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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념〉 무선후품기. 삐삐 갓사전언. 숫자선언구성 

1. 서론 

자연언어와 전언 구성의 방식: 

무선호출기 숫자전언1)의 구조와 의미 

긴즈과t 
u • '-

음성의 분절적 사용으로 특정 지워지는 언어는 인류콜 다른 동물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음성을 통해 전달되 

는 언어는 물리적， 상황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며‘ 인 

간은 이러한 제약윤 -극복하기 위해 음성을 통한 언어 수단이 아난 다양 

한 종류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달시켜왔다 이러한 대제적인 의사소통 

(alternative communication)은 주로 음성(phone)이 아닌 소리를 사용 

1 국립복표대학_llL 후남분화콘텐 :>.띤구소 연구교수 

1) 본 논푼에서 사용해E ‘숫자전언’은 ‘숫자쉴 。 1용한 전언’이E뜯 익미로 사용된디 

이러한 빙식의 전언E 여러 문회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일본의 정우 ‘ ():)<)O’은 ‘1l1arU 
san kyu 111aru ’ 로 잉1어 ’ san "yu’는 밤음의 유사성에 의해 ‘ thank yOLl’로 ‘ lnaru ’ 

는 의]]]로 v‘'ry ll1L1ch ’ 쿄 사용된다 따라서 ‘0390 ’ 의 숫자는 ‘ rhan" you verγ 
Ill uch’료 해삭된다 증낚어에서 '~20 ’ Pr 、κ 1I c'l" ling’으던 위히l너‘ 이는 짜愛끼、(、、 o 

ai ni)외 발음이 유사하겨 ‘1 !o、t: y()U ’-~~ 해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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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시각적인 효고뚫 이용히여 이루어진다. 예컨대 북이나 호각， 나 

팔， 휘파람， 모스부호(Morse code) 등은 소리를 사용히는 수단들이며， 

봉화나 수기신호(sεrnaphore) ， 수선호 등은 시각적인 효괴를 이용하는 

의사소통의 수단들이다. 

이들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들은 비음성경로(non-voα1 channel)를 

이용한 언어적 부호(verbal code)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구성의 방 

식에 있어서나 의사소통의 범위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다. 모스 

부호나 수기신호는 자연언어의 표기체계에 기반하여 거의 자연언어에 

7까판 의사 전달。l 캠한 개방적인 의λ}소통 체계(0뼈 corrnnunication 

system)를 형성하지만， 호각， 니팔， 휘파람， 봉화， 수신호 등은 자연언어 

의 부분적인 특정을 차용하거나 자연언어와는 다른 미리 정해진 새로운 

규칙을 고안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아주 제한적인 범위의 정보를 전달하 

는 폐쇄적인 의사소통 체계(closed corrnnunication system)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모스부호는 단점(~행핀)과 장점(長點)의 조합으로 문자를 표 

시하며， 수기신호는 양팔의 동착을 통하여 문자를 표시함으로써 자연언 

어와 대통한 정도의 생산성을 갖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반면 중OJ아프 

리카와 동아프리째l서 널리 사용되는 북 언어(drum lan맹age)는 북을 

치는 방식을통하여 해당 언어의 강세， 음절의 길이， 음의 상대적인 고저 

(pitch)나 성조(tone)를 표시하여 의시소통을 하며， 북미 원주민이나 아 

프리카， 뉴기니아 등에서 사용되는 휘파람 언어(whistle language 또는 

whistled language)도 해당 언어의 성조와 같은 운율적 특질을 표시함으 

로써 의시를 전달한대Bunsel and Classe 1976; Sebeok and Umiker

Sebeok 1976; Adler 1979) , 이러한 종류의 대체적인 의사소통 수단틀은 

자연언어의 일부 특질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전달할 수 있는 정 

보의 양이나종류가한정된다. 게다가이러한폐쇄적 의사소통의 체계는 

정보의 표현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정보를 부호회{encode)하고 해 

독{dec여e)하는 과정이 맥락에 크게 좌우되는{context dependent)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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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갖는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이러한 수단들은 새로운 정보를 생산 

하거나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는 데 그리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인간이 발달시켜 온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들은 새로운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생산성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성에 있어서 

아주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제계에서 자연언어에 근사한 체계까지 다 

양하게 존재한다.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들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폐기되거나 그 

사용 빈도수나 중요성이 q논화되기도 하며. 새로운 수단들이 만들어지기 

도 한다. 이러한 변화논 의사소통수단이 갖는 본절적인 한계가 허용하는 

한 비생산적인 폐쇄적 체계에서 생산적인 개방적 체계로， 즉 보다 자연 

언어에 가까운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여전다. 예컨대 전화나 무선통 

신의 등장은 봉화나 수신호와 같은 전통적인 의사소통의 수단들을 대체 

하면서 자연언어를 그대로 시용한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이 모든 의사소통의 수뺀1 자연언어를 시용할 

수 있게 한 젓은 아니다. 이는 의사소통의 수단을 통한 정보전달의 생산 

성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 또한 고려되어야 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기술 

의 발달이 미처 생산성과 효율성을 모두 담보할 수 없을 경우 효율성을 

보다 우위에 둔 결과로 보인다. 즉 무선호출기의 경우. 숫자만을 이용한 

단방향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기술의 발달 수준이 자연언어를 시용할 

정도로 생산적이지 못했지만 개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효율성의 측변에서는 상당히 유용했기 때문에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수 

단으로 사용되었을 젓 o 로 여겨진다. 이는 무선호출기가 생산성과 효율 

성을 모두 담보강단눈 이동전화의 출현파 함께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 

으료서 급속히 쇠락하였다는 사실에서 반증된다.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 

선호출기의 잔언 형식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다음 절에서 간략히 기 

술하겠지만 무선호출기가 일반 대중들에 의해 널리 사용된 것은 1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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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짓 된다. 다른 의사소통의 수단에 비해 그리 오래 사용된 것은 아니지 

만， 개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시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그 중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대체 

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무선호출기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고 있 

었던 중요성이나 사용기간에 비해 무선호출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방식 

이나 무선호출기를 통해 전달되는 전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국내에서는 양리가{200ü)가 유일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무선호출기 

를통해 전달되는숫자전언의 구성이나 사용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숫자 

전언이 수행하는 기능을 전화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언어의 

기능에 대한 연구(cf. Jakobson 1960: 353-57)를 고려한다면 이 논문에 

서 기술하고 있는 기능들은 진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숫자전언이 갖는 다 

기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 이러한 기능이 다른 영역 

으로 확대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숫자전언 자체 

의 진화를 보려면 어떤 시기에 어떤 숫자전언틀이 사용되었는가가 특화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언급은 전혀 없다. 

영어시용권의 경우 무선호출기의 숫자전언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숫자가 언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숫자와 

언어와의 관계， 숫자를 통한 놀이 등에 관한 연구는 그나마 이루어졌지 

만{Hurford 1975, 1987; Crump 1990, 1992), 숫자를 이용한 무선호출기 

의 전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무선호출기의 숫자전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무선호출 

기를 통한 숫자전언이 상대적으로 단기간 동안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선호출기의 본래의 기능， 즉 전언을 보낸 사람이 자신의 전화변 

호를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으로부터 숫자전언이라는 파생적인 의사 

소통의 방식이 하나의 확립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자리 잡기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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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충분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뺨서 숫자전언이 적절한 의사소 

통의 수단으로 평가 받기에는 불완전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숫자전언의 

사용지층이 한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숫자전언은 대체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연령층에서 시용되었고， 따라서 숫자 

전언은 마치 비밀언어(sεcret language)나 은어(argot)와 같이 사용되었 

던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이들 사이에 있어서도 숫자전언은 상당히 

불균등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숫자전언이 구전의 형태 

로 전파되고 재생산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수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는 

기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숫자전언이 숫자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로 쓰인 젓이 아니라 형태론적이나 의미론적으로 자연언어 

로 변환되어 시용되었기 때문에 숫자와 자연언어의 경계에 있었다는 점 

을 들 수 있을 젓이다. 따라서 언어의 영역에서나 숫자의 영역에서도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젓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측블이 정확한 젓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인터넷 언어의 경우~Clγstal 2001; 이정복 2003)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젓으로 여겨진다 2) 

본 논문의 목적은 숫자전언이 형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가‘ 또 그 의미는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는 자연언 

어의 어떤 자절뜰이 숫자전언에 지용되어 시용되는가플 분석함으로써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택어 사용자의 숫자전언과 영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의 비교분석을 통해 숫자전언의 구성 방식이 자연언어의 차이 

를 넘어서는 공통점을 보이는지‘ 또는 자연언어와 의존관계에 있어 사용 

하는 모국어에 따라 상이한 구성 방식을 보이는가도 알아보고자 한다. 

부차적으로 본 논문은 거의 소멸 단계에 있는 대체적인 의사소통도구를 

기록해 놓는[내는 의미도 있음 것이다. 

2) 인터넷언어에 대한 국내의 연구뜰에 대해샤는 이정복(2α)3)에 실린 연구목록을 잡조 
-g}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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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 중 한국어 시용자의 자료는 1999년 1월부터 

12월까l 수집되었다. 이 기간 동안 펼지는 무선호출기를 시용하면서 

처음으로 숫자전언을 접하였으며， 실제로 숫자전언을 사용하기도 하였 

다. 이 조사는 필자가 현지조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수집하였던 것이었 

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숫자전언과 비교해보면 그리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숫자전언이 한정된 수의 의미를 전달하였으며， 

그리 생산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었음을 반증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펼자가 조사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자료들은 인터 

넷 상의 자료에서 보충하였다. 영어권의 자료는 필자가 미국 내에 있었 

던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간헐적으로 수집한 것들이다. 영어권의 

자료도 인터넷 상에 알려진 자료플을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3) 

무선호출기는 10대 후반의 고등학생부터 40대 직장인탤l 이르기까 

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만， 숫자전언을 즐겨 사용한 연령층은 10대 

후반과 20대 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들이 숫자전언을 사용히는 가장큰 이유는 개인 간에 은밀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이들 사이에서 숫자전언은 개언 대 개인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 

하게 해 준 최초의 통신 매체였던 것이다. 

2. 무선호흩기의 역사 

무선호휠radio frequency)은 “타 이동통신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주 

파수 대역(협대역: 25KHz)을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정보를 전송해 주는 

단방향 이동통신"(네이버 오픈사전)을 말하며， 무선호출기는 “무선으로 

3) 영어권의 인터넷 자료 수집과 의미의 해석을 도와준 California State Universiη at 
Sacramento의 Cìndì 1. Sturtz교수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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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되는 신호를 수선하여 음향이나 진동 또는 빛으로 휴대자에게 호출 

을 알리는 소형 수선기"(엠파스 IT 용어사전)를 말한다. 무선호출기는 

국내에서는 흔히 삐삐라 불리며， 영어권에서는 pager, beeper, pαket 

bell 등P로 불린다 

오늘날 사용되는 무선호출기와 유사한 기기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1년 디트로이트 경찰서에서였다. 하지만 최초로 전화에 의한 무선호 

출기(telephone pager)는 Al Gross에 의해 1949년에 발명되어 특허를 

획득했으며.1950년부터 뉴욕에 있는 유태인 병원에서 사용되었다. 비록 

1958년까지 연방통선위원회(Federal COl11l11unications Commission: 

FCC)의 허가플 받지 못했고 다른 기관에서 사용되지도 않았지만，Al 

Gross가 발명한 가 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선호출기의 원형으로 평 

가받는다‘ 

Pager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모토로라시{Mαorola)가 개인 

무선통신기기를 출시한 19딩9년의 일이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무선호출 

기기- 일반인들이 시용할 수 있는 기기는 아니었다. 무선호출기가 일반인 

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초로 상업화된 것은 모토로라사가 ‘Pageboy 

I ’ 을 출시한 1974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최초의 무선호출기는 착선된 

전언을 보여주는 화면도 없었고. 착선된 전언을 저장하는 기능도 없었 

다. 단지 전언이 착신됐다는 선호만을 알려줄 뿐이었지만， 휴대가 가능 

하다는 장점을 기-지고 았었다. 

1980년까지 세계적으로 약 320만 명의 사용자가 제한된 범위를 갖는 

무선호출기를 사용하였으나. 1990년대에 틀어 광역무선호출기가 개발 

되면서 세계적으로 약 2천 2백만 명이 무선호출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6천 l백만 명이 무선 

호출기를 소유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무선호출 서비스는 1982년 12월 서울지역에서 신호음방식 

1만 회선윷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4) 1986년 전화번호 표시방식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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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면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주요 도시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지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선호출기는 고가 

의 장비였기 때문에 서용지는 극히 제한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1991년 6월 무선호출 전용 교환망을 개통함으로써 무선호출기는 일반인 

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표 1)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연도별로 무선호출기의 사용에 펼 

요한 회선과 가입자 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회선의 증설은 기계적 

인 것이며 가입자 수의 증감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 수의 변회어다. 

〈표 1) 연도별 무선호출 성장 추이 

출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 통계집 

1991년부터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무선호출기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젓은 1993년부터이다. 이는 무선호출기 사업자 

가 1993년 13개 업체로 증가하면서 기능해졌던 것이다. 무선호출기 가 

4) 무선호출 서비스의 방식은 일본의 NEC 방식， 미국의 GSC 방식， 영국의 POCSAG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략한 
다 국내에서는 1982년 시작 단계에서는 NEC방식을 채핵했었으며， 80년대 말까지는 
GSC 방식과 POCSAG방식을 같이 사용하다가， 1잇90년부터 POCSAG방식으로 통일하 

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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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수는 1997년에 15 ， 194，8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무선호출기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이동전화의 발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84년 아날로그 방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동전회는 1991년 

말에 이르러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해 졌으며‘ 1996년에 이르러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이동전회는 1997년 10월 PCS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림 1> 무선호출기 가입자 수와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연도별 추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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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a:n,a:n 

3J.a:n,a:n 

25,a:n,a:n 

힘 
표2J，a:n，a:n 

& 
κ 15，a:n，αp 

10,a:n,a:n 

5，αXl.a:n 

0 

눈흰훌훌I -It- O짧” 

10071잊였 1æl 1!m 1않11앉I? 1!Rl 1앉껴 19iE 1æì 1명7 1 æì 1!Rl aro 2J01 2D2 2113 

염도 

〈그림 1)은 무선호출기 가입자 수와 이동전화 가입자 수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무선호출기 가입자 수가 급감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동전화가입지←수가증가하기 시작한시점과일치한다 이는이동전화 

가 무선호출기홀 대체하였음을 의미한다. 

익) 이봉전화의 2애)’년 흉서!수치는 2(Xl3년 11 월 말 현재의 자료임(연합뉴스 20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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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13개에 이르렀던 무선호출기 사업 

은 2000년 한 사업자가 사업권을 반납한 것을 시작으로 그 규모가 축소 

되기 시작하여 2004년 현채 1개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통계가 잡힌 것은 아나지만 2003년 말부터 무선호출기 

가입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2004년에 들어 10 

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대디지털타임즈 2004. 1. 29, 경향신문 

2004.3.7). 이러한 증가가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계속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2003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무선호출기는 

소수의 특수 직종에 종사히는 사람을 제외하면 그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반인들에게는 자연언어로 소통이 기능한 이동전화가 단방 

향의 무선호출기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의시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 무선호출기 사용에 대한 정확한통계는 없지만， 2004년 5월 

현재 가입자 수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대전자신문 

2004. 5. 14). 하지만 감소의 정도에 차어는 있겠지만， 미국에서도 무선 

호출기 사용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3. 슷자전언의 구조와 의미 

국내에서는 ‘삐삐 언어，’ ‘삐삐 메시지，’ ‘삐삐 약어，’ ‘숫자암호’ 

로 불리며， 영어권에서는 ‘삐삐부호(beeper cocle) ’ 라 불리는 숫자전언 

은 그것이 구성되는 방식에 따라 여섯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숫자의 발음이 자연언어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만든 소리의 

6) 필자가 미국 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동안에 무선호출기와 이동전화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툴 많이 보았다 미국의 이동통신 요금체계는 우리와 달리 이동전화로 
수산하는 경우 발선자뿐만 아니라 수선자에게도 요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이동전화 
사용자들 중 많은 사람틀이 무선호출기를 통시에 사용하면서 선택적으로 이통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서처럼 이동전화가 급격히 무선호출기를 대체했던 것 
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그 대체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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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에 의한 전언이다. 둘째는 숫자의 모양이 표기체계와 유사한 점에 

기초히여 만든 문자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이다. 셋째는 일련의 숫자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이들 의미로부터 확징}에 의해 

만들어진 기존 의미의 사용에 의한 전언이다. 넷째는 숫자의 모양이 특 

정의 그림과 유사한 모양에 가초하여 사용되는 그림에 의한 전언이다. 

그 외에 위의 방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방법 

으로 이루어진 전언과 글자의 수나 이로부터 의미론적 확징벼l 의해 만들 

어진 기타 방법에 의한 전언 등이 있다 

1) 효단암1 사용자의 숫자전언 

한국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은 총 192개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실제로 

사용되는 혹은 사용되었던 숫자전언의 수는 본 논문에 수록한 것보다 

더 많은 것?후 나타난다. 하지만 숫자전언이 갖는 은어로서의 성격 때 

문에 특정 의미를 전달히란 의미화과정이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 

이 20여개 정도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켰 

다. 

다음의 절에서는 각각의 사례에서 적용되는 규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국내 무선호출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소리의 유사성에 근거한 전언 

은 134개로 전체 사례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체 

사례 중 69.7Cfl!ÍJ를 차지한다. 이 사례뜰은 〈표 2) 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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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숫자 읽기 의미 비고 

0 영 저는당신의 영순위 

0000 영영 당신은나의 영순위 반빼의한강조 

0024 영원이사 영원히 사랑해 

0027 뺑맹이철 맹맹이 쳐 

0049 뺑갱생사구 자동차사고 

0121 영원(α1e)이하나 영원히 하나가되자 

0124 영원(α1e)이사 영원히 사령해 

0179 영원(one)칠구 영원한친구 

01재42 영원(one)칠구사이 영원한천구사이 

0242 영이사이 연인사이 

025 뺑이오 뺑이다， 잘못된 호출이다 

0279 영이철구 영희친구 

0401 영사영원(αle)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0402 영사영이 영원히 사탱해 영원히 

0404 영사영사 영원히 사랑해 반발R 의한강조 

045 빵사오 빵사와 

oπW9 뺑철이영구 맹철이영구 

0909 빵구빵구 빵꾸 빵꾸{모든 것이 취소 됐다) 

091032 공구열삼이 공부열섬히 해 

100 백 돌이용-\{back) 

1000210002 반이만이 많이많이 

10003 만세 만세 

1000410004 만시판사 만사귀찮다 

100024 'i'}이사 많이사랑해 

1004 천사 당신의 천사， 나의 천사 

10101010 열열열열 열받았음 

1이0235 열열이삼오 열렬히 사모해 

101092 심댄(ten)구이 씹탱구리 

10잃8 열이팔팔 열이 펼펼 

1111 하나하나하나하나 하하하하웃낀다 

11555 일일오오오 이라로와요 

1182 일일팔아 일을빨리 진행하시오 

L••}• 120 • O••••••• 일이빵빵 지급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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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 사사사사사사사 
시령하는 사람이 사령하는 

사햄버} 사랑해 사랑해 사령해 

472472.μ4 
사철이사칠。1사포(four) 

사치기 사치가 사포표‘ 놀러 가자 
포(four) 

4잉.982잃5 사구사구팔이오셋오 사고났으니 빨리 오저l요 

쩌498825 사구사구팔팔이오 사고났으니빨리와 

504 오영사 오직 당선만을사랑해 

5121 오일이일 오늘기일 

5151 오일오일 기름이 떨어졌다 영어의 oil에서 유래 

51512 오일오일이 오! 이런 일이 

5157 오일오칠 오1 이렇지 그렬 줄 알았어 

52 오이 우랴 

521000045 오이만사오 우리만나요 

5222 오이둘이 우리 둘이， 우리 연언하자 

535 다섯쓰리(three)오 다드리오 

535 오삼오 오!사모 

5404 오사영사 오빠 사령해 영원히 사랑해 

양54 오사오사 오빠사랑해 반복에 의한강조 

5515 오오일오 보고싶어 

5딩3 오오사삼 오!오’사랑 

5555 오오오오 중오한다 ‘오(惡)’의 반복 

5555555 Q 오오잉오오오 호- 10288에 대한답신 

5782 오칠팔이 호출빨리 

58 오팔 오빠 

55555558 2..2오오2...2..2팔 오---빼 

5804 오팔영사 오빠영원히 사랑해 

5825 
오딸이오 오빠미워 
오팔이오 오판이오， 일이 잘옷됐음 

5844 오팔사사 오뻐}률사령하는사람 

5875 오팔칠오 오빠싫어 

6912 육구일이 죽고싶니? 

6943 육구사셋 웃고삽시다 

7115 칠하나하나오 축하혜요 

7142 칠하나사이 친한시이 

7179 첼하나철구 친한친구 

717명2 칠하나칠구사이 친한친구사이 

겸72 칠이칠이 천천히 

75 칠오 싫어 

7하6 칠륙칠륙 착확，도착했다 반복에 의한강조 

7700 철찰뺑빵 뛰뛰 뱅k빵， 드랴이브해} 

7788 칠칠팔팔 칙칙폭폭， 기차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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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전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규칙은 몇몇 예외적인 사례들을 

제외하면 숫지를 개별적으로 읽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1182와 같은 전언 

은 ‘천백팔십이’로 읽는 젓이 아니라 ‘일일팔이’로 읽는다는 것이다. 

이 규칙하에서 개별 숫자들은 특정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가장 적합 

한 방식으로 얽힌다. 각 숫자들이 얽힐 수 있는 가능한 대체 발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였다. 

0: 영， 공{空) , 원(圓) , 빵 맹 

1: 일‘ 원(one) , 하나 

2: 이， 둘， 투(two) 

::): 삼. 셋， 쓰t.1 (three) 

'j: 사‘ 넷‘ 포(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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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섯 

6: 육 

7: 칠 

8: 팔 

9: 구 

대체 가능한 발음들의 특정을 보면 주로 단음절이라는 것이다. ‘하 

나’의 경우 ‘나’를탈락시키고 ‘하’만취하거나 ‘아’를탈락시카고 ‘하 

L’만 취하여 단음절로 사용한다{3319 • 삼삼하나구 • 삼삼허구， 

7115 • 칠하나하나오 • 축하하요 717942 • 칠하나칠구사이 • 친한 

친구사이) . ‘쓰리(three) ’ 와 ‘다섯’ 은 단 한 시례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서도 ‘다섯’은 ‘다’만 취하고 ‘섯’은 탈락시킨다{535 • 다섯쓰리오 

• 다 드리오) . 이로부터 두 번째 규칙은 모든 숫자는 단음절로 발음된다 

는사실을알수있다. 

두 자리 이상의 숫자는 아주 제한된 것들만 시용될 뿐만 아니라 대체 

로 한 단어를 형성하는 것들만 사용된다. 10은 ‘십，’ ‘열，’ ‘텐(ten) ’ 

등으로 읽히는데， ‘십’과 ‘텐(ten) ’으로 읽히는 사례는 101092(십텐구 

이 • 씹탱구리) 한 가지밖에 없다. 이 외에 두 자리 수로 시용되는 것들 

은 18(십팔")， 14(십사 • 식사). 54(오십사 • 오십시오) 등이 있으며， 

이들은하나의 단어를형성하는것으로보0야할것이다.100은 ‘백’으 

로 얽히며， 100(백 • back ‘돌아와’ )의 한 사례 밖에 없다. 세 자리 

수는 1000이 시용되며 이도 1아)4(천새의 한 가지 사례만 나타난다. 네 

자리 수는 10000이 사용되는데 10000(521000045 • 오이반사오 • 우 

리 만나요， 9710000 • 구칠만 • 그렇지만)， 10002띤f이 • 많이)， 

1ooo3(만셋 • 만세)， 20ooo(이만 • 그렴 이만， 이만 안녕). l0004(만사 

→萬事)， 90000(구만→그만) 등에 나난다. 10000이 사용되는 처음의 

두 사례를 제외하면， 다른 사례들은 모두 한 단어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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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리 수 이상의 숫자들은 단어를 형성히는 것을 제외하면 역시 앞의 

규칙대로 단음절로 발음된다 

따라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무선호출기 사용자들은 소리의 유사 

성에 의거하여 숫자전언을 만들 때， 두 가지 규칙에 따름을 알 수 있다. 

첫째， 모든 숫자는 개별적으로 읽으며， 둘째， 몇몇 숫자는 다양하게 얽히 

지만 모두 단음절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 예외적인， 즉 두 자리 

이상의 수를 따로 떼어 읽지 않고 하나로 읽는 것은 숫자 자체가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란 경우라 할 것이다. 

(2) 문자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숫자의 모양이 표기체계와 유사한 점에서 기초하여 전언을 만드는 

경우는 15개의 사례로 전체 사례의 7.81%에 불과하다. 아래 〈표 3)는 

이러한 유형의 사례들이다. 

〈표 3) 문자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비고 

시계방향_o~ 90도 회전시키면 ‘응’ 이 된다 

11010 

1177155400 당선이 그리워 

151155 그렵다 

17317071 J love yα1 

38317 líehe 

505 구조요청 'í=S‘ (þ() , scδ 
51055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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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영어 알파뺏으로 전환시킨 것이 아 

니라 순수 한글로 된 것은 단 두 개만 사용된다.010(응)과 11010(흥)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숫자전언을 회전시킴으로써 한글에 았는 유사한 

문자를 만들어 낸다. 이들을 제외하면 이 유형의 전언은 모두 영어 단어 

들로이루어져 있다. 

이들 영어 단어에 의한 전언들은 영어의 시례들과 동일한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3) 기존 의미의 사용에 의한 전언 

기존 의미의 사용에 의한 전언은 기존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들을의미론적으로확장시키거나은유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언을만 

드는 것이다. 이들 사례는 〈표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개의 사례가 

있으며， 전체 사례 중에서 7.81%를 차지한다. 

〈표 4) 기존 의미의 사용애 의한 전언 

숫자 의미 비고 

00700070 죽어! 공공칠빵{()()70)이란 게임에서 유래 

01570157 세균같은놈〈년) 병원생 대장균 0-157에서 유래 
108108 괴롭다，고먼중 불교의 백팔번뇌 

112 킨급한상황 112 범죄 신고 전화 변호 
114114 빨리전화해 114 전화 안내 전화 변호와 반빽l 의한 강조 

116116 시간좀지켜 116 표준 시간 정보 전화 번호 
119119 급하다， 긴급호출 119 화재 신고 전화 변호 
1212 술마시자 1=훌， 2=짝 • 훌짝 흉짝 

129129 지금아프다 129 긴급 구명 전화 변호 
134134 같이 여행 가자 134 여행 안내 전화 변호 

2얘8 
짝짝짝짝 

모든수가짝수 
(박수소리) 

337잃7 힘내 삼삼칠박수 

666 저주스렵다 성경에 나오는 악마의 숫자 뼈애서 유래 

m 행운율벌어 행운의숫자 7의 반복 

911 긴급출동 미국의 911 긴급 신고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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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의미의 확장은 

각종 안내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잘 알려 

진 단어나 구절， 숫지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불교의 백팔번뇌나 성경에 

나오는 ω6을 사용하는 젓이나， 행운의 숫자 7의 반복적 사용은 일상적 

으로 잘 알려진 숫자들의 의미를 확장시켜 사용히는 예들이다. ‘007빵’ 

이란 게임에서 유래한 0070이나 337박수에서 착안한 337도 널리 알려진 

관행틀을 은유적9로 전이시켜 사용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들은 기존의 의미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전언의 의미를 파악 

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병원성 대장균 0-157에 관한 지식이 없다변 0517 

이란 숫자전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이다. 

(4) 그림에 의한 전언 

그림에 의한 전언은 숫자의 배열이 그래픽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을말한다. 이 유형의 사례들은 6개가발견되었다. 전체 사례에서 3.13% 

에 해당하는 젓으로 그리 많이 나타나는 전언의 형식은 아니다. <표 5) 

은 이 유형의 사례들이다. 

〈표 5) 그림에 의한 전언 

숫자 2.1미 비고 

l로워 | 군중 속의 하나임을 표시 

입맞춤 X11응을 90도로 돌린 후 합치면 입술 모양이 된다. 

11 I 나란히 있고 싶다l 나란히 있는 모습 
9999 행운을 빈다 | 콜로버잎 4개를 나타낸다. 

내514709635 I 사랑해 | 전화번호판을 이 순서로 누르면 하트 모양이 된다 
μ，...."....，...，.... ~n....... I , 1 ".., L ..... l ...,_1 > 1 J 전화번호판을 이 순서로 누르면 화잘 모양이 된다 I 25802426 I 사랑의 화설 j <-V'\J'-'ι....，.-............ I I 0-1 ~ 'C~ "5 1/i7()lJ63~의 답신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숫자 자제의 배열이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것 외에 전화번호판의 배열로도 그래픽적인 정보를 전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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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적인 농법으로 이루어진 전언 

복합적인 방법은 위에 든 유형들의 방법을 둘 이상 조합히여 전언을 

만드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례들은 18개로 전체 시례의 9.38%에 해당 

된다. <표 6)은 이 유형의 사례들이다. 

〈표 6) 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전언 

숫자 의미 비고 

1414의 답신 

01014 응밥벅었어 010은 시계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면 ‘용’ 이되고 14는 
.식사’로 읽는다， 

0404 무사함 반뿔11 의한 강조 0=없음， 무(無) 

04041004 
빵먹고죽어 

0=빵‘ 4=死
백 개 먹고죽어| 

07507590 
공치러 가자， 

07S(공철오)=공치러， 9=g, 0=0 • go 
당구치러 가자 

0920 
공굴리오，볼링장 

092(공구이)=공굴리，0=0 
가자 

092509259 

0 
공쿨리러 가자 0925(공구이오)~공굴리러， 9=g, 0=0 • go 

10002108 많이괴롭다 ](얘)2(만이)=많이， 108 번뇌 

11잃3 
문제 발생 속히 

112 전화 변호 83(팔삼)=바람 
연락바람 

1142 전화하지마 114 전화 안내 전화 변호와 two의 조합 • 114 뚝 
11445 연락좀하고살어 114 전화 변호， 45(사오)=살어 

129129 몽이아프다 1=1 

20202020 
울고싶다， 

2=이， 0= 。 • 잉 
울고있다 

230 이상무 0=없음， 무{無) 

4242 나두나두 4=나， 2=two • 나두 

5114 오늘전화해 5(오)=오늘， 114=114 전화 안내 변호 

588080 오빠바보 
58(오팔)=오빠， 8=B, 0=0 • BOBO(스페인어의 

‘바보’) 

재337 친구야힘내 79(칠구)=친구， 삼삼칠 박수에서 유래 

82100 빨리돌아와 82(팔이)=빨리， 100(백)=벼ck 

01014는 문자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010 • 응)과 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14 • 십사 • 삭λ”에 의해 구성된 전언이다.0404는 기존 

의미의 사용에 의한 전언(0 • 無)과 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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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1-);:>로 구성된 경우에 해당된다.20202020 같은 경우는 소리의 유사성 

에 의한 전언(2 • 이)과 문자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0 • 。)으로 구성 

된 젓이지만 유소의 수준에서 유사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라 

할수있다. 

이 유형을 따로 분리한 젓은 이 유형에 나오는 사례들이 전적으로 

앞의 유형들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0이 ‘무(無)’로 

사용되거나‘ 4가 ‘나’ 호 얽히는 경우가 앞서의 다른 유형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다는 젓이다. 즉 이블은 독립적으로 시용되지 않고 다른 형태소 

나 의미소가 션합되었을 때반 시용된다는 것이다. 

(6) 기타 방법에 의한 전언 

기타 방법에 의한 전언은 앞서 기술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구성된 

전언을말한다. 이 방석에 의해 구성된 전언은 4개에 불과하다. <표 7)은 

이 방법에 의해 구성된 전언의 사례들이다. 

〈표 7) 기타 방법에 의한 전언 

f쏟권휠빨二느띤파팝편r드폐 j 앙해 1 

4860 i 우리 사량은 영원 I 486=사햄1. 0=영 J 

1 ___ 586 년둔 너푸즈빨핸」-- 쩌}에서 업그레이드 된 염_6 _.--.J 

〈표 7)을 보면 원형에 해당히는 형식은 486(사링해) 하나 밖에 없다. 

다른 사례들은 이에 기초하여 확장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형에 

해당히는 486은 각 음절을 구성하는 문자의 획수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 

된다. 즉 ‘사’는 4획 ‘랑’은 8획， ‘해’는 6획이기 때문에 486이 ‘사랑 

해’를 의미하는 젓으로 해석된다 물론 정상적인 한글 쓰기의 획수로 

따진다면 ‘랑’은 8획이 아니라 6획에 해당한다. ‘량’을 8획으로해석한 

것은 디지털 기지의 영향 때문으로 보여 진다 액정화면에 나오는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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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본다면 ‘근’은 5획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허 아날로그의 

잔재를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이는 ‘ 。 ’ 이 4획이 아닌 1획으로 간주되 

기 때문이다. 디지렬 표거와아날로그표기의 중간선상베서 ‘랑’은 8획 

으로 간주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유형의 나머지 사례블은 쟁6으로부터 파생된 것들이다. 즉 486을 

근거로 숫지를 덧붙이거내4486， 쩌“))， 의미의 확장을 통해(586) 구성 

된 전언들이다. 

(끼 효택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의 특징 

한국어 시용자가 사용하는 숫자전언의 가장 큰 특정은 첫 번째 유형 

의 전언이 가장 빈번하게 시용된다는 점이다. <표 8)는 한국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숫자전언의 유형이 보여주는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효팩어 사용자 숫자전언 형식의 분포 

다른유형에 비해 첫 번째 유형이 가장많이 사용되는 것은한국어의 

표기 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어의 표기체계의 

가장 특정적인 점은 표음문자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모아쓰기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즉문자체계는 영어와마찬가지로 알파뱃체계로 되어 있지 

만， 쓰는 방식은 표의문자인 중국어나옴절문자인 일본어와 같이 모아쓰 

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축약어를 만드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온다. 

예를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경련’으로， ‘전국민주노통조합 

총연맹’은 ‘만노총’으로 음절 단위로 축약어를 만들게 된다. 이는 중국 

어나 일본어의 축약어 구성 방식과동일하다. 풀어쓰기를 히는 언어에서 

축약어를 만드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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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표기는 ‘Fεderation of Korean Industri댄. 이고 이의 축약형은 ‘ FKI ’ 

이며，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의 영문 표기는 ‘Korean αmfec1εration 

of Trade Unions ’ 이고 이의 축약형은 ‘ KCTIJ ’ 이다. 풀어쓰기를 히는 

언어에서는 문자 단위로 축약어를 만든다. 

음절 중심의 모아쓰기 방식은 숫자와 표기체계 간의 유사성을 모양 

에서 찾는 젓 띤다는 발음에서 찾는 것이 더 용이하다. 이퍼한 이유로 

해서 한국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은 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이 가장 

중요한 구성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영어 샤용자의 숫자전언 

영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은 전체 143개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한국어 

시용자의 숫자전언과 마찬가지로 의띠화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들 

을 제외시켰다. 현f국어 사용자의 숫자전언과 달리 미국 내에서는 제계적 

인 숫자전언이 존재한다. 이 숫자전언은 무선호출기 사업자가 미리 제시 

한부호를사용하는 젓이다，) 이러한부호는무선호출기 사용자들이 자 

발적으로 만플어낸 전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 논문의 논의 대싱벼l서 역시 

7) 예컨대 Allpage Wireles, Conm1uniωtion Equipment & seπices(http‘//www.myall 

page.com/l는 각 개얀에 할탕된 부호， 기본명령부호(11<잉ic conm1and code、 1 2/j 개， 정 
보 부호(infonnation codes) 22개‘ 목적지 부호(destination coιl잉) 517ß 물품 부호 
(item codes) 30새 시간 부호Üime ux!윈) ]'j개 가족~/인간관계 부호ifamily/relationship 

codes) 22!ß플 제시하J7 이플의 조합으로 전언음 바듬도록 하고 있따 

전언 You letr vour wallet 
부호 12← 109→ 4.òO(보내수 사반의 '11인 부호 기분 명령 부호 forgot/ lt ‘ft hehind 불품부호 

“ allev plIrse) 
전언 Pick lIP .!"hn at thc "x ... \'r gamt' in ι hours 
부L호 12-119• 14-:Øl-2 커()'j(쁘내는 사람의 개인 부호~기본 명령 부호 pick up-Johnn의 개 

인 부호목적지 부호 SpOr1 ιtivity-2 시간 부호 hours) 

이 방식은 자연언어에 기까운 전언의 형식음 딴틀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언을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최소한 144개에 이르논 부호를 기억하여야만 가능한 
방삭으로 그러 효율적인 무선호춤기 숫자전언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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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시켰다. 

다음 절에서는 영어 시용자의 숫자전언올 유형별로 살펴봐로 한다. 

(1) 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영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에서 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은 극히 적 

게 나타난다. 단지 2개의 사례만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전체 사례 중 

1.40%에 불과하다. 

〈표 9) 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읽기 의미 

one two one 
need to meet onε to onε， r need talk 1O 

you alone 

two nine one two five Toni찌lt \\"빠 to fi뼈t 

이 유형의 전언이 적게 나타니는 것은 영어에서 음첼로서의 숫자 발음 

과 자연언어의 발음 사이에 유사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낀 문자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문자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은 영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에서 가장 많 

이 사용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사례는 75개로 전체 사례 중 52，45%에 

이른다. (표 10)은 이 유형의 사례들이다. 

〈표 10) 문자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숫자 의마 비고 

000000000 Bronx cheer 야0 • ()()=U • tJUU 

00-400-177155-1773 do you miss me? 
O=D， O옥)， 4=y, 177=M, 1 =1, 5=5, 3=E • 

00 YOO MISS ME 

0140 
Ohio주또는 

100.도 회전시거면 만0， 4=h， 1=1, • Ohio 
일본어의 ‘hi’ 

024 thirsty 100.도 회전시키연 4=h, 2=2, 0=0 • H20 

04177-553179 왕l영s who? 
100.도 회전시커변 9=g, 17=U, 3=E, 5=5, 

177=￦" 4=h, 0=。 • gues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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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2-1η'4-:않83 you are my baby 4=y, 야0， 12=R, 1꺼'=M‘ 4=y, 8=1l‘ 3=E "'. 
에xl R My BEBE 

400-17780 yα1 ITαI? 4=y， O낙)， 1꺼=M‘ 8=A, O=D'• yα) MAO 

412-743-8357 you’ re the he.t 
4=y, 12=R, 7=1', 4=h, 3=E, 8=B, 5=5‘ 7=1' • 

yr The BEST 

갱5 yes • y, 3=E, 5=5 • yES 
5012124 ‘)fry 5=5， 0잉， J2=R, 4키r • SORRy 

50538 
besos(스페인어의 

100도 회전시키변 8=1l, 3=E, 'i=S• 0=0 • R얹@ 
ki‘땅~) 

508 50B 5=5, 0=잉，8=B • 5OB, ‘"m of bitch’의 머릿글자 

533-11-787312 see you later 
5=S, 3=E, 11 =U, 7=L, 8=A 아T， 3=E, 12=R • 

SEE U IATER 
533-400-87 see yOll at - 5=S, 3=E, 4=y, 0=0 , íÞA, 7=1' '. SEE YOO A1' 

55278008 boobJess 
180도 회전시키면 8=B, 0=0, 7=L, 2=E, 5=S • 

BOOBLE:'l‘ 

5937 
want [0 양 for a 

100도 회전시치면 7=L, 3=E, 9=G, 5=S • LEGS 
nm? 

6000-17701낀71176 gαx1 rαl!Tll11g 
6=G, 0=0, O=D‘ 1껴=M， 야0， 12=R, 17=N, 1=1, 6=G • 

GOOD MORNING 

6000-170017 good aftemαm 6=G，o.잉" O=D, 17=N --. GOOD NOON 
6000-1꺼73 ga:녕 αght 6=G, 0=0, O=D, 17=N, 1-1, 7=1', 3=E ". GOOD NITE 
6000-50176 짜XXI song • G, 아예J， O=D, 5=S, 17=N, 6=G • GOOD SONG 

6000• 304 good boy 6=G, 0=0 , O=D, 8=B, 4=y ,,' GOOO llOY 
6012없005 gorgeous 6=G, 0=0, 12=R, 6핑， 3=E, O=U, 5=5 • GORGEOUS 

637-01771173 get on-Jine 숱G， 3=E, 7=τ 0=0 , 17=N, 7=L, )=1 • Gbì’ ONUNE 

6쟁615-31η817 check e-rrnil 
• C, 4=h, 3=E, 15= K, 1껴=M‘ 8=A, 1=1, 7=L ，，~ 

α1ECK EMAlL 

707 laughs out loud 180도 회전시카변 7=L, 0=0 '''. 1OL, ‘ lallghs out 
IOlld’ 의 머릿글자 

710 I’ mwt of 없j 180.도 회전시키연 7=L, 1=1, 0=0 • 01L 

721운0009 good girl 
180도 회전시키면 9--g, 0=0, 0=0 , 1=1, 2=r, 7=L ,,-> 

gOOD 야L 

7433 
lαlking for a ride 

7=R, 4=1, 3=D, 3=E • RIDE 
or a driver 

η00 잃38 baby 0011 
180.도 회전시키면 8=B, 3=E, O=D, (타)‘ 7::;;L -) 

BI폈E OOLL 
η31η'-3375 sleep well 100.도 회전시키면 5=5, 7=L, 3=E, 177=W • SLEE 、WE!l

η35 “ eU Ollt 100도 회전시키면 5그5， 3=E, 7=L • 5ELL 
η'345 for the 탱S 앞atton 180도 회전시커연 5=S, 4=h, 3=E, 7=L • shell 
η'38 call me at home 100도 회전시키면 8=B, 3=E, 7=L • BE'α 

8174711η3 anytime 8=A, 17=N, 4-", 7=1', 1-1, 177=M, 3=E • ANyTIME 

8463 need more 띠ne 8=1', 4=1, 6=M, 3=E • TlME 

없84 ha ha(laughter) 180.도 회전시키면 4=h, 8=A • bA 

880냉04 had boy 8=B, 8=A, O=D, 0=0, 4=y • BAD llOY 
없36 1'a 1'a For Now 8=1'.‘ 3=F,6=N • TTFN,1'3 ’fa For Now의 머릿글자 

%냉0-90 no, oo, π〕 9=N,O=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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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얄파뱃이 어떤 숫자로 표현되는가는 디음과 같다. 

A 또는 a: (), H 

c 또는(': -\, () 

E 또는 e: 2‘ 3 

G 또는 g: 6, 9 

I 또는 1 1‘ } 

K 또논 k: R l 'í 

M 또는 m: 3‘ 6, 14‘ 111 , 177 

O 또는 0: () 

Q 또는 q‘사례없음 

S 또는 s ‘ 익 

u 또는 u: 0‘ 11 ‘ 17 

w 또는 W ‘ 111 , 1껴 

Y 또는 y: 1 

B 또논 b: H‘ 9‘ u 
D 또는 d: 0 

F 또는 f: 5 

H 또는 h: 4 

‘l 또는) 사례없음 
L 또논 1: 1, 7 

N 또는 n: 6、 9‘ 17 

p 또는 P‘ 9 

R 또는 r: 2‘ ?‘ 1ι ， 21 

T 또는 t ‘ 7, 8 

V 또는 v: 17 

X 또는 x: 사례 없음 

Z 또는 z: 사례 없음 

이들 숫자을을 90도 또는 180도 회전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표현이 

가능해진다. 몇몇 사례에 있어서는동일한숫자가%에한문자를표현하 

는 데 사용되는데 이 경우는 맥락에 따라 선택되어진다. 

영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에서 이 유형은 철저하게 숫자와 문자 간의 

모%해l 있어서 유사성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3) 기존 의미의 사용에 의한 전언 

이 유형의 전언은 28개의 사례가 보고되어‘ 전제 사례의 19.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는 이 유형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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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기존 의미의 사용에 의한 전언 

숫자 의미 비고 

007 I’ v got a secret 영화 007에서 유래 

You the tme, You the man oJle의 의띠를 그대로 사용 

1-800 l ’ mfre<‘ 무료전화번호 1원”에서 유래 

10 you are perfeLt 숫자 10이 완전한 숫자라는 의미에서 유래 

10-2-1 slím chance ’ 10 to 1’에서 유래 

0 1(, good huddy, 
북미의 트럭운전수운륜1 사용하는- 것으로 ’y얹， 얹ìnnative， 

10-4 =ssage receiveJ’ 등의 의미 원래는 경장야나 
Is evε1γ thing OK? 

경비원들이 사용하는 부호 

10-10 、이1ere are you 
경찰이나 경비원이 사용히는 십전부호체겨1(10 αxle 

SY'tem)에서 장소(Iocation)플 의미하‘는 부호 

100-2-1 nol Iikely ’ 1ω to 1 ’의 점수차가 볼가능힘에서 유래 

11 You 때..， perfeLter 10.!i'，다더 낫다는 의미 

12-25 M야π Q피앗m잃 12월 25일 성탄절 

1200 \\"",t to have lunch? 점심시간인 12’{써에서 유래 

13 J' m having a bad day 13일의 금요일에서 유래 

13579 This ís 여d 숫자가 모두 흘수(odd munber)임에서 유래 

1492 let' s μ0 때lír엉 콜럼버스가 신항로개척을 위해 출발한 해 

168 fortune all‘ way !,'ooc! luck 중국어에서 Hí8이 행운을 의미 

킹강2222 going to slæp 
2가 빠 유사한 모양으로 잠자는 소리를 표시하는 

Z'Z2강722뜰 의미 

2357 I ’ m prinx: for a got성 tnne 10이하의 소수(prirre nUrrDcr)임에서 유래 

24-7 24hrs. 7days a "κk， ，바;vays 24 hours a day and 7days a week 

38 phone ho= 
38이 전화 번호판의 ET를 의미하며 미국에서 깐는 

‘집으로 전화하랴’는 뭇 

411 need/have ínformation 411 전화 안내 전화 번호 

50-50 maybe 50대 50 

54 where are you’ 1961년에서 1963년까지 방영됐던 1v 연속극 ‘’Clr 54, 
'where are V'αlt에서 유래 

66 let’ s hít 야1e road 미국역사에서 중요한 의미콜 갖는 ‘Route 66’ 에서 유래 

666 the dεvil 성정에 나오는 익마의 숫자 666에서 유래 

747 let’ s f1y 보잉사의 항공지 ‘Boeing 747’ 에서 유래 

9-5 It’ s quitting tllne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시간이란 ‘ 9 to 5’ 에서 유래 
911 ernergenιv 911 긴급 신고 전화 번호 

99 let’ s play hockey 
NHJ.외 선수였던 WayTIe Gret.zk-y의 유니폼 번호 %에서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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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사용자들과 비교하여 영어 사용자들은 훨씬 더 다OJ한 기존 

의 의미들을 원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전화 번호 

(1-800, 411, 911)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1492， 66) ， 영화나 TV 드라 

미-(007， 54), 일상생활0200， 9-5)에서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존 

의 부호 체계에서 차용-{1O-4 ， 10-10)히여 사용하기도 한다. 

이 유형은 앞서 밀한 바와 같이 기존의 의미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전언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4) 그림에 의한전언 

이 유형의 전언은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3개의 사례만이 수집되었 

으며， <표 12} 가 이 유형의 사례들이다. 

〈표 12} 그림에 의한 전언 

의미 

I ’ m feeling mi와lty a10ne now 

뼈ing， snow hoar따19 

hugs and kisses 

비고 

군중속의 하나임을표현 

스키 슬로프에 남은 스키의 흔적 
영숫재찌phanumeriι)의 xoxoxoxo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사례와유사하다는 점 

이다. 어01000의 형석은 한국어 사용자들 λ에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 

용된다. 한국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의미는 다르지만 형식적으로 

동일한 11도 사용된다. 

8080808080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먼저 XOXOXOXO의 형태로 사용되 

던 것이 무선호출기에서 숫자로 변형되어 사용되는 젓이다 

그림에 의한 전언에서 유사성이 발견되는 것은 그림이라는 수단이 

보편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일 젓이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단정적으로 결론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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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전언 

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전언의 수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표 13)은 이 유형의 사례들이다. 

〈표 13) 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전언 

숫자 의미 비고 

1-8 1 ate 1-1, 양el빼t=따e • 1 ate 

10-400 thank you 100ten, 400=yoo • 이a파( yOll 

6000-9 good ni빼I 6=G, 0=0, 0=0 , 9은 미ght와 발옴이 유사 • GOOD ni빼I 

6000-4-40 good for yαj •-G, 0=0, 0=0 , 4-" 4은 for와 동음이의어 • Gα)0 for YO 

7734-2-06 go to hell 
100도 회전시키면 6=g, 0=0 , 4=h, :Y-E, N ., 2는 발음이 같은 to • 

아) to hEIL 

fJ1 late 100도 회전사키면 7=L, 용el助[ • late 

흥미로운 것은 이 유형의 전언에서 영어의 문법적인 제약 때문에 

복합적인 방법으로 구성되는 것들야 있다는 점이다. 1-8의 경우를 보면 

영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될 수 없기 때문에 복합적인 방법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즉 ‘ate’ 만으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인 ‘I ’ 가 펼 

요하며， 따라서 그 구성이 1용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어 

시용자의 경우는 14(십사 • 식새만으로 그 구성이 가능하다. 1ι400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히 기타 잉법에 의한 전언 

영어 시용자의 숫자전언에서 이 유형은 한국어 시용자의 그것에 비 

해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수집되었다.29개의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이 

는 전체 사례 20.28')/(1를 차지한다. (표 14)는 이 유형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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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기타 방법에 의한 전언 

125 1’ mboa띠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143 I 1 love you 각 단어에 시‘용된 문자의 수 
1443 1 don’ t love \ω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114322222221 1 love yOlI so much 1성에 2222222 첨부 
I 1딩3 1 still love yω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2영 we 1α℃ ναl 각 단어에λ댐된 문자의 수 

244 my sexy baby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32끽! sκ yω S<XlO 각 단어에λ냉된 문자의 수 

1 335! you 뻐 crazy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I 423 I 얹II me nov. 각 단어에λ탱된 문자의 수 
! 425 떠II me later 1 :z{ 단어에 λ댐된 문자의 수 

426 caII me toni빼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 call me wnenever “ 、 . 428 ~:. “ ι ."“‘’~ 각 단어에 시용된 문자의 수 
:a11 me [omorrow 

1 436 hu，α and kisses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44 [ ru [ 전화기의 번호판n서 h와 i가 모두 4번 
45 gcxxl ni때lt 각 단어에 시용된 문자의 수 

! 46 iust ki때ing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47 1 gαxl moming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1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각 단어에 시용된 문자의 수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뉴→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 각 단어에 λ탱된 문자의 수 
• -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 각 단어에 λ1용된 문자의 수 

911 긴납 신고 전화번호보다 한 단계 

낮음을의미 

F ((←역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 
8개의 문;Zr.3개의 단어. 1개의 의미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유형에서 전언의 구성 방식은 거의 

각 단어에 사용된 문자의 수에 기초한다.911(emergencγ)에서 의미론적 

확징써l 의해 만들어진 811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전언틀은 문자의 수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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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 영어 시용자의 숫자전언의 특징 

영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에서 나타나는 특정은 두 번째 유형의 전언 

이 가장많이 사용되며， 다음으로 여섯 번째 유형과세 번째 유형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15)는 각 유형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표 15) 영어 사용자 숫자전언의 형식 분포 

두번째유형이 가장많이 쓰이는이유는영어의 표기 방식이 풀어쓰 

기를 하고 었다는 사실에서 찾을수 있을 젓이다. 여섯 번째 유형도 동일 

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영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은 70010 

이상에 표기 방식에 기반하여 구성된다고 할 수 었다. 즉 개별 문자가 

숫자와 갖는 유사성을 찾는 것이 한 음절이 숫자와 갖는 유사성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며， 한 단어에 있는 개별 문자의 수를 세는 것이 

한 음절의 획수를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사용자의 전언 구성도 표기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특정지을 수 있다. 

3) 효펙어 사용자 전언과 영어 샤용자 천언의 비교 

이상에서 모국어를달리하는 사람들의 숫자전언의 구성과 의미를유 

형별로 정리해 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비교를 통해 이들 간에 어떤 

유사성과 싱에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국어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논 첫 번째 특징은 숫자전언의 

목록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200여개， 영어에서는 15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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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숫자전언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이 수가 자연언어에서처럼 무힌정 확 

대되는 젓이 이-니다 즉 숫자전언은 모국어와 관계없이 폐쇄적 의사소통 

제계블 갖는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정은 전언의 내용이나 형식이 단순하 

다는 것이다， 즉 전달되는 정보의 %에 많지 않으며， 형식에서도 단어의 

나열이나 단분씌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문장을 수식하는 요소틀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만나자’ 라는 정보를 전달한 뿐이지 ‘언제 

어디서 만나자’ 는 정보를 전달히손 경우는 없다 ‘Thank you ’ 라는 표현 

은 사용하지만‘ 이에 수석어가 붙은 ‘Thank you veπ much’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쓴다 서1 번째 특정은 숫자전언과 그 의미가 일대일 대응을 

잦는다는 젓이다 다시 RFr해 숫자전언에 있어서는 자연언어와는 달러 동 

유이의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f국어 시용자의 전언에서는 

‘ 582딩’가유일하게 ‘오빠미워’나 ‘오판어오. 일이 잘못됐음’으로두가 

지 의미를 가지며 영어 시용자의 전언에서는 ‘ !Q8’ 이 ‘caJI me wnenever’ 

나 ‘call me tomoπo야’ 의 두 가지 의미로 시~용될 뿐이다. 

이러한 유시-성들은 무선호출기가 갖는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기술 

적 한계와 의사전달의 명료성을 확보하려는 시용자들의 의도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무선호출기는 자연언어의 극히 일부분인 숫자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숫자의 변형융 통해 자연언어를 표현하 

고자 히손 숫자전언은 극히 제한된 의미만을 표시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틀은 단순한 형태와 의미를 갖는 전언을 구성함으로 

써 전언의 의미가 잘못 해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 

으로 보여진다. 

한국어 사용자와 영어 사용자의 숫자전언이 보이는 가장 큰 차이는 

숫자전언의 구성방식의 유형별 분포에 있다 각 언어 사용자의 전언을 

유형별로 비교하면 〈그램 2)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양적 비교 

로부터 숫자전언이 자연언어의 차이에 따라 어떤 차이될 보이는가를 알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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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숫자전언 형식의 분포 비교 

11 I1l I、; v VI 

유형 ---인택어 ..... ‘영어 

첫째로는 한국어 사용자 전언은 첫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면 영어 사용자의 전언은 두 번째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 

다. 이 차이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표기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아쓰기를 하는 방식에서는 음절이 내는 발음의 유 

사성을 찾는 것이 용이한 반면， 풀어쓰기를하는 방식에서는음절보다는 

개별 문자가 갖는 모양의 유사성을 찾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영어 사용자의 전언에서 여섯 번째 유형도 개별 문자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풀어쓰기 방식과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각 언어 모두에서 

표기 방식과 연관된 전언의 구성이 700!Ó 내외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언어의 차이가 숫자전언의 구성방식의 차어 

를 결과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기존 의미의 시용에 의한 전언의 유형으로 

이는 문화적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었다. 즉 불교에 대한 지식아 없으면 

한국어 시용자 전언의 ‘ 108108’ 은 이해될 수 없으며， 또 미국역시에서 

‘Route 66’ 이 갖는 의미를 모른다면 영어 사용자 전언의 ‘66’ 은 이해될 

수 없다. 이처럼 세 번째 유형의 전언은 각 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문화 특수적인 전언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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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숫자전언의 구성도 자연언어의 문법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주어의 생략이 상대적으료- 자유롭기 때문 

에 주어를 꼭 표시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영어에서는 펼수적인 문장 

요소로 이 때문에 천언의 구성 방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벼l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숫자전언은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도구로 

서 자연언어와 판계없이 유사성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 

는 자연언어에 종속된 표현수단으로서의 상}이성을 갖끼도 한다. 

4. 결론 

무선호출기라는 새로운 의사소통의 도구가 도입되면서 생겨난 새로 

운 전언의 형식은 매체가 부과하는 제약 내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숫자만을 시용할 수 있다는 매체의 제약은 보다 자연언어에 

가까운 전언을 전달하.JL자 하는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 

로 구성되었던 젓이다. 이러한 무선호출기 전언의 구성 방식은 대제로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J 소리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II 문자의 유사성에 의한 전언 

nr. 기존 의마의 사용에 의한 전언 
IV 그럼에 의한 전언 

V. 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전언 

\1 기타 방법에 의한 전언 

이러한 전언은 매체의 특성과 의사소통의 명료성에 대한 인간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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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기인하는유사성을갖기도하지만‘ 자연언어의 특성과문화적 지석 

의 차이에 의해 ̂J이성을 보이기도 한다. 앞서 비교한 한국어에서의 숫 

자전언과 영어에서의 숫자전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숫자전언은 의사 

소통의 도구로서 폐쇄성과 단순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각 언어가 

갖는 언어학적 특성 및 문화적 지식의 차이에 의해 전언의 구성 방식에 

서 보이는 유형의 분포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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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Radio Frequency. Pagers. Beepers, Korean Numerical 
Messages, English Numerical Messages, Numerical 
Message Construction 

Natural Languages and Methods of Message Construction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Numerical Messages among Pager Users 

Joo--Kwan Kim' 

This paper aims to analyze numerical messages transmitted through 

pagers, and to explain the methods of numerical message construction and 

the influence of natural languages on numerical messages. Numerical 

messages are created by pager users in order to overcome the constraints 

imposed by pagers and to send messages similar to natural languages. 

The data are gathered from Korean and English pager users: There 

are 192 cases in Korean and 143 cases in English. From the analysis of 

the data gathered, six patterns of numerical message construction are 

found as follow: 

I . Messages made on the basis of the similarity of pronunciations 

II . Messages made on the basis of the similarity of characters 

III. Messages made on the basis of the extension of established 

meanings 

N. Messages made on the basis of graphic expressions 

• Research Ass<x·iatc. Institute of Honam Cultural Contents. Mokrx' 1\Jational University. 



V. Messages made by combinations of the above methods 

VI. Messages made by other methods 

Although the patterns are found in both Korean and English numerical 

messages, the frequency of each pattern is different. While the first method 

occurs most frequently in Korean, the second does in English. 

The difference seems to be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writing 

practices of the languages. Although both languages have phonetic 

alphabets, Korean writing practice is like blocks in which phonemic 

symbols are assembled into syllables, but English writing practice is like 

strings. The writing practices have different influence on the recognition 

of characters. Korean speakers are more apt to recognize syllables, and 

English speakers characters. Therefore, Korean pager users are more 

interested in pronunciations rather than characters, and English pager 

users are more susceptible to characters than pronunciations. 

Other characteristics of numerical messages are found in the third and 

fourth patterns. The third pattern is highly culture-boundecL and the 

fourth one shows a universal aspect of graphical expressions. 

From the analysis of the Korean and English data, numerical messages 

are influenced by both linguistic features and cultural 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