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진(六觸 방언의 특정* 

넬리 박** 

1. 카자흐스탄에 있어서의 언어 상황 

1) 고례시람에 대한연구샤 

구소련에 살고 있는 고레 사햄l 대해서는 지금쩨 외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고레 사람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1974년에 

한국어로 강주진에 의해서 발표되었고， 1984년에는 고송무 교수의 논문 

이 나왔다. 니중에 이 책은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언어로 고레 사람에 대한 개개의 논문이 나온 것이 있었다. 

그러나 페레스트로이카와 더불어 국경이 개방되면서 고레 사람과 고 

레 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 후 구소련과 외국에서도 많은 논저가 

나왔다. 소련에서 러시아어로 출판된 가장 유명한 논저만을 본다면 게오 

르기 강이 1995년에 쓴 ‘카자흐스탄의 고레 사햄l 대뼈’ , 보리스 박 

이 1993년에 쓴 ‘제정 러시아어l 있어서의 고레 사람’ 등이 있다. 이러한 

논문들은 이주 자체， 이주의 자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고레 사람의 

적응을쓴글이다. 

• 이 글은 비교문화연구소 29회0997년) 집담회 발표자료임
•• 카자흐스탄 동양학연구소 

육진(六鍵 벙언의 특정 l 넬리 박 245 



2) 고례 사람과 고례 밀이란 술어어l 대히어 

고레 사람과 고례 말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겠다. 고레 사람과 고레 

말에 대한 술어는 러시아에서 출판된 문법에 관한 논저에서 이미 1920 

.30년대에 사용되었다. 

‘고레’ 란 단어는 ‘KOP따빼(Korean) ’ 이란 러시아어로부터의 번역 

이다. 즉 고레 사람과 고레 말은 러시아어를 통해서 정착된 것이다. 고려 

란 술어는 한국 역사의 어느 한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소련에서 고 

려라고 말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카자흐스탄의 고례 사람에 대히어 

고레 사람은 구소련의 모든 지역에 살고 있다. 고레 사람은 약 45만 

명에 달한다. 그들은 우즈베커스탠11 약 20만 명이 살고 있으며 그 다음 

은 카자흐스탄에 11만 7천만이 산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인 러시아， 카프 

카스， 우크라이나 등에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의 고레 사람에 관한 문제는 이미 독립된 국가인 다 

른 지역에서의 상황과 대체로 비슷하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에는 하나 

의 특수성이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약 120여 민족이 살고 있다. 그 중에 

서 카자흐인이 400!c따료 가장 많고 러시아인이 400/0, 기타 민족이 200/0이다. 

인구수를 보면 카자흐스탄의 고레 사람이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 

인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관계는 변화하고 있다. 

4) 고례 시람은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고레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코이네이다. 즉 방언들이 혼합된 결과 

로 생긴 언어이다. 고레 사람들은 이 언어를 고레 말이라고 부른다. 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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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기본적으로 함경도의 두 개의 방언， 즉 명천 • 길주 방언과 육진 

방언이 혼용된 것이다. 

우리 말의 문법 체계에 대해서는 고영근 교수님이 나무 그림으로 

표시하였다. 그 그림에 따르면 고레 말의 기본은 문화변종과 방언변종으 

로 구성되었다 1) 

두 가지 방언 중에서 육진 방언은 방언학 자체의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역λh 어원혁에서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다른 방언과 구별되는 음성적， 문법적， 어휘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고레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에서 러시아 땅으로 이주할 

때(1861-1863년)부터 다른 역사적 상황어나 언어적 상황 하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또 육진 지역에서도 지리적으로 중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중세 언어의 특성이 강하게 유지되었다. 잘 알다시피 이 

곳은 15세기 조선 시대에 육진을 개척하기 위해서 남쪽에 살고 있던 주 

민들을 이주시켰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언어가 지금 한국어의 모든 방 

언 중에서 일곱 번째 독립된 방언으로 인정된다. 

고레 말습득정도 

고레 말을습득한 사람즉 고레 말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노령 세대로 60세 이상이다.40세 이상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할수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레 말을 이해하고 조금은 말한다. 젊은 

세대는 부모가 이미 언어를 모른다면 대개 발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집 

에 고레 말을 서투르게 하는 할머니가 었다면 젊은이들은 조금은 이해한 

다. 

1) 고영근， 1993, W우리 말의 총체 서술과 문법 체계.， 서울， 1993, p.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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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병용， 러시O뻐와 고레 말 병용， 그외 다른 언어들 

러시아어와고레 말도 잘 습득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 

로 고레 사람은 러시아어를 잘한다. 또 카자흐 말을 잘히는 사람도 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민족사 

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면 고레 사람 환경에 어떤 민족이 산다변 그들은 고레 말을 

잘한다. 서울에서 있었던 해외 동포 다큐멘타리 영화제에서 손 감독의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고레 말을 터커 인， 러시아인， 우즈베크 

인이 말하고 있으며 게다가 젊은 사람은 고레 사람보다 더 잘한다. 

이 문제는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속언어학， 사회언어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연구를 진 

행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다. 특히 카자흐스탄 국립대학 대학 

원생인 손은 고레 말과 러시아어의 이중언어 생활에 관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다. 이 논문을 구성하는 앙케이트는 고레 말 발전의 기본적인 

경향， 고레 말과 다른 언어와의 상호 영향을 밝히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2. 육진 방언의 특징 

1) 음성·음운론적 특정 

(1) 한 명사 내얘서 두 지음이 결합될 때 육진 방언은 [면l ， 표준어 

에서는 [己]이다. 

갈기 

놀가지 

잘기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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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 

- 노루 

-자루 

-시루 



그러나 동시는 피동형에서 육진 방언은 [근 ，]인데， 표준어는 [근 근] 

이다.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과
 
뺀
 

캔
 괜
 챈
 빠
 

놀
 
들
 
결
 
α
 

-놀린다 

-돌린다 

- 걸린다 

- 말린다 

(2) 육진 방언에서는 H불규칙 활용의 경우， 두 모음 사이에서 규칙 

활용한다. 

서분하다 

불부다 

더버서 

치바서 

-서운하다 

- 부렵다 

- 더워서 

- 추워서 

(3) 육진 방언에서는 비음머]이 [i] 모음을 선행할 때 탈락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떠]이 탈락하지 않는다. 비음 떠]이 단어 경계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따이 

코이 

자이 

바다이 

사이 

→땅집이 

→콩갈기 

→조L물이 

→바당물이 

→상보이， 상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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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진 방언에서는 [회라는 발음을 많이 한다. 

사
 
대
 
울
 

세
 
순
 
서
 

〈세상〉 

(5) 중세 국어의 /스， 즈， 츠가 표준어에서는 /시， 지， 치/로 발음되 

나， 육진 방언에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sidzi미 

[sinibil 

〈시집〉 

〈시누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스]가 [회로 발음된다. 

[해næl 

[응해zæ양ri handal 

〈승냥이〉 

〈시작한다〉 

(6) 육진 방언에서는 [u, 이 모음의 Urrùaut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지 

만， [a, 허 모음의 경우에는 [8, el로 진행되었다. 

고기 

죽이다 

애기 

애비 

에미 

〈아기〉 

〈아비〉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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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적인 특정 

(1) 형태적인 특징 

육진 방언과 표준어 격조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는 R. King과 연재훈이 발표한 논문 ‘중%빠l아 한인들의 언어 - 고레 

말’ 에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위 논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 

을발표하려 한다. 고레 말은주격에 ‘가’와 ‘께서’가존재하지 않는다. 

날씨 좋다(날씨가 좋다.> 

선생님이 미국으르 떠났다(선생님께서 미국으로 떠났다.> 

대격의 경우에는 ‘르J으’ 가 표준어의 ‘를/을’ 에 대응된다. 

우리 조캐 길으 잃었다. 

이바니 큰이바니게 돈으 디랬다 

〈우리 조카가 길을 잃었다.> 

(0뻐자꺼써 헬뻐자께 돈을드했겨:) 

육진 방언의 몇몇 특수 조사와 어미는 표준어와 다른 형태적 특정을 

보인다. 

내마더 크다 

늦두라 

(2) 대명사 

단수 

육진방언 4 iiι.~D-f 

I 나/내 나/내 

저/제 

H 너/네 너/네 

〈나보다 더 크다.> 

〈늦도록〉 

어
 
휠
 될
 iiE 

표
 혜
 쩨
 폐
 

뿔
비
 

때
피
 
텔
 

닙
ζ
 
fl 

커
그
一
 

뿜
 엠
 
바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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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제 자네 저멀 자네들 

당신 당신 당신 당신들 

댁 댁들 

m 가/자 아어/애 가/자렬 아어들 

D-사름。1 D-사람 D-시름덜이 D-사람들 

D-냥반이 τ 닝r: D-냥반덜이 τ tirEEE」

3) 어휘 • 의미적인 특정 

육진 방언은 부분적으로 어휘 • 의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보이기로하겠다. 

어휘적인 특징 

새아가 〈소녀〉 

선슨아 〈소년〉 

닭아리 〈계란〉 

우티 〈옷〉 

자그배 〈혼혈아〉 

해개먹음 〈일식〉 

애기서리 〈임신〉 

동삼이 〈겨울〉 

헐하다 〈쉽다〉 

먹이 〈빵〉 

도수가 〈제온계〉 

당판이，장판이 〈바닥〉 

한닐 〈일평생〉 

혼세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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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독배리 〈맹장〉 

서방재 〈신랑〉 

새애기 〈신부， 처녀〉 

부술기(불+수레) 〈기차〉 

의미적인 특징 

떠든다 〈씨움한다〉 

기끔 〈지금〉 

고집하다 〈겸손하다〉 

바뿌다 〈힘들다〉 

머리 〈골〉 

고리 〈머리〉 

까지 〈까지(to)) 

꺼지 〈까지도(t，∞)) 

가깝다 〈기깝다{관계)) 

가참다 〈기깝대거리)) 

켄다 〈켠대성냥)) 

씬다 〈켠대전71)) 

Honorific 

안질 눈이 

새일날이 생진날이 

해로바한다 앓는다 

시다하다 배고프다 

냥매하다 자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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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구성 

덧사리 〈남에게 붙어서 사는 사람〉 

만티재물이 〈빵용 중조〉 

서탑재물이 〈가루비누〉 

장난꾸레기 〈장난꾸러기〉 

건달칙이 〈꽁짜로， 무료로〉 

개똥불이 〈반덧불〉 

절두배기 〈절름발이〉 

솔낭기 〈소나무〉 

헝거치 〈헝짚〉 

팔매원 〈판매원〉 

단어결합 

사람골랐다 〈사램을) 뽑았다〉 

자리근 차질했다 〈자리를 잡았다〉 

정신춘다 〈정신을 차린다〉 

사가춘다 〈상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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