양상을 관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조선족의 언어변화 양상은 ‘탈색’과 ‘채색’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세기
이후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이래 조선족은 자신들의 원 방언에 바탕을
두되 집거지에서 형성된 ‘조선말’을 사용해 왔다. 그런데 중국의 개혁개방
과 한중수교 이후 전통적인 집거지가 해체되면서 언어 면에서도 많은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집거(集居)’가 아닌 ‘산거(散居)’, 그리고 타민족과의 ‘혼
거(混居)’가 이루어지면서 조선말의 비중이 낮아지고 중국어의 비중이 높아
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같은 한국어지만 조선말이
아닌 한국말로의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전통적인 ‘조선말의 탈색’
과 ‘중국어 및 한국어로의 채색’이 이루어지고 있다.5)
조선족 언어에 나타나는 탈색과 채색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
는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7개의 단체대화방 자료를 활용한다. 대화는 2015
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웨이신(Wechat)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각각
의 방은 참여자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7개의 단체 대화방의 구체적
4) 통신언어에 대해서는 PC통신이 활성화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종합
적 검토는 이정복(2015)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족의 모바일 메신저 언어에 대한
연구, 특히 二文三語가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상황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5) ‘탈색’과 ‘채색’은 학술적인 용어도 아니고 관행적인 용어가 아닌, 본고를 위해 채용한
용어이다. 두 용어는 상반된 의미이기는 하지만 ‘탈색’보다 ‘채색’에서 의도성이 더 강
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의미상 미묘한 차이 또한 본고의 서술 방향과 일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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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6)

복지사
동향인
동료
대학동기
중학동기
친구
가족

‘朴○花’ 외 60명,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모임. 연령대는 20
대에서 50대, 서로 잘 모름. 개별적으로 아는 사이 있음.
'김○일' 외 143명, 연변 화룡시 동향인 모임. 20대에서 60대, 서로
잘 모름. 개별적으로 아는 사이 있음.
‘이○우' 외 4명. 30대 후반 같은 직장 동료. 3명은 동향인, 한명은
한국인. 서로 잘 앎.
'郑○兰' 외 40명, 30대 후반. 출신지역이 다양한 대학 동기. 서로
친함.
‘서라' 외 42명, 30대 후반. 출신지역 동일한 중학 동기. 서로 친함.
‘조○선' 외 2명, 30대 후반, 출신지역 동일하고 30대 서로 매우 친
함.
‘mama' 외 8명, 10대에서 60대, 할머니/손자, 고모/조카, 형제자매,
시누/올케 부모/자식 관계의 가족들.

본고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총 5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전통적인
조선말의 특성이 약해지고 한국말의 특성이 강화가 되는 양상에 대해 서술
한다. 3장에서는 조선말이 중국어로 대치되는 양상에 대해 서술한다. 4장에
서는 이러한 양상을 종합해 조선족 언어의 변화 방향에 대해 서술한다.

2. 조선어 탈색과 한국어 채색
2장에서는 전통적인 조선말이 한국말로 대치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모바

일 메신저 상에서의 조선족 대화는 조선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대화
가 구어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구어에서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

6) 모든 대화는 이 연구의 기획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연구를 위한 필자의 유도나
왜곡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자의 발언은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본고의 집필을 위해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자료 활용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 중 별명이 아닌 본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의
일부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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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비교적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상대적으
로 세련된 말이라고 여겨지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현상이 자주 관찰된다. 이
러한 조선말 탈색과 한국말 채색은 의도나 편의에 따라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을 세분하여 살펴본다.7) 의도된 채색은 조선어에 대응된 표현
이 있음에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고 편의에 의한 채색은 조선어에 대응
된 표현이 없어서 한국어를 가져다 쓰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조선말 탈색
및 한국말 채색과는 반대로 조선말로의 ‘역채색’의 양상도 나타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1. 의도된 탈색과 채색
조선족 사이에서 한국말은 조선말에 비해 세련된 말로 인식이 되기 때문
에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에서도 세련된 한국말을 쓰려는 의도에 따라 조선
말을 한국말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시, 공
손, 배려, 포용’ 등의 목적으로 조선어 탈색과 한국어 채색이 나타난다. 먼
저 한국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8)
가족
 오○숙: 여, 60세, 연변 출신.
현재 연변 거주.
상욱맘: 여, 38세, 연변 출신,
대학교수, 현재 청도 거주.
mama: 여, 64세, 연변
출신, 현재 연변 거주.
김○영: 여, 40세, 연변 출신,
승무원, 현재 상해 거주.

한국 드라마에 대한 대화
오○숙: 건우넘멋잇다
상욱맘: 귀여바라. 옷도 이쁘고
오○숙: 요즘몇일째이옷만입고잇어요.ㅎㅎ
상욱맘: 옷도 고를줄 알고
오○숙: ㅎㅎㅎ
mama: 윤지마이컷네더고와두지구[呲牙][呲牙]
김○영: 윤지 포즈도 제법이네요!귀여워!
오○숙: 형님.생일축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7) 의도나 편의 외에도 규범을 따라야 하거나 인용을 해야 하는 경우 등도 있으니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지면상의 제약도 있어 제외했다.
8) 본고에서는 화자의 원 발화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대화에서
사용된 이모티콘은 모두 삭제하였고 비의도적인 오탈자는 수정했지만 띄어쓰기는 본래
대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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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와 올케 사이인 ‘mama’와 ‘오○숙’은 고향이나 연배가 비슷하다.
‘mama’는 조선말 구어를 그대로 글로 옮기는 데 비해 한국에 거주한 경험

이 있는 ‘오○숙’은 ‘넘, 있어요, 합니다, 되세요’ 등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
다. 일상 대화에서는 ‘오○숙’도 ‘mama’에게 조선말을 쓰는데 유독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에서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한국어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오○숙’의 조카며느리인 ‘김○영’도 일상의 구어에서는
‘오○숙’에게 조선말을 쓰지만 여기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있다. 항공기 승

무원으로서 사회적 활동이 많은 ‘김○영’이 ‘오○숙’의 한국말에 대응하기
위해 세련된 한국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9)
축구 및 드라마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도 과시를 위한 한국어 채
색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학 동기

축구와 드라마에 대한 대화

전○산: 남, 38세, 자영업,
연변 거주.
李○哲: 남, 38세, 여행사,
서안 거주,
차코피플: 여, 38세,
엔지니어, 한국 거주.
方○兰: 여, 38세, 교사, 단동
거주.

전○산: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 연변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李○哲: ㅎㅎ 잘 차더라. 감동되게
전○산: 키퍼 잘하지 팀플레이 잘.되지
상욱맘: 광란의 밤이 되겠군
전○산: 그때 똥승호 하태균 포지션이짐
方○兰: 송중기 봐야지.
차코피플: 오늘 본방 스포일러인셈
상욱맘: 안볼란다안볼란다
차코피플: 봐라봐라 ㅋㅋㅋ 딱 니 스탈
차코피플: 똑똑하고 상남자인데 내 여자한테는 엄청
부드럽고 거기다 유머스럽기까지
方○兰: 已经开始了？
차코피플: 응 한국시간 10시 거긴 한시간 있음 바로
뜨재?

9) ‘김○영’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은 시댁 식구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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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조선어 말투를 쓰고 있는 ‘전○산’은 유독 축구에 대해서 얘
기할 때만은 한국식 축구 용어를 쓴다. 조선족 사이에서 한국어의 영어계
외래어는 기피의 대상이다. 그러나 축구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전○산’은
축구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말의 외래어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일상 대화에서는 이 경우에는 모두 ‘키바(키퍼), 합작( 팀
플레이), 위치(포지션)’ 등을 쓴다.10) ‘차코피플’의 ‘스포일러, 스탈(스타일),
상남자, 유머스럽다’ 또한 한국 문화나 한국 드라마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구사할 수 있는 말이므로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한국어 능력을 과시하
는 것이 될 수 있다.
다음의 대화에서도 ‘차코피플’은 한국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상욱맘’
이 ‘정방형’, ‘소학교’, ‘산수’, ‘근호’ 등 조선어를 쓰고 있지만 ‘차코피플’은
조선어에 없는 표현인 ‘제곱근’, ‘루트’, ‘쏘리’, ‘없자노’ 등 한국어를 쓰고,
‘갯수’는 사이시옷을 적음으로서 한국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학 동기
 차코피플: 여, 38세,
엔지니어, 한국 거주
상욱맘: 여, 38세, 대학교수,
청도 거주.

수학적 계산에 대한 대화
◆상욱맘: 정방형 대각선 길이 어떻게 계산하지?
소학교 산순가?
◆차코피플: n(n-3)/2
◆상욱맘: 변의길이 2센티 대각선 몇이 되니?
◆차코피플: 길이구나.. 쏘리 위에껀 대각선 갯수
◆차코피플: 대각선 길이는 8의 제곱근 공식
잊어먹어서 그렇지머 쓸일 없자노
◆상욱맘: 딱 안떨어진다이
◆상욱맘: 2근호2 된단말이지?@신은숙
◆차코피플: 응 2루트2

10) 이는 모두 북한식 용어들이고 중국어로는 각각 ‘먼장(门将 ménjiàng), 페이허(配合
pèihé), 웨이즈(位置 wèizhi)’이다. 이전의 조선족은 북한식 용어를 주로 쓰다가 최근에
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혼용하고 있다. 조선말과 북한말이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예는 조선어 탈색과 한국어 및 중국어로의 탈색이 나타난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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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참여자에 대한 배려와 공손함을 드러내기 위
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상대가 한국인일 경우, 상대에 대한 배려 의식 하
에 중국어 또는 조선말을 하지 않고 한국어를 사용한 예이다.

동료
상욱맘: 여, 38세, 대학교수,
청도 거주.
裴: 남, 38세, 대학 교수,
한국인, 청도 거주.
韩○花: 여, 38세, 대학
교수, 청도 거주.
이○우: 남, 40세, 대학
교수, 청도 거주.

회식 장소 및 메뉴를 정하는 대화
韩○花: 참고로 양고기탕 안먹음 해물찜은 좋은데..
韩○花: 해물찜에서 양탕 냄새
상욱맘: 아 그런가 ㅎㅎ
韩○花: 안나는고?
상욱맘: 그럴수도 있을듯
상욱맘: 양탕 해물찜은 이촌 지난번 청양 갈때
접선했던 지점인데
裴: 선생님이 양고기와 친하지 않으시다니 다른 데로
가시죠.
상욱맘: 걍 해물집은 大拇指广场에 한집 있습니다
裴: 그럼 엄지광장으로 가야겠군요. 조금 일찍이면
11:30분쯤 만나면 되나요?
韩○花: 네 좋아요~ 엄지 광장
상욱맘: 그럼 내일 11시반 엄지 3층
韩○花: 좀 늦을거 같아요 먼저 시키세요~
상욱맘: 저도 지금 학교서 출발했습니다

이 방의 대화 참여자는 모두 직장 동료인데 ‘裵’는 한국인이고 나머지
는 고향과 연배가 비슷한 조선족이다. 이들끼리 대화를 할 때는 높임말을
쓰지 않다가 ‘裵’가 참여하는 순간부터 ‘한국말식 높임말’로 바뀐다. 게다가
고유명사인 ‘大拇指广场’을 ‘裵’가 ‘엄지광장’으로 바꾸자 참여자들이 모두
‘엄지광장’을 쓰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어 고유명사는 대부분 중국어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중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裵’를 위해 한국어로 번역해서 쓰
고 있는 것이다.
상대가 공손의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예를 갖추기 위해 한국말을 사용
한다. 모바일 메신저에서의 한국어식 높임말이 공손함을 나타내기 위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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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위의 대화에는 ‘합쇼체, 해요’체의
상대경어법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조선말의 상대경어법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말에서 ‘합쇼체’의 ‘습니다’는 ‘슴다’로 나타나고 ‘해요’체는 본래 없기
때문에 ‘해요’는 전형적인 한국말로 인식이 된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 사이
에서나 예를 갖춰야 되는 사이에서는 조선말의 높임말 대신 한국말의 높임
말이 사용되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예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족
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거의
모든 대화에서 나타난다.

가족
mama: 여, 64세,주부,
연변 거주.
김○영: 여, 40세, 승무원,
상해 거주.
吴○松: 남, 42세, 공무원,
상해 거주
六姑: 여, 54세, 퇴직,
연변 거주.
 吴○宇: 남, 12세, 중학생,
상해 거주.

아들/조카/손자에 대한 칭찬
吴○松: 健宇现在在练习英语默写
(건우 지금 영어 외워 쓰기 하고 있는 중)
김○영: 上完乐宁，吃晚饭，看完电影送回家
(학원 다녀오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집에 왔어요)
mama: 광훈집에서공부하는모습이재
김○영: 네. 말 잘듣는답니다 처음 남의집 에 갔는데
적응 잘하네요
mama: 잘해주네마다매노릇
김○영: 숙제는 이미 다하고 복습중
六姑: 적응 잘할거야.
김○영: 그니까 여러분 근심 마세요
mama: 류나이나이집에서훈련잘바다서
김○영: 그러게요

‘김○영’은 남편인 ‘吴○松’와 중국어로 대화 하다가 시어머니인 ‘mama’

가 참여하자 한국말을 하고 있다. ‘mama’ 및 ‘六姑’와 일상 대화를 할 때는
조선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상에서는 철저하게 한국말을 쓰
고 있다. 대화 참여자 중에는 남편과 아들도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시댁
식구’들이기 때문에 한국말로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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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인
이○호: 남, 30대
원두막: 남, 30대
깔끔이 청도: 30대
青岛琴韵坊琴行: 남, 36세
金○淑영조맘: 30대

신입회원 소개
이○호: 화룡 복동에서 온 이○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두막: @이○호 혹 나이 물어 봐도??
깔끔이청도: 18살 하하
이○호: 삼십대입니다.
원두막: 꼬치 드시러 오세용~~
青岛琴韵坊琴行: 나중에 갈게요
원두막: @青岛琴韵坊琴行-김정일 네에 [微笑][微笑]
金○淑영조맘: 꼬치 맛잇어 보이네요~~

‘화룡동향회’는 청도에 거주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화룡시 출신들의

모임으로서 대부분 청도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친밀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대화방 전체에서 한국말 경어체가 쓰인다. 위의
예에서 신입회원 ‘이○호’는 깍듯한 한국말로 소개를 하고 다른 참여자들도
한국말로 환영을 하고 있다. 일상에서 조선족들은 한국말을 하고 싶어도 억
양이 어색하거나 ‘낯이 간지러워서’ 차라리 조선말로 표현하지만 문자로 표
현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상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말을 사용하면
서 예의와 체면을 지키고 있다.

2.2. 편의에 따른 탈색과 채색
조선족은 조선어에는 없는 말은 보통 중국어를 그대로 쓴다.11) 그런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한국어를 접하는 과정에서 편의에 따라 한국어를 가
져다 쓰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더 알려진 말, 모바일 메신저에서 입력
하기에 더 편한 말 등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쓴다. 편의에 의해 조선어 대

11) 조선어는 범한국어의 하나이지만 조선족이 한반도를 떠나기 전까지의 말만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겨난 말은 조선어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예를 들어 냉장고가
없던 시기에 중국에 자리 잡은 조선족은 한국말 ‘냉장고’ 대신 중국어 ‘삥샹(冰箱
bīngxiāng)’을 쓴다. 최근에는 한국말 ‘냉장고’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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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국어가 일반화된 사례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학 동기
전○산: 남, 38세, 자영업,
연변 거주
方○浩: 남, 38세, 변호사,
연변 거주
李○哲: 남, 38세, 여행사
직원, 서안 거주
song○lan: 여, 38세,
회사원, 일본 거주
상욱맘: 38세, 대학교수,
청도 거주

축구경기 시청 및 해설에 대한 대화
전○산:乐视TMD投资国安20个亿，都是一家人，胳
膊往里拐,真他妈想抽几个乐视现场解说的四眼天鸡
方○浩: 오늘 좀 해피해봐야지.ㅎㅎㅎ
李○哲: 난 章鱼tv에서 연변사람들 해설하는거 봣다
핸폰으로
전○산:난 집에서 마시메 티비 보메...시방 헤롱헤롱
song○lan: 첨으로 연변팀축구밧는데 정말 좋앗어!
이런건 현장가서 봐야는데 ..
상욱맘: @李○哲 짱위 티비 해설 내 아는 동생임ㅎㅎ
전○산: 이재 잠간 박태하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 감독의 통역이 좀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드네

위에서 제시된 사례는 모두 조선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중국어를 빌려 말
할 수도 있지만 모두 한국말의 외래어를 쓰고 있다. ‘해피해 봐야지’는 ‘행
복해 봐야지’라고 조선말로도 할 수 있지만 영 어색한 표현이 된다. 일상
대화에서는 ‘핸폰, 티비, 인터뷰’는 각각 ‘소우지(手机 shǒujī), ‘땐쓰(电视
diànshì), 차이팡(采访 cǎifǎng)’과 같이 중국어를 가져다 쓴다. 대화 참여자

들이 조선말, 중국어, 한국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입력도 편하고 이해
도 빠른 한국말의 외래어를 쓰고 있다.
한국말에서의 관용적인 표현을 쓰면 훨씬 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조선말 대신 한국말을 쓰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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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이○분: 여, 39세, 흑룡강
출신, 회사원, 청도 거주.
상욱맘: 여, 38세, 연변
출신, 대학 교수, 청도
거주.
韩○花: 여, 38세, 연변 출신,
대학 교수, 청도 거주.

음식점 약속에 대한 이야기
이○분: 니네 둘다 청양 있지. 나두 그럼 청양 가짐.
청양에 맛있는 집 알아놔라 내 쏠게
상욱맘: 내가 청양에서 홍화 물고 올게. /:X-)
이○분: 괘안타 암 일 없다
이○분: 대접은 무슨 자꾸 움직여야지 순산하지 배
째까바 젤 무섭다
상욱맘: 나 순산하려고 17층 오르내린 사람이다. 결국
배쨈 ㅎㅎ
韩○花: 향분 뭘 먹고싶니?
이○분: 난 맨날 초채 먹어서..
韩○花: 오라 내 쏠게 ~~청양에 맛있는 조선족 음식점
찜해놓은데 있긴 있다

이 대화방의 참여자들은 대학동기들로서 매우 가까운 사이다. 따라서 ‘~
짐’과 같은 어미나 ‘괘안타, 암 일 없다, 순산, 배쨈, 초채’ 등 매우 자연스러
운 조선말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12) 그런데 ‘쏠게, 물고, 찜’은 한국말
에서나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 대화방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
다. ‘쏠게’는 ‘살게’라는 조선말로 대체할 수 있지만 ‘물고, 찜’은 조선말로
대체하기가 어렵고 대체하더라도 말맛을 살리기 어렵다. 따라서 간명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조선말 대신 한국말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다.
간명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에 조선말에 없는 한국말 표현을 쓰는 경우
도 많이 나타난다.

12) 조선말에서 ‘순산’은 ‘자연분만’을 뜻한다. 또한 ‘제왕절개’란 말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배째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 ‘초채’(炒菜)는 ‘볶음요리’라는 뜻인데 중국
요리가 조선족 음식에 비해 ‘기름에 볶는’ 조리법이 발달하였다고 하여 조선족들이 중
국 요리를 일컫는 말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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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mama: 여, 64세, 주
부, 연변 거주
김○영: 여, 40세, 승무원,
상해 거주

대학 동기
玄○: 여, 38세, 흑룡강 출신,
교사, 상해 거주.
全○华: 여, 38세, 흑룡강
출신, 대학 교수, 연변
거주.
aroma: 여, 38세, 주부, 길림
출신, 심천 거주.
郑○兰: 여, 38세, 연변 출신,
대학 교수, 천진 거주.
기혁맘(顺其自然): 여,
39세, 연변 출신, 회사원,
연변 거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
mama: 말잘하네 내비슷하알아드럿다
mama: 노래야?
mama: 사진보내라
mama: 노래참질하네
김○영: 굿!
친구끼리의 일상 대화
玄○: 빵터짐 너무 재밋더
全○华: 웃기지?
玄○: 전○화 너무 재밋어
aroma: 전○화 대박
郑○兰: 언제쯤 가나?
기혁맘(顺其自然): 기혁이 방학하므
郑○兰: 오래 있을거나? 둘째 만들라 가니?
기혁맘(顺其自然): 보름정도느 잇어야지
기혁맘(顺其自然): 헐~둘째 키울하므 우리 부부 영영
생리별하구 살아야된다
郑○兰: 그래무사 안되지

위의 대화에서 ‘굿’, ‘빵터짐’, ‘대박’, ‘헐’ 같은 표현들은 상대방의 말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해 간명한 말로 감정을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이다. 위
의 표현들은 한국어에서 사용된 시간도 그리 오래되지 않는 말로서 조선어
에는 원래 없는 표현들이다. 그밖에 ‘넵’, ‘헉’, ‘쩝’ 같은 말도 조선족 단체
대화방에서 자주 나타난다.

2.3. 의도된 역탈색과 역채색
조선어의 탈색과 한국어로의 채색이 조선족의 언어에 나타나는 주된
변화이기는 하지만 그 반대의 양상도 나타난다. 젊은 세대의 조선족은 대부
분 조선말을 모국어로 하되 한국말도 매우 익숙하다. 90년대 말부터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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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한 이래 중국방송보다 한국방송을 더 많이 보게
되어 간접적이지만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 체류
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한국말을 접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소통 매체인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한국말이 자연스
럽게 쓰이게 되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한국말을 배제하고 조
선말을 쓰기도 한다. 이는 결국 한국말을 탈색시키고 다시 조선말을 채색하
는 과정이기도 하다.13)
의도적으로 조선말을 쓰는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조선족의 자기
정체성 발현하며 응집력 또는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음은 친밀도
가 가장 낮아 한국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던 대화방에서 갑자기 조선말로 전
환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복지사
상욱맘: 여, 38세, 대학 교수
연변 출신, 청도 거주, 朴
顺花와는 친한 사이, 东
方美CEO，FF 官方总代
와는 안면이 있지만 잘 모
르는 사이.
朴 ○花: 여, 38세, 공무원,
연변 출신, 청도 거주.
东方美CEO，FF 官方总
代: 여, 34세, 자영업, 연변

만두 만들기에 대한 대화
상욱맘: 만두피는?
朴 ○花: 밀지 말자... 밀다 까무러 치겠다
상욱맘: 밀다 죽으심 안되는디 만두피 사자
东方美CEO，FF 官方总代: 그래쇼 밀가루 이개기 힘
들지므
상욱맘: 어려보인데 대박이심
东方美CEO，FF 官方总代: 하하하. 아이 어림다. 34
살 돼지띠 임덩
东方美CEO，FF 官方总代: 하하하 껍지는 어디서 사
요? 순화언니. 궈훠는 너무 두껍그 대다이 큼다

출신, 청도 거주.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세 사람은 비교적 친분관계가 있어서 스스럼없이
13) ‘역채색’과 ‘역탈색’은 대화방에서 ‘조선어의 탈색’과 ‘한국어로의 채색’이 일반화되었
다는 전체 하에 논의가 가능하다. 대화방의 성격, 대화의 주제에 따라 조선말이 자연스
럽게 노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방에서는 한국말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조선말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은 역채색과 역탈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체 대화방에 나타난 조선족 언어의 탈색과 채색 15

말할 수 있지만 대화방의 성격상 예를 갖추어 한국말을 써 왔다. 그런데 만
두 빚는 얘기가 시작되면서 평소에 쓰는 구어 수준의 조선말로 전환되고 있
다. ‘그래쇼, 이개기 힘들지므, 어림다, 껍지, 대다이 큼다’ 등은 연변 사람들
의 구어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특히 ‘힘들지므’의 ‘~므’는 연변 출신
의 조선족이 말끝마다 붙이는 ‘뭐, 머, 모, 무’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서 문자
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처럼 조선말 구어로
전환되는 것은 같은 방언 출신자들 사이에 응집력과 동질성을 나타내기 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
조○선 여, 38세, 교수, 대학
상욱맘: 여, 38세, 교수,
청도
金○梅: 여, 36세, 회사원,
청도

노래방 및 동지 팥죽에 관한 대화
조○선:
상욱맘:
상욱맘:
조○선:
상욱맘:
조○선:
상욱맘:
조○선:
상욱맘:
조○선:

담에 옴 노래방 갈까
젤 좋은 노래방 안배하께
써료컵 아닌데로
종이컵 주는매
한차 만들어서 오나 연길아덜
내 구찌들 데꾸 갈까? 총객들.
니나이 총객?
170 안 넘는 늙은 총객
벵시 아님 벵달
눈이 꼭대기에 붙었짐.

상욱맘: 오구래 먹는 날~
조○선: 언니 만들었소? 어물하네
상욱맘: 이래도?
金○梅: 얼궈놧다가 주말에 가져오오
상욱맘: 얼굴게읎다. 영 헐한데 왜 안해먹지?
金○梅: 저거 막 패끼랑 불궈나야재요
상욱맘: 어제 오후 오자마자 불겄다가 밤에 자기전에
끓였지
상욱맘: 쿠쿠 죽 모드로 하면 알아서 되는데
金○梅: 작년엔 꼬야궈에 역새질
金○梅: 저 안에 떡은 찹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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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화는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고향 출신으로서 청도에 와서 매우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의 대화다. 위의 대화에서 보면 세 사람은 젊은 세
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조선족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매우 오래된 조선
말 표현을 쓰고 있다.14) 모바일 메신저가 일상화된 이후 한국어가 ‘공용어’
인 것처럼 정착되자 조선족들은 조선말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의도적
으로 조선말로만 쓰기도 한다.

3. 조선어 탈색과 중국어 채색
3장에서는 조선말과 한국말이 중국어로 대치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중

국어 속에서 섬처럼 존재하고 있는 조선족에게 중국어는 필수적이다. 특히
전통적인 조선족 공동체가 해체되어 중국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요즘
에는 중국어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어가 조선족끼리
의 대화에도 자주 등장한다. 구어에서 중국어를 섞어 쓰는 것은 매우 흔하
지만 모바일 메신저상의 대화에서도 중국어 사용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
다. 이러한 중국어 채색 양상 역시 의도와 편의에 의해 나타나고 경우에 따
라서는 역채색도 나타난다.15)의도된 채색은 조선어에 대응된 표현이 있음
에도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고 편의에 의한 채색은 조선어에 대응된 표현
이 없어서 중국어를 가져다 쓰는 경우를 말한다.

14) ‘ㄴ매’는 전달의 의미를 나타내는 ‘ㄴ대’와 유사한 어미이고, ‘-오’, ‘-요’는 ‘하오’체에
해당하는 예사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다. ‘구찌, 벵시, 벵달, 눈이 꼭대기에 붙다, 오
구래, 어물하다, 얼구다, 헐하다, 불구다, 패끼,역새질’는 각각 ‘친한 친구들, 병신, 병골,
눈이 높다, 팥죽, 제법이다, 얼리다, 쉽다, 불리다, 팥, 난리’의 뜻이다.
15) 의도나 편의 외에도 규범을 따라야 하거나 인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어를
써야 한다. 또한 고유명사인 경우에도 중국어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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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도된 탈색과 채색
조선족들에게 중국어 능력은 단순한 언어능력을 넘어 교육정도와 사회적
지위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정규 고등교육을 받은 조선족일수록 중국어를
더 잘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중국인과의 대면접촉이 많을수록 중국
어를 잘 하기 때문이다.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에서도 중국어가 ‘배려, 과시,
포용’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조선족이지만 조선말이나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참여자가 있으면 배려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어가 사용된다.16)
가족
mama: 여, 64세,, 주부,
연변 거주
김○영: 여, 40세, 승무원,
상해 거주
吴○松: 남, 42세, 공무원,
상해 거주.
六姑: 여, 54세, 퇴직,
연변 거주.
 吴○宇: 남, 12세, 중학생,
상해 거주.

여행과 사진에 대한 대화
김○영: 가족여행갔네.즐거운시간 보내고...
六姑: 북경날씨 환영하는구나.
오○숙: 쑈쑈델구북경갓구나 즐거운여행되세요
김○영: 北京欢迎笑笑(북경이 쑈쑈를 환영하네)
六姑: 吴○宇，今天休息了？ 去看演出了吗？
(오○우는 오늘 휴식이야? 공연 봤어?)
吴○宇: 看了 (네 봤어요)
六姑: 跟谁一起去的? (누구랑 갔어?)
吴○宇: (본인이 찍은 사진을 보내 옴)
상욱맘: 吴建宇拍照技术越来越高
(오○우 사진 점점 잘 찍네)
오○숙: 건우네즐거운하루참보기좋네요
mama: 吴○宇拍照技术真好
(오○우 촬영 기술 제법이네)
六姑: 太棒了！(멋져)
六姑: 健宇，下课了？这是在哪里拍的？
(건우, 학교 끝났어? 이건 어디서 찍은 거야?)
吴○宇: 长风公园拍的(장풍 공원에서 찍은 거에요)
六姑: 好漂亮啊！(예쁘구나)

16) 모바일 메신저에서 중국어가 사용되는 양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장 전체를 중국어
로 하는 경우이고, 다른 범한국어 문장에 부분적으로 중국어를 쓰는 경우이다. 문장 전
체가 중국어로 쓰인 것은 괄호 안에 한국어로 번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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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吴○宇’가 참여하자 ‘김○영’부터 중국어를 쓰기 시작한다.17)
‘mama’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중국어 회화는 물론 입력도 능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어와 조선말을 넘나들며 쓰고 있다. ‘mama’는 중국
어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문자 입력은 거의 할 줄 모른다. 그러나 손자
와의 대화를 위해 중국어 입력을 배워 ‘吴○宇拍照技术真好’와 같이 중국어
를 구사하고 있다.18) 이후의 대화에서도 ‘吴○宇’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어가 부분적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모두 참여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동년배 사이에도 참여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중국어가 사용된 예는 다
음과 같다.

대학 동기
Yeonhwa: 여, 38세, 내몽고
출신, 주부, 내몽고 거주.
权○爱: 여, 38세, 연변 출
신, 회사원, 한국 거주.
许○: 남, 39세, 자영업, 흑
룡강 출신, 중경 거주.
Han○GeoL: 남, 38세, 요녕
출신, 자영업, 심양 거주.
郑○兰: 여, 38세, 연변 출
신, 대학 교수, 천진 거주.

사는 곳에 대한 대화
Yeonhwa: 경애 지금 어디있어??
权○爱: 서울
Yeonhwa: 그렇구나 난 전북 군산
权○爱: 군산에 계속 있어?
许○: 韩○杰 生日快乐！我的冷面呢? (한○걸 생일
축하해, 냉면은?)
Han○GeoL: 说话彪哥 我到了(삐오형, 나 왔어)
郑○兰: @韩永杰 彪哥是谁呀？(삐오형은 누구야?)
Han○GeoL: 许○ (허○) 우리 봉화 만나러 가야지
ㅋㅋ
郑○兰: 又在吹牛 (또 뻥치고 있네)
Han○GeoL: 没人就一个人玩耍呗 (아무도 안 놀아
주니 혼자 놀고 있잖아)

17) 위의 대화에서 吴○宇는 상해에서 태어나 자란 12살 조선족 4세대이며 조선어는 알아들
을 수 있으나 표현이 서툴고 한글은 못 읽는다. 신흥 집거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선족
3세 또는 4세대는 부모의 역할에 따라 조선어를 아예 모르거나 알아들을 수만 있는
정도이며 조선어와 중국어를 모두 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다.
18) ‘mama’와 ‘吴○宇’의 대화는 ‘mama’가 조선말로 음성을 입력하면 ‘吴○宇’가 쉬운 중
국어로 쓰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mama’가 ‘吴○宇’와문자로 소통하기 위해
중국어 입력을 배운 것이다. 이 상황은 미래의 대화는 대부분 중국어로 대치될 것이란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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郑○兰: 前两天也要来，没来 (며칠 전에도 온다더니
안 오구)
Han○GeoL: @郑○兰 我都进延边州了 忽悠你啥呀
(나 연변 왔어. 내가 무슨 뻥을 쳤다고)
郑○兰: 真的？(정말?)

출신 지역이 서로 다른 조선족으로 구성된 대학 동기방에서의 평소 대화
는 거의 조선어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Han○GeoL’과 대화가 시작되면서
중국어로 전환되고 있다. 요녕성 출신의 Han○GeoL은 조선어보다 중국어
능력이 더 뛰어나 중국어를 선호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동기들이 그에
대한 배려로 같이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상이다.19) 중간에 ‘Han○
GeoL’이 조선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참여자들이 계속 중국어를 씀으로

써 대화가 중국어로 완전히 전환된다.
조선족의 대화방에서 중국어는 능력 과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가족
김○영: 여, 40세, 승무원,
며느리, 상해 거주
상욱맘: 여, 38세, 대학교수,
청도
六姑: 여, 54세, 퇴직, 연변
거주.

고모와 조카의 대화
김○영: 방과후 운동
상욱맘: 멋져멋져. 나도 언제면 울집 새비와 운동할까
김○영: 땀을 훔뻑 흘렸네.나만 깨진줄 알았더니.이젠
제법 운동이 되네
六姑: 健宇爸爸是足球运动员，
健宇和妈妈是羽毛球运动员。三口人都很棒! (건우
아빠는 축구선수, 건우와 엄마는 배드민턴 선수. 세
식구 모두 최고야!)
김○영: 지금 방학을 손꼽아 기다림다.연변에 간다고
말입니다
六姑: 好啊，延边人民期盼着你的到来。
(그래. 연변 인민들 니가 오길 기다리고 있지)
김○영: 我也盼望着早日见到你们
(저도 하루 빨리 친척들 뵙고 싶어요)

19) 조선족들의 언어능력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연변 지역은 조선어 능력이 높고 요녕
지역은 중국어 능력이 더 높다(한성우 2011, 오성애 2012, 국립국어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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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방과후 운동
상욱맘: 멋져멋져. 나도 언제면 울집 새비와 운동할까
김○영: 땀을 훔뻑 흘렸네.나만 깨진줄 알았더니.이젠
제법 운동이 되네
六姑: 健宇爸爸是足球运动员，
健宇和妈妈是羽毛球运动员。三口人都很棒! (건우
아빠는 축구선수, 건우와 엄마는 배드민턴 선수. 세
식구 모두 최고야!)
김○영: 지금 방학을 손꼽아 기다림다.연변에 간다고
말입니다
六姑: 好啊，延边人民期盼着你的到来。
(그래. 연변 인민들 니가 오길 기다리고 있지)
김○영: 我也盼望着早日见到你们
(저도 하루 빨리 친척들 뵙고 싶어요)

‘六姑’는 가족방 어른들 중 가장 고학력자고 평소 조카들과 소통을 가장

많이 한다. 그런데 조선어 능력이 중국어 능력에 비해 훨씬 높음에도 자주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조카들이 조선말 또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상
황에서도 중국어를 사용하며 ‘荣光’，‘期盼’，‘到来’, ‘胜利’등 다소 수준 높
은 중국어 표현도 애써 사용한다. 이는 방 내 다른 어른들과는 구별되는 언
어 사용이며 이를 통해 본인의 중국어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六
姑’의 중국어 사용은 ‘mama’를 자극하기도 한다. ‘mama’는 중국어도 서툴
고 입력도 매우 힘들어하지만 대화가 중국어로 전환되자 간단한 말이지만
중국어로 입력해 자신도 중국어를 쓸 줄 안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있다.
같은 나이 또래와의 대화에서도 과시의 목적으로 중국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다음의 대화에서 '전○산'은 방송에서 나오는 통역의 실력을 비판하
면서 '그럼 너가 해 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중국어로 답하고 있다. 본인도
중국어를 잘 못한다고 하면서 중국어로 긴 문장을 만들어 답함으로서 은근
히 본인의 중국어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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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전○산: 남, 38세, 연변
출신, 자영업,, 연변 거주.
方○兰: 여, 38세, 연변 출신,
교사, 단동 거주.

한국어 통역에 대한 대화
전○산: 이재 잠간 박태하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 감독의 통역이 좀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드네
方○兰: 니가 나가거라
전○산: 난 현재.통역보다도 못해 ㅋㅋ
方○兰: 비겁한 변명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줘
전○산: 我说了我不行 (나 못한다고 했잖아)
전○산: 我是说既然要选一个人做翻译，
就找个好一点的。咱延边又不是没有人。有点儿纳
闷儿。同时翻译可不是那么简单的事. (내 말은
통역을 기왕이면 잘하는 사람을 뽑아라는 거야. 우리
연변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 하긴
통역도 쉬운 일은 아니다)

3.2. 편의에 따른 탈색과 채색
앞에서 살펴본 사례는 대화자들이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문장 전체를
중국어로 채색하는 경우지만 다음은 한국어 또는 조선어 문장에 중국어 표
현을 섞어서 표현하는 경우다. 조선족들이 평시 구어에서 조선어에 중국어
를 섞어서 발화하는 현상은 매우 흔한 현상인데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에서
는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난다. 상대방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중국
어 표현을 한자로 전환하여 표현하지만 많이 알려지고 널리 사용되는 표현
일 경우에는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조선어로 적어서 표현하기도 한다.

가족
Rabbit♡: 여, 28세, 연변
출신, 회사원, 북경 거주.
상욱맘: 여, 38세, 연변
출신, 대학 교수, 청도
거주.

음악에 대한 대화
Rabbit♡: 우리 랠 공연볼라감다 언니도 볼라 오쇼
파뤼투게더 ㅋㅋ
상욱맘: 뭔공연
Rabbit♡: 우리 金属音乐节볼라감다 몸풀라
쉐킷쉐킷할라 ㅎㅎ 电子音乐
상욱맘: ㅎㅎ박명수과
Rabbit♡: 얍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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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봉사에 대한 대화

朴 ○花: 여, 38세, 공무원,
연변 출신, 청도 거주.
金○兰-zienmama: 여,
40대 후반, 대학 교수,
연변 출신, 청도 거주.
평택 朴○子: 여, 40대 후반,
대학 교수, 연변 출신,
청도 거주.

위의 대화에서 ‘朴

朴 ○花: 요즘 고아원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맡고 계시던
院长妹夫的弟弟현재 애들이 있는 방안 벽이
곰팡이가 끼고 문짝도 거덜거덜....... 넘 안타까운
마음과 동시에 지원이 손길을 부탁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
金○兰-zienmama: 난 监考있어서 이번엔 못
가겠당....모두 수고.
평택 朴○子: 저는 자료 숙제들을 채 못해서
몬가게습니다 미안
朴 ○花: 농대 언니들 개학이라 바쁘구나
평택 朴○子: 그래요 자료쓰느라 정신없어.

○花’, ‘金○兰-zienmama’, ‘Rabbit♡’는 ‘院长妹夫的弟

弟’, ‘监考’, ‘金属音乐节’, ‘电子音乐'의 조선말 또는 한국말 대응 표현을 잘

알지 못해 언어 입력 방식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전환하는 불편함을 감수하
면서도 중국어를 섞어서 표현하고 있다20).
다음은 일상화된 중국어식 표현이 그대로 노출되는 예이다. 조선어 또는
한국어로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상의 구어에서 익숙해진 쉬운 표현은 자
연스럽게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방에서 쓰인다.

20) ‘妹夫’는 ‘여동생의 남편’으로서 한국어로는 ‘제부’이나 연변말에는 ‘제부’라는 표현이
없고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모두 ‘매부’라 부른다. 화자는 ‘妹夫’의 한국어
표현을 모르거나 ‘매부’가 ‘누나의 남편’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원장 여동생
남편의 동생’을 중국어인 ‘院长妹夫的弟弟’로 표현하였다. ‘监考’의 한국어 표현은 ‘시
험 감독’이고 조선어는 ‘감고’인데 잘 쓰지 않는 표현이고 ‘金属音乐节’, ‘电子音乐’의
한국어 표현은 ‘하드 록 음악 축제’, ‘일렉트로닉 음악’인데 조선어 대응 표현은 딱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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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인
깔끔이 민박: 여, 30대 중반
金○长: 남, 40대 중반
깔끔이청도: 여, 30대 후반
 에스더: 여, 30대 중반
金○淑영조맘: 여, 40대
초반
青岛琴韵坊琴行: 남, 30대
후반
Lee ○chul: 남, 30대 초반

기부 대화방에 대한 대화
깔끔이 민박: 땡큐요
金○长: 부호이쓰
金○长: 우리화룡 여성동무들 거거 메런나
깔끔이 민박: 유
金○长: 어째 한족말델까함다
金○长: ㅎㅎㅎ 호호
깔끔이청도: 째래 이꺼바
깔끔이 민박: 따따디
金○长: 워먼씬중더 훙타양 ,,,,,,, 허룽노래
 에스더: 화룡 기부췬임니다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가정에 도움주는 췬임니다 관심잇으신분들
가입해주세요
金○淑영조맘: 자주 훙보 보내여
青岛琴韵坊琴行: 나중에 편할때 한잔하자 요즘 내가
너무 바쁘다
Lee ○chul: 다른 췬엔 활동도 많고 의미잇는일 많은데

위의 대화에서 ‘金○长’이 장난스럽게 중국어를 한글로 그대로 적자 다
른 참여자들도 따라하고 있다. ‘부호이쓰’를 비롯한 이러한 중국어는 대화
에서 가장 기초적인 표현으로서 구어에서는 수시로 노출되지만 대화방에서
문자로 기입하기는 다소 꺼려질 수 있으나 이렇게 계기가 마련되면 자연스
럽게 노출이 된다.21) 또한 ‘췬’은 단체 대화방(群聊)을 가리키는 중국어 표
현으로서 워낙 사용 범위가 넓고 널리 알려진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중국어
로 입력 방식을 전환하지 않고서도 조선어 그대로 적고 있다. ‘훙보’도 마찬
가지다. ‘훙보’는 ‘돈봉투’를 의미하는 ‘红包’의 중국어 발음인데 돈을 지불
할 수 있는 ‘웨이신’의 한 기능이다.

21) '부호이쓰, 메런나, 유, 째래이꺼바, 따따디, 워먼씬중더 훙타양'은 각각 '미안합니다,
누구 없어요?, 있어요, 한번 더, 매우, 우리 마음 속의 붉은 태양'의 뜻이다.

24 우리말연구 46집 (2016. 7.)

3.3. 의도된 역탈색과 역채색
조선족의 일상 대화에서 중국어 구사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방에서는 입력의 불편함 때문에 구어에 비해서는 훨
씬 더 적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상적인 중국어가 대화방에서 자주 노출되자 의도적으로 중국어 대신 조
선말을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는 일상화되는 중국어를 탈색시키고
조선말로 다시 채색하는 것이기도 하다.22)

대학 동기
aiyu: 여, 38세, 요녕 출신,
주부, 일본 거주.
郑○兰: 여, 38세, 연변 출신,
대학 교수, 천진 거주.
Han○GeoL: 남, 38세,
자영업, 요녕 출신, 심양
거주.
김○선: 여, 38세, 회사원,
연변 출신, 일본 거주.

과일에 대한 대화
aiyu: 8월에 사과배 익더라? 나 그거 젤 그리운데
aiyu: 살다보니 그거 진짜 연변에 밖에 없더라
郑○兰: 연변특산이지
Han○GeoL: 铁岭有
郑○兰: 거기꺼두 사과배나? 또 뻥 시작이네
aiyu: 山寨版더 핑궈리 말하니?
aiyu: 영걸이혼자 뻥치는걸로...난 우리 연대 둘러싼
산에서 거기 햇볕보고 거기 연변바람에 불어 익은
사과배 말한다 ...
郑○兰: 10월에 霜降후에 사과배 맛있어
김○선: 향란아 언배 만들어 보관해줘라
aiyu: ㅎ ㅎ
郑○兰: 그건 쉽다 뚱리
aiyu: 웬 게걸든 애마냥 내가 왜 이래요???

‘사과배’는 연변의 특산물로서 붉은 빛이 돌아 사과처럼 보이기도 하는

배이다. 조선말로는 흔히 ‘사과배’라고 하는데 조선어보다 중국어가 더 익
22) 중국어와 관련된 ‘역채색’과 ‘역탈색’은 대화방에서 ‘조선어의 탈색’과 ‘중국어로의 채
색’이 일반화되었다는 전체 하에 논의가 가능하다. 조선족의 일상 대화에서는 중국어가
매우 자주 구사되는 데 비해 대화방에서는 중국어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말이 조선말로 역채색되는 것만큼의 중국어 역채색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
국어의 위세가 점점 세지는 추세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어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나므
로 이를 역채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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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Han○GeoL’이 중국어로 쓰자 ‘aiyu’가 ‘山寨版더 핑궈리(山寨版的苹
果梨, ‘짝퉁 사과배’)라고 말하며 받아치고 있다. 어릴 적 먹던 추억의 과일
인 만큼 중국어 대신 조선말로 하고 싶은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언
배’는 중국어 ‘凍梨’를 조선말로 번역한 것인데 ‘얼린 배’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 따라 ‘郑○兰’은 중국어 발음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듯
조선어와 중국어는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데 향토색을 강조하기 위해
서는 조선말로의 역채색이 나타난다.
다음의 사례도 조선말로의 역채색을 잘 보여준다. ‘羽绒服’은 오리털을
넣은 패딩 자켓을 뜻하는데 조선족들도 흔히 ‘위롱푸’라고 말을 한다. 조선
말에는 없는 말이고, ‘오리털파커’라는 어색한 한국말을 가져다 쓰기도 애
매한 사례이기 때문에 중국어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중
국어로 한 것을 ‘상욱맘’이 ‘소캐와기’로 바꾸자 ‘한○화’도 따라 하고 있다.
‘소캐’는 ‘솜’이고 ‘와기’는 일본어 ‘우와기(うわぎ)’가 변한 말이니 ‘소캐와

기’는 ‘솜옷’ 정도의 뜻이다. 그러나 중국어를 배제하고 조선말로 역채색하
기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다.

대학 동기

겨울옷에 대한 대화

상욱맘: 여, 38세, 연변
출신, 대학 교수, 청도
거주.

상욱맘: 이제 배 제법 나왔겠어.
상욱맘: 보고싶다 어떤 모습일지.
이○분: 쬐꼼 오랜만이다. 배 좀 나왔어. 오개월 반.

이○분: 여, 39세, 흑룡강
출신, 회사원, 청도 거주.
한○화: 여, 38세, 연변
출신, 대학 교수, 청도
거주.

羽绒服입으면 잘 안알려. 담 주 보까? 홍화가 시간 언제

되는지 몰라..
상욱맘: 아직도 소캐와기 입구 다니니? 임산부라
다르군.
한○화: ㅋㅋ 소캐와기. 맞아 감기 조심해야 돼
상욱맘: 홍화 주중에는 못 올거고 아님 울둘이라도
볼까?
이○분: 홍화 삐짐 어찌니? 토욜 낮에 다같이 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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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 대화방과 조선족 언어
4장에서는 이상의 대화내용 분석을 통해 조선족 언어의 미래와 단체 대

화방의 역할에 대해 논한다. 이전의 연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지만 조선
족 사회에서 조선말은 점차 그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
바일 메신저에서의 대화에서도 조선말이 탈색되고 한국말 및 중국어로 채
색되어 가는 양상이 관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기반으로 한 대화
의 특성상 조선어로의 역채색 양상도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본다.

4.1.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조선말의 운명
조선말의 운명은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 내에서
조선말이 공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족의 이주 및 거주 양
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족 선조들의 중국으로의 이주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노동집약적인 벼농사를 주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집거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조선족이 밀집한 연변 지역에서는 자치주가 설정이 되어 행
정,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면에서 조선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
히 교육면에서 많은 조선족 소학교 및 중학교가 설립되어 조선어 유지에 큰
공헌을 하였다. 집거지에서 조선어를 모국어로 배우고 학교에서도 조선말
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에 조선어는 그 지위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조선족 사회의 해체는 조선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전통적 조선족 사회의 해체는 중국의 개혁개방 및 한중수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혁개방으로 거주와 이전이 자유로워진 데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 방문 및 체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집거지를 떠나는 조선족이
늘어났다. 이 빈자리를 한족이 채우게 됨에 따라 전통 집거지에서도 이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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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혼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조선족 학교를 유지할 만한 절대적
인구 숫자가 부족해 상당수의 조선족 학교도 문을 닫게 되었다. 이는 가정
에서나 학교에서 조선어를 사용하고 배우게 되는 계기가 줄어들었음을 의
미한다.
전통적인 조선족 사회가 해체되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선족 신흥집
거지가 형성된 것은 조선족 사회의 유지에 기여하기도 한다. 청도, 대련, 상
해, 심양 등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에 전통 집거지를 떠난 조선족들
이 대거 집결하게 된다. 한국에 오랜 기간 체류했던 조선족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과 가까운 대도시로 모여들어 청도를 비롯한 각지에 조
선족의 신흥집거지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그러나 신흥집거지의 조선족 밀
집 정도는 이전의 집거지와는 비할 정도가 못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밀도가
다소 높은 산거 혹은 혼거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조선족 학교의
설립도 거의 불가능하며 민족 학교라고 해도 전통 집거지의 민족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체제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23).
이러한 이유로 조선말을 모국어로 습득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 발전시키
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조선말을 하는 부모 세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조선족 3, 4세대가 조선말을 모국어로 삼기는 쉽지 않다. 학교를 비
롯한 사회에서도 중국어 능력이 필수이니 조선말에 대해 집착을 할 이유가
많지 않다. 여기에 한국에 체류하게 될 기회가 많고, 방송을 통해 조선말이
아닌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 젊은 세대의 말은 한국말을 닮아간
다. 결국 중국 땅에서 섬처럼 존재하는 조선말은 자연스럽게 중국말에 밀릴
수밖에 없고, 조선말이 희미해진 자리를 한국말이 차지하는 양상이 나타나
게 된다.
23) 현재 전통 집거지인 동북 삼성 및 내몽고 외에 조선족 학교가 설립된 지역은 청도가
유일하다. ‘青岛西元庄小学校’와 '青岛正阳学校'는 조선족 민간 단체와 한국 정부(재외
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되었고 주요 교과 과정은 중국어로, 예체능 과목만 조선어/한
국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족 민족 교육 실태에 관한 내용은 이상우(201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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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선족의 말이 중국어로 완전히 전환되기까지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전환될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 조선족이 중국
내 55개 소수민족 중 하나이지만 그들의 ‘모국’이 존재하고 그 모국을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모국으로서의
느낌은 약해질 수 있으나 뿌리가 같은 ‘이웃 나라’로서의 한국은 여전히 존
재한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의 관계상 ‘한국어’를 아는 것은 여러 면에서 이
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조선어를 한국어로 대치하더라
도 ‘범 한국어’는 중국 내에서 일정 정도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24) 결
국 탈색과 채색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조선족의 언어는 중국어가 주류언어
이되 한국어는 그 명맥이 유지될 것이다.

4.2. 단체 대화방의 역할
모바일 메신저는 해체된 조선족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바
일 매체의 특성상 단체 대화방은 해체된 조선족 공동체가 다시 집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영토의 규모가 큰 중국의 특성상 취업과 결혼
에 따라 가족 및 친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은 일상적이다. 특히 조선족
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흩어져 사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
일 메신저의 대화방에 집결해서 자신들의 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
다.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방은 본래 알던 사람 사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의 새로운 거주지 및 활동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특히 신흥 집거지에서는 다양한 오프라인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온
라인 공동체로도 발전하게 된다. 이곳에서도 역시 범한국어가 주언어가 되
어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방은 조선족 언어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많
24)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성우(2015)에서는 중국내 조선족의 언어가 ‘민족어’로서의 한국
어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로 전환되고 있고 이에 맞게 정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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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여를 한다. 조선족의 일상 대화에서 중국어의 유입을 막기 어렵고 조
선족들도 이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바일 메신저에
서는 문어의 특성과 입력의 어려움 때문에 중국어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
는다. 일상 대화에서는 중국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들리더라도 그것이 그
리 튀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문자로 표현되면 그 느낌은 훨씬
커져 ‘중국말’에 대한 상대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더욱이 조선
족에게 중국어는 입력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리 선호되지 않
는다.25)
조선말의 빈자리를 한국말이 채워나간다는 것도 모바일 메신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조선말에서도 구어와 문어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
어서 조선족의 문어는 구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말과 유사한 점이 많다.
더욱이 새로운 소통매체인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새로운 말, 세련된 말이 더
쓰이는 경향이 있다. 방송을 통해서 한국말을 자주 접하게 되고 방문과 체
류를 통해서 한국말을 많이 접하게 되니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는 자연스럽
게 한국말이 구사될 수 있다. 일상 구어에서는 한국말을 쓰는 것이 꺼려지
더라도 대화방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더욱이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립적인 말로 한국말이 선택되는 것은 앞으로 조선족의 말,
특히 조선족의 범 한국어가 어떤 양상을 띨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조선족의 단체 대화방의 대화 양
상을 분석하여 조선족의 언어변화 양상과 모바일 메신저의 역할에 대해서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말을 모르거나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조선족이 늘어나는
상황은 막기 어렵다. 결국 이들에 의한 전환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모바일
메신저로 인해 그 시기가 자연스럽게 늦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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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조선족은 언어 면에서 다양하고도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전통적인 조선어가 중국어에 밀려 점차 모국어 혹은 주언어로서의 지위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구어에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
고 있고, 공식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문어에서는 필수적인 변화이기도 한
다. 조선어 또한 한국어의 한 갈래이지만 ‘본국’의 말인 한국어로 대치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본국’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구어나 문어에서 모두 조선어가 한국어로 바뀌는 양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방은 이러한 언어변화 양상을 상징적이면서도 상반
되게 보여준다. 구어에서는 중국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대화방
에서는 여전히 범한국어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변화에 둔감한
문어의 보수적인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입력의 편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
바일 메신저의 대화방은 중국어로의 변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대화방에서의 주언어는 조선어가 아닌 한국어라는 것은 매우 특징적이다.
대화방에서는 문자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문어보다는 구어적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 따라서 상식적으로는 대화방에서 조선말이 주를 이
룰 것이란 예상과 달리 새로운 매체에서 새로운 말인 한국말이 주를 이루는
것이다.
의도에 의한 것이든, 편의에 따른 것이든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방에 나타
난 조선족의 二文三語 사용 양상은 이들의 언어변화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
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방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통적인 조선족 사회가 해체된 이상 민족어로서의 조선어를 부
활시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조선어의 빈자리를 한국어가 메꾸어 나가면
서 二文二語의 시대로 변화해 나갈 것이다. 조선족의 모바일 메신저의 대화
에 대한 연구는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대내외적 한국어 정책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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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anguage Decolorization and
Coloring used by Korean-Chinese People in Group
Chatting

Wu Shengai(Ocean Univ. of China), Han Sung-woo(Inha Univ.)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the language used by Korean-Chinese
people through analyzing the language using in the group chatting on Mobile
messenger. Aiming at the phenomenon above, this paper has carried out the analysis
of two aspects which are ‘the decolorization of Joseoneo’ itself and ‘the coloring
from Chinese and Korean’. Therefore, this paper infers that the phenomenon of
decolorization and coloring is increasingly obvious , and the use of Chinese in the
Mobile messenger is much more and the joseoneo is replaced by Korean to the
greater extent.
* Key words : Joseoneo, Chinese, Korean, Decolorization, Colo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