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학교 커뮤니티 내 재일동포의 경어 운용 양상에 관하여
-다큐멘터리 및 수업 담화를 통한 양적 분석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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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 민족학교

・ 유치반 40곳, 초급 51곳, 중급 31곳, 고급 10곳, 

대학교 1곳(2018년 4월 기준). 공통 교과서 공통 커리큘럼

・모든 교과는 한국말로 수업. ‘우리말 100% 운동’ 등

・북에서 보내준 교과서를 번각, 6회에 걸친 독자적 개편

・조선학교 교원의 99%는 조선대학교 졸업생(자체 공급)

조선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재일코리안 올드커머 커뮤니티

‘조선학교 커뮤니티’란

언어 자료

■수업 담화 (잡담 및 토론 포함, 2018년 녹음)

학년 과목명 교원 출생지 본적지 세대 시간

① 중급부 국어 아이치현 경상남도 3세 39분

② 중급부 국어 도쿄도 경상남도 4세 37분

③고급부(2) 국어 아이치현 경상남도 4세 43분

④고급부(3) 국어 아이치현 경상남도 4세 38분

⑤ 고급부(1) 세계지리 기후현 경상남도 3세 43분

⑥ 고급부(1) 물리기초 나가노현 경상남도 4세 42분

⑦고급부(2) 물리 아이치현 경상남도 4세 42분

■다큐멘터리 자료

방영 영상 종류 영상물 제목 취재학교 시간

① 2005 SBS스페셜10화
나는 가요-도쿄,
제 2학교의 여름-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61분

② 2007 SBS스페셜83화 도쿄, 제 2학교의 봄 도쿄조선제2초급학교 55분

③ 2007 SBS스페셜95화
자이니치 60년
학교 가는 길

도쿄조선제1초중급학
교＆선제2초급학교

53분

④ 2007 KBS열린채널 민족학교에 가다 교토조선제3초급학교 24분

⑤ 2007 다큐 영화 우리학교 혹가이도조선학교 132분

⑥ 2007 다큐 영화
우리학교-못 다 전

한 이야기-
혹가이도조선학교 37분

⑦ 2014 다큐 영화 울보 권투부 도쿄조선중고급학교 86분

연구 목적

재일코리안의 실제 발화자료를

말뭉치화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
연구
방법

조선학교 커뮤니티의 조선어의 실체를

밝혀 내기 위한 첫 단계로서, 3세 이후의

청자 경어 운용 양상을 실증적으로 기술

하고, 그 원인과 사용 배경을 추론할 것

‘재일조선어’?
조선학교커뮤니티에서주로공식적인자리나

교내에서이야기하는조선어의변종.주된화자는

조선학교를졸업한재일동포올드커머 2세이후세대.

‘총련조선어‘

‘조선어 일본지역 변종’
‘조선어 일본 방언 ’

‘재일코리아어’

‘재일동포식 조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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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리 방법 예시 (EXCEL 사용)

하십시오체 사용 양상

하오체 사용 양상

해요체 사용 양상

하게체 사용 양상

해라체 사용 양상

해체 사용 양상

하라체 사용 양상

결론

‘재일조선어’

상하 관계(청자가 화자보다) 장면의 격식도 화자의 성별

상 동등 하 격식 비격식 남성 여성 단체

524(43.2%) 23(1.9%) 666(54.9%) 868(71.5%) 346(28.5%) 465(38.3%) 739(60.9%) 10(0.8%)

상하 관계(청자가 화자보다) 장면의 격식도 화자의 성별

상 동등 하 격식 비격식 남성 여성 단체

19(5.9%) 108(33.3%) 197(60.8%) 126(38.9%) 198(61.1%) 147(45.4%) 176(54.3%) 1(0.3%)

상하 관계(청자가 화자보다) 장면의 격식도 화자의 성별

상 동등 하 격식 비격식 남성 여성 단체

6(4.9%) 7(5.7%) 89.4%(110) 94(76.4%) 29(23.6%) 38(30.9%) 85(69.1%) 0(0.0%)

상하 관계(청자가 화자보다) 장면의 격식도 화자의 성별

상 동등 하 격식 비격식 남성 여성 단체

19(6.2%) 87(28.3%) 201(65.5%) 77(25.1%) 230(74.9%) 161(52.4%) 144(46.9%) 2(0.7%)

상하 관계(청자가 화자보다) 장면의 격식도 화자의 성별

상 동등 하 격식 비격식 남성 여성 단체

208(49.9%) 7(1.7%) 202(48.4%) 225(54.0%) 192(46.0%) 134(32.1%) 281(67.4%) 2(0.5%)

상하 관계(청자가 화자보다) 장면의 격식도 화자의 성별

상 동등 하 격식 비격식 남성 여성 단체

0(0.0%) 19(57.6%) 14(42.4%) 4(12.1%) 29(87.9%) 26(78.8%) 7(21.2%) 0(0.0%)

상하 관계(청자가 화자보다) 장면의 격식도 화자의 성별

상 동등 하 격식 비격식 남성 여성 단체

6(7.0%) 15(17.4%) 65(75.6%) 56(65.1%) 30(34.9%) 44(51.2%) 42(48.8%) 0(0.0%)

(1) ●● 형님, 이거 평양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초급부 학생(남)→감독(남)/잡담/도서관]

(2) ●●● 선생님, 무엇이 제일 맛있습니까? [초급부 학생(여)→초급부 교원(남)/잡담/교원 집] 

(3) A: ●●, 몇 그릇째? [감독(남)→초급부 학생(남)/잡담/야영장]

B: 예, 삼 그릇입니다. [초급부 학생(남)→감독(남)/잡담/야영장]

(4) 기쁘지 않소? [고급부 교원(남)→고급부 학생(남)/잡담/운동장]

(5) 춥지 않소! [고급부 학생(남)→고급부 학생(여)/잡담/교실]

(6) 無駄に(쓸데없이) 학급비 사용하지 마시오. [고급부 학생(남)→교원(남)/잡담/교실]

(7) 나머지 출발하니까ね, 자기 내릴 장소 정확히 이야기하시오. [교원(남)→고급부 학생/잡담/버스]

(7) 감독! 나를 찍어 주세요! [초급부 학생(남)→감독(남)/잡담/야영장]

(8) 너희들만 해보자요, 시작! [교원(여)→초급부 학생(단체)/수업/교실] 

(9) A: 나는 못 가잖아, 그런데. [감독(남)→고급부 학생(남)/잡담/복도]

B: 통일하면 가자요. 조국 통일 이룩해서 같이 가자요. [고급부 학생(남)→감독(남)/잡담/복도]

(10) ね, ‘구개월’이란 것은 무엇인가? ‘구개월’이란. [초급부 학생(남)→초급부 학생(여)/점심시간/교실]

(11) 모르는가? 모른다면 괜찮다. 그냥 ま 외웁시다. [고급부 교원(여)→고급부 학생(단체)/수업/교실]

(12) 아니고 올해는…, 고 삼(3)이었는가な? [학부모(여)→학부모(여)/잡담/기숙사 식당]

(13) 뜻이 모른다! [초급부 학생(남)→초급부 교원(남)/잡담/야영장]

(14) 정말 달랐습니다. 빨갛다, 그쪽은. [고급부 학생(남)→감독(남)/인터뷰/기숙사 방]

(15) 솔직하게 말하면 후회는 조금은 있지만, 지쳤다な. [고급부 학생(남)→감독(남)/인터뷰/교정]

(16) 그것을 입으면 뭔가, 조선사람으로서의, 의식이? 커진다고 할까? 

[고급부 학생(여)→감독(남)/인터뷰/기숙사 방]

(17) 너무너무 좋아. [고급부 학생(여)→감독(남)/인터뷰/교실]

(18) 각도가 두 배가 되었다고 해서, 사인(sin)가 두 배로 되는 것은 아니지ね.

[고급부 교원(여)→고급부 학생(단체)/수업/교실]

(19) 조금 들으라! 조금! [초급부 학생(남)→초급부 학생(남)/잡담/야영장]

(20) ●●[인명]. 잘하라! [초급부 학생(여)→초급부 학생(여)/응원/수영장]

(21) 너 저고리 입으라. [고급부 학생(남)→고급부 학생(남)/잡담/교실]

(22) 常に 相手より(항상 상대편보다) 먼저 만지라. [교원(남)→고급부 학생(남)/명령/운동장] 

1) ‘하십시오・하오・해요・하게・해라・해’의 6단계가 고루 사용되고 있다.

2) 하십시오체가 범용 경어로 사용되고 있다,

3) 하오체가 비존대 대우등분의 일상적인 경어로서 존재한다.

4) 문어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어미(-으(시)오, -는가, -다, -으라)가 다용된다.

5) 윗사람에게 비존대 대우등분의 사용이 허용된다,

6) 해요체의 권유형 어미로 ‘-자요’가 사용되고 있다,

7) 해라체의 서술형 어미 ‘-다’가 무표화 어미로서 사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