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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國文提要】

중국어의 호칭어는 친족 호칭어, 사회 호칭어, 사물 호칭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사회 호칭어는 그 내부 구조에 따라 이름형, 별명형, 친족 

호칭어 차용형, 일반형으로 나뉜다. 친족 호칭어의 호칭 상은 당연히 친족이며, 

사물 호칭어의 호칭 상은 사물이다. 이 둘은 간단하지만, 이에 반해 사회 호칭어

의 호칭 상은 비교적 복잡하다. 사회 호칭어는 친족 외의 사회 구성원들 간에 사

용하는 호칭어인데,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그 안에서 또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회 호칭어 중 이름형의 모든 유형은 친구나 연인에게 사용할 수

가 있다. 별명형은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된다. 사회 호칭어 중에는 또 친족 

호칭어를 차용하여 친족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데 사용하는 친족 호칭어 차용형이 

있다. 사회 호칭어의 일반형에는 ‘親愛的’, ‘喂’, ‘ 姐’, ‘師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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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호칭어’는 비교적 특수한 어휘로 ‘媽媽’, ‘權 師’와 같이 상 방을 직접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며, 의사소통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호칭어는 

교제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로서 우리가 언어로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호칭어는 자신과 상 방의 위치나 입장을 선명하게 드

러내기 때문에 섣불리 사용할 수가 없다. 호칭어는 가장 광범위하게 자주 사용되는 

일상적인 어휘이며 꼭 필요한 언어 수단이자 언어 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이를 잘못 사용하면 담화자간의 관계를 경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옥종석(2000)은 어에서는 지위나 나이가 호칭어의 선택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친분이 생기면 

이름을 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동양 사회에서는 지위와 나이에 따

라 호칭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만 서로 간에 오해와 불쾌감이 생기지 않는다. 따

라서 서양보다는 동양 문화에서 호칭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에서 호칭어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달

하 고, 중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중국의 사회 구조적 특성이 동시에 반 되면서 호

칭어가 다른 언어와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어는 호칭어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국

어 호칭어에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중국어 호칭어에 

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어에서 호칭어는 중국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여러 방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또한 성별, 연령,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사회적 지위와 직업 등에 따라 호칭어가 다양하게 분화된

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호칭어에 한 연구는 2000년  중반에 와서야 중국어 

학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나마도 일부 호칭어에 국한된 단편적인 연구가 

부분이어서 중국어 호칭어의 체계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예를 들어 祝碗瑾

(1984)은 ‘師傅’의 용법에 해서 조사하 으며, 丁崇明(2005)과 劉群(2006) 등

은 부부 호칭어에 해서 고찰하 다. 符冬梅⋅易紅(2016)은 호칭어 ‘親愛的’에 

해서 연구하 고, 張雪燕(2011)과 吳芳芳(2013)은 인터넷 호칭어 ‘親’의 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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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해서 논의하 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별적이고 미시적인 선행연구를 토 로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호칭어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중국인의 실

제 언어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중국 화에서 ‘중국어 호칭어’를 수집하여 이들 호

칭어의 유형을 나누고, 다양한 중국어 호칭어의 특징에 해서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는 직접 상 방을 부르는 말인 호칭어와 어떠한 상을 가리키는 말인 

지칭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연구의 상을 호칭어로 한정하 다. 예를 들어 상

방에게 자신의 부모님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母親’과 ‘父親’은 지칭어이

고, 부모님을 직접 부르기 위해 사용하는 ‘媽媽’와 ‘爸爸’는 호칭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몇몇 학자들이 이미 호칭어와 지칭어를 구분하자는 주장을 하 지만, 지금

까지 나온 호칭어나 지칭어 연구를 살펴보면 부분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한데 모아 연구하고 있다. 가령 현  중국어의 부부 호칭어에 해 분석

을 한 劉群(2006)은 부부 간에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호칭어로 보지 않았으며, 지칭

어인 ‘愛人’은 호칭어로 보았다. 물론 호칭어 가운데에는 지칭어로도 사용되는 것이 

많긴 하지만, 호칭어와 지칭어의 역할 및 기능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둘은 따

로 연구한 후에 나중에 비교⋅ 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Ⅱ. 호칭어의 유형 분류

劉惠瑤(2010)는 호칭어를 지칭어의 한 갈래로 보고 호칭어를 친족 호칭어, 유사 

친족 호칭어, 성명 호칭어, 직함 호칭어, 사교 통용 호칭어,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

으로 나누었다. 친족 호칭어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이고, 유사 친족 호칭

어는 친족 호칭어로 친족이 아닌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성명 호칭

어는 성이나 이름의 일부가 구성요소가 되는 호칭어이고, 직함 호칭어는 상 방의 

직업⋅직무⋅직위 등을 부르는 호칭어이다. 마지막으로 사교 통용 호칭어는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호칭어로 어느 정도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법은 그 분류의 기준이 일정하지가 않다. 친족 호칭어는 호칭 

상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나머지 유사 친족 호칭어, 성명 호칭어, 직함 호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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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 통용 호칭어는 호칭어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호칭어를 호칭 상에 따라 우선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① 친족 호칭어

② 사회 호칭어

③ 사물 호칭어

친족 호칭어는 말 그 로 ‘奶奶, 爸爸’처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사용

하는 호칭어이다. 사회 호칭어는 ‘尹 姐, 金先生’처럼 친족 관계가 아닌 기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사용하는 호칭어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물 호칭어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것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어이다. 지금까지 학계에

서 친족 호칭어와 사회 호칭어에 한 분류는 많이 하 지만 사물 호칭어에 해서

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 과정에서 사물을 부르는 사물 호칭어를 일

부 발견하 고,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사물 호칭어를 친족 호칭어나 사회 호칭어처

럼 독립적인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밖에 현  중국어 호칭어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고 이들을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 먼저 2013년도에 개봉한 중국 화 ‘分手合約(이별계약)’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호칭어를 수집하 다. 호칭어는 구어에서 많이 쓰이므로 사람들 간의 일상 

화가 주로 이루어지는 화를 연구 자료로 이용하 다. 화는 표준 화법뿐만 아

니라 실제의 언어 현상 또한 반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에 한 실증적 연구에 좋

은 재료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0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중국 화 가운데 

주로 수도인 베이징(北京)을 화의 배경으로 하는 ‘分手合約(이별계약)’을 연구 

자료로 삼아 분류⋅검토하 다.

‘分手合約(이별계약)’에 등장하는 호칭어의 목록을 호칭 상에 따라 세 하게 

유형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같은 상에게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호칭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해당 호칭어가 사용된 상황을 특별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보충 설명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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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호칭 상에 따른 호칭어의 유형 분류

호칭 상 호칭어의 유형 예 비고
친족 부모 친족 호칭어 媽, 爸

사회

구성원

친구

성 + 이름 李行

이름 俏俏, 毛毛

이름 확장 毛毛毛
극도로 기분이 좋은 

상황에서

 + 이름 偉

별명 橙子, 大胖

親愛的 親愛的
동성애자가 친구를 

부르는 상황에서

好 + 친족호칭어 好弟弟

喂 喂
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연인

성 + 이름 李行

이름 俏俏

이름 축소 俏

 + 이름 蕊

喂 喂
내 말을 듣고 있느냐고 

질책하는 상황에서

친구 

부모

친족 호칭어 媽媽

성 + 친족 호칭어 李爸爸

연인 

부모
친족 호칭어 叔叔, 阿姨, 伯父

자녀 

친구
이름 俏俏

여성 

고객

姐 姐 고객의 성을 모르는 경우에

성 + 姐 周 姐

주방장
성 + 師傅 南師傅, 李師傅

성 + 친족 호칭어 李哥

회 

참가자
성 + 이름 李行 사회자가 회 참가자에게

사물

도자기 寶貝兒(們) 寶貝兒(們) 도자기를 의인화하여 호칭

검정색 

가방
 + 색채어 黑 가방을 의인화하여 호칭



296  《中國文學硏究》⋅제75집

위의 호칭어 가운데 ‘성 + 이름’ 형식과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는 형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친구나 연인 간에 이와 같은 형식의 호칭어를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처음 소개 받은 연인의 친구에게도 같은 형식으로 호칭하 다. 가령 우

리나라에서 오늘 처음 만난 연인의 친구에게 ‘성 + 이름’ 혹은 ‘이름’으로 호칭한다

면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 되며, ‘지혜씨’와 같이 ‘이름 + 씨’의 형식으로 상 방을 

불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성 + 이름’ 형식의 호칭어는 공식적인 자리

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화에서는 요리 회에서 사회자가 참가자를 부를 때에도 

‘李行’과 같이 ‘성 + 이름’ 호칭어를 사용하 다. 그리고 다른 이름과는 달리 ‘李行’

의 경우에는 ‘行’처럼 성 빼고 이름만 호칭하는 경우가 없었다. 

‘分手合約(이별계약)’에 등장하는 총 28개의 호칭어를 그 내부 구조에 따라 다시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2] 내부 구조에 따른 호칭어의 유형 분류

호칭어의 유형 예

친족 호칭어 媽, 爸

사회 호칭어

이름형

성 + 이름 李行

이름 俏俏, 毛毛

이름 축소/확장 俏, 毛毛毛

접두사 부가 偉, 蕊

별명형 橙子, 大胖

친족 호칭어 

차용형

친족 호칭어 媽媽, 叔叔, 阿姨, 伯父

성 + 친족 호칭어 李爸爸, 李哥

好 + 친족 호칭어 好弟弟

일반형

親愛的 親愛的

喂 喂

(성) + 姐 姐, 周 姐

성 + 師傅 南師傅, 李師傅

사물 호칭어
寶貝兒(們) 寶貝兒(們)

 + 색채어 黑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친족 호칭어는 비교적 간단한 반면에 사회 호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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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편이다. 사회 호칭어는 다시 호칭어에 이름이 들어간 이름형, 별명으로 부

르는 별명형, 친족 호칭어가 들어가는 친족 호칭어 차용형, 그리고 일반 어휘가 들

어가는 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도 각각 몇 가지 유형으로 다시 하위

분류된다. 사물 호칭어는 ‘分手合約(이별계약)’에서 총 세 번 출현하 는데, 도자기

를 부를 때 한 번은 ‘寶貝兒’이라는 단어를 사용하 고 한 번은 복수형으로 ‘寶貝兒

們’이라고 하 다. 그리고 검정색 가방을 ‘ 黑’라고 칭했다.

Ⅲ. 각 유형 호칭어의 특징 고찰

중국어 호칭어의 종류는 다양하고 같은 상에게도 상황에 따라 다른 호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호칭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상에

게 사용되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친족 호칭어

‘分手合約(이별계약)’에서 친족 호칭어는 예문 (1)~(3)과 같이 총 3회 등장한

다. 남주인공이 자신의 부모를 ‘媽, 爸’라고 불 으며, 여주인공이 모친의 묘에 찾아

가서 ‘媽’라고 호칭하 다. 

(1) 李行: 媽, 爸, 俏俏來了。
어머니, 아버지, 챠오챠오 왔어요.

(2) 李行: 媽, 周蕊也有東西要給你們。
어머니, 저우루이도 어머니 아버지께 드릴 것이 있어요.

(3) 何俏俏: 媽, 我覺得累了。
어머니, 저 이제 지친 거 같아요.

중국에서는 부모를 일반적으로 ‘爸爸, 媽媽’ 혹은 ‘爸, 媽’라고 부른다. ‘爸爸, 媽

媽’처럼 같은 음절을 두 번 중첩한 중첩형 호칭어를 사용하면 좀 더 친근한 느낌을 

준다. 張建偉, 李光赫(2015)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에게 사용하는 호칭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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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자녀가 어릴 때는 ‘媽媽’와 같이 주로 친근감 있는 호칭어를 사용한다면 성

년이 되어서는 ‘媽’와 같이 중첩하지 않은 호칭어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 다. 하지

만 그들은 또 성년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 애교를 떨어야할 때

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媽媽’와 같은 호칭어를 사용하기

도 하며, 어린 아이도 부모를 위로하거나 부모에게 반항할 때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 큰 아이처럼 ‘媽’ 등의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 다. 

2. 사회 호칭어

1) 이름형  별명형

사회 호칭어 가운데 친구와 연인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칭어의 유형이 바

로 이름형이다. 이름형은 호칭어 안에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이다. ‘李行’과 같이 성

과 이름을 동시에 부를 수도 있고, ‘俏俏’나 ‘毛毛’처럼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를 수도 

있다. ‘俏俏’와 ‘毛毛’는 모두 같은 음절을 두 번 사용한 이름인데, 이 경우 특수한 

상황에서 ‘俏’나 ‘毛毛毛’처럼 이름을 축소하기도 하고 확장하기도 한다. 혹은 이름

에 접두사를 부가한 호칭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접두사 ‘ ’나 ‘ ’를 이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는 이름형의 모든 호칭어를 다 사용할 수가 있다. 이 

외에 친구끼리는 종종 ‘橙子’, ‘大胖’ 등과 같은 별명을 부르기도 한다. ‘分手合約

(이별계약)’에서 친구나 연인 사이에 ‘성 + 이름’이나 ‘이름’만을 호칭하는 경우를 

살펴보니, ‘何俏俏’와 ‘毛毛’에게는 누구나 성을 빼고 ‘俏俏’ 혹은 ‘毛毛’라고 호칭하

다. 반면에 외자 이름의 ‘李行’에게는 꼭 ‘李行’이라고 성까지 다 붙여서 호칭하

고, ‘李行’을 ‘行’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었다. 필자가 몇몇 중국인과 인터뷰를 한 

결과, 중국에서는 이름이 외자일 때 성 없이 이름만으로 호칭할 수 없고 성과 이름

을 함께 부른다고 한다. 중국어에는 이음절어가 많고 중국인에게는 이음절이 좀 더 

자연스러운데, 외자 이름일 경우 성과 이름을 함께 호칭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중

국어 이음절어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통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성을 함께 부르는 것보다 더 친근감을 주지만, 상 방의 이름이 외자일 때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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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함께 부른다고 해서 친근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何俏俏’에게는 그녀의 연인 ‘李行’이 간혹 그녀의 이름을 일음절로 축소

하여 ‘俏’라고 부르기도 하 다. 앞서 이름이 외자일 때에는 성 없이 이름만으로 호

칭할 수 없다고 하 는데 연인 사이에서는 성 없이 외자 이름만을 부르기도 한다. 

‘李行’이 그의 연인 ‘何俏俏’를 ‘俏’라고 부르는 것은 이와 비슷한 경우로 연인 사이

에서 같은 음절이 중복된 이름을 일음절로 축소하여 애칭으로 부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름이 일음절이든 이음절이든 아주 가까운 연인 사이에서만 일음

절로 호칭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반 로 ‘何俏俏’가 그녀의 연인과 재결합하고 극도

로 흥분한 상황에서 친구 ‘毛毛’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毛毛毛’라고 삼음절로 확장

하여 부른 적도 한 번 있다.

(4) 何俏俏: 毛毛毛, 替姐姐親親你聰明的 腦瓜, 你的三十六計走爲上成功了｡
마오마오마오, 누나 신 총명한 네 머리에 뽀뽀 좀 해줘. 너의 삼

십육계 줄행랑이 성공했어.

‘毛毛’처럼 같은 음절을 두 번 사용한 이름을 ‘毛毛毛’로 확장하여 부르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화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황에서 감정에 따라 임의적이

고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호칭어로 볼 수 있다.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이름 앞에 접두사 ‘ ’를 붙여 부르는 경우도 있다. 화에

서 여주인공이 그녀의 친구를 ‘ 偉’라고 불 으며, 남주인공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척 연기해 주는 ‘周蕊’에게 다음과 같이 ‘ 蕊’라고 불 다.

(5) 李行: 蕊, 那你要不要先去試一下?

샤오루이, 그럼 먼저 가서 한 번 입어볼래?

이처럼 ‘ ’를 성이나 이름 앞에 붙여 상 방을 호칭하면 친 감을 나타낼 수 있

다. 榮晶(1994)은 중국인이 성이나 이름 앞에 습관적으로 ‘ ’나 ‘ ’를 사용한다고 

하 는데, 이 때 ‘ ’나 ‘ ’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친 감이나 존

경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 다. 또한 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이나 

이름 앞에 ‘ ’를 사용하는 경우의 부분은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이나, 중장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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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성이나 이름 앞에 ‘ ’를 부가한 호칭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를 통해 심리

적으로 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 다.

이 밖에 아래와 같이 이름 뒤에 간혹 ‘啊’를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6) 李行啊, 你那個婚期是什麼時候啊？
리싱아, 너 그 결혼 날짜가 언제야?

자녀의 친구에게는 ‘俏俏’처럼 이름을 부르면 된다.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는 ‘성 + 이름’ 형태의 호칭어는 공식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모두 쓰이는 보편적인 호칭어이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친구나 연인 사이

에서도 ‘성 + 이름’ 형태의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러

한 호칭이 가능하다. ‘分手合約(이별계약)’에서 요리 회 프로그램에 나간 남주인

공 ‘李行’을 사회자가 ‘李行’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

중국어 호칭어와 한국어 호칭어의 차이점은 중국어에는 ‘~아/야’, ‘~씨’, ‘~님’과 

같이 호칭어의 뒤에 붙는 성분이 없어 이름이나 ‘성 + 이름’의 형태로만 호칭한다

는 것이다. ‘分手合約(이별계약)’에서는 남주인공의 여자친구인 척 연기해 주는 ‘周

蕊’가 ‘何俏俏’를 소개받자마자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7) 周蕊:俏俏, 真高 終於見到你了。
챠오챠오,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何俏俏’를 바로 ‘俏俏’라고 호칭하는데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름 뒤에 ‘~씨’

를 붙어야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존칭을 나타내는 

어떠한 어휘 없이 이름을 곧바로 부르는 것을 실례이기 때문이다.

2) 친족 호칭어 차용형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호칭어가 존재하는데 바로 친족 호칭어를 차용

하여 친족이 아닌 상 방을 호칭하는 친족 호칭어 차용형이다. 우리가 엄마의 친구

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모’라고 부르고,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할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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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중국어에도 이러한 유형의 호칭어가 많이 산재

한다. 이는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이 친족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더 긴 하고 친 하게 만들고자할 때 친족호칭어를 차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꽌시(關系)’라고 하는 사람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회이다. 

친족 호칭어 차용어가 사용되는 표적인 상황이 바로 친구나 연인의 부모를 호

칭할 때이다. 친구나 연인의 부모는 화자의 친족이 아니다. 화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分手合約(이별계약)’에서는 남주인공 ‘李

行’과 그의 여자친구인 척 연기하는 ‘周蕊’가 서로의 부모를 각각 아래와 같이 호칭

한다. 

(8) 周蕊: 叔叔, 這是我 給你的藍莓果醋。
아저씨, 이건 제가 드리는 블루베리 식초예요.

(9) 周蕊: 阿姨, 這是我 給你的雜糧。
아주머니, 이건 제가 드리는 잡곡이에요.

(10) 李行: 好, 伯父, 您放心, 蕊幫我特別多。
네, 아저씨, 걱정 마세요. 샤오루이가 저를 아주 많이 도와줘요.

‘叔叔’와 ‘伯父’는 본래 본인 아버지의 형제를 호칭하는 말이고, ‘阿姨’는 본래 본

인 어머니의 자매를 호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연인의 부모를 부를 때에도 이들 호

칭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 고륙양(2007)은 현재 중국에서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이 

서로의 부모를 친근하게 부를 때 ‘叔叔, 阿姨’를 많이 사용하며, 연인이 상 방의 

부모를 부를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伯父, 伯母’는 ‘叔叔, 阿姨’보다 더 점잖은 표현

이라고 하 다. 이들 호칭어가 화에서 사용된 상황을 살펴보면 ‘叔叔, 阿姨’는 여

성인 ‘周蕊’가 ‘李行’ 부모의 집을 방문하여 ‘李行’의 부모에게 선물을 주며 친근감 

있게 그들을 부를 때 사용하 고, ‘伯父’는 남성인 ‘李行’이 방송국에서 ‘周蕊’의 부

친을 만나 아주 젊잖게 화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 반면에 여주인공 ‘何

俏俏’가 남주인공 ‘李行’의 부모를 호칭할 때에는 ‘媽媽’와 ‘李爸爸’라는 호칭어를 사

용하 다. 자신의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어 ‘媽媽’와 ‘爸爸’를 친구의 부모님을 부르

는 데에도 사용한 것이다. ‘何俏俏’와 ‘李行’의 부모는 오랫동안 가깝게 알고 지낸 

사이이다. ‘何俏俏’가 ‘李行’의 부모를 ‘媽媽, 李爸爸’라고 부를 때 ‘叔叔, 阿姨’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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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친근감이 느껴진다. 또한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李爸爸’와 같이 친족 호칭

어 앞에 성을 부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에는 없는 표현이다. 다시 말

해 친족 관계에 있는 본인의 부모를 부를 때에는 ‘媽, 爸’와 같은 호칭어를 사용하

지만, 사회적 관계에 있는 친구나 연인의 부모를 호칭할 때에는 이 밖에 더 다양한 

선택 사항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 + 친족 호칭어’의 예가 ‘分手合約(이별계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화의 

끝부분에서 ‘李行’이 운 하는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면서 ‘李行’을 ‘李哥’라고 부른

다. 역시 ‘李師傅’보다 더 친근하고 친 감이 느껴진다. 

친구 사이에서 사용된 친족 호칭어 차용형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었다. 

(11) 何俏俏: 毛毛, 讓我出院吧。
마오마오, 날 퇴원시켜줘.

毛毛: 不行。
안 돼.

何俏俏: 好弟弟, 讓我出院吧。
착한 동생아, 퇴원시켜줘.

화 속 위의 화에서는 여주인공 ‘何俏俏’가 그녀의 친구 ‘毛毛’에게 자신을 퇴

원시켜 달라고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친구를 ‘毛毛’라는 이름으로 불 으나, 친구가 

퇴원은 안 된다고 하자 다시 한 번 퇴원을 부탁하며 그를 ‘好弟弟’라고 부른다. 친

족호칭어의 앞에 관형어 ‘好’가 붙은 형태이다. 화에서 ‘何俏俏’는 ‘毛毛’가 자신의 

형제자매와 다름없다고 이야기한다. 형제자매처럼 가까운 ‘毛毛’에게 친족 호칭어인 

‘弟弟’를 사용함으로써 그를 남동생처럼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 다. 그리

고 퇴원은 안 된다는 그에게 퇴원을 부탁하기 위해 ‘弟弟’의 앞에 관형어 ‘好’를 넣

었다. 친족 호칭어가 단어가 아닌 구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이렇게 친족 호칭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친족 관계가 아닌 사람을 호칭할 

때에도 자주 사용된다. 이를 본고에서는 친족 호칭어 차용형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친족 호칭어 차용형은 동양의 문화를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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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형

이 밖에 사회 호칭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分手合約(이별계약)’에서 

여주인공 ‘何俏俏’의 친구로 나오는 ‘毛毛’는 남성 동성애자이다. ‘毛毛’는 ‘何俏俏’를 

‘俏俏’ 외에 아래와 같이 ‘親愛的’라고 부르기도 한다.

(12) 毛毛: 親愛的, 這是你點的那個什麼, 什麼, GA, GA, GA, 什麼來 ?

자기야, 이게 네가 시킨 그 뭐야, 뭐지, 가, 가, 가, 뭐 더라?

符冬梅, 易紅(2016)에 따르면 ‘親愛的’의 사용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이 

호칭어를 여성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남녀 사이나 남성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경우보다 많다. 그래서 ‘分手合約(이별계약)’에서는 ‘毛毛’가 동성애자인지 모르는 

‘何俏俏’의 친구들 앞에서 ‘毛毛’가 ‘親愛的’란 호칭어를 사용했다가 분위기가 이상

해지는 장면이 나온다.

(13) 周蕊: 啊, 那個包是限量版的吧? 好好看哦。
아, 그 가방 한정판이죠? 너무 예쁜데요.

毛毛: 謝謝, 親愛的。
고마워, 자기야.

哦, 謝謝, 親。淘寶體, 知不知道?

어, 고마워요, 자기. 타오바오체, 알죠?

‘何俏俏’가 친구들 앞에서 ‘毛毛’를 남자친구로 소개하고 친구들은 다 ‘毛毛’가 ‘何

俏俏’의 남자친구인 줄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毛毛’가 자신의 가방이 예쁘다고 해 

준 ‘周蕊’에게 “謝謝, 親愛的。”라고 말한다. 순간 ‘毛毛’는 멈칫하고 ‘何俏俏’는 ‘毛

毛’를 째려본다. 그리고 ‘何俏俏’의 눈치를 본 ‘毛毛’는 “謝謝, 親。淘寶體, 知不知

道?”라고 수습한다. ‘親’은 ‘親愛的’의 줄임말인데,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淘寶’에서 

판매자가 쌍방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사용하던 것이 지금은 구매자도 판매자를 ‘親’

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親’을 ‘淘寶體’라고 한다.1)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호

 1) 符冬梅, 易紅(2016)에 따르면 중국 敎育部와 國家語委는 《2009년 중국 언어 생활 

상황 보고(2009年中國語 生活狀況報告)》에서 ‘親’이 이미 사회 통용어가 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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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어인 ‘親愛的’를 남성인 ‘毛毛’가 사용하자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 고, ‘毛毛’

는 여기서 순발력을 발휘하여 ‘淘寶體’라고 상황을 수습한 것이다. 

또 우리말의 ‘야’에 해당하는 ‘喂’로 친구나 연인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分手合

約(이별계약)’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14) 毛毛: 喂, 等等我。
야, 좀만 기다려.

(15) 何俏俏:喂, 沒頭腦, 你在聽我說話嗎? 

야, 멍청이, 내 말 듣고 있어? 

예문 (14)는 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毛毛’가 한 말이고, 예문 

(15)는 연인에게 내 말을 듣고 있느냐고 질책하는 상황에서 ‘何俏俏’가 한 말이다.

여성 고객에게는 ‘ 姐’라는 호칭어를 사용한다. 아래와 같이 여성 고객의 성을 

모르는 경우에는 그냥 ‘ 姐’로 호칭하고, 고객의 성을 아는 경우에는 ‘ 姐’의 앞에 

성을 붙여 ‘성 + 姐’의 형태로 호칭한다. 

(16) 服務員: 姐, 這是我們的菜單。
아가씨, 저희 메뉴입니다.

(17) 服務員: 來, 周 姐, 這邊請。
자, 저우 아가씨, 이쪽으로 오세요.

‘ 姐’는 한때는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어 다. 하지만 후에 유흥업

소에서 일하는 여성들도 ‘ 姐’로 칭하면서 사회에서 배척당하 다. 하지만 예문 

(17)과 같이 ‘ 姐’의 앞에 성을 붙이면 공손한 표현이 된다. 남성 고객에게는 성 

뒤에 ‘先生’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방장에게는 ‘성 + 師傅’의 형태로 부를 수 있다. ‘分手合約(이별계약)’에서 남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자주 가던 식당의 주방장에게 그들은 아래와 같이 ‘南師傅’라

고 불 다.

공포하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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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南師傅, 幫我們保管好。
난사부님, 우리 신 잘 보관해 주세요.

후에 그 식당을 남주인공인 ‘李行’이 운 하게 되는데, 그 때 식당을 찾은 손님이 

그를 ‘李師傅’라고 부른다.

3. 사물 호칭어

지금까지 학계에서 사물 호칭어에 한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본 연구 과정에서 

사물을 부르는 사물 호칭어를 발견하 고,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사물 호칭어를 별

도의 범주로 분류하 다. 

‘分手合約(이별계약)’에서 사물 호칭어는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19) 毛毛: 寶貝兒, 你們到底要去哪兒呢?

아가야, 너희들은 도 체 어디로 가려는 거니?

(20) 毛毛: 寶貝兒們啊, 你們哪兒是要去北京參展啊?

아가들아, 너희들은 어디 베이징에 가서 출품하려고 하니?

예문 (19)와 (20)은 화에서 ‘毛毛’가 도자기에게 하는 말이다.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감히 직접 하지 못하고 도자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하기 위해, ‘寶貝兒’

이라는 호칭어를 사용하여 도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現代漢語詞典》(2005)에

서는 ‘寶貝兒’을 ‘아이에 한 애칭’2)이라고 설명한다. 곧 도자기를 의인화하여 아

이에게 사용하는 호칭어로 도자기를 부르는 것이다. 예문 (20)에서는 뒤에 복수형 

접미사 ‘們’을 붙여서 다수의 도자기를 호칭하고 있다. 

‘毛毛’는 또한 자신의 검정색 가방을 ‘ 黑’라고 부르는데, 사실 화에서는 그가 

자신의 검정색 가방을 두고 ‘ 黑’라고 부르는 장면이 출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李行’과의 화를 통해 ‘毛毛’가 자신의 검정색 가방을 ‘ 黑’라고 부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現代漢語詞典》: 孩兒的愛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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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李行: 你叫它什麼? 黑?

너 이거 뭐라고 불러? 검둥이? 

毛毛: 黑。
검둥이.

‘ ’는 사람의 성 앞에 붙여 상 방에게 친근감 및 친 감을 나타낼 수 있는 접두

사이다. 즉 ‘毛毛’는 이것을 가방의 색깔을 나타내는 색채어 ‘黑’의 앞에 붙여 자신

이 아끼는 가방에게 ‘ 黑’라는 친근감 있는 호칭어를 만들어준 것이다.

사물 호칭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용적 필요에 의

해, 혹은 자신이 아끼는 물건에게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이처럼 각자의 방식 로 

사물 호칭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Ⅳ. 결론

본고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꼭 필요하지만 그동안 상 적으로 연구가 미흡하 던 

중국어 호칭어를 연구 상으로 하 다. 실제 화 자료인 화에서 호칭어를 추출

하여 분석하 으며, 같은 상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호칭하는 현상에 해서도 세

하게 분석하고자 하 다.

중국어의 호칭어는 호칭 상에 따라 친족 호칭어, 사회 호칭어, 사물 호칭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사회 호칭어는 그 내부 구조에 따라 

다시 이름형, 별명형, 친족 호칭어 차용형, 일반형으로 나뉜다. 친족 호칭어의 호칭 

상은 당연히 친족이며, 사물 호칭어의 호칭 상은 사물이다. 이 둘의 호칭 상

은 간단하지만, 이에 반해 사회 호칭어의 호칭 상은 비교적 복잡하다. 사회 호칭

어는 친족 외의 사회 구성원들 간에 사용하는 호칭어인데,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그 안에서 또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사회 호칭어의 각 유형이 

어떠한 상들에게 사용되는지 아래 [표3]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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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사회 호칭어의 각 유형이 사용되는 호칭 상

호칭어의 유형 호칭 상

이름형

성 + 이름 친구, 연인, 자녀 친구

이름 친구, 연인, 자녀 친구

이름 축소/확장 친구, 연인

접두사 부가 친구, 연인

별명형 친구

친족 호칭어 차용형

친족 호칭어 친구의 부모나 연인의 부모

성 + 친족 호칭어 친구의 부모나 연인의 부모

好 + 친족 호칭어 친구

일반형

親愛的 친구

喂 친구, 연인

(성) + 姐 여성 고객

성 + 師傅 주방장 등

우선 이름형의 모든 유형은 친구나 연인에게 사용할 수가 있다. 자녀의 친구에게

도 ‘성+이름’이나 성을 뺀 ‘이름’의 형식으로 호칭할 수 있다. 친한 사이에서는 일반

적으로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는 것이 더 친근해 보이지만, 이름이 외자일 경우에

는 반드시 성과 함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성을 뺀 외자 이름만으로 친구를 부르지

는 않는다. 성이나 이름 앞에 접두사 ‘ ’를 붙이면 좀 더 친근하고 친 감 있는 호

칭이 된다. 친구들 간에는 별명을 부르기도 한다. 

사회 호칭어 중에는 또 친족 호칭어를 차용하여 친족이 아닌 사람을 부르는데 사

용하는 친족 호칭어 차용형이 있다. 이는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동양 문화의 특색이

라고 볼 수 있다. 친구나 친구 혹은 연인의 부모를 친족 호칭어 차용형으로 부를 

수가 있다. 이 밖에 여러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친족 호칭어 차용형이 사용되는데 

이에 해서는 향후에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달

리 친족 호칭어의 앞에 성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호칭어의 일반형에는 ‘親愛的’, ‘喂’, ‘ 姐’, ‘師傅’ 등이 있다. ‘親愛的’는 남

녀 사이나 남성들 사이에서보다는 여성들 사이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호칭어이다. 

우리말의 ‘야’처럼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喂’라는 호칭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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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는 ‘ 姐’라고 호칭하는데, 고객의 성을 알고 있을 때에는 ‘ 姐’의 앞에 성을 

붙이는 것이 좋다. 

알맞은 호칭어의 사용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순조롭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

며, 호칭어의 부적절한 사용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중국어 

호칭어에 한 연구와 교육의 부재는 그간 중국인과의 화에서 쌍방의 거리를 좁

히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그간 부진했던 중국어 호칭어의 연구와 교육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라

며, 중국어 호칭어의 수업 방법에 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들에게 

호칭어가 사용된 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제시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호칭

어를 맞추어보게 하면 학생들의 흥미가 유발될 것이다. 그런 후에 정답을 확인하며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

생들에게 중국어 호칭어의 체계를 이해시킨다면, 학생들은 화에 출현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보다 적절한 호칭어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는 화 속 호칭어에 한 고찰을 통해 현  중국어 호칭어의 유형과 그 특

징을 살펴보았다. 같은 상에게도 상황에 따라 다른 호칭어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용적 분석을 통해 여러 호칭어의 차이를 구분해보고자 하 다. 물론 한 

편의 화 속에 등장하는 호칭어만으로 중국어의 호칭어를 전면적으로 고찰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토 로 중국어 호칭어에 한 연구를 

확장하는 것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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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inese address term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categories: 

the relative address term, the social address term, the object address 

term. The social address term among these is divided into the type 

of name, the type of nickname, the type of borrowing relative 

address term and the type of general according to its internal 

structure. And each of these is subdivided into several types again. 

The relative address term is of course used when address relatives. 

And the object address term is used when address objects. These two 

are simple. But the social address term used among members of 

society other than relatives is relatively complex. Because our society 

is complex and complex human relationships are intertwined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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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ypes of name types of social address term can be used among 

friends or lovers. The type of nickname of social address term is 

mainly used among friends. The type of borrowing relative address 

term of social address term is used to call non-relation. There are 

‘qinaide’, ‘wei’, ‘xiaojie’, ‘shifu’, etc. in the type of general of social 

addres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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