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서 바라본 제주어
강인창
(KBS 제주)

1. 지금까지의 사례- ‘KBS 제주’ 를 중심으로
- 제주어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회위주의 행사나 중계방송, 취재가
주를 이룸
- 제주어 경연대회와 제주어 동요 대회 등
- KBS 제주방송총국인 경우 제주어 동요대회를 전국 대회로 주최하여 방송을
하였으나크게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경연대회 성격상 입상을 목적으로 하여 참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음악적 완성도에서는 특히 제주도 팀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타 지역 참가자가
우위를 점해, 제주도의 참가자가 입상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에
제주어가 단지 수상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대회후 동요가 제대로
애창되지도 않았음.
- 또한 KBS 제주총국은 ‘제주어 드라마’를 단막극으로 제작 전국방송을
하였음.
-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고정코너를 통해 제주어를 방송하고 있음.
라디오 칼럼을 제주어로 소개하는 ‘설문대 할망’코너와 제주어를 제대로
배워보고자 하는 ‘살암지기 골암지기’ 코너를 방송하고 있음.
- 두 코너의 문제는 너무 정통 제주어를 추구하여 방송함으로 젊은 세대는
알아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앞으로의 접근방법
두 가지의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임. 내재적 접근과 외재적 접근인 그것인데
내재적 접근은 기존의 정통 제주어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 하지는 못하더라도
꾸준히 원형의 제주어를 음성으로 들려 줄 수 있도록 함. 기존의 라디오 두
코너도 이에 해당함.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통 제주어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외재적 접근은 단막극 형식의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제주어로 제작 방송함.
드라마는 일상 대화 형식이기에 제주어를 잘 모르더라도 영상물의 전후
사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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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 상황이 허락하면 제주민의 일상대화를 녹음하고 디지털화해서
보관하고 좋은 내용은 방송에서 소개하는 기획을 준비 중임.
현재 제주도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대화는 제주어를 잘 알고 말하는
노년층과 어느 정도는 제주어가 익숙한 중년, 상대적으로 제주어를 잘
사용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의 대화를 기록하는
것이다.
노년끼리의 대화하는 제주어와 노년층과 중년층의 대화, 노년과 청년,
어린이들의 대화는 제주어 소통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대화를
세대간, 계층 간의 일상 대화를 통해 현재의 제주어를 기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방송이 하고자 한다.
즉 정통 제주어의 활용과 현재의 제주어 활용 두가지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