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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말 또는 한국어의 피그 라틴(Pig Latin)*

1)

김주관
**

1. 들어가는 말

언어가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

니라는 사실은 언어의 기능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이미 잘 알려

진 바 있다.1) 언어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만 사용한다면 인간의 삶은 상당히 무미건조할 것이다. 다행히 인간은 

언어를 의사소통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인간은 다양한 문학의 장르들을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

라 코미디와 같은 연행, 끝말잇기나 낱말 맞추기2) 등과 같은 말을 이용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연구임(KRF-2007-361-AL0016).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예컨대 Jakobson(1960)은 언어의 기능을 감정적(emotive), 감화적(conative), 메타언

어적(metalingual), 시적(poetic), 지시적(referential), 친교적(pathic) 기능으로 분류하

고 있으며, 이 각각의 기능은 전언의 표출을 통해 관여하게 되는 의사소통의 제 요

소들, 즉 화자(addresser), 청자(addressee), 부호(code), 전언(message), 맥락(context), 

접촉(contact)과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이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낱말 맞추기(crossword puzzle)에 대한 다큐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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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놀이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언어

적인 장치들을 발달시켜왔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이러한 언어적 현상에 대

한 연구는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연구나 의사소통의 능력에 대한 연구들

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답적인 담론을 주

로 하는 학문의 영역에서 말장난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언어적인 현상이 

적절한 연구 대상으로는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며

(Chiaro 1992: 1; Sherzer 2002: 7-8), 일상적인 말하기의 장르와 긴밀

한 관계 속에 융합되어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장르로 파악하는 것이 어

렵거나, 혹은 일부 화자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한 

언어적 행위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 전달의 목적을 넘어 말하기 그 자체를 유희의 목적으로 사용하

는 다양한 언어적 행위들이 말하기에 있어서 하나의 장르로 주목을 받

으며,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하며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

반을 넘긴 후의 일이다. Hockett(1973)의 농담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Farb(1973)는 다양한 종류의 말놀이(word play)와 그에 사용되는 전략, 

그 배면에 숨겨진 규칙들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Kirschenblatt- 

Gimblett(1976)은 교차문화적으로 말놀이가 갖는 창의성에 주목하여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습득에 관한 연구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후

에 보다 깊이 있는 연구들은 대체로 유머나 농담, 그리고 웃음에 관한 

것들로 한정되어 있다(Apte 1985; Basso 1979; Chiaro 1992; Glenn 

2003; Nash 1985). Farb(1973)의 연구에 비교할 만한 말놀이의 다양한 

장르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Sherzer(2002)의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는 말놀이(speech 

터리(Creadon 2006)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뉴욕 타임즈의 지원으로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만든 90분 분량의 이 다큐멘터리는 낱말 맞추기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과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필름을 통해 낱말 맞추기라는 말놀이가 얼마나 미국인

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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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뿐만 아니라 언어 예술(verbal ar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유희적 언어 사용에 대한 교차문화적인 사례들을 수집하여 비교․분석

하고 있다.

말놀이라는 말하기의 한 장르가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데는 방법론적으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이 소개된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즉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놀이가 갖는 

언어적 및 사회문화적 의미와 기능에 대해 인류학자들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말놀이가 ‘놀이’라는 속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다른 말행위

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규칙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

은 문법적인 의미에서의 규칙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된 사회

문화적 규칙을 포함한다. 따라서 말놀이의 연구는 화자들의 언어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지식을 밝혀주는 단

초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즉 말놀이의 연구는 언어의 구조에 대한 지식과 이의 습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며, 말놀이에서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이 적용되는 

양상을 통해 언어의 사용과 연관된 의사소통의 능력과 언어의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놀이’의 

또 다른 측면과 연관된 것으로 연행이라는 행위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다. 이는 말놀이라는 행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언어의 지시적 기능 이외

에 시적 혹은 미학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언어 사용에 있

어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특히 이러한 측면은 언어 예술(verbal art)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말놀이가 보다 정형화되고 발달된 형식인 언어 예술의 연구를 위한 출

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말놀이의 연구가 말행위의 이해에 있어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말놀이에 대한 언어인류학적 연구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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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말놀이라는 장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말놀이라는 장르에 포함될 수 있는 말행위의 범주에 대한 논의도 이루

어진 바가 없다. 이는 앞으로 말놀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야 해결될 문제이지만 일단 본 논문에서는 말놀이를 ‘언어를 재미나 즐

거움을 위해 유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장르에 포함될 수 있는 말행위들은 교차문화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범주들, 즉 “놀이 언어(play languages), 동

음이의어를 사용한 말재간(puns), 농담(jokes), 풍자(put-ons), 속담

(proverbs), 수수께끼(riddles), 말 겨루기(verbal dueling)” 등이 포함되

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한다(Sherzer 2002: 26).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보면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말놀이에 대한 인류

학적 연구는 조희웅(1971)과 진성기(1973)의 수수께끼에 대한 연구와 

최진숙(1995)의 ‘농담’과 ‘곁말’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조희웅의 

논문은 수수께끼라는 말의 어원과 수수께끼의 발생, 종류, 그리고 기능

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수수께끼가 실제 실행되는 

말하기의 상황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수수께끼에 대한 연구자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논

문에서 수수께끼의 기능이 오락적인 기능과 지력 계발의 기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또 주로 사용하는 화자들이 아동과 여성이라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진성기의 논문은 제주도의 수수께끼를 대상으로 그 내

용을 분석하여 수수께끼가 생태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논문 역시 수수께끼가 실제로 연행

되는 상황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지만, 수

수께끼가 오락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말놀이의 한 형식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진숙의 논문은 ‘농담’과 ‘곁말’이라는 두 

범주의 말행위에 대한 민족지적인 연구를 통해 이들 간의 차이와 각각

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말행위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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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라는 맥락에서 실행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곁말은 운율과 

압운을 갖는 말놀이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곁말

의 사용과 관련하여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말재간(puns)의 현상도 나타

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말놀이의 한 하위 범주로 간주되

는 농담이라는 말행위에 대한 유일한 언어인류학적 연구로, 앞으로 말

놀이의 다양한 범주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방법론적 도

구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영어사용권에서 피그라틴(Pig Latin)3)이라고 알려진 말

놀이와 유사한 말행위가 한국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구조와 사용을 분석하고 교차문화적으로 어떤 유사점과 상이함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피그 라틴의 일반적 특징과 한국어의 귀신말 

Sherzer(2002: 26-29)에 따르면 피그 라틴은 놀이 언어(play 

languages)의 범주에 해당하는 말놀이 형식으로 교차문화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피그 라틴의 범주에 들어가는 말놀이

들은 음운-형태론적 수준에서 소리의 유형을 변형하거나 구조를 변형하

여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그 라틴은 구조적으로 음절 혹은 음운

의 도치와 삽입이라는 방법을 통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는 다른 

형태의 언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기능적으로 피그 라틴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희적인 언어나 비밀 언어로 사용된다는 유사성을 갖는다.4)

 3) 피그 라틴(Pig Latin)은 ‘돼지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실제 라틴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에게 라틴어처럼 

이상하고 이국적으로 들리는 언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번역어

를 사용하지 않고 피그 라틴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4) 피그 라틴이 어린이들이나 10대들에 의해 사용된다고 알려진 것이 일반적이지만, 

Haycock(1933)의 경우 성인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경험하였다는 보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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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의 말놀이는 교차문화적으로 다양한 언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베른 지역의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독일

어의 Mattenenglisch, 스웨덴 독일어의 Allspraket나 Fikonspraket, 프

랑스어의 Loucherbem 등이 피그 라틴과 유사하며, 이외에도 일본어, 

대만어, 수마트라의 벤쿨루어(Benkulu), 파나마의 쿠나어(Kuna) 등에

서 유사한 말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rling 1970: 

135-137; Farb 1973: 106-108; Sherzer 2002: 26-29).

한국어에서 이러한 형식의 말놀이가 있음은 필자가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다. 필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던 시기에 이러한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며, 수년전에 우연히 필자가 알고 있던 것과 유사하지

만 다른 형식의 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알고 있었던 말놀이는 

그에 대한 표제어가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접한 말놀이는 ‘귀신

말’ 또는 ‘도깨비말’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필자가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형식의 말놀이를 피그 라틴의 

범주에 넣는 것은 이러한 말행위들이 구조적으로 음절 혹은 음운의 도

치와 삽입에 기초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공통점뿐만 

아니라 사용에 있어서도 귀신말 또는 도깨비말은 피그 라틴과 유사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피그 라틴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은 

얻었다.

본 논문에 사용된 자료는 전적으로 면접에 의존하여 수집하였다. 면

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귀신말의 사용이 거의 사라져 소수의 화자들에 의해서만 사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시도하였으나 귀신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보자는 전혀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귀신말의 속성상 그 사용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말을 사용하는 말하기의 상황을 포착하

기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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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전 강릉

20대

30대

40대

50대

1

2

1

2

2

2

3

1

1

1

2

신말을 사용하였던 경험이 있는 제보자들을 중심으로 면접의 방법을 통

하여 수집되었다. 제보자의 구성은 2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의 연령대

에 있는 18명의 여성 제보자들이었으며, 이들의 출신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강릉 등이었다. 이들의 지역과 연령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필자가 연고를 가지고 있는 서울, 부산, 강릉에서 제보자 선정은 귀

신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인적 연망을 따라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의 제보자들 중에는 

귀신말이라는 말놀이를 함께 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

다. 대전에 거주하는 제보자들은 필자의 수업을 듣는 대학원생들 중 귀

신말을 사용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이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

을 선정하였다. 대전 출신의 제보자들은 제보자들 간에 귀신말을 사용

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없었다.

제보자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면접 이외에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을 사용하였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은 주로 귀신말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올린 글이나 댓글 등을 참고하였다. 인터넷 자료들은 조

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던 사실들을 교차 점검하거나 누락되었을 수 있는 

자료들을 보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12  비교문화연구 제17집 1호(2011)

3. 영어권 피그 라틴의 구조와 사용

영어의 피그 라틴은 오래 전부터 현상 그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주

목을 받았었고(cf. Chrisman 1893; E.A.S. 1967; Haycock 1933; 

Hirschberg 1913; Schwartz 1965), 근래에 들어서는 어린이들의 음운 

인식이나 언어 습득과 관련하여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cf. Bagemihl 1995; Barlow 2001; Barton, et al. 1980; Cowan 1989; 

Nevins and Vaux 2003; Pierrehumbert and Nair 1995). 본 절에서는 

자료의 수집이나 연구가 상대적으로 축적되어 온 영어권의 피그 라틴을 

한국어의 귀신말과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준거로 채택하여 그 구조와 

사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피그 라틴은 영어권 화자들이 어렸을 때 잠깐 사용하는 

음운론적으로 왜곡된 형식를 갖는 말행위를 말한다. 전형적인 피그라틴

의 형식은 단어의 수준에서 변형된다.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초

성 자음이나 자음군, 즉 두음(onset)을 그 단어의 끝으로 이동시키고 여

기에 ‘-ay’를 붙여서 만든다.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단어의 끝에 반자음인 ‘y'를 첨가하고 여기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와 마찬가지로 ‘-ay'를 붙여서 만든다.5)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다.

두음이 있는 경우: C(C)(C)V__# → V__#-C(C)(C)-ay

두음이 없는 경우: V__# → V__#-y-ay

이 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피그 라틴의 예는 다음과 같다.

 5) 이 원칙에 변이형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예컨대 Farb(1973: 106)는 ‘-ay'

를 붙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Burling(1970: 135)는 ’-ey'을 붙이는 것으로 기

술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는 표기법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있고 후자는 음성학적 전

사에 근거하여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두 기술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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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 = atcay

dog = ogday

scratch = atchscray

flight = ightflay

apple =appleyay

under = underyay

피그 라틴은 단어의 수준에서 변형되기 때문에 피그 라틴으로 문장

을 만들 때는 위의 규칙을 문장을 이루는 개개의 단어에 적용하여 만든

다. 피그 라틴으로 표현된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he  will   give  it    to   me

ihay ilway ivgay ityay utay imay

please listen  to   us

izplay  isnlay utay usay

paint   the   fence   white

aintpay ethay encefay itewhay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 외에도 변이형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6) 예컨대 Burling(1970: 135)과 Farb(1973: 106)는 ‘op 언어'

가 피그 라틴의 전형적인 형식과는 달리 나타나는 피그 라틴의 한 변이

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언어는 단어의 초성 자음 또는 자음군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음 사이에 ‘-op-'를 삽입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

어는 단어의 앞에 ‘op-'를 첨가하여 만드는 것이다.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피그 라틴의 변이형들은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예시된 형

식 이외의 것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광범위하게 알려진 형식

이나 문헌상으로 보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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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V_# → (C)(C)(C)-op-V_#

다음의 예문은 위의 전형적인 피그 라틴의 예로 든 동일한 문장을 

위의 규칙을 적용하며 ‘op 언어’로 변환한 것이다.

he  will  give  it   to   me    

hopi wopil gopiv opit topu mopi

please  listen to   us

plopiz  lopisn topu opus

paint   the   fence  white

popaint thope fopens whopait

미국에서는 ‘op 언어’ 외에도 다른 변이형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Schwartz(1965)는 자신이 펜실바니아의 알렌타운에서 들

은 언어의 형태를 ‘시리아인들의 피그 라틴(Syrian Pig Latin)’으로 명

명하고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op 언어’와 동일

하지만 ‘-op-' 대신 ‘-eerz-'를 삽입한다. 다음은 Schwartz(1965: 79)가 

비교 예시한 라틴 피그와 시리아인들의 라틴 피그의 사례에 ‘op 언어’를 

추가한 것이다.

English Pig Latin Op 언어 Syrian Pig Latin

block ockblay blopock bleerzock

left eftlay lopeft leerzeft

light ightlay lopight leerzight

miss issmay mopiss meerziss

right ightray ropight reerzight

street eetstray stropeet streerzeet

traffic affictray tropaffic treerz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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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보고되는 이러한 사례들은 피그 라틴이 지역적으로 광범

위하게 분포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변이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7)

피그라틴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나 10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지만 정확한 연령에 대한 언급은 없다. Cowan(1989)의 연구에

서 연구 대상 소년이 7살이 넘어서도 완벽하게 피그 라틴을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면 적어도 그 이상의 나이가 되어야 피그 라틴을 정확

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VanDam 

(2001)은 피그 라틴과 같은 말놀이가 초등학교 밖에서는 그리 주목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 피그 라틴이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 사

이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들로부터 

유추할 때 피그 라틴의 사용이 적어도 초등학교 이상의 어린이들과 10

대에서 사용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피그 라틴이 주로 어린이들과 10대들에 의해 사용된다는 언

급이 이들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

제로 성인들에 의해서도 사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예컨대 한 웹사

이트에 실린 글에서 필자는 “일곱살 난 우리 애가 알아들었으면 하지 

않는 대화를 나눌 때 남편과 나는 즐겨 피그 라틴을 사용한다”고 기술하

고 있다.8) 이 기술은 피그 라틴이 성인들에 의해서도 사용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피그 라틴이 일곱 살의 어린이가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는 

사실, 그리고 피그 라틴이 비밀 언어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그 라틴의 일차적 기능은 앞의 인용에서 보듯이 비밀 언어로서의 

기능이다. 보통 동년배의 집단에서 피그 라틴을 아는 화자들끼리 비밀 

언어로 사용하거나, 위의 예에서 보듯이 어른들이 피그 라틴을 모르는 

 7) 이외에도 Arpy Darpy, Double Dutch, Gibberish, Obby Dobby, Ubbi Dubbi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이형들이 미국 내에서 사용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8) http://www.victorianpassage.com/2006/12/pig_latin_goose_latin_and_all.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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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피그 라틴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앞의 Cowan의 연구에서 보듯이 피그 라틴이 순수하게 언어

적인 유희로 사용되기도 하고, 몇몇 화자의 경우는 피그 라틴을 금기시

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에 대해 피그 라틴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영어권에서 피그 라틴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

용되며, 변이형들이 존재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10대들이 주로 사

용하며, 그 주요 기능은 비밀 언어라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4. 귀신말9) 또는 한국어의 피그 라틴

영어권에서의 피그 라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말놀이 형식은 피그 

라틴과 마찬가지로 그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용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의 연령 상한이 50대 후반으로 이들이 중·고

등학교에 다닐 때 사용하였었다는 제보에 기초하여 산정하면 대략 1970

년대에 피그 라틴과 같은 형식의 말놀이가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그 라틴이라는 말행위의 사용과 기능이라는 속성에 비

추어 볼 때,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도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본 논문을 

위한 조사에서 넓은 지역에 걸친 집중적인 면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그 라틴이라는 말행위는 비밀 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9) 귀신말이라는 용어가 한국어의 피그 라틴 형식을 모두 포괄하는 표제어로 사용되기

에는 문제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이를 표제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예컨대 귀신말 이외에 도깨비말이나 엘프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표제어가 붙은 것도 상대

적으로 최근의 일이어서 이러한 표제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말행위를 가리

키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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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수의 집단에서 배타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되다가 주변의 사람

들이 알게 되면 곧 사라지는, 따라서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주기가 매우 

짧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같은 지역에

서 같은 연배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모든 성원들이 피그 라틴 형식의 

말행위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어떤 제보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도 자료의 수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 과정에

서 50대 후반 이상에서 피그 라틴 형식의 말행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제보자가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로 1970년대 이전에도 그러한 말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

다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현재로서는 수집된 자료에 기초하여 1970년

대에 사용하였다는 사실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전제

로 본 절에서는 한국어의 피그 라틴이라 할 귀신말의 구조와 습득, 사용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귀신말의 구조 

한국어에서 피그 라틴의 형식인 귀신말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광범

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음절―보다 정확히는 글자―단위에서 이루

어진다. 즉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의 경우는 ‘한글 자음 중 하나 + 앞 음

절의 모음’을 해당 음절의 다음에 덧붙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은 

종성을 분리하고 앞의 음절에 ‘한글 자음 중 하나 + 앞 음절의 모음’을 

덧붙이고 종성을 그 다음에 덧붙이는 형식을 취한다. 이론적으로는 한

글의 자음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

는 주로 ‘ㅂ'이나 ‘ㅅ'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0) 이를 규칙화하

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일부 제보자는 자음을 ‘ㅂ'을 사용하는 경우를 도깨비말로, ‘ㅅ' 사용하는 경우를 귀

신말로 부른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제보자는 이러한 구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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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V1(C2) → (C1)V1-C3V1-(C2)

                   |

           주로 ‘ㅂ' 또는 ’ㅅ'

이 규칙에 따라 단어를 만들면 다음의 예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어 ‘ㅂ'을 사용한 경우 ‘ㅅ'을 사용한 경우

대한민국 대배하반미빈구북 대새하산미신구숙

학교 하박교뵤 하삭교쇼

귀신말 귀뷔시빈마발 귀쉬시신마살

문장의 단위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음절에 위의 규칙을 

적용하여 만든다. 따라서 다음의 예문과 같이 사용된다.

원래의 문장: 나는 학교에 간다.

‘ㅂ'을 사용한 경우: 나바느븐 하박교뵤에베 가반다바.

‘ㅅ'을 사용한 경우: 나사느슨 하삭교쇼에세 가산다사.

이 형식에는 하나의 변이형이 있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의 경우 

원래 음절의 자음을 그대로 두고 덧붙이는 음절에 종성의 자음을 첨가

하여 귀신말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은 형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C1)V1(C2) → (C1)V1(C2)-C3V1(C2)

                       |

               주로 ‘ㅂ' 또는 ‘ㅅ'

이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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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ㅂ'을 사용한 경우 ‘ㅅ'을 사용한 경우

대한민국 대배한반민빈국북 대새한산민신국숙

학교 학박교뵤 학삭교쇼

귀신말 귀뷔신빈말발 귀쉬신신말살

이 규칙에 따라 위에 예시한 문장을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변이형을 

얻을 수 있다.

‘ㅂ'을 사용한 경우: 나바는븐 학박교뵤에베 간반다바.

‘ㅅ'을 사용한 경우: 나사는슨 학삭교쇼에세 간산다사.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규칙보다는 앞서 제시한 규칙에 의해 귀신말

을 만드는 경우가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며, 또한 지역적으로도 광범위

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에 인용한 것은 인터넷의 한 카

페에 실린 글이다. 필자가 조사하는 동안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내용이

지만,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11)

그런데 도깨비말이나 귀신말의 잇는말이 저가 “ㅂ”과 “ㅅ” 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잇더라구요~; 저의 지역에서는 도깨비말 잇는말이 

“ㅋ” 이예요

“ㅂ”과 “ㅅ” 외에도 “ㅋ”, “ㅁ”,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로 말할때 가장 알아듣기 어려운 말은 “ㅋ”입니다

“다이어리”을 잇는말 “ㅋ”으로 바꾸어 볼게요

“다카이키어커리키” 이걸 빨리 말하면 왠지 일본어 같기도 하고

다른 말들중 가장 간지가 나서 전 “ㅋ”을 많이 사용해요~

그외 저가 위에 ㅆ느 “ㅁ”도 바꿔비교해볼까요?

“다이어리” 를 잇는말 “ㅁ”으로! -> “다마이미어머리미”" 외계어 같져? ㅋ

11) http://cafe.naver.com/decodia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06623. 

맞춤법을 교정하지 않고 카페에 실린 그대로 옮겼다. 2008년 7월 8일 작성된 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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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이형은 그 말에 대한 특별한 표제어가 없이 사용되었던 경우

로 이 변이형은 강릉 지역에서 50대 후반의 여성 제보자로부터 얻은 

것이다. 이 변이형은 다른 지역에서나 강릉 지역의 다른 연령대에서 사

용하였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제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에 대

한 경험을 들려준 제보자 역시 자신이 중학교에 다닐 때 잠깐 사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후에는 그 말을 듣거나 사용하였던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릉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이 말은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은 음절의 

다음에 ‘-나사’를 첨가하고,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은 자음의 종성을 분

리하여 그 사이에 ‘-나사’ 삽입하고 종성을 ‘-나사’의 끝에 붙여 만든다. 

하지만 단어나 조사를 포함하는 어군의 마지막 음절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규칙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1)V1(C2) → (C1)V1-나사-(C2)

이 규칙에 따라 단어를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대한민국 = 대나사하나산미나산국

학교 = 하나삭교

대한민국은 = 대나사하나산미나산구나삭은

학교에 = 하나삭교나사에

이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예와 같이 실현된다.

나는 학교에 간다.

나나사는 하나삭교나사에 가나산다. 

이 변이형을 제외하면 다른 형태의 변이형은 발견되지 않아 영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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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피그 라틴이라 할 만한 말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12)

형태론적인 규칙의 측면에서 볼 때 강릉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변이

형을 포함하여 한국에서 사용되는 귀신말은 영어권에서 나타나는 전형

적인 피그 라틴보다는 Burling과 Farb가 피그 라틴의 변이형으로 예시

했던 ‘op 언어’와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소리나 소리군의 이동 

없이 음절 사이에 다른 소리를 삽입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이

러한 형태의 변이형들이 교차 문화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시리아인들의 피그 라틴’도 이와 동

일한 구조를 가지며, 기타 다른 형태의 변이형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진다. 다른 변이형들인 Arpy Darpy, Double Dutch, 

Gibberish, Obby Dobby, Ubbi Dubbi 등도 소리의 이동 없이 음절 사

이에 다른 소리를 삽입하여 만든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소리의 이

동 없이 단순하게 소리를 음절 사이에 삽입하는 보다 단순한 형태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음성학적인 측면에서는 귀신말의 구성에서 왜 ‘ㅅ'이나 ‘ㅂ'이 주로 

선택되는가하는 점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Samarin(1972)은 종교적

인 방언의 연구에서 특정한 소리의 선택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습득과 연관된 음향심리학적 요인이나 모국어에서 나타나

는 음운론적 현저함, 또는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보자들에게 왜 ‘ㅅ'이나 ‘ㅂ'을 선택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단

지 소수의 제보자가 단정적이지는 않으나 자신들의 생각에 ‘ㅅ'이나 

‘ㅂ'을 삽입하였을 때 가장 이상하게 들리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였

12) 앞의 인터넷 인용문의 댓글 중에 “우리는 글자글자마다 뒤에 ‘나'붙이는데 여긴 그

게 없네요”라는 언급이 있어 강릉지역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가 있음을 짐

작할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수집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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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국어의 자음 빈도수에 대한 연구들(리의도 1981; 신지영 

2008, 2010)은 ‘ㅅ'이나 ‘ㅂ'의 발생 빈도가 그리 현저한 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선택은 음향심리학적인 요인이나 문화적인 요인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귀신말의 조직에 있어 국어 화자

들에게는 음향심리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ㅅ'이나 ‘ㅂ'이 가장 이국적

인 소리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귀신말의 습득

귀신말의 습득은 또래 집단 사이에서 구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가 가장 빈번하다. 즉 친구 관계의 연망을 따라 귀신말을 사용하는 집단

에 속해있던 한 화자가 다른 집단의 성원들에게 귀신말을 만드는 원리

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전파된다. 18명의 제보자 중에서 17명이 친구

에게 배워서 귀신말을 사용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서울 출신의 20대 제

보자는 자신이 귀신말을 습득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하루는 같은 반 친구 둘이 이상한 말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느 나라 말이냐고. 그런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네들끼리 웃으면서 계속 이상한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갈 때 한 명에게 살짝 물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알고 나니까 별 것도 아니었지만…”  

대전에서 30대 초반의 제보자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스스로가 귀신

말의 조성 원리를 알게 되어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이 제보자에 따르

면,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원리가 너무도 단순해서 금방 알겠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과 그 말을 사용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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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초에 누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제보

자들이 전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귀신말의 습득은 대체로 초등학교 고

학년 이상의 연령대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신말의 원리를 배

워서 사용하였거나 스스로 터득하여 사용하였거나 관계없이 귀신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은 이 연령대 이상에서 가능하였다. 강릉 출신의 

50대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은 귀신말을 잘 구사하였지만 자신의 동생들

은 귀신말의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다닐 때 였어요. 친구에게 배웠는데, 배우고 

난 후에 친구들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대화도 이 말을 사용해

서 했으니까. … 친구들과 이 말을 사용하면 동생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하나는 국민학교 2학년이었고, 하나는 그 때 학교에 다니지 않았는데 집에서 

같이 하려고 가르쳐줘도 잘 못하더라고요.”      

귀신말의 습득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많은 연관된 자료와 연구가 필

요하겠지만, 이러한 제보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는 제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10세를 넘어서야 

국어 사용자들은 국어의 음운과 음절 조직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

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13) 즉 언어 습득의 발달 단계에서 단순히 음운

에 대한 지식이나 음절의 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음절을 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조작하는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것은 10세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귀신말의 습득 과정을 통

하여 알 수 있다.

13) 이에 대한 보다 단정적인 결론은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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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신말의 사용    

귀신말의 사용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의 연령대 화자

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 시기가 지나서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타났다. 이 연령대 이상에서는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였다.

귀신말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에서 귀신말의 사용은 일차적으로는 

놀이로서의 기능과 연관된다. 즉 귀신말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

미를 위해 유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귀신말을 할 줄 아는 

대화자 간에 단순히 재미있다는 이유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 누

가 더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지 경쟁하기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귀신말을 놀이로 사용한 사례들에 대해 제보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경험

은 다음과 같다.

“그냥 재미있어서 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 친구하고 그 말로 

얘기하면서 갔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그 말을 사용하면 더 재미있으니까.” 

(서울, 40대)

“친구들하고 누가 틀리지 않고 더 오래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지 내기하

기도 했어요. 이 말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편이 틀리는지 잘 듣고 있다가 상대

가 틀리면 내가 이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말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강

릉, 50대)  

귀신말의 유희적인 사용은 말놀이가 갖는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이라

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herzer 2002: 153). 

귀신말을 유희적인 목적으로가 아니라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귀신말을 비밀언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비밀언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놀이와 정보 전달의 경

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주로 또래 집단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이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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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정보 전달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비밀 언어로서의 본연의 

의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는 또래 집단 내에서 귀신말을 모르는 사람

이 청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귀신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화자들이 그렇지 않은 청자를 대화로부터 배제시킴

으로써 청자를 놀리는 경우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제보자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을 모르는 애가 있을 때 우리끼리 이 말을 쓰기도 했어요. 이 말을 

아는 애들끼리 눈짓이나 신호를 보내고 쓰기 시작하면, 이 말을 모르는 애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별 얘기 아니라도 지는 무슨 소린지 못 알

아들으니까 화를 내고 그랬지요. 그럼 우리는 또 재밌어하고 웃고 놀리고 뭐 

그렇게… 이 말을 하는 애들은 좀 잘난 척도 하고. 다른 애들이 모르는 말을 

하니까 좀 잘난 척도 하고 그랬어요.” (대전, 20대)

모든 제보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에

서 귀신말에 대한 지식은 일종의 암묵적 위세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귀신말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 

귀신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화자는 일종의 위세를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

침해주는 것은 귀신말을 만드는 원리를 아무에게나 잘 가르쳐주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제보자 중에서 혼자 그 원

리를 알게 되었다고 말한 제보자에 따르면 귀신말을 하는 아이들이 귀

신말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아서 혼자 알아내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 

대전의 20대 제보자의 인용에서 보듯이 귀신말을 알고 있는 것이 “잘난 

척”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은 귀신말에 대한 지식이 또래 집단 

내에서 암묵적인 위세를 갖는 것임을 반증한다.

귀신말이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의 두 번째 사례는 발화 장면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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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삼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다음

에 인용한 언급들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귀신말을 사용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중학교 때 한참 유행하던 도깨비 문자, 도깨비 말로 수업시간에 쪽지보내

고

우리끼리만 아는 말로 별것도 아닌이야기를 마치 중요한 비밀이야기인양

조잘조잘 쉴새없이 떠들어 대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도 아직 그말을 기억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만약 신둘해를 도깨비말로 바꾸어 쓴다면 

시신두술해새 이런식으로 받침과 모음을 “ㅅ” 과함께 반복하는 것이다

한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던 도깨비 말 지금 생각해보니 

이걸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진다

과연 누구일까?

학원선생님들이 유일하게 아는 도깨비말은 "바사보소" 바로 바보였다 ㅋㅋ 

우리가 맨날 바사보소하니까 그거 하나만 알아듣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며 자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던게 생각난다

중학교 시절 장난도 많이치고 즐거웠던 추억이 새록새록 기억이난다14)

예를 들어 싫어 하는 친구 욕 할때  도깨비말 할 줄 아는 친구에게 가서 

예]야 있잖아 재 짜징나

야샤 이싰자삲아사 재새 짜싸지싱나사15)

다음은 앞의 각주 11)에서 인용한 글에 달린 댓글들 중에서 귀신말

의 사용과 관련된 것들만 선택한 것이다.  

  

- 이런거 비밀문자로 써야징~~ㅋㅋ

- 저 초등학교때 남자애들 못듣게 친구들이랑 비밀암호였어요 ㅋㅋㅋ

- 알살고소있싰었섰어서요쇼^*^애새들슬이시 주수로소선선생생님심 대새

놓솧고소 욕쇽할살때새 쓰쓰이시는슨!!16)

14) http://blog.naver.com/tlsenfgo?Redirect=Log&logNo=30002043503. 이 글은 2006년 2

월 19일 작성된 것이며 맞춤법 교정 없이 옮긴 것이다.

15) http://hje9804.blog.me/90037645126. 2008년 11월 19일 작성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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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디빙때배애배드블이비이비거벌로보비비미빌으블대배노봏고보마발해

뱄어버요뵤 그븐데베조보그븜어버려벼워붜요뵤17)

이러한 귀신말의 사용은 장난스러운 내용에서 심각한 내용까지 다

양한 내용의 범주들을 포괄하지만 공통적으로 발화되는 내용이 알려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내용이 알려지기를 꺼려하

는 것은 발화 장면에 존재하는 제삼자의 흉을 보거나 비난하는 경우, 

그리고 대화의 내용 자체를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위에 예로 든 인터넷 댓글의 사례에서 이러한 쓰임을 볼 

수 있다. 여러 제보자들이 부모님이 자신들의 얘기를 알아들을까봐 귀

신말을 사용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우리 부모님이 아주 엄했거든요. 늦게 들어오거나 친구들하고 놀러가지도 

못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놀러갈 거 얘기하고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부모

님은 모르시니까, 친구들하고 편안하게 할 얘기 막 다 하고 그랬어요.” (강릉, 

40대)

“옛날에는 전화가 집에 한 대 밖에 없었잖아요. 전화하면 온 식구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친구하고 전화하면서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되는 얘기할 때 이 

말을 썼었어요. 뭐, 친구가 남학생을 만났다거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주로 

그런 얘기들…” (부산, 30대)

부모님이나 선생님, 즉 화자들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해 귀신말을 사용하는 것은 화자들이 이들에 대해 갖는 지위의 불리

함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귀신말의 이러한 사용은 말놀이가 갖

는 또 다른 기능, 즉 주변적인 지위에 있는 집단에게 말놀이는 “자신들

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반헤게모니적(counterhegemonic) 저항의 중요한 

수단”(Snerzer 2002: 153-154)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6) “알고 있었어요. 애들이 주로 선생님 대놓고 욕할 때 쓰이는”

17) “초딩 때 애들이 이걸로 비밀을 대놓고 말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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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귀신말이 여성들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된다. 즉 여성들의 주변적인 지위와 귀신

말의 사용이 귀신말의 이러한 기능을 확인해 준다. 

4)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의 교차문화적 비교

본 논문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면접을 통해서 얻은 자료로 실제 자연

발화상황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료상의 한계는 실제로 발화

상황에서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밝히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지만 제보자들의 정보를 기초하여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의 개략적인 작용의 원리는 살펴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귀신말

의 사용과 관련한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의 영향을 정리하고, 그러한 영

향이 갖는 의미를 교차문화적 비교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신말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의 연령대 화자들에 의해서 주로 사용된다. 16명의 제보자들은 초등학

교나 중학교, 좀 더 오래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사용한 경험은 있으

나 그 이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강릉 출신의 

두 명의 제보자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도 그 사용의 빈도는 현저히 떨어져 아

주 특수한 경우, 예컨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

이 들으면 곤란한 내용을 말할 때 몇 번 사용한 것이 전부였다고 보고하

였다.18) 귀신말 사용에 있어서 화자들의 연령적 제한은 인터넷 자료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음의 댓글들은 그러한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19)

18) 이 두 제보자는 학교에 다닐 때 귀신말을 사용하여 대화한 경험이 있는 친구 사이였

다. 

19) http://cafe.naver.com/decodia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06623. 

인터넷 상의 자료에서도 추측하면 20대 초반까지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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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이말 많이 했었는디 ㅋㅋㅋㅋㅋ

- 어머낫 아직도 쓰고있네요… 제가 중2때 쓰던말을ㅋㅋㅋ

- 저이거 초등학교때 써먹던건데 아직도 쓰고잇네요 !!! 신기하다 ㅋㅋㅋ

- 허걱; 8년 전에 제 시절에 유행하던 말이 지금도…!!! 놀랍네요 ㅋㅋㅋ

이처럼 귀신말은 화자들의 특정 연령대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신말의 

사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피그 라틴과 구분되는 점이기도 

하다. 앞서 부부 간에 피그 라틴을 사용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그 

라틴은 성인들에 의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귀신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

이다.

수수께끼의 사용에 대한 조희웅(1971)의 지적, 즉 아동과 여성에 의

해 주로 연행된다는 지적도 귀신말의 사용과 함께 말놀이에 대한, 혹은 

보다 넓게는 언어 사용에 대한 국어 화자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즉 말장

난 같은 놀이들은 언어 사용에 대한 전통적인 예절에 비추어 성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는 태도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대혁 2009; 이석주 2009 참조).20)   

화자의 성과의 관련하여 귀신말의 사용과 성적인 편향성을 보인다. 

제보자를 찾는 과정에서 남성 화자들이 귀신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또한 면접의 과정에서 남성들이 사용한 

사례에 대한 정보는 가족 내에서 오빠와 남동생이 자신들과 사용하였다

는 제보자가 두 명 있었다. 이러한 성적 편향성은 앞에 인용한 인터넷 

댓글에서 “저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 못 듣게 친구들이랑 비밀암호였어

요”라는 언급에서도 잘 나타난다. 귀신말의 성적 편향성 또한 피그 라틴

의 사용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피그 라틴의 경우 부부가 사용

지지만 확인 가능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0) 더 어린 연령에서 귀신말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언어능력의 한계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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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Cowan(1989)의 연구에서는 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Schwartz(1965)의 보고에서도 성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음을 볼 때, 피그 라틴은 그 사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편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귀신말의 이러한 성적 편향성은 연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어 사

용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남성 화자들의 경우 

사회적인 규범으로부터의 이탈이 쉽지 않지만 여성 화자들은 상대적으

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Keenan(Ochs) 

1974 참조).

귀신말의 사용에 있어 연령과 성별이라는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은 

말놀이의 사회적인 기능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신말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집단에서 암묵적인 

위세를 갖는 말행위이며, 이는 집단 내부적으로는 동질감의 형성이라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자신들을 표현하고 지배적인 문

화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Sherzer 2002: 153-154).

귀신말이 언어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것은 상당이 비균질적인 특

징을 보인다. 이는 귀신말이 비밀언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긴

밀한 연관을 갖는다. 즉 귀신말은 특정의 언어공동체 내에서 배타적으

로 사용되는 속성이 있어, 해당 공동체 외부의 성원들에게는 잘 알려지

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다 큰 언어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또래 

집단, 또는 집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소규모의 집단 내에서만 알

려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귀신말의 습득 과정에서 보듯이 귀신

말은 전파라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전파의 과정에

서 배제되는 화자들은 이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귀신말은 언어공동체 내에서 비균질적인 분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들은 이러한 분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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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말쓰면 좋은점이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도깨비말을 모르시다면 막 

말할수있다는게 좋은점이죠~ ㅋㅋ

- 애들이도깨비말쓸때,못알아들엇는데정말감사해여ㅕ♡ㅍ♡

이러한 분포 상의 특징은 귀신말의 사용 주기와 연관이 된다. 즉 

특정의 언어공동체 내에서 대다수의 성원들이 귀신말에 대한 지식을 갖

게 된다면 귀신말은 더 이상 비밀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암묵적 위세를 말행위로서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소멸하게 

된다. 즉 언어공동체 내에서 귀신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화자들

의 수가 비밀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화자에게 암묵적인 위세를 주

는 말행위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수를 넘어서면 귀신말의 

사용 빈도는 점차 줄어들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귀신말

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소멸하기까지의 주기는 대체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

되면 누군가가 귀신말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학기의 중간쯤이 되면 누구

나 알기 때문에 귀신말의 사용이 시들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균질

적인 분포와 상대적으로 짧은 사용상의 주기는 귀신말이 놀이로서의 기

능보다는 비밀 언어로서의 기능에서 보다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귀신말의 특징은 피그 라틴에서는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없

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피그 라틴 역시 비밀 언어로서의 기능

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피그 라틴의 사용에서는 언급되어 있지만 귀신말의 사용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 현상으로 금기어를 대체하는 기능이다. 피그 라틴은 일부 

성인 화자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단어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귀신말의 경우는 그러한 용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21) http://cafe.naver.com/decodia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7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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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귀신말과 피그 라틴이 사용되는 연령층 및 성별과 밀접한 연관

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피그 라틴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연령대

에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귀신말은 아주 제한된 연령대에서만 배타적으

로 사용되고 성인들에 의해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금

기시되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여성 화자들에 의해 주로 사용되

기 때문에 피그 라틴의 용례와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귀신말이 표현되는 매체가 말행위 뿐만 아니라 글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울 출신의 30대 제보자들의 경우 인터넷으로 채

팅을 할 때, 그리고 대전 출신의 30대 제보자는 일기를 쓸 때 귀신말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표현되는 매체의 다양성에도 불구

하고 사용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은 귀신말이 여전히 비밀 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피그 라틴의 경우 이러한 매체의 다양성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최근에 인터넷 상에 피그 라틴의 번역을 자동으로 

해 주는 사이트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글로 표현되는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맺는 말

말놀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말

놀이의 장르들을 범주화하는 것은 현재의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외국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적어도 보편적으로 나타나

는 말놀이의 장르로 밝혀진 범주를 기반으로 할 때, 한국에서 나타나는 

귀신말은 그 구조와 사용에 있어 놀이 언어의 범주인 피그 라틴과 유사

한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범주적인 유사성에 비추어 귀신말을 한국에

서 나타나는 피그 라틴의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귀신말의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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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로 언어의 문제와 연관하여서는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귀신말의 구성과 관련하여 한국어의 화자들은 음향심리학적으로

나 문화적으로 ‘ㅅ'이나 ‘ㅂ'을 가장 이국적인 소리로 인식한다는 것이

다. 둘째, 귀신말의 습득과 관련하여서는 국어의 화자들은 대체로 10세 

이후에 국어의 음운과 음절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이

다. 셋째, 귀신말은 말놀이로서의 기능과 비밀 언어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며, 따라서 언어의 지시적 기능뿐만 심미적 기능을 동시에 보여준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어 사용에 대한 국어 화자들의 전통적이고 규

범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귀신말이 특정 연령대의 여성화자들

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귀신말이 성인 남성 화자들에게는 

적절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인 수준에서는 다음의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귀신말은 화자들에게 암묵적 위세를 부여하며, 화자들은 이를 통하여 

언어공동체의 성원들 간에 일종의 연대감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둘

째, 귀신말은 오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말놀이가 갖는 기능 

중의 하나로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화자들에게는 자신들을 표현하고 기

성의 문화에 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을 한다는 것이다.

피그 라틴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교차문화적으로 귀신말은 피그 라틴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수

적인, 그리고 동시에 공통되는 특징들을 보여준다. 귀신말은 피그 라틴

과는 달리 화자의 연령과 성별에 있어서 한정적이며, 이러한 특징과 연

관되어 그 사용의 주기가 상당히 짧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피그 

라틴은 성인 화자들에 의해 금기어를 대체할 때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

지만, 귀신말의 경우는 그러한 용례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그 라틴과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비밀 언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 여러 표현의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본 논문은 귀신말이 비밀 언어로 사용된다는 사용상의 특징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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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발달로 귀신말의 사용이 거의 소멸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연발

화상황을 바탕으로 기술, 분석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부분은 

향후 지속적인 조사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에

서 행해지는 말놀이의 새로운 범주를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10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2010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201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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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cepts>: Ghost Speech, Pig Latin, Speech Play, Play language, Secret 

Language, Covert prestige

Ghost Speech or Korean Pig Latin

    Joo-Kwan Kim*22)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Ghost Speech, 

a speech play performed in Korea. It is regarded as a speech play 

equivalent to Pig Latin used in the English-speaking areas since it 

has some common features in its structure and function with Pig 

Latin. For example, it is made by the insertion of meaningless sounds 

in regular words, and used as a secret language.

There are also some differences peculiar to Ghost Speech. First 

of all, it is exclusively used among the speakers of younger 

generation. Most of the speakers are teenagers, and the speech is 

not used among the speakers older than twenty. Secondly, it lasts 

very short term period. Roughly estimated, it has been used for three 

to six months in a speech community. Thirdly, it is highly 

gender-oriented. The speech is used exclusively by women speakers.

In its functional aspect, the speech is used just for amusement, 

and also as means showing off a speaker's covert prestig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peech is “(a) weapon of the weak against 

the strong” as well as “(a) break from the serious stuff of life.”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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