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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발표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바라본 일본의 언어 경관을

제시하면서, 언어적 소수자를 위해 어떠한 방책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 방책으로는 외국어 번역문 병기, 점자 표기, 음성 서비스,
필담, 커뮤니케이션 보드, 후리가나 표기, 그림 및 사진 사용과 더불어
‘쉬운 일본어’ 사용을 들 수 있다. ‘쉬운 일본어’ 사용은 단순히 어휘와
문법 층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와 담화를 조직하는 방식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노력으로도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쉬운 일본어’ 사용은 언어적 소수자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데, 결국 언어적 다수자의 정치적 선택과 실천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방책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실천이 어떠한 맥락과 목적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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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인
(난독/난서)

외국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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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외국어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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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외국어병기 (QR코드활용,기계번역)
기계번역

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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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1:외국어병기(의부적절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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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점자표기,음성서비스,필담,커뮤니케이션보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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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3:다른문자로의표기(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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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4:그림・사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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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4:그림사용(의부적절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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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5:쉬운일본어사용

• 개인적인경험으로는일본체류중누군가가의식적으로
나를위해자신의일본어를재구축해 ‘쉬운일본어’를
사용했다는느낌을받은적은없음.

• 특히, 공공기관에서는일본인을대하는것과마찬가지의
일본어로대응했다고느꼈으며, 외국인을위한별도의
가이드라인은없었던것으로보임. 영어나한국어대응이
가능했던적은없었음.

11



방법5:쉬운일본어사용
• 주로 기계번역을 이용하거나 영어 번역문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음.
한국어의 경우, 특히 기계번역의 품질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은 적이 거의 없음.

• 그러나 이는 사람에 따라 모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쉬운 일본어’
가 무효한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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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쉬운일본어?①漢字(語)使⽤

한국어 한국 한자어 일본 한자어 일본 고유어

단련하다 鍛鍊하다 鍛錬する
tanrensuru

鍛える
kitaeru

선택하다 選擇하다 選択する
sentakusuru

選ぶ
erabu

계속하다 繼續하다 継続する
keizokusuru

続ける
tsudukeru

조사하다 調査하다 調査する
chousasuru

調べる
shirab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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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쉬운일본어?①漢字(表記)使⽤

[일본어 한자표기]

危険
触るな！
[한국어 한자표기]

危險
接觸하지마!

→ 한자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한자 표기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으며, 금지형의 경우도 일본어 교육의 순서상 경어체 표현이 더
쉽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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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쉬운일본어?②カタカナ語

• ドア（door）をロック（lock）する
vs. 扉（tobira）を閉める（shimeru）

• 予約をキャンセル（cancel）する
vs. 予約を取り消す（torikesu）

• メッセージ（messe-ji）message
シェア（shea）share
コントロール（kontoro-ru）control
コメント（komento）comment
カテゴリー（kategori-）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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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발음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들으면 바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에 큰
도움을 주며, 임기응변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누구에게나’쉬운일본어?

• 같은외국인이라하더라도,
모어, 일본어 학습력 및 숙달도, 영어 숙달도, 한자 숙달도, 일본
입국 사유, 체류 기간, 앞으로의 예상 체류 기간(정주 가능성),
일본어 학습 의욕 및 학습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맥락에 따라
‘쉬운 일본어’의 전략들은 유효성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이런차이들보다는의사소통을위한다양한
양태의노력이유효성을결정지을수있을것이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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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이었던사례:가스회사의방문
§ 이사직후, 가스사용계약을위해직원이집에방문함

당시에는편의점에서도당황할정도로일본어를못하는
상태였으며, 한국어와영어를전혀못하는일본인과
마주하는상황.

§ 결론적으로, 꽤긴설명이었지만, 직원이전달하고싶은
내용을무리없이이해할수있었고, ‘예상외로’
성공적인의사소통이가능했음.

§ 그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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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이었던사례:가스회사의방문
§ ①주제별로나누어순서대로말하기

예) 부엌의 가스레인지 사용법, 욕실의 보일러 사용법, 기타 주의사항,
계약의 순서로 청자가 길을 헤매지 않도록 순서를 지켜가며 말함.

§ ②상대의입장에서시뮬레이션(재현)하며말하기
예) 욕실의 보일러 사용법을 설명할 때에는 당장 목욕을 시작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보일러 가동, 물 온도 조절, 물 높이 조절, 미지근한 물
다시 데우기, 목욕 후 보일러 중지 순서로 상황을 재현하면서 말함.

§ ③비언어적수단을동원하며말하기
예) 지진을 표현할 때 손으로 땅이 흔들리는 모양 만들기, 단순히 언어로
부품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꺼내 보여주며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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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적이었던사례:가스회사의방문
§ ④적절한속도의말하기

§ ⑤이해하지못했을때는다른단어로말해보기
예) 영어 단어, 혹은 쉬운 일본어 단어(한편으로 모어 화자가 외국인에게
쉬운 단어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은 어려울지도?)로 바꾸어 말함.

(수업 중에 「お祝いパーティー」를 알아듣지 못한 발표자를 위해 「お
めでとうパーティー」로 고쳐 말해준 학생이 있었음.)

§ 어휘와문법, 표기에대한주의뿐아니라, 텍스트나
발화를조직하는방식, 다양한매체를이용하는노력도
포함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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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갈등:결국은정치적선택과실천의문제?
외
국
어
표
기
는
영
어
만

읽
기
쉬
워
서
알
기
쉽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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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goo.ne.jp/hadron220/e/e6d2ad4b682ce95f260e0b6583b7d7af

일본의경관을지켜라!
공공장소에범람하는
중국어・한글표기를
지금당장철폐하라!

이데올로기갈등:결국은정치적선택과실천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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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언어학적문제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선택이자 실천이될가능성

• (언어적다수자인일본인이사용하는일본어와다른)
일본어답지않은 ‘새로운’ 일본어의발명(언어 내부의 번역)

•기존의일본어와새롭게개발된쉬운일본어사이의지위
문제. (‘baby talk’와같은언어변이variation의
일종으로취급될가능성도있을것)

이데올로기갈등:결국은정치적선택과실천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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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보면, 다음과같은시혜적진술도가능할것.
“우린그런말보통은안쓰지만, 그들을 ‘배려’하기위해
이렇게쓰도록하자.”

•한편으로, ‘쉬운일본어’ 사용은언어다수자인일본인이
스스로(의언어)를변화시켜야가능한대안이므로
설득과합의가필요한문제
- 왜 ‘우리’가 ‘그들’을위해움직여야하느냐?
와같은질문에적절한대답과설득이선행되어야할것.

이데올로기갈등:결국은정치적선택과실천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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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묘한문제로들어가자면,
일본어가가진다양한공손성표현, 불확실성표현, 높은
간접성등은명시성이높은 ‘쉬운일본어’에서피해야할
대상이될수있으나, 이를사용하는것자체가 ‘일본
사회의미덕’이라면언어의사회성혹은성원권(成員権,
membership)의측면에서는오히려타자화의
가능성이있지않을까?

이데올로기갈등:결국은정치적선택과실천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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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소수자를 ‘배려’하는 ‘특수한맥락들’

질서・안전
→외국인은일본의질서나안전을해치는존재로맥락화됨.
즉, 어느장소에, 어느상황에서언어적소수자를 ‘배려’할지도
중요한논쟁의지점이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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