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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도 비양도�가파도�마라도 퉁 제주도 안의 4개 도서를 3지점으로

나누어 어촌생활어를 생태학적으로 조사，연구한 것이다 조사된 어휘 가운데 바

다풍물 관련 35개 어휘와 바다식물 관련 16개 어휘 퉁 51개 어휘를 포힘하여

총 8개 분야 1067B 어휘에 대하여，생태 측정을 위한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설

문 조사는 30.40 대，50대，70대 이상 등 3세대로 나눠 실시하였다 30대와 40

대를 묶어서 조사한 것은 조사 지점이 도서지역이어서 30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응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연구되었음{NRF-20 11-35C.A00405) 이 과제는 당초 ‘제주도도서지역어의

생태학적 연구-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의 해산울을 대상으로’라는제목으로

수행된 것을 연구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넓힘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여 농운 제

목의 부제 가운데 ‘해산물’응‘어촌생활어’로바꾸었다 여기에서 제주도는 행정

구역으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 제주대학교 강사 국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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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70대 이상 용답자들은 51개의 해산물 관련 어휘 중 52.9%인 27

개 어휘에서 방언형을 100% 쓰고 있으나， 50대에선 29.4%인 15개 어휘，30대

에선 11.7%인 6개 어휘만 방언형을 쓰고 있다 생태 지수가 50% 이하인 어휘

는 70대 이상에서 13.7%인 7개 어휘이고， 50대에서는 5.9%인 3개 어휘，30，40

대에서는 27.5%인 14개 어휘로 나타났다 ‘이해하지못하거나 모르겠다’는 용탑

을 보인 어휘는 70대에서 ‘틈북’외 6개 어휘，50대에선 ‘보제기’외 9개 어휘로

나타났다 30대에서는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옹당한 어휘가 72.5%인

37개나 되었다

위의 결과를 보면，세대가 낮을수록 ‘모르겠다’는용답자가 많아 생태 지수

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지역의 30대 .40대 인구 비율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세대가 어로 활통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언어

사멸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사멸되거나 사멸의 길을 걷는 어촌생활

어는 물론 환경 등의 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제주도앙언의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어 제주도，도서지역어，생태 지수，어촌생환어1 우도，비양도1 가파도 마라도

I 서론

1 연구 목적

어촌생활어 1)는 어촌 지역의 생활 문화를 담고 있는 말이다 여기에는

어촌 지역의 환경， 전통사회， 경제，문화 활동과 연계된 어휘，표현이 들

어 있고，또한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수많은 문법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 사회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 형태의 변화는 이

와 관련된 어촌생활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존 형태와는 다른

1) ‘어촌생활어’라는용어는 국립국어원이 ‘민족생활어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10
년부터 어촌 지역의 ‘민족생활어조사’를하면서 쓰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국

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조사’의용어를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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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바뀌고 있다 2)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생태학의 입장에서 제주도

의 부속도서 3)인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동 4개 도서 주민들이 시용

하는 어휘에 대한 인지도를 세대별로 조사하여 그 사용 지수를 측정하

는 한편 세대별 변화 요인을 고찰하려고 한다

언어도 유기체와 같아서 생성，성장，사멸의 과정을 거친다 생물학적

다양성의 펼요성을 뒷받침승운 논리는 언어에도 적용된다 생태학적 사

고를 언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문제와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태학적 문제는 단순히 개개의 생물 종들이 그 자

체로 홍미롭다거나 가치가 있다는 말이 아니다 생태계의 전체 개념은

살아 있는 개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존재한다는 통

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4) 언어가 처한 상황은 안전，위기，사멸 등으

로 분류하기도 하고， 여기에 빈사상태릎 추가하기도 한다 빈사상태는

하나의 언어가 ‘단순히’위기에 놓인 단계를 훨씬 넘어서는 개념을 나타

낼 수 있다 세대 간의 전달이라는 인자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5) 생태학

의 개념을 언어에 적용한 것은 1970년 독일의 언어학자 Einar Haugan

의 ‘언어의생태학’이라는 제목의 강의 내용을 2년 후 자신의 논문집에

이 이틈을 붙인 데에서 비롯되었다 6)

제주도 도서지역인 우도 비양도�가파도�마라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도 자연 환경�인문 환경�사회 환경 등의 변화로 말미암아 전래되던

도서지역어가 세대가 낮을수록 급속도로 사멸하거나 사멸의 길을 걷고

있어 생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토착어언 제주지역어

2) 강정희외(2011)，'2010년도민족생활어조사 5，(어촌생활어기초 어휘조사)，국
립국어원한님대학교，3쪽

3) 제주특별자치도의부속도서가운데 추자도는행정구역이제주특별자치도에포함
되지만언어환경이전라도와비슷하여논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4) 데이비드크리스털/권루시안옮김 (2005)，，언어의죽음" 이론과실천，55쪽
5) 위의책，34-35쪽 이 책을참고하연，마이클크라우스는언어릎‘안전，위기，사
멸，빈사상태’퉁 4분류로나누고，킹케이드는‘생존가능한 언어，생존가능하지
만 작은 언어，위기에치한 언어，커의 사멸한 언어，사열한 언어’퉁 5단계로
분류한다 스티븐웹은 ‘잠재적위기 언어，위기에처한 언어，심각한위기에처
한 언어，빈사상태인언어，사멸한언어’풍 5단계로분류하고있다

6) Alwin마1(1993앤색현 역(1999)，째태 언어학"한국문화사，12-1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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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보해 줄 제보자들은 물론 도서지역에서 생활동}는젊은 세대들의

인구가 금속도로 줄어드는 것도 이번 연구를 촉발하게 한 이유다 제주

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의 생태학적 연구의 필요성은 이미 제주대학

교국어상담소 7).국립국어원(2008) 의 『제주지역어 생태 지수 조사 j 와 제

주대학교국어문화원 등(2010) 의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에

서 제기되었다 두 조사 결과는，제주지역의 농업 관련 어휘 못지않게

어업 관련 어휘도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여

제주도 대표 어촌지역인 도서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1) 조사 지정 개관과 엔구 현황

이 연구는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등 제주도내 4개 도서를 3지

점으혹 나눠 진행되었다 우도는 제주도 동쪽 바다에 위치한 섬으로 생

산포항에서 3없m 떨어진 섭이다 주민 대부분이 반농반어 생활을 하고

있다 ，관광지의 특성상 식당 운영 퉁 서비스업에 총사하는 사람도 많다

나이 많은 층에서는 아직도 바다생활파 받일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우도는 천진라 서광리�조일려 오봉리 등 4개 행정미을에

127! 자연마을이 있다 2013 년 1월 l 일 현재 1601 명(남812 명，여 789

명)81의 주민이 살고 있다

비양도는 한림읍 북방 4km 지정 해상에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섭이

다 예전에는 반농반어 생활을 하였으나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3 년 l윌 1일 기준으로 71세대 171명(남82명，여 89

명)91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주민들은 주거지를 비양도가 아닌 한림리와

7) ‘제주대학교국어상담소’는국어기본법의개정과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운영 개정
에 띠라 2008년 7월 14일 명갱이‘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으로변경되였다

8) 세대열로보연.0-9 세 101영남 5C맹，여 51영).10-19Ai’1431영(남76명，여
67명).20-29 세 155영(남88명，여 67영).30-39 세 198병(납 130맹，여 68
영).40-49 세 245영남 145명，여 100명).50-5S 세 243명(남138명，여 105
명).61-6S 세 208명(낭99명，여 109명)，-70-79 세 202명(남67명，여 135명，
80대 이상 106명(남19명，여 87명)이다

9) 세대별로보면，0-9 세 12명(남6명，여 6명，10-19 세 13명(남8명，여 3명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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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리 풍지에 두는 경우가 많아 섬 안에는 젊은 사람틀이 많지 않다

가파도는 모슬포항에서 5.5km 떨어져 위치환 섬으로 주민 대부분이

어엽에 종사하고 있으나 경작지가 있는 사람틀은 농사도 짓고 있다

2013 년 1월 1일 기준 122세대에 246명(남 128명，여 118명 )10)이 거주

하고 있다 마라도는 1981년 4월 1일 행정구역을 가파리에서 분리하였

는데， 2013 년 l월 1일 기준 47세대에 90명(남 53명，여 37명)'1)이 거주

하고 있다 이들 도서지역의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제주지역어를 구사

할 수 있는 80대 이상이 비중이 높응 데 반해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인구

수가 적은 것은 언어 전송에 단절이 올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한편 2002 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도의 총인구는 576 ，156명(남

288 ，152명 여 288 ，004 명)이며，80대 이상은 전체 인구의 2% 인 14，536

명이다

2) 기초 조사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2011 년 9월부터 2012 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제주도 도서

지역인 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 동 4개 도서를 3지점A로 나눠 어촌

생활어 관련 어휘를 세대별로 조사한 후 인지도를 측정하여 생태학적으

로 고창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1차 기초 조사，2차 설문 조사 퉁 2차

에 걸쳐 이루어졌다

20-29 세 19명(남10명，여 9명)，30-39 세 16명엄 9명，여 7엠，40-49 세 23
명(남15영，여 8명)，50-59 세 38명(남20명，여 18명)，60-69 세 22명(남11
명，여 11명)，70-79 세 16명(남3명，여 13명)，80대 이상 12명(여12명)이다

10) 세대별로보면，0-9 세 10명(남7명，여 3명).10-19 세 14명(남5명，여 9명).
20-29 세 25명(남13영，여 12명)，30-39 세 23명(남16명，여 7명)，40-49 세
32명(남18명，여 14영)，50-59 세 49맹(남31명，여 18명).61-69 세 35명(남
17명，여 18명)，70-79 세 45명(남18영，여 27'영)，80대 이상 13명(남3명，여
11영)이다

11) 세대별로보연，0-9 세 5명(남3명，여 2명)，10-19 세 7'빙남 5명，여 2명)，20
-29 세 4영(남3영，여 1명)，30-39 세 9명(냥5영，여 4명)，40-49 세 23영(남
17명，여 6명).50-59 세 17명(남10영，여 7명)，61-69 세 13명(남5영，여 8
명)，70-79 세 10멤남 4영，여 6명)，80대 이상 2명(남1영，여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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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주도의행정구역과조사 지정

1차 기초 조사는 어휘 자료 수집올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어휘

자료 수집을 위한 기초질문지가 구숭 채록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예룹

들연，질문 문항은 “이동네서 냐는 바당동물팡 식물은 어떤 게 이수

파'(이똥네에서 나는 바다풍물과 식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처렵제

주지역어로 묻고 답할 수 있게 꾸며졌다 만일에 질문에 대한 웅당이

‘소라’이연，“소라를 이 동네 말로 뭐렌 올아o}씨?(소라를이 동네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처렁질문 운항을 추가하여 기호어휘 자료룡 확보

하였다 l차 어휘 자료 수집올 위해 사용한 질문지 일부를 소개하면 다

음과같다

(1) 제주도 도서지역의어촌생활어조사 철문지예
@ 이 동네서 바당의서물질허는사릅음 워렌 불러마써 R이 동네에서 바다에
서 물갤하는사량은 워라고 부릅니까?)

@ 용질허는사룹도 장허는사릅팡 옷허는 사홈올 구뻗허영왈릅니까R울철
하는사랑도 잘하는사랍과 못하는 사랑옹 구별해서부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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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당의서 냐는 바당흘덜은 어떤 게 이신고양끼바다에서 나는 바다풀틀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바당에 들어강 물질허맹 잡는 건 어떤 거 잇어마씨1바다에 들어가 불칠

하며 잡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η
@ 것도 종류벨로 불르는 일륨이 ξ나지양끼그것도 종류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요”
@ 바당궤기 종류도 하지양{바다고기 종류도 많지요?)

제보자는 가능한 한 조사 지역 출신으로 섬을 오래 떠나지 않은 70대

이상으로 선정하였고， 조사는 일대일 변담 방식A로 이루어졌다 1차 어

휘 수집을 위해 제보지을 70대 이상으로 한정하여 조사한 것은 조사자

들의 언어가 오래도록 고정되어 왔기 때문에 생태 지수 측정의 표본으

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록된 자료는 간이전사(簡易轉寫 )12) 후에

어휘를 추출하여 목록화하였다

(2) 구술 채록 조사 내용과 자료 정리 예

<조사 예 1>

•조사일시 2011년 11월 11일

�조사자 캠순자

�제보자 정긍주 (83‘우도변조일리 비양통)

(@ 조사자，# 체보자)

@ 게난예 이 바당에서 냐는 아까 꾼벗 보말여]이런 거 한번 쭉 을아줘옵서

어떤 것들이 이신디사 이 마당에 냐는 거 상춘 허여 본 거〉

# 이 바당에 냐는 거 군벗 깅이 뭐 고퉁 ?뜬 것도 중아}

@~딱 중아붐서〉

# 고통 점복 오분제가 성기 바탕성기 잇고 그것덜 또 슴 그거

@ 게븐예 여기 아까 보말도 안 중고〉

# 보말〉
@ 보말〉

# 수두리보말 벽보말 댐갱이 막 우의 나는 건 맹갱이 돌포말 ?떼기 가마

12) 귀로 틀은 방언형을 읍성기호 풍으로 기록하는 일인 ‘전사’는‘간이전사’와‘정일

전사’두 가지로 나눈다 ‘간이전사’는음운 수준까지만 구별하여 적는 것이고，

‘정빌전사’는연이응들의 음성차까지 구별해 적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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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보말경

〈조사예 2>

•조사일시 2011년 11월 25일
�조사자 김순자

�제보자 김순선(82 여 제주시 한힘융 비양리)

@ 이 바당에 나는 보말들은 어떤 게 잇어마씨〉

# 보얼도게 벽보땅 잇곡 수두리보알 섯고 그 낀메기 이제 Z생이보말 잇고

문닥지엔 헌 보얼 잇고 젠젠헌 보멸은 용아가은 영 코 돋아져게 게난 코
튿데기엔 허곡 문닥지〔문닥찌]는그 구제기딱지?찌 딱딱헌 딱지 신 거

그것?라 운데기 걸 운데기보멀 베멀은 크주마는 오갈엔 헌 건 요만씩

허여 에말은 ~끔동글동글 요 돌에 영 부트는 커 까망헌 거 오갈은 그

것거찌 까망은 아냉은에 색깔은 닭아도 그거 비슷은 해도 이거는 옴팍허

고 졸아 터려군부 섯고 보통 군벗 잇고 영 꺼찌은 옴짝 들어가는 하래비

군붓이엔 헌 거 섯고

〈조사예 3>

�조사일시 2011년 10월 14일
�조사자 깅순자

�제보자 강죽 "K69 ，여 1서귀포시대정융 가파리)

@ 게은 메역 헌 다음에는 끝나연〉

# 미역헌 다음에는 소라도 잡곡

@예

# 무슨 뭐 옛날에는 이제는 엇어도 옛날 그 전의는 우리 오분제기도 트고

오분제가보고 바르엔 협니다 바르

@예 바르

# 바르 것도 트고 소라도 잡곡 옛날은 보말 잡으벙 다 억엇주마는 요즘엔

보땅허영 올고 종류도예 벅보말 섯곡 수두리보말 섯고 앵갱이보맏 섯고，

문데기 섯곡

@ 문데기 섯고

#7떼기 섯모

구술채록 내용에서 조사된 어휘는 추출하여 <표 1>처럼 목록화하였

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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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차 어휘수집자료의목록화예

우도 비양 가파

군벗 군벗

깅이

터럭군우

하래비군웃 하래비군벗

고둥/고통 구제기 구제기

집복

오푼제기 오운제가/바트

성기

야당성 71
t
보땅 보열 보알

수두리보알 수두리보알 수우리보말

억보앙 억보알 억보알

앵갱이 맹갱이보딸

툴포땅 문닥지/운데기 운데기

?에기 P에기1.생이보알/코딩데기 ?애가

가아귀보말

3)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 개발과 조사

1차 어휘 수집 자료를 토대로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개발

하였다 설문지는 1차 조사에서 수집된 어휘 가운데 4개 조사 지역에서

제보자틀이 일상적으로 쓰는 해산물 관련 어휘를 포함한 어촌생활어

106개 항목을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당초 연구계획서에는 해산물 관련

어휘를 가지고 설문지를 개말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세대별로

생태 지수 측정이 가능한 어휘를 선별하다 보니 문항 수가 적어 생태

지수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범위를 어촌생활 전반과

관련한 어휘로 확장하였다

설문지 조사 항목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조사 지점에서 많이 쓰이는

13) <표 1>의 1차 어휘수집자료의목록회는〈조사예 1>에서〈조사예 3>까
지의내용을 토대로짜여진것이다 〈조사예 1-3> 에서조사되지않은 어휘는
공란으로두어가료정리 과쟁을 〈표 1>로 보여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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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들로서 세대별 지수 측정을 할 때 객관적인 자료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 어휘들이다 설문지 조사 항목은 ‘행위자’ 분야 4개 어휘， ‘환경’

분야 9개 어휘， ‘바다동물’ 분야 37개 어휘， ‘바다식물’ 분야 17개 어휘，

‘도구’ 분야 207ß 어휘， ‘행위’ 분야 6개 어휘， ‘음식’ 분야 8개 어휘，

‘민속’ 분야 5개 어휘 등 8개 분야로 나눠 작성되었다 <표 2> 는 분야

별 설문조사항목들이다

〈표 2>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 조사 항목

분야 조사어휘

행위
증녀I~수，보제71/어제71，성닫1 사공

자

환경 '1당，모실/플래1 누/정，게묘 여，코지，웬원당/깨갯냥엘통1 월을다，울싸다

엘1 고등에 고도려1 정어려1 어영。L 고생이/고맹。U올생。1，앵이，감치1 구릿/구릇/구르치
(찌l. 껴주려，각제기，자리1 생센생센요토미/오퉁생성/슬라니/슬래기，깅。U쟁에긍이，거드

바나
레기/거들레끼께드레기께들헤기1 앙게/얀주려1 구쟁。U구생71/구제기/고동，싼구제개쌀구
갱이/쌀고통，조쿠제깨조쿠쟁이용쩔구생。L 에체끼대오상/대오삭，승 꿰구살/성71，해승/

동융-
미，정옥/웅복，조갱。1，보랜보영 1 수두리보망1 익보암1 운닥;>;1/-눈네 71/분다드i'i/운다닥지1

에옹。U에흥이/에흥기?오분센오분제개따르 j오분자구 균벗/궁벗，군수/굴앵。U불토새기 울
꾸럭/우꾸훼뭉거1. 비알/베일/생에릎늘리V닐래，우리다

바다 미1역에역귀，우미/천초돗/올?가시리，~I을망，에역씨(쉐L 녕피/념패닝패1 등북1 감태，청
식용 각U정각，용에/퍼헤y 흥음 응흥허1. 개1헤，주층/지총.Z 피다/시설올르다Z사다

소중에소중기/속곳，울수건)눈，대원/두령박/두픔박)망사리/망시려/흥사리/흥아리1 죠락/조
도구 헤기.'1장，호영이/응각게을갱이1 소설，원구덕y 지을커，태우터우셔우 11테1 공쟁이，너1/뇨

이융?고융/교볼，치y 사둘 친대/쯤대y 니껍1"1껍
행위 숭비다1 흔울다"llt릇잠다fuJ-:룻장다，후려다1 을질/무헤죄?일빼cfj바에다
응식 자피젓1 멜%맹젓，~j:(L 깅이영벡갱이벙벅，후레국)메역국1 틀 'J!!돗밥 페밥

민속 영등할멍h 요왕지1 선앙1 영등굿，Ã]들이다

설문 조사 항옥은 다음의 〈표 3> ‘설운지 예’에서 보이듯 1차 어휘

조사에서 수집한 제주지역어를 시용하였고， 조사 항목 가운데 지역에 따

라 어형이 다른 경우는 ‘즙예/줍수’， ‘보제기/어제기’， ‘고생이/고맹이/콜

생이’처럼 한 묶음 안에 여러 방언형을 병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

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l차 어휘 조사 제보자들이 사용하는 제주지

역어 7)-운데 표준어와 일대일로 대웅되는 것은 <참고 사항>에 명기하

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설문지 내용에 없는 어휘가

조사될 경우에는 <비고〉란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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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조사 항목은 정금주 (82 여 제주시 우도면 조일리 비양통)외

6명의 제보자 14)의 구술 자료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3) 의 『국문

학보』 제 5집 외 6개의 문헌자료 1’)를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편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지의 인지 항목은 <표 3>의 ‘설문

지의 예’에@무슨 뭇인지 알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 @들어보기는 했으나 잘 알지 못한다 @처음 들어

보는 말이어서 무슨 뭇인지 모른다 등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16)
설문 조사는 70대 이상， 50대，30.40 대 퉁 3세대로 나눠 실시하였다

당초 연구 계획에는 80대，60대，40대，20대 동 4세대로 나눠 조사할 예

정이었으나 도서지역의 특성상 20대와 40대의 분포 인구가 적어 불가피

하게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범위를 3세대로 변경하였다 60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조사 대상을 70대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언어 사

용 양상이 60대와 70대 이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 도서지역 중 가장 큰 섬인 우도에서 35명(남 20
병，여 15명)，비양도에서 11명(남 6명，여 5명)，가파 마라도에서 24명

(남9，여 15명)동 70명이다 세대별로는 70대 30'정(남10명，여 20명)，

(4) 조사 항목 선정에 도웅을 준 제보자는정금쥐82 여 제주시 우도연 조일리 비양
통)，강의근{69 남 제주시 우도연 영흥리)，김순선(82 여 제주시 한링읍 비양리)，
차철의(78 남 제주시한렴읍 비양리L 강죽지{70 여 서귀포시대정융가파리)，캉
순회{78 여 서귀포시대정융 가파리)，라화옥{79 여 서귀포시대정읍 마라리)등
7명이다

(5) 문헌자료로는제주대학교국어국문학회(1973)의 『국문학보」제5집(1973)，제주대
학교 국어국문학회(974) 의 r국운학보』제6집，강정회깅순재201이의 '2010년
도 민족생활어조사 보고서 5，(비양도의고기잡이x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강정
회 외(2010). '2010년도 민족생활어조사 보고서 1，(비양도의어촌생활어기초
어휘X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장정회김순재2011)，'2011년도 민족생활어조사
보고서 이(해초류X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강정희 외(2011)，'2011년도 민족생
활어 조사 보고서 1，(우도의어촌생활이기초 어휘X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강
영봉 외(2011)，'2011년도 제주지역어조사보고서，(국립국어원)퉁 7권이 활용되
었다

(6) 생태 지수 측청올 위한 설문지의 인지도항목은 제주대학교국어상당소 국립국어
원(2008)의 r제주지역어생태 지수조사」설문지를원용하였다



78 ~t짧文化 43호

50대 20명(남 13명，여 7명)，30.40 대 20명(남 12명，여 8명)으로，지역

별’세대별로 균형 있는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조사된 설문지

는 액생 수식 ‘COUNTIF ’를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통계 분석한 자

료는 인지 항목 cc은 ‘사용’@는 ‘이해’@은 ‘예전 사용’ @는 ‘이해

못함’ @는 ‘모름’으로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표’>설문지 예

변호 조사어휘 인지도 비교

er무슨 뜻인지 알고 았고 일상생횡에서도 산다

@우슨 뜻인지 일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지 않는나

증여/증수 @ 예전에는 썼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다
001 @들어보기는 했ξ 나 장 알지 못한다

@처음 들어보는 양이어서 무슨 뭇인지 모흔다

창교사항 표준어 장녀 1 해뎌

CD무슨 뜻인지 알고 있" 일상생딴에서도 f 다

보제 71/어 @무슨 뜻인지 얄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장 f 지 않는다

@ 예전에는 썼지안 지긍은 쓰지 않는다
002 제 71

@들어보기는 했으내 장 알지 못한다

@처응 들어보는 말이어서 무슨 뜻인지 모른다

장고사항 표준어 어부

R 제주도 도셔지역의 항목별 조사 어휘

세대별 생태 지수 측정을 위한 설문 항목에 따라서 지역별로 조사된

어휘는 기술의 편의상 <부록 1>로 처리하였다

조사 어휘를 보면，우도， 비양도， 가파 마라도 3지점에서 방언형이 일

치한 경우 17)는 ‘즘수，사공，바당，모살， 게끔， 여，코지，물들다， 물싸다，

벨，고등에， 고도리， 정어리， 어랭이， 팽이， 갈치， 객주리， 각제기， 자랴，

슴，해슴， 수두리， 먹보발， 굴맹이， 늘래， 우미， 가시랴， 딩，감태， 용레，

증판레， 개판레， 물수건， 테와，망사리， 비창，지들커， 네，이물，고불，치，

주툴다， 후리다， 물질，자리젓， 용레국，페밥， 영등할망， 영퉁굿’ 동 49개

어휘 (46.2%)로 나타났다 또 두 지역에서 같은 어휘가 조사된 경우는

17) 조사 어휘 기운데 이형태가있는 경우는 대표형만을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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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기，누，코생이， 깅이， 밥주리， 구살， 정복， 보발， 메옹이， 꿈벗， 베

말，무리다， 메역， 메역귀， 롯， 메역새， 념피， 틈북， 정각， 즙음， 주충， 근

피다， 속곳， 눈， 글갱이， 소살， 질구덕， 터]，공쟁이， 사둘， 츰대， 니껍， 숨

비다， 바릇잡다， 바레다， 벨첫， 딩치， 메역국， 돗밥， 요왕제， 선앙， 지들이

다’ 퉁 427R 어휘 (39.6%) 였다

세 지역의 어형이 각기 다른 경우는 ‘상군，원람， 구릿， 오태미， 게들

레기， 구쟁이， 쌀구쟁이， 좁쓸고동， 대오삭， 조개， 돌포말， 오분착， 뭉게，

조락， 깅이범벅’ 동 15개 어휘 (14.2%)로 나타나 3지점의 조사 어휘가 다

른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개의 조사 지점에서 각기 다르게 분화된

어휘는 <표 4>와 같다

〈표 4> 세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조사된 어형

표준어[에 우도 "1양도 가파도마라도

상군 상군 상융예 상슴녀1 큰응디，큰증수

웬 위당 원 'li통

앵에돔 구릿 구릇 구르채구르찌)

옥동 오테이 생성 생선

소라게/집게 게을레기 거드략지 기드헤기

소하 구쟁이IJI..옹 구쟁기 구제가

중간 크기로 살이 있는 소라 상구쟁이 쌀구쟁기 쌍구씨71
크 '1가작은소라 흉쓸고통/쏠방구 죠쿠쟁기 조쿠제기

거북손 대오삭 에체기 대우살

조개 죠개 초갱이 어끔

눈알교동 올포알 운드러"11운다71 운데기

오분자기 오분착 요분지구 오분재71/tl}.르

문어 웅게 우꾸럭 울꾸럭

각은 망사리 50락 조레기 증망시리

‘ 갱이업벅 *

18) 대웅 표준어가 없는 정우는 방언형을 그대로 쓰거나 ‘크기가 작은 소라’처렴풀

어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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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사된 어휘 가운데 ‘바다식물’분야의 ‘듬북’과‘바룻잡다’관

련 어휘가 가파 마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음식’분야의 ‘음치’는우

도에서，‘깅이범벅’은우도와 가파 마라도에서 조사되지 않았다 이런 결

과는 언중틀이 사용하는 어휘가 언중틀의 삶과 문화와 역사 등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m. 제주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

1 세대별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

제주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 생태 지수 ]9)를 측정한 결과，70대 이

상에서는 생태 지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30.40 대에서는 지수가 매우 낮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 생태 지수는 언휘 사용 빈도율을 나타

내는 용어로，빈도율이 높은 것은 안전한 상태에 있는 어휘이고，빈도율

이 낮은 것은 사멸 위기에 놓인 어휘라는 의미다

생태 지수가 높은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로서

‘바다동물’과‘바다식물’과관련된 어휘가 주종을 이룬다 106개 조사 어

휘 가운데 30.40 대에서 100% 사용하는 어휘가 ‘갈치객주리’등 8개 어

휘였고，50대에서는 ‘갈치�객주리’퉁 22개 어휘，70대 이상에서는 ‘이

물 고물’퉁 517H어휘로 나타나 세대가 높을수록 생태 지수가 높은 것

으로 측정되었다 반면 0-19% 미만만 사용하는 어휘는 30.40대에선

‘즙녀.~탠’퉁 28개 어휘，50대에선 ‘보제기�페밥’등 5개 어휘，70대에

선 ‘보제71'페밥’둥 8개 어휘였다 0-19% 미만을 시용하는 어휘의 경

우，50대보다 70대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 특이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조사 대상 가운데 50대가 70대보다 교육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

과의 언어 접촉이 빈번해지며 언어 개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30.40 대에서 ‘모르거나이해할 수 없다’고웅답한

19) 제주도도서지역의어촌생활어생대지수조사종합 분석표는<부록 2>에 섣음
으로써제주도서지역의어촌생활어생태지수를한눈에살펼 수 있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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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가운데 50% 이상 모르는 어휘는 ‘쌀구제기’등 17개 어휘였는데

반해 ‘바당’‘모살’퉁 22개 어휘는 100% 이해한다고 응탑해 야직도 도

서지역에서는 표준어형보다 방언형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0대에서 50% 이상 ‘모르거나이해할 수 없다’고웅답한 경우는 ‘사

둘’ l개 어휘，70대 이상에서는 ‘조갱이’1개 어휘로 차이를 보였다 반

면 100% 인지하는 어휘는 50대에서 1067R어휘 가운데 68.8%인 73개
어휘，70대 이상에서는 83.0%인 88개나 되어 세대가 높을수록 야직도

방언형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도서지역에서는 아직도 연령층이 높은

경우 표준어형보다 방언형을 생활어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 지

수가 낮은 어휘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도서지역에

서 주민들이 생활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에 30-40 대
웅답자의 생태 지수가 낮은 것은 이들이 어촌 9활과 관련한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과의 언어 정촉이 이루어

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의 언어 습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연 교육 환경의 변화와 매스컴의 영향 등으로 말미암아 어휘

선택이 방언형에서 표준어형으로 옮아가거나 생활환경 동의 변화로 어

촌생활과 밀접한 어휘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 사용으로 언어환경

이 바뀌면서 일어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특정 지역어써는 사용되지 않은 어형들은 어휘 전송 폭이

좁아 생태 지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70대 이상에서 30% 이

상 모르겠다고 응답한 어휘 ‘풍F레，조락，사둘，바릇잡다，패밥，듬북，
음치，갱이범벅，조갱이’는조사 지점별로 서로 다른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조락’인경우，‘오분자기따위를 넣는 크기가 작은 망사랴’라는 의미

로 조사를 했는데，가파-마라도에서는 ‘작은바구니’를 뜻하는 어휘로

쓰이고 있고，‘바릇잡다’나‘듬북’，‘조갱이’는가파 마라도에서는 사용

되지 않는 어휘여서 생태 지수가 낮게 측정되었다

‘조갱이’인경우는，비양도에서만 ‘조개’라는의미로 λ냉되었고， 우도

에서는 ‘작은전복’의의미로 λ냉되고 있다 ‘깅이범벅’의경우는 비양

도에서만 조사되었고，나머지 두 지역에서는 ‘깅이’즉 ‘게’를가지고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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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을 해 먹지 않았다는 웅답자들의 답변으로 보아 어휘 사용이 일반화

되지 않음으로써 생태 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조사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보다는 서로 다른

형태의 어형을 보이는 사용X까 적은 어휘가 생태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이틀 어휘부터 사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진단되었다 세대별 전체

조사 어휘의 사용 빈도율을 그래프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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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g

↑o

O→ 9‘

〈그림2> 제주도 도서지역의세대별 전체 조사 어휘 시용 빈도율

위의 그래프를 보면， 106개 조사 어휘 중에 30.40대에서 10% 미만

사용하는 어휘가 137H，50대는 2개，70대 이상 3개 어휘로 나타난 반면

100% 사용 어휘는 30.40대에서 8개에 불과했지만， 50대에선 22개，70
대 이상에서는 51개 어휘로 세대가 높을수록 방언형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2 분야별 어촌생활에 생태 지수

1) 행위자 관련 어휘

‘행위자’와관련한 어휘 항목은 4개 어휘다 이들 4개 조사 어휘 가운

데 30.40대에서 0-9% 로 낮은 빈도율을 보이는 어휘는 ‘즘년，보제기，

사공’퉁 3개 어휘다 또 50대와 70대에서 ‘어부’의방언형 ‘보제기’와

‘해녀’의방언형 ‘즙녀’의생태 지수가 낮은 것은 이들 조사 어휘가 지

역에 따라서 방언형이 다르게 출현되기 때문이다 행위자 관련 어휘의

세대별 사용 빈도율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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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행위자 관련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50대 m대。l상
0-9% 증녀，보제가，사공 보제기 보제기

1O~19% 상군 증녀

20-29% 증뎌

50~59W 상군사공 상군

“)-이9% 사용

〈표 6> 환경 관련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대 ’0대 70대 이상

0-9% 누 1 게끔

20-29% 바당 1 보살

30~39% 'r
50-59% 원

60-69% 누 1 게끔 원

70-79% 여，코지，융을다，불싸다 모살

80-89% 울틀다)울싸다 게끔

90-99% 바당 모살

lω% 여 코지
바당 1 어1 코지 풀들다，
울싸다

2) 환경 관련 어휘

‘환경’관련 어휘는 ‘바당，모살，누，게끔，여，코지，원，물들다， 물싸

다’퉁 9개 어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바다’의방언형 ‘바당’의경우，

전체 92.9%가 시용하고 있어 생태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모

살，여，코지，물들다， 물싸다’도 80% 이상 사용 빈도율을 보였다 반면

‘누’(파도)와‘게끔’(거품)은평균 빈도율이 50%를 밀돌아 생대 지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대별로 보연， 30.40 대에서 ‘누，게끔，바당，

모살’이 30% 미만의 사용 빈도율을 보인 반면， 70대에서는 ‘바당，여，

코지，물들다， 불싸다’ 동 5개 어휘가 100%의 사용율을 보여，도서지역

에서는 아직도 고령층에서는 방언형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대 이상에서 ‘누’와‘원’의사용 빈도율이 50대보다 낮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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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은 이들 어휘가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어휘인데다 50대가 70

대보다도 언어환경과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외부 접촉이 많기 때운으로

분석된다

3) 바다동물 관련 어휘

‘바다동물’과관련한 어휘는 모두 37개 어휘다 이 가운데 ‘무리다’와

‘늘래’를제외한 357R ‘바다동물’가운데 생태 지수가 높은 ‘사용’어휘

를 보면， 30.40 대에서 100% 시용하는 어휘가 ‘갈치，객주리， 자리， 보

말’등 제주에서 일상어로 λF용하는 4개 어휘이고， 50대에서는 ‘고도리，

어랭이， 갈치， 객주리， 각제기， 자리， 깅이， 승，보말，군벗’ 동 107R 어

휘，70대에서는 ‘벨，고도리， 어랭이， 고생이， 행이，갈치， 객주리， 각제

기，자리，깅이，거드레기， 베체기， 승，보말，수두리보말， 먹보말，메용이，

〈표7> 바다동울 관련 어휘 시용 빈도울

구분 30.40 대 50tH m대 이상

0-9'Æ 고등에，방게 y 조갱이 (3개)

10-19%
징어려 생선，쌀구세기 조쿠

죠갱애 1개) 조갱에 171])
제 71，해승 1 문닥지 (6개)

낀)-29% 옐，구쟁기，퀴，접복{3'씨 생선，죠쿠제기 (2개) 고등에 1 생션1(2개)

30-39% 에제 7j(l 개)

40-49% 울꾸럭 (1개) 쌀구제기 해 "α 개) 징어랴，쌀구제개 2께

50-59% 운낙제]개)

60-69% 고생이 1 쟁이1 거드레기 (3개)
고퉁이l 구생。L 쿠'1，점복，율

조쿠제가，퀴y 해승()개)
꾸럭 (5개)

70-79% 밥개(1개) 문닥지 (1께

80~89%
교도리 y 깅이 수두려보말)먹

정에리 (1개) 구핏1 구쟁이 1 을꾸녁 3께
!!.맏14께

어쟁。L 구렷 각제기，승，메
옐1 교생。1 쟁이，구릿 거드

90~99% 옹。L 오분작，군벗，군수，비 레기1 에체기?수두며보말 1 억
암게 1 점」후오운각K3개)

~>t9개)
보말1 에옹이 요운작，군수 1

비일íl2개)

엘，고도며，어랭。1. 고생이 1

고도랴 어행。1. 갈지 객주
챙。1. 갈지，객주리，각세기 1

자리 1 깅이，거드레기，얘제
lα)% 갈지 객주리 지려 보앨4개)려)각제기1 자리，깅。1. 승1

기，승 보딸1 수두려보알 y 억
보앞 군벗(10개)

보말，에옹이 꾼벗，군수 비

말\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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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벗，군수，비말’등 20개 어휘로 나타나 세대가 높을수록 생태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는 웅답을 보인 어휘는 70

대 이상에서 35개 어휘 중 ‘조갱이’등 3개 어휘， 50대에서는 ‘문닥지’

동 6개 어휘，30.40 대에서는 ‘벨’등 무려 26개 어휘로，젊은 충으로 갈

수록 생태 지수가 낮게 나타나 언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

고있다

4) 바다식블 관련 에휘

‘바다식물’의경우，‘근피다’를제외하고 167H 어휘가 ‘바다통물’관련

어휘에 비해서 생태 지수가 낮아 사멸 위기에 놓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0.40 대의 경우，50% 미만의 사용률을 보인 어휘는 16개 조사 어휘 가

운데 ‘풍흥레 rr 러1]，개흔레，메역세，념피，츰음，주충，메역，메역꺼’통

9개 어휘 (56.2%) 로 나타났다 50대는 ‘츰후레，개판레’ 동 2개 어휘가

50% 미만의 사용률을 보인 반면 90% 이상 시용률을 보인 어휘는 9개

(56.2%) 로 생태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167H

어휘 중 75% 인 127H 어휘가 80% 이상 사4용"ð}고 있는데，‘즙용레’의경

우는 50대보다 사용 빈도율이 낮은 20% 미만A 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8> 바다식물 관련 세대별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40 대 3 대 70데 이상

0-9% ~~에17M)

10-19% ~레)개F레α개) 쯤~려1(1개)

20-2 ‘% 에역세，넘피，용~.주증，4개)

30-39% 에역1 에역뀌 (2개) 용g허1. 개g메(2개)

50-59% 틈북1 층 ~(2 께 쯤딩 (17배

6O-69W 듬북"깨 듬복-(17M)

70-79% 가시리 (1개) 메역1 에역귀 (2개) @에1쩨

80-89% g떼17ψ
미역 에역귀 1 에역세，개g에
(4개)

90-99% 우 1J]，~，감태13께 우Dl，~，념피1 주충 (4께 우U)(l개)

100% 돗1 청각K27Hl
옷，가시리1 에역세，감태，갱 훗，가시리，딩1 넘피，강태，

걱’개) 청각，주중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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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서 보듯，‘증F 레’λ냉지역이 제한된 데다 50대 이하에서는 교

육과 타 지역과의 접촉 퉁으로 말미암아 언어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사용

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세대별로 생태 지수의 차이가 큰 것은 30.40 대의 젊은 층의 경우에

생엽으로 어업 관련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표준어 교육과 매스컴

의 영향으로 지역어 사용을 기피 "5)-는 현상도 사용 빈도율을 낮추는 요

인이다 한편 70대 이상에서 생태 지수가 낮게 나타난 어휘는 어휘 분화

가 세 지역에서 달리 나타나는 경우와，어휘 사용자가 지역어 사용을 의

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가파도에서 만난 80대 노인은 “손

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어보다 표준어 사용을 하려고 한다 ”고

응당하였다

5)도구 관련 어휘

‘도구’관련 어휘는 20개 어휘 가운데 50% 미만 사용 어휘가 30.40

대에서 ‘질구덕，공쟁이，소중이，시둘，물수건，테우，치，소살’등 8개

어휘 (50%)로 나타났고， 50대는 ‘소중이，물수건，공쟁이，태우，질구덕，

사둘’등 6개 어휘 (37.5%)，70대 이상이 ‘소중이，질구덕，물수건，공쟁

이，사둘’둥 5개 어휘 (31.2%)로 나타났다 도구 관련 어휘 중 50대 이

상에서 낮은 사용 빈도율을 보이는 ‘소중이，울수건，공쟁이，사풀’퉁은

〈표9> 도구 관련 세대별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 에대 ”미 m대 。l상

0-9% 정구덕，공쩡애 2께

10-19% 소중。 1 시즉힌 2개) 소증이 응수건 (2개) 소증。 1，칠구덕 (2게

20-29% 물수건 1 테우， ~1(3개) 공쟁。1(17~1

30-39'Æ 소실 (1개 에위]개) 울수겐]개)

40~49% 질구덕 사툴 {1개) 공생。L 사둘 (2개)

50-59% 호앵。 1(1게) 터l'위]개)
60-69% 조략， 네 1 칭대 (3개) 죠락，네 (1개) 조를h 네 (2개)

70-79% "1창"께 호맹。L 제1개)

80-89% 천대 (1개) 소상 (1개)

90-99% 망사라 (1개) 소살 (1개) 침대 (l개)

100% 태와 (1개 테의k 망사리) 비장"개)
태의1，망사리 1 비장， .9..앵。1，
치(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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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어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 세대에 걸쳐 ‘태

와’과‘망사리’가90% 이상 사용 빈도율을 보인 것은 이들 어휘가 제주

지역에서 일상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6) 행위 관련 어휘

‘행위’관련 어휘는 6개다 이 가운데 30-40 대에서 50% 미만만 시용

하는 어휘는 50%인 3개(바룻장다，후리다， 발레다)였으나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1개(각후려다)였다 50대 이상에서 50% 미만 λF용하는 어

휘는 ‘후리다’로，사용 빈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 지역의 생활환

경 속에서 ‘후리다’가사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이다 반면 전 세대

별로 ‘물질'(30-40 대 90% 이상，50대 100%，70대 이상 100%)은 대부

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행위 관련 서대멸 어휘 사용 민도율

구문 30 찌대 S야” m대。l상
JO카 9% 바릇강대 1께

20-29% 후리다，발헤디{2께

30-39% '1'려대]깨 후리대 1깨

50-59% 숨버1대]개) 바릇잡다?망헤내2개) 바릇장디{l개)

6<J냉9% 은블대 1개)

80-89% 숭비다(1개)

90-99% 울질(1개) ;존을다{l개) 숭비다 알헤대2세

100% 울질(1개) <'울다1 울질(2개)

7) 음식 관련 어휘

‘음식’관련 어휘는 생태 지수가 높은 어휘와 낮은 어휘가 현격히 구

분되고 있다 구황음식이었던 ‘페밥’은전 세대에서 10% 미만만 사용하

고 있고，비양도에서만 조사된 ‘갱이범벅’은30-40 대，50대에서 20% 미

만 사용하는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10% 미만만 사용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반면 ‘자리젓’은전 세대에서 100% 사용해 제주토속읍식인 !자

리젓’이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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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음식 관련 세대별 어휘 사용 빈도율

구분 30 얘대 50대 7[대 이상

o→% 페입~I개) 페법(1개) 깅。1염벅，페생 Z께

10-19κ 깅。l벙벅 J 흥레국 (2개) 깅。1명빅 (1게)

20-29% g지 틀양 2개)

40→ 9% l냉첫，에역국 (2개) ~~l，흥헤국 1 흘ιK3개) g치1 흥에국 (2개)

60-69% 톨업Kl개)

70-79% 에역국 \1개)

90-99% 에역국 11개)

]이% 자려젓 (1개) 자려젓 벨첫 (2개) 자리젓， 벨것 Q개)

〈표 12> 민속 관련 세대별 어휘 시용 빈도율

구운 30.40 대 50대 70대 이상

20-29% 선잉11개)

30-39% 요왕지 1 지들이대 2깨

70-79%
요왕지， 선앙 1 지들이다

β개)

80-89% 영등활양 영등굿 (2개)

%→9% 영응할망? 영퉁뭇 (2개)

1ω%
영등할양， 요왕지 선앙， 영
등굿 지툴。1대 3개)

8) 민속 관련 어휘

‘민속’관련 어휘는 5개다 70대 이상은 조사 어휘 전 영역에서

100% 사용하고 있으나，30.40 대에서는 5개 어휘 중 ‘선앙，요왕지，지

들이기’동 3개 어휘를 40% 미만만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영풍할망’

과 ‘영등굿’은30.40 대에서 80-89% ，50대 이상에서 90% 이상의 높은

사용률을 보였는데，이는 ‘영퉁할망’과‘영퉁굿’이아직도 제주의 중요한

민속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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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결론

이 논문은 제주도 도서지역의 세대별 생태 지수를 측정하기 위한 연

구이다 연구는 우도，비양도，가파�마라도 퉁 4개 지역을 3지점으로 나

누어 30.40대.50대，70대 이상 동 3세대의 어휘 항목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조사 어휘 항목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

다 70대 이상 제보자 7명에게 기초어휘를 조사한 후 기존 문헌자료 어

휘와 비교하여 도서지역에서 널리 써오던 1067ß 어촌생활어를 목록화하

였다 1067ß 어휘는 ‘행위자，환경，바다풍물， 바다식물， 도구，행위，음

식，민속’동 8개 분야로 나누어 ‘사용’，‘이해’，‘예전시용’，‘이해뭇

함’，‘모름’등 5개의 인지항목으로 나눠 생태 지수를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 선정을 위해서는 구술채록 방식의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이 질문지를 토대로 3지점에서 어촌생활어를 조사한 후 목록화하였으며，

생태측정을 위해 도서지역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 가운데 세대별 시용

빈도율을 측정할 어휘 항목 1067ß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106개 어휘에

대해 3지점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3지점에서 같은 어형이 조사된

경우는 ‘사공’등 49개 어휘(46.2%)，3지점에서 2개 어휘가 공통요로 조

사된 경우는 ‘깅이’등 42개 어휘 (39.6%)，3지점에서 서로 다른 어형을

보인 경우는 ‘뱅에돔’등 15개 어휘 (14.2%)였다 3지점에서 공통으로 조

사된 어휘는 생태 지수가 높은 반면 3지점의 어형이 서로 다른 경우는

빈도율이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도서지역에 거주혐 젊은 층의 인구가

적은 것도 원인이 되지만 젊은 층의 생활환경과 언어환경이 노년층과는

달리 외부 접촉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생태 지수 측정 결과， 30.40대에서 0-9% 미만만 사용하는 어휘가

‘즙녀，보제기，사공，누，게끔，고동에，밥게，조갱이，츰F허1. 근피다，질
구먹，공쟁이，페밥’둥 13개나 되어 도서지역에서 사용되던 어촌생활어

가 사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0대에서는 ‘보제기，페밥’등

2개 어휘，70대 이상에서는 ‘보제기，페밥，갱이범벅’ 등 3개 어휘로 나

타나 어촌생활어의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00% 시용하는 어휘는 30.40대에서 ‘갈치’등 8개 어휘， 50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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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첫’등 22개 어휘，70대 이상에서는 ‘이물’등 51개 어휘여서 70대

이상에서는 야직도 방언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깅이범벅’퉁의 어휘는 70대 이상보다 50대에서 높은 사용률을

보였는데，이는 젊은 층일수록 다른 지역과의 언어접촉이 쉬울 뿐만 아

니라 교육과 생활환경 동의 영향으로 언어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토착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리，

전송을 위한 방안이 화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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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1 생태 지수 조사 설문지에 따른 지역별 조사 어휘

〈탱위자〉

번호 조사어휘 표준어 우도 "1양도 가파도마라도

001 즙 Ljj증수 해녀 쯤수 증수，증에 증수

002 보제 71/어제기 어부 보제기 보제기 어제기

003 상군/상즘녀1/큰증수 ’ 상군 상증녀]
상증녀 1큰증여 1큰
증수

004 사공 사공 샤용 사공 시공

〈환경〉

번호 죠사어휘 표준어 -1도 "1양도 가파도마라도

이15 바당 바다 마당 바당 바당

α~ 모상/올해 오래 모살 모살 모상

007 누/성 파도 T 파도 누/누영。1
α18 게끔 거풍 게끔 게끔，을개끔 거l끔
。” 여 여 여 여 여

010 코치 꽂 코지 코지 코지

011 윈/원냥/7fll갯답 원당 으l 벨흥
lJJ2 몽을다 불멜다 울듣다 을들마 물틀다

01) 울싸다 울써다 불싸다 을싸다 울싸다

<바다옹풀〉

언호 조사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014 벨 영지 엘 oJ 앨

lJJ5 고 g에 고응어 고 g어J，고등여 고등어 1 고등에

016 고도리 고도라 고도리 고도리 고도려

017 징어려 정어리 갱어려 정어려 정어리

lJJ8 어영。l 어쟁놀리 H기 어갱이 어맹이 어랭이

019 고생에고앵。 v
고생놀래기 코생이 코생이 고영이

롤생이

020 쟁이 혹톰 쟁。l 쟁이 챙이

021 갈치 갈지 강지 강치 강치

022 't헛J구풋/구g치 앵에폼 구릿 구ξ 구 g지(쩌)

023 객주려 주1치 껴주리 객주리[썩l 객주려

024 각제가 전갱이 각제기 각재기 가라지 각재기

025 자려 자라옴 자리 자려 자리

생선U생성/오토미/오
021‘롬생성/솔라니/솥래 옥동 오테미 생성 생선

게오비미 ’027 징이/갱이/긍이 게 갱이 깅이，게 깅이

거드레기 171등레기
028 게드레기/게들레기 소라거L 집게 게들메기 거드락지 기드레기

71.E레기
029 맙게ρ갑주라 갯강구 박게，염주 2J 방주리 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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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애 구쟁이/구쟁기/구제
소라 구쟁이 고동 구쟁가 구제기71/교통

。\1 딸구제기/쌀구생이 쌀구쟁이 쌀구생기 쌀구제가

032 조쿠제기/조쿠쟁이
용쓸고흥 쓸방구 죠쿠쟁기 조쿠제기

즙셀구쟁이/종쓸

033 비채기때오상 7
거북손 대오삭 에체가 대우살

대오삭

034 슴 말똥성게 " "ι "。” 퀴/구살/성71/뀌살 성케 퀴/구상/성기 구살 귀살

036 헤송 1'1 헤상 해승/미 해승 해승

。” 정작/증복 전복 생복 정」럭(증복 칩복/증복

03' 조갱이 조개 조개 조갱이 어음

039 보알/보멸 ιJ!.?;δ 보말 보영 보알

여” 수두리(보일) 앵이고둥 수두려(보일) 수두패보일) ζ二두èll보말)
041 억"말 방교등- 먹보딸 역보발 익보알

042 문닥지/문데기/운 τ
눈알고등 툴포딸 푼드럭지 운마기 푼데지

r 메운다탁지

043 메웅。ν에홍。U
두드럭고등 에흥기 에옹이 에웅이

메흥기

여4 오분각U오운제기/
오운차지 오분작 오운지구 바르，오분제기

바르

045 군냉J 굽벗 군부 군넷 궁뱃，군붓 궁엣

046 군수/굴맹。1/
군소 균앵이 궁맹이 궁맹이

울토새기

047 울꾸핵/우꾸럭/웅게 문어 뭉케 우꾸벅 올꾸려

048 딩1말에얻/생에음 얘기삿갓조개 쟁비응 에딸 에일

여9 늘래/널래 "1린내 늘래 늘해 늘래

050 무리대/울다 울다，울쿠다 울마 무라나 우리다

〈바다식울〉

연호 죠사어휘 표준어 우도 "1양도 가파도마과도

051 에역 마역 에역 매역 '1역
052 에역귀 미역귀 매역뀌 에역귀 '1역귀
05) 우 '1/천초 우뭇가사라 우며，천초 우 '1 우 '1
054 옷9올 롯 ~ 후 옷

055 가시 èI 풍가사리 가시리 가시려 가시 èI
056 ~I융망 모자반 g g 。E

05ì 메역새(쉐) 미역쇠 에역샤μ11 에역새(깨 미역새

058 녕패녕패/념패 넓패 년패 념피 념피

059 등북 E북 El 륙 E북 *
lJ(잉 낌}태 감태 깅애 깜내 감대

061 갱각H정각 청각 정각 정각 정각

062 ~버U퍼헤 파래 1레 g헤 만에

063 음딩/먹는딩 츰 g ~~ 익는염

“4 증1례 종1에 츰F레 응흥에

065 개g레 개F레 개g에，깅。l￥레 개얀레

。66 주중/지충 "1층이 지중 주충 주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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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7 I ~피다/시설올르다 Z피마 Z피다，Z올르다 Z사다Z사다
〈도구〉

번호 조사어휘 표준어 우도 '1양도 가파도 "1라도

068 소중。U소중이/속곳 을옷 속곳 소중기 속곳

α'fJ 울수건 블수건 울수건 울수건 율수건

070 <c 을얀경 눈1 수경 <c 안경)앤경

071 테웨두영박/두픔악 에와 대와 태짝 헤확

072
망사리/망시메

망사랴 망사려 망사리1 양시려 망사'1/망시리
흥사리/흥아려

073 조락/죠에71 조락 조헤기 증앙사라

074 비창 '1창 '1창 "1창 비장

07’호엉이/종각지/ 호미 -.:각지 g갱이 -.:갱이
-.:갱이

076 소설/작살 작살 작상 λ~시E 소살

077 질구턱 질구덕 질구덕 큰구덕

078 지등키/지등케 영감 지등키 지틀커 지틀커

079 테우터우떠위떠 1 예 s]우 태 에

0에) 공쟁이 공쟁이 공쟁이 하깡대 가71대
081 "11/노 노 너11노 네M노 너U노
O잉 이울 이물 이불 。)을 이을

083 고불/고을 고물 고블 고물/고플 모울

084 치 키 지 지 치

085 사등 사들 어웅대1 자리구칼 사들)자리사둘 사윷

08(; 청대/음대 낚섯대 층대 층대 정대

087 니생/'1 생 미끼 니~/'I껑，맡밥 이껑 니껑

<앵위〉

번호 죠사어휘 표준어 우도 비양도 가파도마라도

088 숭비다 숭 '1마 숭틀다 숨비다

뻐9 주울마/옹푼허다 ;존물다 '"울나 '"울다

090 마풋삼대바릇장다 바룻강다 바릇장다 *
091 후리다 후리다 ~려다 후려다 후리다

0)2 울질/우레질 물질 플질/무레질 물질 물질

093 발페다/바에다 '1래다 발헤다 바헤다 바헤다

〈음식〉

언호 조사어회 표준어 우도 '1 양도 가파도마라도

094 자리젓 자리동젓 자리젓 자라젓 자라젓

095 엘첫/엘갯 멸치젓 냉첫/영것 엘첫 엔젓

096 응치 * g지 g지
097 갱이범벅/갱이염씩 * 깅이염백 *
(η8 ￥레국 파해국 F레국 흥메국 한에국

099 메역국 미역국 베역국 에역국 미역국

100 올잉7돗밥 훗밥 툴법「 훗맙 롯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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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I 페압 j 패양 |폐밥 페밥 페엠

〈인속〉

엔호 죠사어휘 표준어 ~우도 "1양도 가파도아라도

102 영등할망 영응할양 영S할영} 영g항망 영응할망
103 요왕지/요왕제 요왕지 요왕기，요왕세 요왕제
104 선앙 선앙 션앙 엣선앙

105 영등굿 영g굿 영g굿 영S굿 영g굿
106 지틀이대체틀이다 지들이다 지등이다 제틀이다

〈부록2> 제추도 도서지역의 어촌생활어 샘태 지수 조사 종힘 분석표(단위 %)

샤용 이해 예전사용 이해 못함 모릉

연언 에휘 30 70대 30 70대 30 m 대 )0 70r~ 30 70대

40대 ”대 이상 40대 ”대 이상 40대
5c대

이상 4r대’0대 이상 40대
50대

이상

α)1 증녀 0.0 10.0 26.7 80.0 60.0 20.0 0.0 30.0 53.3 5.0 00 0.0 15.0 0.0 0.0

002 보제기 0.0 ，。 0.0 40.0 40.0 20.0 0.0 15끼 76.7 10.0 25.0 J.3 었)0 15.0 00

003 상군 10.0 50.0 56.7 65.0 50.0 13’0.0 0.0 1시) 10.0 O.Q 0.0 15.0 0.0 0.0

αM 사용 5.0 50.0 63.3 ωo 50 26.7 25.0 25.0 10.0 50 0.0 0.0 50 0.0 0.0

005 바당 20.0 95.0 1αJO 75。 0.0 00 0.0 3끼 0.0 0.0 0.0 0.0 0.0 00 0.0

αι 모살 낀 ).0 75。 93.3 80.0 10.0 6.7 50.0 15.0 0.0 00 0.0 0.0 0.0 0.0 0.0

α)) γ」 5.0 65.0 36.7 45。 10.0 50。 10.0 25.0 13.3 10，0 00 0.0 30.0 0.0 0.0

이8 게강 5.0 ωo 80.0 40.0 25.0 13.3 20.0 10.0 6.7 5.0 0.0 0.0 30.0 50 0，0

αJ! C엄 70.0 l어O lα)0 5.0 0.0 00 ，。 0.0 0.0 0.0 0.0 0.0 20.0 0.0 0.0

010 코지 75，0 85.0 100，0 10.0 15.0 0.0 0.0 00 00 00 0.0 0.0 15.0 0.0 00

011 윈 50，0 70.0 63.3 25.0 25.0 6.7 10，0 ，。 30.0 10，0 0.0 0.0 ，。 00 0.0

012 물을다 70，0 85.0 100，0 20.0 10.0 0.0 50 0.0 0.0 0.0 50 0.0 5.0 0.0 0.0

013 풀싸다 70，0 85，0 100，0 20.0 10.0 0.0 ).0 00 0.0 00 ，。 0.0 ，。 0.0 00

014 영 20，0 95，0 100.0 65-0 0.0 00 10.0 50 0.0 0.0 0.0 0.0 ，。 00 0.0

015 고등에 50 ωo 26.7 55.0 20.0 73.3 15.0 20，0 O.C 0.0 0.0 00 20.0 0.0 0.0

016 고도리 80.0 1애m 1ωo 15.0 0.0 0.0 50 Q.O 0.0 00 0.0 0.0 0.0 00 0.0

017 정어리 10.0 80.0 40，0 55.0 10.0 23.3 긴lO lO，()3ι7 0.0 0.0 0.0 15.0 0.0 0.0

018 어헬。l 95.0 lαo 100.0 00 0.0 0.0 5.0 0.0 0.0 0.0 。” 0.0 0.0 0.0 0.0

019 고생。l 65.0 90.0 100.0 15.0 0.0 0.0 50 5，()0.0 50 0.0 0.0 10.0 5.0 0.0

020 챙이 65ι 95β 1이lO 10.0 00 0.0 5.0 50 0.0 0.0 00 0.0 20，0 0.0 ()JJ

021 강치 ]이10 100.0 l이 O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2 구릿 90.0 95.0 86.7 00 0.0 6.7 '.0 ，。 67 0.0 0.0 0.0 50 00 0.0

023 객주려 ]이O ]이lO l이 O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 각제기 90.0 100.0 ]αlO 5J) û.() 0.0 0.0 0.0 0.0 50 0.0 0.0 0.0 00 0.0

025 자리 100.0 100.0 ]α10 0.0 0.0 0.0 0.0 ().o 0.0 0.0 0.0 00 0.0 {)，O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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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생선 10.0 긴HJ 2}3 55。 75.0 7이) 50 5.0 6.7 0.0 00 0.0 25。 0.0 0.0

027 깅。1 85.0 1α10 100，0 10.0 0.0 0.0 ，。 00 0.0 00 0.0 O.C 0.0 0.0 00

028 거d레기 ω 끼 95.0 1α10 20.0 0.0 0.0 00 50 0.0 0.0 0.0 O.C 20.0 0.0 0.0

029 밤게 5.0 75。 93 ，3 25.0 10.0 67 ，。 10，0 0.0 15.0 0.0 00 50.0 ，。 0.0

0)0 구쟁이 20.0 50.0 83’70.0 30。 3.) 5.0 20 ，0 13J 0.0 00 O.C 5β 0.0 0.0

。”셀구제기 10.0 40.0 4}3 )5 。 45.0 36.7 5.0 15.0 10.0 15.0 00 0.( 35.0 0.0 100

。l2 조쿠제기 10.0 낀10 60.0 0.0 50.0 26.7 10.0 15.0 67 10.0 50 3.) 50.0 0.0 33

033 비]체기 30.0 9O.C 100.0 20.0 50 0.0 50 00 0.0 5.0 50 0.0 40.0 00 0.0

03' t 9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 뷔 20.0 600 600 65.0 30.0 20，0 lO.C 10，0 20.0 00 00 0.0 5.0 0.0 0.0

036 해승 10.0 40.0 “7 (j5.0 35。 33 5.0 20.0 30.0 50 0.0 0.0 15.0 50 0.0

037 ZgL영，- 20.0 65.0 900 70.0 35。 10.0 5.0 0.0 0.0 00 00 0.0 5β 0.0 00

038 조갱이 5.0 20.0 ]6.7 25.0 55。 13.3 25β 10.0 10.0 0.0 10，0 ，ι7 45.0 50 ’3
039 보알 100，0 ]이 1 100.0 0.0 0.0 0.0 O.C 0.0 00 0.0 0.0 0.0 0.0 0.0 00

여O
수두리

80.0 95。 100.0 0.0 0.0 0.0 10.0 5，() 0.0 0.0 0.0 0.0 10.0 00 0.0
보말

여] 믹~.얄80.0 95끼 l이 O 5.0 5.0 0.0 5.0 0.0 0.0 0.0 0.0 0.0 10.0 0.0 00

042 운닥기 10.0 5’β 76.7 5.0 50 10.0 10.0 50 0.0 15.0 50
3’ωo .10.C 10.0

띠3 에옹이 90.0 95.0 ]이1.O ，。 0.0 0.0 0.0 5.0 00 0.0 0.0 0.0 '.0 0.0 00

。‘4 오운작 95.0 95.0 96) 0.0 0.0 J3 5.0 50 0.0 0.0 0.0 00 ιo 0.0 0.0

여3 군벗 95 ，0 1“J.O l이 1.0 0.0 0.0 0.0 0.0 0.0 00 O.Q 0.0 0.0 '.0 O.C 00

046 문수 90.0 95.0 〕이 O 5.0 0.0 0.0 O.C 5.0 0.0 0.0 0.0 00 50 0.0 0.0

여7 물꾸럭 40.0 ωo 86.7 45。 35.0 33 15.0 50 10.0 0.0 0.0 0.0 0.0 ιo 0.0

048 닝1알 ，。 95β ]이1.O 0.0 5.0 00 0.0 0.0 0.0 50 00 0.0 50 0.0 0.0

0'9 늘에 55.() 95.0 ]이 O 10，0 0.0 0.0 lO，O 5.0 0.0 0.0 0.0 0.0 25.0 00 0.0

050 우리다 20.0 75.0 〕이).()20.() 15.0 0.0 15.0 0.0 0.0 0.0 50 0.0 45.0 50 0.0

051 에역 30.0 75。 86.7 55，0 15.0 10.0 15，0 lO.() 3.3 0.0 0.0 0.0 0.0 00 00

052 메역뀌 ”。 75.0 86.7 55，0 10.0 10.0 50 15.0 3J 0.0 0.0 0.0 15.0 0.0 0.0

053 우 01 95 ，0 95.0 96.7 50 0.0 3.3 00 ，。 O.C 0.0 0.0 00 0.0 0.0 0.0

054 돗 1αJ.()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5 7μ121 75.0 100.0 ]α)0 5，0 O.() 0.0 0.0 0.0 O.C 10.0 00 00 10.0 0.0 0.0

056 g 95.0 95 ，0 100，0 0.0 0.0 0.0 0.0 50 O.() 0.0 0.0 0.0 '.0 00 0.0

057 에역새 25.0 100.0 8}3 20.C 0.0 10.0 10.0 0.0 6.7 낀m 0.0 0.0 25.0 0.0 0.0

05~ 넙피 20.0 950 1애10 40.0 0.0 0.0 5.0 50 0.0 10.0 0.0 0.0 25.0 O.{} 0.0

059 등북 αJ.O ”。 56.7 1O.C 0.0 00 ，。 ]0 ，0 0.0 0.0 0.0 10.0 25.0 35.0 33.3

ωo 감태 95.0 1α)0 100.0 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1 정각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62 ￥레 10.0 8YO 기lO 70.0 10.0 0.0 10.0 50 30，0 0.0 00 0.0 10，0 0.0 0.0

063 중g 25.0 50.0 50.0 5.0 30.0 23-3 15.0 15.0 0.0 10.0 0.0 13.3 45.0 50 13-3

ω4 층"헤 50 30.0 ló.7 ，。40.0 50.0 25.0 ηo 0.0 10.0 50 0.0 55，0 10.0 33’
065 개g레 10.0 30.0 86.7 0.0 60.0 6} 25.0 10.0 33 15.0 0.0 33 5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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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주중 45.0 900 100.0 10.0 10.0 0.0 50 00 00 15。 0.0 0.0 25.0 0.0 0.0

067 Z피다 5.0 (i)J) M.7 ，。 10.0 l3.3 10.0 50 0.0 25.0 0.0 0.0 55.0 25.0 00

ω8 소중이 10.0 15。 10.0 25.0 25.0 30，0 25.0 55.0 ωo 10.0 50 00 30.0 0.0 0.0

069 울수건 20.0 35.0 13.3 65.0 15.0 26.7 1).0 50.0 60.0 0.0 00 00 0.0 0.0 0.0

070 τ」 20，0 40.Q 40.0 600 55.0 67 50 50 16.7 0.0 0.0 36.7 ηo 0.0 00

071 태확 1α)0 lα)Q 100.0 0.0 0.0 0.0 0.0 0.0 ιo 0.0 0.0 0.0 Q.O 0.0 0.0

072 앙사리 95。 100，0 lωo 0.0 0.0 0.0 0.0 0.0 0.0 50 00 00 0.0 00 0.0

073 조단 60.0 65.0 63.3 !O.Q 30.0 0.0 ，。 00 6.7 5.0 0.0 0.0 20.0 50 30.0

074 "1창 70.0 100，0 !OO.O 15.0 0.0 0.0 0.0 0.0 0.0 0.0 0.0 0.0 15.0 00 0.0

075 호멍이 50.0 70.0 100.0 20，0 25，0 0.0 15J) 0.0 0.0 50 ，。 0.0 10.0 0.0 0.0

076 소살 35.0 95.0 83.3 15。 0.0 16.7 20.0 5.0 0.0 5.0 0.0 0.0 2j 。 0，0 0.0

077 질구덕 5.0 45.0 10.0 50.0 15.0 46.7 25.0 40，0 43.3 50 00 0.0 15.0 0.0 0.0

078 지등커 1).0 30.0 낀 )Q 15，0 25。 2}3 30.0 45.0 56.7 15.0 0.0 0.0 25.0 00 00

079 태우 20.0 l5 。 50.0 50.0 40.0 6.7 10.0 20.0 43.3 ，。 ，。 0.0 15.0 0.0 0.0

080 공쟁이 5.0 25.0 43.3 10.0 10.0 3.l 15.0 45.0 43.3 10.0 50 0，0 600 15.0 10.0

081 비 60.0 65，0 ωo 5.0 15.0 00 50 20.0 40.0 ，。 0.0 0.0 25.0 0.0 O.Q

082 이울 40.0 65.0 100.0 15，0 20.0 0.0 10.0 10.0 00 10.0 00 0.0 25，0 ，。 0.0

083 J'上% 40.Q 65.0 1α)Q 5.0 15.0 0.0 10.0 15.0 0.0 10.0 0.0 0.0 35.0 50 0.0

084 지 20.0 70.0 100.0 40。 50 00 J5.0 25.0 0.0 0.0 0.0 0.0 25.0 0.0 00

085 사울 10.0 40.0 46.7 50 0.0 13.3 ”。 10.0 6.7 ，。 10.0 23.3 65.0 4D.0 10.0

086 청대 60.0 85.0 90.0 15，0 0.0 10.0 15。 15。 00 5.0 00 0.0 ，。 0.0 0.0

087 니껑 75.0 90.0 1α1.0 50 ，。 0.0 15.0 ，。 0.0 0.0 0.0 0.0 50 00 0.0

088 숭비다 55.0 85.0 93.3 10，0 5.0 0.0 00 ，。 3.3 10.0 5，0 33 25.0 0.0 0.0

089 "울다 65.0 95.0 100.0 10，0 5.0 0.0 50 0.0 0.0 50 0.0 0，0 15.0 0.0 0.0

090 'f룻옵'" 10.0 50.0 53.3 50，0 35.0 67 50 10.0 6.7 10.0 ，。 33.3 25.0 0.0 00

091 푸리다 25.0 30.0 30.0 15，0 25.0 30.0 15.0 25.0 30.0 20.0 10.0 10.0 25。 10，0 0.0

αJ2 블질 95.0 lα1.0 lα1.0 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3 발에다 25.0 55.0 93.3 20.0 10.0 6.7 50 15。 0.0 50 ，。 0.0 45。 15.0 0.0

094 자려젓 ]이O 100.0 100.0 00 00 0.0 (}，O ιo 0.0 0.0 0.0 0.0 0.0 。11 0.0

095 멜첫 40.0 ]이1.0 ]α1.0 6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96 g치 25。 45.0 43.3 50 10，0 33 50 50 6.7 J().O 0.0 20.0 55。 '40.0 26.7

097 깅이범껴 10.0 15。 67 50.0 30，0 “7 IO.C 30.0 67 0.0 5.0 67 것)0 긴)0 JJ.3

098 "'헤국 10.0 45.0 43.3 65.0 20.0 13.3 1O.C 20.0 433 0.0 15.0 0.0 15.0 00 0.0

rm 미역국 40.0 75.0 93.3 35。 20.0 6) 25β ，。 0.0 0.0 0.0 0.0 0.0 0.0 0.0

]이) 통밥 20，0 40.0 ωo 50.0 }O.O 0.0 ]5.0 25.0‘)Q 0.0 5.0 0.0 5.0 00 0.0

101 패방 50 S.() 33 15.0 ’10 23.3 0.0 25ι 43.3 25.0 5.0 0.0 55.0 15。 30.0

102 영등항"J 80.0 95.0 100，0 50 0.0 00 00 0.0 0.0 5.0 5.0 0.0 10.0 0.0 0.0

103 요앙지 30，0 75.0 100，0 10.0 10.0 0.0 0.0 0.0 0.0 20，0 10.0 0.0 40.0 5.0 0.0

104 선앙 25.0 π)Q 1α)0 20.0 20.0 0.0 5β 5.0 0.0 10，0 50 0.0 40.0 0.0 0.0

105 영등긋 80.0 90.0 1()().O ，。 5:0 0.0 0.0 50 00 50 0.0 0.0 10.0 00 0.0

106 지틀이~ 30.0 75.0 1α o 15，0 15.0 00 15.0 5끼 0.0 50 0.0 0.0 35，0 5.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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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웰갇]

An Ecological 8tudy of Language in Islets near
Jeju Island

- Ocean Vocabularies in U，Biyang，Gapa and Mara Islet

Kim，Soon-Ja*

Vocabularies about ocean creatures (ocean .animals and ocean plancs)

În islets near J이u Island are searched and systematized ecologically. 4
Îslets near J이u Island，U-do，Biyang-do ，Gapa-do and Mara-do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

Vocabularies about sea creatures are searched for this study. After

that，51 words are chosen including 35 words about ocean animals and

16 words about ocean plants. Then the survey form with 106 guestions

Ìs made from the result. The survey for three age groups is conducted

to check ecological index. The age groups are the thirties-forties ，the

fifties and over seventies. There are not 50 many people În their thirties

in these islets so ane groups have to be consisted of the thirties and

fortÍes

The detailsof the result are below

‘펴깅강~환 30-40s 50> over70s

1α% 6’'Ilrds(I1.7%) 15words(29.4%) 27words(52.9%)
lUlder50% 14v，'Ilπ15(27.5%) hι”너，(’9%; '"α.ds (13.7%)

don'tunderstand 37word~(72.5%) (e9g，b。or띠d꾀s) 6"‘)rd~
(eg.deumbuk)

* lecturer，]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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ηle r얹띠t shows younger gεneration doesn’t understand di여ect more

and this means their ecological Îndex is low. There are a few young

people in their thirties or forties and they usually don’r have fishery jobs

50 it quickens extinction of the language

That is why we need a methodical approach to extinct or endangered

vocabularies about sea creatures and endangered Jeju dialect

KeyWords: J이u Island，languagein JslersnearJeju IsJand，κ이OglC서 index，U i이cι BiyanKislct，
Gapaislet，Marais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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