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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산 지역어의 성조형과 성조 변화

김 고 은

본 연구는 경남의 부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성조소 및 복합조 목록과 성조형
을 공시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이 지역의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조
상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대상을 밝혔으며 조사 및 연구 방법과 논문의 구
성을 설명하고 경남 방언에 대한 성조형 및 세대 간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부산 지역어의 성조소 및 복합조의 목록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어는 
‘고조(H)’와 ‘저조(L)’의 두 가지 성조소 및 ‘고저복합조(H·L)’, ‘저고복합조(L·H)’의 
두 가지 복합조를 가지고 있다.

3장에서는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을 기술하였다. 여기서의 성조형이란 체언과 용
언의 어간이 각각 곡용·활용할 때 보이는 성조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그 어간들을 분
류한 것이다. 이 지역어의 성조형은 하나의 곡용형‧활용형이 몇 개의 고조를 허용하
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조형에 따라 한 곡용형‧활용형 내에 
오로지 한 개의 고조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고조가 연속해서 두 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연속된 두 개의 고조가 제1·2음절에 나타나느냐, 제2·3음
절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성조형이 다시 세분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확인한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어에서 나
타나고 있는 세대 간 성조 변화를 검토하였다. 부산 지역어의 체언‧용언에서는 공통
적으로 어간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곡용형‧활용형이 HL…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변화
를 입기 쉬우며 변화의 결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곡용형‧활용형이 LH…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변화를 쉽게 입지 않으며 변화의 결과로서 빈번히 나타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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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음절 어간의 LHH형과 LLH형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LLH형이 LHH형에 
유사하게 실현되고 있다. 그 외에도 체언에서는 규칙적 H(H)형의 비율이 낮아지고, 
변칙적 H(H)형의 비율이 높아진다. 용언에서는 LH형에 속하면서 모음 혹은 유음으
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으)니까’와 결합하였을 때 그 성조가 LHLL~LLHL로 수
의적 교체를 보인다.

5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와 남은 문제들
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부산 지역어, 성조소, 복합조, 성조형, 어간 성조형, 세대 간 성조 변화
학번:　2014-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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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부산 지역어의 성조소 및 복합조 목록과 성조형을 공시적으로 기술하는 

한편, 이 지역의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조상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이 지역에 존재하는 성조소들의 목록
을 확정할 것이다. 이후 곡용과 활용에서의 성조 실현 양상을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확인하고 몇 가지의 성조형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나아가 세대에 따라 성조가 변화
한 것으로 보이는 어간들을 기술하고, 그 변화의 특성과 동인을 논의한다. 

부산 지역은 [지도 1]에서처럼 한국의 남동단에 자리하여,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면하고, 서쪽과 북쪽으로는 김해, 창원, 양산 등에 접한다. 이처럼 부산 지역은 경남 
동부 방언1)이 사용되는 지역 중에서도 방언권의 접경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소방언권의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부산 지역
어의 성조를 공시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 동부 방언이 가지는 성
조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최명옥(1994)에서는 음운(음운목록, 어간의 재구조화, 음소변동, 음소변화, 성조유형), 어휘(수
수, 여우, 파리, 부추, 쇠, 소꿉놀이, 제각기, 먹-, 가버리-), 어법(존칭 종결어미, 연결어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동남방언을 경북 방언과 경남 방언으로 나누고, 경북 방언을 다시 경북 중동
부 방언과 경북 서부 방언, 경남 방언을 다시 경남 동부 방언과 경남 중서부 방언으로 구획한 
바 있다. 이는 성조 층위를 방언 구획에 반영한 최초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석규
(2014)에서는 율동제약, 상승조, 부정부사 ‘안’과 용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성조형 등 다양한 
성조 현상을 토대로 경상남북도를 9개의 구획[경북: (1) 문경, 상주, 김천, 구미 (2) 영주, 안동, 
예천, 봉화, 의성 (3) 영양, 청송, 울진, 영덕, 포항 (4) 군위, 칠곡, 성주, 대구, 고령, 달성, 영
천, 경산, 청도, 경주, 경남: (1) 거창, 함양, 하동 (2) 산청, 진주, 사천, 남해 (3) 고성, 통영, 
거제 (4) 창원, 합천, 의령, 창녕, 함안, 밀양, 김해, 양산, 부산 (5) 울산]으로 나눈 바 있다. 위
의 두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부산 지역어는 경남 동부 방언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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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부산광역시

1.2. 조사 및 연구 방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고는 부산 지역어의 활용형과 곡용형에서 나타나는 성조의 

실현 양상을 관찰하여 각각 몇 가지의 성조 패러다임, 즉 성조형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지역에서 나타나는 성조상의 세대차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 지역의 노년층과 청년층에 대해 직접 방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부산 지역은 행정구역상 광역시에 해당하므로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고 문물의 교류가 활발해 방언간의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고
는 제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외지의 경험이 없고 3대 이상 이 지역에서 거주한 토
박이를 조건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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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제보자를 찾는 데 있어 또 한 가지 고려한 사항은 제보자의 성을 여
성으로 한정하는 것이었다. 성(sex)은 사회방언학적 변이·변화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즉 성의 차이가 언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Labov(1990: 205~215)는 성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논의의 결과를 몇 가지 원칙
으로 요약하면서 여성이 의식적인 변화(change from above)든, 무의식적인 변화
(change from below)든 개신자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고는 부산 지역의 노
년층과 청년층 사이에 나타나는 성조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성별 간 언어적 차이가 세대 간의 언어적 차이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되, 많
은 언어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여성만을 제보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
단을 내렸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2)  

제보자 연령 출생지 조사일시 조사지점
O1 82 부산 해운대구 중동 2015. 8. 3. 

– 8. 13. 부산 해운대구 중동

O2 75 부산 해운대구 중동 2015. 8. 14. 
– 8. 23. 부산 해운대구 중동

Y1 28 부산 진구 개금동 2015. 8. 10. 
– 8. 13.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Y2 22 부산 남구 용호동 2015. 8. 15. 
- 8. 17.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표 1] 제보자 정보 

이 논문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3) 및 기존 연구4)에 제시되어 있는 

2)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 1]에 제시된 제보자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제보자들을 활
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3) 체언은 1음절 어간 약 115개, 2음절 어간 약 109개, 3음절 약 69개, 용언은 1음절 어간 약 
106개, 2음절 어간 약 111개, 3음절 어간 약 32개가 조사되었다. 

4) 직접 방언 조사를 실시한 자료 이외에도, 부산 지역어를 비롯한 경남 동남부 방언을 대상으로 
한 김차균 외(2008)에 제시된 자료(주로 체언)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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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확보된 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어의 성조소 및 복합조 목록을 확정하

도록 한다. 성조소 및 복합조를 확정함에 있어서 최명옥(1998) 등의 논지를 따른다. 
최명옥(1998)에서는 현대국어의 성조 방언에 대한 성조소 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리
하였는데, 특히 경남 방언에 대해 최저조는5)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독립된 성조소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조와 저조만으로 이루어진 2성조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성조소 및 복합조를 확정한 뒤에는 체언과 용언을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몇 가지
의 성조형으로 분류하고, 각 성조형의 성조 실현 양상을 살피도록 한다. 이러한 성
조형 분류는 이혁화(1994), 김봉국(1998) 등의 방법을 참고한다. 이혁화(1994), 김
봉국(1998) 등의 논의에서는 성조형 중심의 기술 태도를 바탕으로, 곡용형 및 활용
형의 성조를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두루 살피고, 곡용형·활용형이 각각 체언 및 용
언 어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후 분류된 성조형들을 토대로, 노년층과 청년층의 성조가 차이를 보이는 체언과 
용언을 세대 변화의 관점에서 논한다. 더불어 그러한 성조 변화가 왜 일어나게 되었
는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3. 선행 논의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논의를 검토함에 있어, 먼저 성조형에 대한 연구를 살핀 

뒤, 성조의 세대 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살피도록 한다. 
경남 방언의 체언 어간 성조형에 대한 연구로는 고성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정연

찬(1974)을 들 수 있다. 정연찬(1974)에서는 동남 방언에 대해 ‘고조(高調)’와 ‘저
조(低調)’, 그리고 ‘저조’와 ‘고조’의 복합조인 ‘저고조(底稿調)’를 설정한다(각각 ‘말
(馬)류’, ‘말(斗)’류, ‘말(語)’류의 성조에 해당). 이어서 1~4음절 체언에 대해 각각 

5) 김영만(1986)은 경남 방언 단음절어의 기본 운소로 고조, 저조, 최저조(각각 ‘말(馬)류’, ‘말
(斗)’류, ‘말(語)’류)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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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성조형을 제시하면서 그 성조 변동 양상을 다루었는데, 1음절에는 高型
[‘집(家)’], 低型[‘물(水)’], 複型[‘개(犬)’], 2음절에는 高低型[‘자리(席)’], 低低型
[‘모레(明後)’], 複低型[‘사람(人)’], 3음절 체언에는 高低低型[‘메느리(婦)’], 低高低
型[‘아부지(父)’], 複低低型[‘사마구(痣)’], 4음절에는 高低低低型[‘돗고마리(蒼耳
子)’], 低低高低型[‘미꾸랭이(鰍)’], 複低低低型[‘디고마리(跟)’]이 존재한다. 어간의 
음절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성조형의 개수가 함께 늘어나지 않는 까닭은, 제1음
절의 고저가 어의를 분화시키는 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
령 2음절어에서 제2음절의 성조는 제1음절의 고저를 확인시켜주는 정도의 기능만을 
담당한다(정연찬 1974: 15~16).  

한편, 경남 방언의 용언 어간 성조형에 대한 연구로는 창원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김차균(1980)6)이 있다. 김차균(1980)에서는 용언 어간을 어미 앞에서 어간의 성조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누고, 또 그 어간들의 기저 성조형 또는 성
조 변동의 성질에 따라서 세분하였다. 어미 앞에서 어간의 성조 변동이 없는 성조형
은 L1형, M1형, HnM0형이며, 변동이 있는 성조형은 Lh형, Hm-1형, Hm-2형, L2h형, 
H21형이다. 이때 Lh형[‘시-(쉬-, 休)’]은 어간의 기저 성조가 L 또는 M이면서 어미
에 따라 H로 변하는 어간을 나타내며, Hm-1형[‘가-(行)’]과 Hm-2형[‘이-(戴)’]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어간의 기저 성조가 H이면서 어미에 따라 M으로 변하
는 어간을 나타낸다. L2h형[‘헤네-(해내-, 爲)’] 과 H21형[‘나서-(出)’]은 2음절 어
간으로, 기저 성조형은 각각 L2, H2이지만 어미에 따라서 각각 H2, L2로 변하는 어
간이다. 

성조의 세대 간 변화를 다룬 논의는 마산·창원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Utsugi(2009)를 들 수 있다. Utsugi(2009)에서는 Utsugi(2007)를 바탕으로, 3음절 
이상 체언에서는 ‘Medial-Double’(상성형)과 ‘Final’(평성형 중 尾高型)이 완전히 합
류하였으며, 2음절 체언에서는 합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때의 합류
란, 단순히 단독형에서뿐만이 아닌 곡용에서나 단어 합성 등의 현상에서도 두 성조
형이 변별되지 않음을 뜻한다. 

6) 김차균(1980)에서는 성조 체계로 ‘L(저조)’, ‘M(중조)’, ‘H(고조)’의 3단 체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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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Utsugi(2009)와 비슷한 변화가 이토(2011)에도 기술되어 있다. 이토
(2011)은 경상도 여러 방언에서 일어난 상성형의 음운론적 변화를 논하였는데, 특
히 경남 동부 방언에서 3음절 체언의 상성형 어간과 평3성 어간(평성형 중 尾高型)
이 완전히 합류하였으며, 2음절 체언의 상성형 어간과 평2성 어간(평성형 중 尾高
型)은 지역에 따라 합류의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통영의 경우 합류가 완
료되었으며, 창원의 경우 합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산은 제보자 2명 중 1명만이 
합류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1명은 전혀 합류를 보이지 않았다.  

박순형(2011)에서는 경남 동부 방언을 대상으로 실험음성학적인 방법(Praat 분
석)을 통해 1~3음절 체언 단독형의 성조 세대차(20대와 50대 화자 간)을 연구하였
다. 그러나 성조의 인식적인 측면이나 체언 어간이 조사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성조 
실현 양상을 배제한 채 물리적인 측면에 의존하여, 음성학적 실험의 결과와 인식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꽤 있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서론(1장), 본론(2-4장), 결론(5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대상 및 연구 방법을 밝히는 한편 본고의 논의와 

관련되는 선행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성조소 및 복합조의 목록을 제시
하고 3장에서는 체언과 용언에 각각 어떠한 성조형이 존재하는지를 어간의 음절수
에 따라 기술할 것이다. 이때 3장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노년층과 청년층
이 세대차를 보이지 않는 어간을 대상으로 한다. 4장에서는 체언과 용언 중 노년층
과 청년층이 세대차를 보이는 어간을 변화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변화의 특성과 동
인을 살핀다. 5장은 본론에서 다루어진 부산 지역어 성조의 전형적 특징과 세대 간 
변화의 특징을 요약·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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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조소 및 복합조 목록

음소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대립어를 통해 개별 음소를 확인하여 음소 목
록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듯이, 성조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도 최소대립어를 통한 
성조소 목록을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성조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성조(tone), 즉 음의 고저 차이에 의해서만 의미의 변별이 일어나는 최소대립어를 
찾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방언의 성조소를 확정함에 있어서 사용
되었던 단음절 최소대립어는 ‘말(馬)’, ‘말(斗)’, ‘말(語)’의 세 단어인데, 연구자마다 
이들 단어에 성조를 부여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

부산 지역어가 속한 경남 동부 방언의 성조소를 다룬 논문에서 공통되는 점은 대
부분 저조와 고조를 인정한다는 것이다.7)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중조의 설정이다. 
중조는 일반적으로 저조와 고조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음조를 뜻하는데8), 중조를 
성조소로 인정하게 되면 이 지역의 성조체계는 저·중·고조의 3단 체계를 갖추는 것
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고조의 2단 체계를 갖추게 된다. 

7) 경남 방언에서 음장(음의 길고 짧음)은 잉여적인 자질이다. 허웅(1955: 90)에서는 경남 방언의 
화자들이 음의 고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길이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 ‘없:-(無)’, ‘사:람(人)’ 등 다소 길게 내는 경향이 보이는 낮은 가락을 가운데 가
락이나 높은 가락보다 짧게 내더라도 말의 뜻을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 지역에서 음장은 뜻의 변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음장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도록 한다.

8) 김차균(1980: 28~30)에서는 음조를 15단계로 표시하는데 최저의 음조가 [1]이 되고 최고의 
음조가 [15]가 된다. 그리고 [1]은 저조(L)이 시작되는 선, [4]는 중조(M)이 시작되는 선, 
[12]는 고조(H)가 시작되는 선이 된다. 음운론적인 3등분인 저조·중조·고조와 음성학적인 3등분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조 음운론적 등분 음성학적 등분
L [1]~[3] [1]~[5]
M [4]~[11] [6]~[10]
H [1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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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체계를 표방하는 논의: 정연찬(1974), 최명옥(1990), 김주원(1991나), 
이혁화(1994) 등

3단 체계를 표방하는 논의: 허웅(1954), 김영만(1966), 김차균(1980) 등

앞서 언급하였듯 성조소는 최소대립어에 의해서만 그 존재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즉 성조에 의해 단어의 의미가 분화되는 동음이의어를 찾았을 때, 성조소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우선 가장 흔히 다루어지는 단음절 최소대립어 ‘말
(馬)’, ‘말(斗)’, ‘말(語)’을 살펴보도록 하자.9) 

(1)
2단 체계 3단 체계

ㄱ. 말
馬  H  H
斗  H  M
語  L  L

ㄴ. 말-이
馬  HL  HM
斗  HH  MM
語  LH  LM

9) 선행 논의에서 현대국어 성조 방언의 성조소 체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최명옥(1998: 32)의 
표<1>에 폭넓게 정리되어 있다. 이중 동남 방언에 대한 부분을 일부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
다.

  
논저 방언

(지역어)
성조
소수

기본 성조소 복합
성조소 비고馬 斗 語

許 雄(1954) 전체 3 H M L H=고조M=중조L=저조R=상승조s.L=최저조h=고조(파생)l=저조(파생)L:=저·장조L·H=저·고조H·L=고·저조

鄭然粲(1974) 전체 2 H L L·H
文孝根(1974) 경남 5 H M L M·H, H·M

경북 4 H L L L·H, H·L
金永萬(1986) 경남 5 H,h L,l s.L

경북 5 H,h L,l L:
崔明玉(1990)

경남 2 H H L
경북 3 H H R

※ L은 2음절 이상의 어간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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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馬)’, ‘말(斗)’, ‘말(語)’은 (1)에서 보여주듯 3단 체계에서는 각각 고조·중조·
저조로, 2단 체계에서는 고조·고조·저조로 분석된다. 단음절인 이 세 단어가 부산 지
역에서 성조에 의해 변별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성조소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화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와는 다르다. 최명옥(1990: 
129~130)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 단어가 단독형으로 발음되었을 때 ‘말(馬)’
과 ‘말(斗)’은 ‘말(語)’에 비해 확연히 높게 발음되므로 대부분의 화자들이 ‘말(馬)’
과 ‘말(語)’ 혹은 ‘말(斗)’과 ‘말(語)’의 고저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말(馬)’과 ‘말(斗)’에 대해서는 고저는 물론, 의미도 구별하지 못하였다. 즉 ‘말
(馬)’, ‘말(斗)’, ‘말(語)’이 구분되는 것은 어간 자체의 높낮이가 각기 다르기 때문
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상이 이렇다면, ‘말(馬)’이 ‘말(斗)’보다 높은 음조, 혹은 ‘말
(斗)’이 ‘말(馬)’보다 낮은 음조라고 하여 중조를 설정할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화자들은 ‘말(馬)’과 ‘말(斗)’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두 단어가 조사와 결합할 때 보이는 성조 차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
래의 (2)와 같이 주격 조사 ‘-이’가 후행하면 ‘말(馬)’은 높은 음조에서 낮은 음조
로 곧 떨어지는 것처럼 발음되며, ‘말(斗)’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음조로 유지되는 
것처럼 발음된다.10) ‘말(馬)’과 ‘말(斗)’에 더하여 ‘말(語)’이 주격 조사 ‘-이’와 통
합한 것을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2)

 ― H  ―     ― H         ―
        ― L L  ―
 마     리(馬)  마     리(斗)  마     리(語)

10) 이에 따르면 ‘말(斗)+ -이’의 성조를 HH가 아닌 LL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HH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말(斗)이 많다’와 같은 문장에서 첫 번째·두 번째·네 번째 음
절의 음조는 동등한 정도로 높고, 상대적으로 세 번째 음절의 성조는 낮기 때문이다. 만일 ‘말
(斗)+ -이’의 성조를 저저조(LL)로 보게 되면 이보다 더 낮은 음조인 세 번째 음절의 성조를 
적절히 표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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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단독형으로서 ‘말(馬)’과 ‘말(斗)’은 구분되지 않지만, 조사와 결합할 때 그 
통합 관계 속에서 ‘말(馬)’과 ‘말(斗)’이 변별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손
(客):손(手):손(孫)’, ‘배(梨):배(舟, 腹):배(倍)’ 등의 1음절 동음이의어도 ‘말(馬):말
(斗):말(語)’이 조사와의 결합 속에서 보이는 성조 대립을 통해 어의가 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근거, 즉 화자들이 ‘말(馬)’과 ‘말(斗)’의 고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두 
단어를 오로지 후행하는 조사와의 결합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에 의해 
구분한다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조의 성조소 설정을 비판할 수 있
다. ① 성조형 속에서 성조는 2단을 뛰어 넘을 수 없고(고조 뒤에는 고조 혹은 중조
만이 올 수 있다, 이혁화 1994) ② 실제 화자들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의 어절 안에 
고조와 중조, 저조가 모두 분포하는 경우는 없으며(최명옥 1998) ③음성학적 실험
을 근거로 하였을 때도 경남 방언에서 중조의 존재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음이 
밝혀졌다(김주원 2000). ⑤무엇보다도 저중조(LM)과 중고조(MH)의 성조 차이로만 
변별되는 최소대립어가 발견되었을 때 중조를 성조소로 설정할 수 있다(임석규 
2003).

이 지역에는 평판조인 저조와 고조 이외에도, 높낮이의 변동이 있는 승강음이 존
재한다. 즉 한 음절 안에서 고조에서 시작하여 저조로 떨어지는 하강음조와, 저조에
서 시작하여 고조로 올라가는 상승음조가 있는 것이다. 

(3) ㄱ. 고암[HL]~감[H․L](喊), 다음[HL]~담[H․L](次)
ㄴ. 마음[LH]~맘[L․H](心), 마을[LH]~말[L․H](村)

(4) ㄱ. 띠어라[HLL]~띠라[H․L](走), 시어라[HLL]~시라[H․L](休)
ㄴ. 여으모[LHL]~여모[L․HL](入), 나으모[LHL]~나모[L․HL](産)11)

11) (4ㄴ)은 노년층의 발화에서 실현되는 성조로, 청년층은 ‘여으모[HLL]~[H․L](入), 나으모
[HLL]~나모[H․LL](産)’와 같이 발음한다. 자세한 내용은 4.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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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의 하강음조와 상승음조는 모두 분절음 층위에서 음절수의 축약을 나타난 것
이다. 이들은 형태소 내부에서 실현되기도 하고[(3ㄱ, ㄴ)], 형태소 경계에서 실현
되기도 한다[(4ㄱ, ㄴ)]. 이혁화(1994: 23-25)에서는 이러한 하강음조와 상승음조
에 대해, 그것을 하나의 성조소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평판성조의 복합조로 파악
할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음조의 음성적인 측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는 ‘진정한 승강조의 처음과 끝은 평판조의 수평성조(level toneme)와 같을 수 없
다’는 Pike(1948: 8)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승강조의 끝부분이 평판조 체계의 
어느 성조 중 하나와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 체계는 평판조 체계’라는 Laver(1994)
의 주장 역시 이와 궤를 함께 하는 것이다. 

(5) ㄱ.

  ― H  

       ― L
고   암(喊) 감(喊)

ㄴ.

       ― H

  ― L
마   음(心) 맘(心)

(5ㄱ)과 (5ㄴ)은 각각 (3ㄱ)의 ‘고암[HL]~감[H․L](喊)’, (3ㄴ)의 ‘마음[LH]~맘[L․
H](心)’의 음조 실현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보면, 하강음조와 상승음조는 기존에 
존재하는 고조와 저조에서 시작하거나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지역의 
하강음조와 상승음조는 기존의 고조와 저조의 음역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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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진정한 승강조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지역의 하강음조와 상승음조는 한 
음절에 걸린 고조와 저조의 병치로, 상승음조는 한 음절에 걸린 저조와 고조의 병치
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각각 고저복합조와 저고복합조라는 복합조로 
본다.12)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이 지역에서 평판조로서의 고조(H)와 저조(L)를 성
조소로 확정할 수 있었다. 또한 성조소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복합조, 고
저복합조(H·L)와 저고복합조(L·H)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성조소 및 복합조 목록
성조소 목록 복합조 목록(성조소간 결합)

Ÿ H(고조)
Ÿ L(저조)

Ÿ H·L(고저복합조)
Ÿ L·H(저고복합조)

12) 경북 방언의 상승조(R)은 저고복합조(L·H)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음성적 관점에서 보면 그 
상승의 끝이 고조의 음역에 이르지 못하며, 분포도 형태소 내부로 한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
은 이혁화(1994: 15-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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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

본격적으로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을 논의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성조 표시 방법
에 대해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김주원(2000: 94~96)에
서 제안한 어절 성조형의 음조 표시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경남 동부 방언의 4음절
어를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어절 성조형 음조 보기

평성형
(0형13))

01형 HLLL 며느리가
02형 LHLL 개구리가
03형 LLHL 끼뜨래미
04형 LLLH 가을바람

거성형(1형) HHLL 무지개가
상성형(2형, 경남 동부) LHHL 거무리가

위 음조 표시 방법에 대해 특기할 점은 바로 평성형에 관하여 가장 높은 음절만 하
나의 H로 표시하는 것이다. 가령 4음절어의 03형은 세 번째 음절의 음조가 가장 높
은데, 경북 방언은 LLHL로 기술하는 것이 실제 음성형에 가까운 반면, 경남 동부 
방언에서는 LHHL로 기술하는 것이 실제 음성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경남 방언
에서 03형이 발음될 때에는 제2음절이 상당히 높게 실현되고 제3음절이 가장 높게 
실현되며 제4음절에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김주원 2000: 96). 즉 경남 동부 
방언에 대해서는 03형이 LLHL이 아닌 LHHL로 기술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위 음조 표시 방법에서는 가장 높게 실현되는 음절을 기준으로 하여 
03형을 LLHL로 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김주원(2000)의 음조 표시 방법에 따라, 평성형의 음조를 표시할 때

13) 0형·1형·2형은 김주원(2000)에서 고안한 어절 성조형의 명칭인데, 이들은 각각 중세국어의 어
절 성조형, 즉 평성형(무점)·거성형(1점)·상성형(2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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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가장 높은 음절만 하나의 H로 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시하였을 
때 각 어절 성조형이 기저에서 가지는 성조 배열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성
형은 기저에서 한 개의 H만을 허용하는 반면, 거성형과 상성형은 두 개의 H를 허용
한다(김주원 2000: 96). 만일 표면 실현형만을 고려하여 ‘끼뜨래미’와 ‘거무리가’를 
동일하게 LHHL로 표시한다면 두 어절 성조형이 모두 두 개의 H로 표시되기 때문
에 기저에서 가지는 성조 배열을 적절히 나타낼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인지적으로도 평성형은 음고의 내림 위치에 의해 구별되기 때문에(이토 
2015: 37), 가장 높게 실현되는 음절과 이내 현저히 낮아지는 음절만을 각각 H와 
L로 표시해 주어도 해당 어절 성조형의 음조적 특징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다. 김
차균(2002: 32~33)에서는 평성형 어절 ‘아주까리라도’가 경남 방언에서는 
[MHHMMM]으로, 경북 방언에서는 [MMHMMM]으로 실현되는데, 일반 화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두 방언에서 
[MHHMMM]와 [MMHMMM]가 임의적으로 변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하였
다. 이토(2015: 37)가 주지하듯, 이 현상을 근거로 하였을 때 평성형은 음고의 오름 
위치나 음고 자체가 아니라 음고의 내림 위치에 의해 변별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음조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높은 음조가 곧 떨어지는 것, 그것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도 평성형에 관해서는 충분한 표시가 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성조 표시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이제 체언과 용언의 성조형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14) 체언과 용언은 어간이 다양한 조사 혹은 어미와 결합
하였을 때 그 곡용형 혹은 활용형의 성조가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의 
성조 패러다임을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그 성조형을 확정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어간이 1∼3음절인 체언과 용언을 대상으로 하여 성조형의 실현 양상을 보이도록 
한다.15)

14) 여기서의 성조형이란 체언과 용언의 어간이 각각 곡용·활용할 때 보이는 성조 패러다임을 중심
으로 그 어간들을 분류한 것이다.

15) 많은 선행 논의에서 동남 방언에는 ‘ㅅ’와 ‘ㅆ’, ‘ㅔ’와 ‘ㅐ’, ‘ㅡ’와 ‘ㅓ’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고 
각각 s, E, ∃로 합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고에서 이 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ㅔ’와 ‘ㅐ’
는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대립이 없었으나 , ‘ㅅ’와 ‘ㅆ’, ‘ㅡ’와 ‘ㅓ’는 노년층과 달리 청년층
에서 대립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ㅔ’와 ‘ㅐ’의 경우 그 합류된 음인 E를 ‘ㅔ’로 
표기하고, ‘ㅅ’와 ‘ㅆ’, ‘ㅡ’와 ‘ㅓ’의 경우에는 편의상 구별 표기한다. 다만 노년층은 ‘ㅅ’와 ‘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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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체언의 성조형
체언은 용언과 달리 어간 단독으로 어절을 구성할 수 있지만, 결합하는 조사에 따

라 체언 어간의 성조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단독형의 성조만을 
바탕으로 체언의 성조를 결정하기보다는, ‘-이/가, -을, -에, -(으)로, -도, -만, 
-부터, -까지, -부터도, -까지도’ 등의 조사와 결합하였을 때의 곡용형의 성조를 
두루 고려하여 어간의 성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1.1. 1음절 어간

이 지역의 1음절 체언들은 H형, H(H)형, L형 세 가지의 성조형 가운데 하나로 
실현된다. 세 가지 성조형의 체언이 각각의 조사와 결합할 때, 그 곡용형의 성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본다. 

H형
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1음절 체언은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L, 

H 두 가지로 실현된다. ‘-부터’, ‘-까지’와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와 결합하는 경우 어간의 성조는 L로 나타나며, 그 외의 경우 어간의 성조는 
H로 나타난다.  

‘ㅡ’와 ‘ㅓ’ 사이에 음성적 차이가 없고 청년층은 음성적 차이가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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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頸)
노년층/청년층

-이/가 모기 HL
-을 모글 HL
-에 모게 HL
-(으)로 모그로 HLL
-도 목또 HL
-만 몽만 HL
-부터, -부터도 목뿌터 LHL, 목뿌터도 LHLL
-까지, -까지도 목까지 LHL, 목까지도 LHLL

(1)의 예에서 ‘목뿌터[LHL]’, ‘목뿌터도[LHLL]’, ‘목까지[LHL]’, ‘목까지도[LHLL]’
를 제외한 모든 곡용형의 성조가 음절수에 따라 HL, HLL, …로 실현되는 바, 어간
에 해당하는 성조는 H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단, ‘-부터’, ‘-까지’처럼 자음으로 시
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와 결합했을 때에는 곡용형의 성조는 LHL, LHLL로, 어
간에 해당하는 성조는 L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
의 보조사 앞에서 어간의 성조가 교체하는 것은 이 지역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함북 육진 방언(곽충구 1994: 368), 경북 금릉 지역어(이혁화 1994: 46-47), 강원
도 삼척 지역어(김봉국 1998: 23-24) 등 성조 방언을 대상으로 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H형에 속하는 체언의 어간 성조는 H로 보아 별다른 무리가 없다. 그러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의 곡용형 대부분에서 어간의 성조가 H로 나타나 ‘목뿌
터[LHL]’, ‘목까지[LHL]’ 등 L로 나타나는 것보다 분포가 훨씬 우세하기 때문이다. 
둘째, 어간 성조가 H에서 L로 교체하는 경우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로, 그 조건이 매우 명확할 뿐만 아니라 기술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에서 볼 수 있듯, H형은 HL, HLL, LHL, LHLL, …로 실현되는데, 이것의 주
요한 특징은 곡용형마다 단 하나의 H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후술한 ‘H(H)
형’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H(H)형은 어떤 조사와 결합하여도 항상 곡용형의 성조가 
HH, HHL, HHLL, …로 실현되는 바{예. 뜻(意): 뜨시[HH], 뜨세[HH], 뜹뿌터
[HHL]}, H형과 마찬가지로 그 어간에 배당되는 성조가 H로 나타나지만, 어절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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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H를 수반한다는 점이 H형과 다르다.
H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금(金), 꽁∥꿩(雉)16), 꽃∥꼿(花), 넋(魂), 달∥닥(鷄), 독(罋), 등(燈), 등(背), 
말(馬), 목(頸), 밑(底), 밭(田), 빚(債), 솥(鼎), 술(酒), 숫숯숱∥숫(炭), 앞
(前), 양(羊), 옻∥옷(漆), 집(家), 콩(豆), 팔(腕), 형(兄), 흑(土), …

H(H)형
H(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1음절 체언은 항상 그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H

로 실현된다. 또한 곡용형의 성조는 HH, HHL, HHLL, …로 실현되어, 조사의 첫 음
절은 H로, 후행 음절은 모두 L 혹은 L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앞서 언급하였듯 
H(H)형은 항상 곡용형의 어절초에 두 개의 H를 수반하기 때문에, 곡용형마다 하나
의 H만을 허용하는 H형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유형의 체언 중에는 조사 ‘-에(X)’와 결합하였을 때 그 곡용형의 성조가 
HH가 아닌 HL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17) 예. 누네(目)[HL], 지베(家)[HL]. 
본고에서는 ‘뜻(意, 뜨시[HH], 뜨세[HH], 뜹뿌터[HHL])’처럼 모든 곡용형에서 그 
성조가 규칙적으로 HH, HHL, …로 나타나는 것은 ‘규칙적 H(H)형’이라고 부르도록 
한다. 이와 달리 ‘눈(目, 누니[HH], 누네[HL], 눔부터[HHL])’처럼 조사 ‘-에(X)’와
의 결합형의 성조가 변칙적으로 HL로 나타나는 것은 ‘변칙적 H(H)형’이라고 부르
도록 한다.

규칙적 H(H)형과 변칙적 H(H)형은 조사 ‘-에(X)’와 결합할 때만 성조가 다르고, 
나머지 조사와 결합할 때는 성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이때 성조의 차이를 보이는 조
사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 따위로 
조건화할 수 없다. 또한 어휘에 따라 규칙적 H(H)형에 속하는지, 변칙적 H(H)형에 

16) 동일 어휘에 대해 성조가 아닌 분절음이 세대차를 보이는 경우, ‘∥’를 기준으로 좌측에는 노년
층의 형태를, 우측에는 청년층의 형태를 밝히도록 한다.

17) 이러한 변칙적 H(H)형 체언은 중세국어에도 존재하였다. 김완진(1973: 73~74)에서는 중세국
어를 대상으로 체언에 처격조사가 후행할 때 항상 거성으로만 실현되는 어간이 있는가 하면, 평
성으로 실현되는 어간도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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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지가 확연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규칙적 H(H)형과 변칙적 
H(H)형을 완전히 다른 성조형으로 말하기는 힘들 듯하다. 다만 둘은 H(H)형이라는 
성조형 아래에 구분되는 하위 성조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규칙적 H(H)형
규칙적 H(H)형은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모든 곡용형에서 성조가 항상 HH, HHL, 

HHLL, …로 실현된다.

(2) 뜻(意)
노년층/청년층

-이/가 뜨시 HH
-을 뜨슬 HH
-에 뜨세 HH
-(으)로 뜨스로 HHL
-도 뜨또 HH
-만 뜸만 HH
-부터, -부터도 뜹뿌터 HHL, 뜹뿌터도 HHLL
-까지, -까지도 뜩까지 HHL, 뜩까지도 HHLL

(2)의 ‘뜨세[HH]’와 같이 이 유형에 속한 1음절 체언은 조사 ‘-에(X)’와의 결합형
의 성조가 다른 곡용형과 마찬가지로 HH로 나타난다. 

규칙적 H(H)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값(價), 딸(女), 땀(汗), 뜻(意), 말(斗), 비(雨), 쑥(蓬), 열(十), 일(一), 짐(負), 
키(長), 힘~심∥힘(力), …

② 변칙적 H(H)형
변칙적 H(H)형은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조사 ‘-에(X)’와의 결합형의 성조가 HL

로 실현된다. 이외의 곡용형은 그 성조가 항상 HH, HHL, HHLL, …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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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눈(目)
노년층/청년층

-이/가 누니 HH
-을 누늘 HH
-에 누네 HL
-(으)로 누느로 HHL
-도 눈도 HH
-만 눔만 HH
-부터, -부터도 눔부터 HHL, 눔부터도 HHLL
-까지, -까지도 눙까지 HHL, 눙까지도 HHLL

(3)과 같은 예에서는 ‘누네[HL]’를 제외한 모든 곡용형에서 성조가 항상 HH, HHL, 
HHLL, …로 실현된다. 

변칙적 H(H)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耳), 길(路), 끝(終), 논(畓), 눈(目), 달(個月), 덕(德), 독(毒), 땅(地), 떼
(垢), 떡(餠), 몸(體), 못(釘), 못(池), 밤(夜), 밥(飯), 베(腹), 베(舟), 봄(春), 뿔
(角), 쌀(米), 쌈(包), 씨(種), 안(內), 옷(服), 이(齒), 이(蝨), 입(口), 젖∥젓(乳), 
죽(粥), 줄(線), 철(季節), 칼(刀), 코(鼻), 톱(鋸), 틈(隙), 헤∥혀(舌), …

L형
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1음절 체언은 결합하는 조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간의 

성조가 L로 실현된다. 또한 곡용형의 성조는 LH, LHH, LHHL, …로 일정하게 실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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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肝)
노년층/청년층

-이/가 가니 LH
-을 가늘 LH
-에 가네 LH
-(으)로 가느로 LHH
-도 간도 LH
-만 감만 LH
-부터, -부터도 감부터 LHH, 감부터도 LHHL
-까지, -까지도 강까지 LHH, 강까지도 LHHL 

(4)의 예에서는 곡용형의 성조가 항상 LH, LHH, LHHL, …로 실현되어, 그 어간의 
성조를 L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조사에 해당되는 첫 두 음절은 H의 연속으로 나
타나고, 그 이후 음절은 L로 나타난다.

L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의 특징은 모두 개음절이거
나 공명음 말음을 가진다는 것이다.18)

  간(肝), 김(汽), 김(海衣), 눈(雪), 돈(錢), 돌(石), 들(野), 말(言), 밤(栗), 벌
(蜂), 별(星), 병(病), 세(새, 鳥), 설(舊正), 섬(島), 성(姓), 숨(息), 실(絲), 양
(量), 이(二), 일(事), 종(鐘), 종(從), 제(罪), …

3.1.2. 2음절 어간

이 지역의 2음절 체언이 보이는 성조형은 HH형, HL형, LH(H)형, LH형으로, 총 
네 가지가 있다. 이들 성조형을 가진 체언들이 각각의 조사와 결합할 때, 그 곡용형
의 성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본다. 

18) 노년층과 장년층(50대)에서는 ‘잣(柏)’이 L형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잣(柏)’을 L형에 속하는 
유일한 장애음 말음 어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잣(柏)’마저도 청년층에서는 H(H)형으로 변
하여, 청년층에서는 장애음을 말음으로 가지는 L형 체언을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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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형
H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2음절 체언은 항상 그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HH로 

실현된다. 또한 곡용형의 성조는 HHL, HHLL, HHLLL, …로 나타난다. 

(5) 눈치(睜)
노년층/청년층

-이/가 눈치가 HHL
-을 눈치를 HHL
-에 눈치에 HHL
-(으)로 눈치로 HHL
-도 눈치도 HHL
-만 눈치만 HHL
-부터, -부터도 눈치부터 HHLL, 눈치부터도 HHLLL
-까지, -까지도 눈치까지 HHLL, 눈치까지도 HHLLL

(5)에서처럼 이 유형에 속한 체언 어간의 성조는 변동 없이 HH로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조사가 후행하더라도 그 곡용형의 성조는 HHL, HHLL, HHLLL, …로 실현되
기 때문에 조사의 성조는 항상 L 혹은 L의 연속이 된다. 이 유형의 체언은 어절초
에서 두 음절이 고조로 시작된 뒤 음조가 낮아지는 1음절 체언 H(H)형{예. 뜻(意): 
뜨시[HH], 뜨세[HH], 뜹뿌터[HHL]}과 성조의 실현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HH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지(種類), 가지(枝), 구름(雲), 그림(畵), 그물(網), 나이(齡), 날게(翼), 날짜
(日字), 눈치(睜), 모구∥모기(蚊), 베락∥벼락(霹), 비게(枕), 소메(袖), 스물(二
十), 에기(兒), 에미(媳), 엄마(母), 이빨(齒牙), 장난(戲弄), 차메(瓜), 치부∥추이
(凉), 피리(笛), 할메(祖母), …

HL형
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체언은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HL로 실현되며, 곡용형의 성조도 항상 HLL, HLLL, HLLLL,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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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슬(珠)
노년층/청년층

-이/가 구스리 HLL
-을 구스를 HLL
-에 구스레 HLL
-(으)로 구슬로 HLL
-도 구슬도 HLL
-만 구슬만 HLL
-부터 구슬부터 HLLL, 구슬부터도 HLLLL
-까지 구슬까지 HLLL, 구슬까지도 HLLLL

(6)의 예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항상 HL로 일정하고, 조사의 성조도 L 혹은 L의 연
속으로 단일하다. 이러한 곡용형의 성조 실현은 ‘-부터’, ‘-까지’ 등과의 결합형을 
제외하고는 어절초 첫 음절에 고조가 나타나고 이내 음조가 급격히 떨어지는 1음절 
체언의 H형{예. 목(頸): 모기[HL], 모게[HL], 목뿌터[LHL]}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HL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슴(胸), 까시(棘), 가족(族), 께미(蟻), 거무∥거미(蛛), 거름(步), 게을∥겨울
(冬), 고기(肉), 구리(銅), 구슬(玉), 그륵(器), 지름∥기름(油), 기츰∥기침(咳), 꼬
리(尾), 꼭지(鐌), 나라(國), 나비(蝶), 나을(四日), 네일(來日), 노레(歌), 누나(姉), 
더덕(沙蔘), 데지(豚), 머리(頭), 바닥(底), 보름(十五日), 비게(脂), 뿌리(根), 쎄비
∥세우(蝦), 소리(聲), 아들(子), 어께(肩), 어름(氷), 여름(夏), 이름(名), 하늘(空), 
…

LH(H)형
LH(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체언은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에 해당

하는 성조가 LH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곡용형의 성조도 음절수에 따라 LHH, 
LHHL, LHHLL, …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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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람(人間)

노년층/청년층
-이/가 사라미 LHH
-을 사라믈 LHH
-에 사라메 LHH
-(으)로 사라므로 LHHL
-도 사람도 LHH
-만 사람만 LHH
-부터, -부터도 사람부터 LHHL, 사람부터도 LHHLL
-까지, -까지도 사람까지 LHHL, 사람까지도 LHHLL

(7)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는 항상 LH로 나타난다. 또한 
곡용형의 성조도 항상 LHH, LHHL, LHHLL, …로 실현되어 조사의 첫 음절이 고조
화하고, 다시 음조가 낮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곡용형의 성조 실현은 1
음절 체언의 L형의 패턴(pattern){예. 간(肝): 가니[LH], 가네[LH], 간부터[LHH]}
과 일치한다. 

LH(H)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짜(假), 거리(距離), 도꾸∥도끼(斤), 동네(坊), 말씀(話), 바보(愚), 비단(緋
緞), 사람(人間), 수건(手巾), 수박(西瓜), 어른(丈), 우붕∥우엉(牛蒡), 제비(燕), 
호박(南瓜), …

LH형
L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체언은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가 후행할 때는 ‘바람부터[LLHL]’, ‘바람까지[LLH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LL로 나타나는 한편, 그 외의 조사가 후행할 때는 ‘바라미[LHL]’, 
‘바라므로[LHL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LH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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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람(風)
노년층/청년층

-이/가 바라미 LHL
-을 바라믈 LHL
-에 바라메 LHL
-(으)로 바라므로 LHLL
-도 바람도 LHL
-만 바람만 LHL
-부터, 부터도 바람부터 LLHL, 바람부터도 LLHLL
-까지, 까지도 바람까지 LLHL, 바람까지도 LLHLL

(8)의 예에서 곡용형의 성조는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 이외의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바라미[LHL]’, ‘바라므로[LHLL]’와 같이 어간의 마지막 음절인 제2음절에
만 고조가 오고 조사에 해당하는 성조는 모두 저조로 나타난다. 반면 ‘-부터’, ‘-까
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가 후행할 때는 ‘바람부터[LLHL]’, 
‘바람까지[LLH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는 LL로 나타나며,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조는 HL, HLL, …로 나타난다. 이를 묘사하자면, 어간의 끝(제2음절)이 
아닌 조사의 시작(제3음절)에서 가장 높게 실현되었다가, 이내 제4음절에서 급격히 
음조가 떨어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LH형에 속한 어간들은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LL 혹은 LH로 교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앞서 1음절 체언의 성조형 중 H형도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어간에 해당
하는 성조가 교체되는 양상을 관찰한 바 있다{예. 목(頸): 모기[HL], 모게[HL], 목
뿌터[LHL]}. 따라서 H형에서와 마찬가지로 LH형 역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 앞에서 어간 성조가 LH에서 LL로 교체한다고 기술할 수 있다.

한편 (7)의 LH(H)형과 (8)의 LH형은 단독형의 성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즉 ‘사람(人間)’나 ‘바람(風)’이나 모두 음조가 제1음절의 낮고 제2음절이 높다
는 점에서 유사한 것이다.19) 그러나 두 성조형의 중요한 차이점은 LH(H)형과 LH

19) 이는 김주원(2000: 94)에서 마산, 김해, 고성 제보자를 대상으로 ‘사람’과 ‘바람’에 대해 
CSL(Computerized Speech Lab)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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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패러다임상에서 보이는 성조적 행동의 차이에 있다. (7)에서 살펴본 LH(H)형
은 어떠한 조사가 와도 항상 LHH, LHHL, LHHLL, …로 실현되는 반면{예. 사람(人
間): 사라미[LHH], 사라메[LHH], 사람부터[LHHL]}, LH형은 후행하는 조사에 따
라 곡용형에 따라 곡용형의 성조가 변동하는 것이다. 

이상 LH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을(秋), 까지(茄子), 고레(鯨), 구들(坑), 구석(隅), 기둥(柱), 나무(木), 나물(菜), 
눈썹(眉), 다락(樓), 다리(橋), 다리(脚), 데추(棗), 도둑(賊), 동셍(同生), 마음(心), 
먼지(埃), 모자(帽), 무니(紋), 바깥(外), 바람(風), 보리(麥), 사과(沙果), 소금(塩), 
엥겅∥앙경(眼鏡), 얼굴(顔), 자갈(礓), 제미(滋味), 조게(貝), 하나(一), …

3.1.3. 3음절 어간

이 지역의 3음절 체언은 곡용시에 성조적으로 보이는 행동에 따라 HHL형, HLL
형, LHH형, LHL형, LLH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성조형의 체언 어간이 각각의 
조사와 결합할 때, 그 곡용형의 성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본다. 

HHL형
H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3음절 체언은 항상 어간의 성조가 HHL으로 나타난

다. 곡용형의 성조도 일정하게 HHLL, HHLLL, HHLLLLL…로 실현된다.

(9) 하레비(祖父)
노년층/청년층

-이/가 하레비가 HHLL
-을 하레비를 HHLL
-에 하레비에 HHLL
-(으)로 하레비로 HHLL
-도 하레비도 HHLL
-만 하레비만 HHLL
-부터, -부터도 하레비부터 HHLLL, 하레비부터도 HHLLLL
-까지, -까지도 하레비까지 HHLLL, 하레비까지도 HH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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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을 살펴보면, 성조의 실현 양상이 단순하여 어떠한 조사가 결합하든 어간의 성조
는 HHL로, 곡용형의 성조는 HHLL, HHLLL, HHLLLL…로 나타난다. 이 유형의 곡
용형은 앞서 살펴본 1음절 체언의 H(H)형, 2음절 체언의 HH형과 성조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

HHL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물꾸신∥물끼신(水伯), 어머님(姑), 하레비(祖父), …

HLL형
HL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체언은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의 성조가 

HLL로 실현되며, 곡용형의 성조도 항상 HLLL, HLLLL, HLLLLL, …로 나타나 변함
이 없다. 

(10) 절무니(靑年)
노년층/청년층

-이/가 절무니가 HLLL
-을 절무니를 HLLL
-에 절무니에 HLLL
-(으)로 절무니로 HLLL
-도 절무니도 HLLL
-만 절무니만 HLLL
-부터, -부터도 절무니부터 HLLLL, 절무니부터도 HLLLLL
-까지, -까지도 절무니까지 HLLLL, 절무니까지도 HLLLLL

(10)의 예에서 보듯, 어간의 성조는 항상 HLL로 실현되며, 그 곡용형은 첫 음절에
서 높은 음조로 시작되어 곧바로 낮아지는, HLLL, HLLLL, HLLLLL …과 같이 나
타난다. 즉 이 유형의 체언은 1음절 체언의 H형{예. 목(頸): 모기[HL], 모게[HL], 
목뿌터[LHL]}, 2음절 체언의 HL형{예. 구슬(珠): 구스리[HLL], 구스레[HLL], 구
슬부터[HLLL]}과 전반적으로 흡사한 성조 패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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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L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날파리(蜉), 메느리∥며느리(婦), 아지메(姐), 절무니(靑年), …

LHH형
LH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체언은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에 해당하

는 부분의 성조가 LHH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곡용형의 성조도 음절수에 따라 
LHHL, LHHLL, LHHLLL, …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11) 마누라(妻)
노년층/청년층

-이/가 마누라가 LHHL
-을 마누라를 LHHL
-에 마누라에 LHHL
-(으)로 마누라로 LHHL
-도 마누라도 LHHL
-만 마누라만 LHHL
-부터, -부터도 마누라부터 LHHLL, 마누라부터도 LHHLLL
-까지, -까지도 마누라까지 LHHLL, 마누라까지도 LHHLLL

(11)의 예에서처럼 이 유형에 속하는 체언은 항상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LHH로 
나타나, 결합하는 조사에 따른 변동이 없다. 조사에 배당되는 성조는 항상 L 혹은 L
의 연속이 되어, 전체 곡용형의 성조는 LHHL, LHHLL, LHHLLL, …로 나타난다. 
이 유형의 체언은 1음절 체언의 L형{예. 간(肝): 가니[LH], 가네[LH], 간부터
[LHH]}, 2음절 체언의 LH(H)형{예. 사람(人間): 사라미[LHH], 사라메[LHH], 사
람부터[LHHL]}과 성조적으로 동일하게 행동한다. 

LHH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거짐말(譃), 눈싸람(雪人形), 마누라(妻), 민들레(藀), 사투리(訛), 어르신(老人), 
진달레(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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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L형
L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체언은 항상 그 어간의 성조는 LHL로, 곡용형의 성

조는 LHLL, LHLLL, LHLLLL, …로 실현된다.

(12) 가운데(中)
노년층

-이/가 LHLL 가운데가
-을 LHLL 가운데를
-에 LHLL 가운데에
-(으)로 LHLL 가운데로
-도 LHLL 가운데도
-만 LHLL 가운데만
-부터 LHLLL 가운데부터, LHLLLL 가운데부터도
-까지 LHLLL 가운데까지, LHLLLL 가운데까지도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유형의 체언은 곡용시 성조가 매우 안정적으로 나
타난다. 어간의 성조도 LHL로 일정할 뿐만 아니라, 곡용형의 성조도 음절에 따라 
LHLL, LHLLL, …로 변함이 없다. 

LHL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까락지∥가락지(鐶), 가운데(中心), 거무리∥거머리(蛭), 꼬사리∥고사리(蕨), 구
두세(守錢奴), 그림자(影), 기러기(雁), 기주기∥기저기(帴), 기지께∥기지게(胂), 
까마구∥까마기(烏), 까투리(雌雉), 께구리∥게구리(蛙), 나그네(旅), 너구리(狸), 
노루게∥노리게(珩), 도토리(槲實), 뚜께비∥뚜꺼비(蟾), 메르치∥메르치~멸치(鰯, 
cf. 멸치[HL])메추리(鶉), 목쏘리(肉聲), 미나리(芹), 벌거지(蟲), 버버리∥벙어리
(啞), 볼떼기(䪱), 뻐꾹쎄(鵴), 삥아리뼁아리∥병아리(雛), 설거지(洗器), 선셍님
(先生), 송까락(指), 송안치∥송아지(仔牛), 수까락(匙), 알게미∥아가미(鰓), 아버
지(父), 아줌마(姐), 올쳉이(蚪), 잠자리(蛉), 제까락∥저까락(箸), 헤초리(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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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H형
LL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체언은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

절 이상의 보조사가 후행할 때는 ‘마지막뿌터[LLLHL]’, ‘마지막까지[LLLHL]’와 같
이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조가 LLL로 나타나는 한편, 그 외의 조사가 후행할 
때는 ‘마지마기[LLHL]’, ‘마지마그로[LLHL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조
가 LLH로 실현된다.

(13) 마지막(末)
노년층/청년층

-이/가 마지마기 LLHL 
-을 마지마글 LLHL 
-에 마지마게 LLHL 
-(으)로 마지마그로 LLHLL
-도 마지막또 LLHL
-만 마지망만 LLHL
-부터, -부터도 마지막뿌터 LLLHL, 마지막뿌터도 LLLHLL
-까지, -까지도 마지막까지 LLLHL, 마지막까지도 LLLHLL

(13)에서 보듯 이 유형의 성조형은 1음절 체언의 H형{예. 목(頸): 모기[HL], 모게
[HL], 목뿌터[LHL]}, 2음절 체언의 LH형{예. 바람(風): 바라미[LHL], 바라메
[LHL], 바람부터[LLHL]}과 마찬가지로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
의 보조사 이외의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마지마기[LLHL]’, ‘마지마그로[LLHLL]’와 
같이 어간의 마지막 음절인 제3음절에만 H가 오고 조사에 해당하는 성조는 모두 L
로 나타난다. 반면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가 
후행할 때는 ‘마지막뿌터[LLLHL]’, ‘마지막까지[LLLH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조는 LLL로 나타나며,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조는 HL, HLL, …로 나
타난다. 따라서 1음절 체언의 H형, 2음절 체언의 LH형에서와 마찬가지로 LLH형 역
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 앞에서 어간이 LLH에서 LLL로 교체한
다고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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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LLH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꾸지람(譴), 늑까을(晩秋), 마지막(末), 사다리(梯), 압치마(帗), …

3.1.4.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음절수에 따라 체언의 성조형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성조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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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절 어간 2음절 어간 3음절 어간

곡용형이
두 개의 

H를 
포함하는
성조형

제1·2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H(H)형 HH형 HHL형
어간의 
성조 H HH HHL
곡용형의 
성조

HH, HHL, 
…

HHL, 
HHLL, …

HHLL, 
HHLLL, …

곡용형의 
성조 교체

제2·3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L형 LH(H)형 LHH형
어간의 
성조 L LH LHH
곡용형의 
성조

LH, LHH, 
…

LHH, 
LHHL, …

LHHL, 
LHHLL, …

곡용형의 
성조 교체

곡용형이
한 개의

H를
포함하는

경우

제1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H형 HL형 HLL형
어간의 
성조 H HL HLL
곡용형의 
성조

HL, HLL, 
… 

HLL, HLLL, 
…

HLLL, 
HLLLL, …

곡용형의 
성조 교체

LHL, LHLL, 
…

제2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LH형 LHL형
어간의 
성조 LH LHL
곡용형의 
성조

LHL, LHLL, 
…

LHLL, 
LHLLL, …

곡용형의 
성조 교체

LLHL, 
LLHLL, …

제3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LLH형
어간의 
성조 LLH
곡용형의 
성조

LLHL, 
LLHLL, …

곡용형의 
성조 교체

LLLHL, 
LLLH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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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통해서 부산 지역어의 체언 성조형이 보이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지역어의 체언 성조형은 하나의 곡용형이 몇 개의 H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크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조형에 따라 한 곡용형 내에 오로지 한 개의 H만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H가 반드시 연속해서 두 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두 개의 H가 제1·2음절에 나타나느냐, 제2·3음절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성조형
이 다시 세분된다. 

먼저 한 곡용형 내에 두 개의 H가 제1·2음절에 나타나는 성조형의 경우, 그 곡용
형의 성조는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음절수에 따라 HH, HHL, HHLL, HHLLL, 
…로 나타난다. 두 개의 H가 제2·3음절에 나타나는 성조형의 경우에도 그 곡용형의 
성조는 결합하는 조사에 상관없이 음절수에 따라 LH, LHH, LHHL, LHHLL, …로 
실현된다. 즉 한 곡용형 내에 H가 반드시 연속해서 두 개 존재하는 성조형의 경우 
곡용 시에 조사에 따른 성조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음으로 한 곡용형 내에 한 개의 H가 나타나는 성조형의 경우,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H가 존재한다면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
사와 결합하였을 때 어간이 성조 변동을 보인다. 즉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가 후행하면 H, LH, LLH, …인 어간의 성조가 L, LL, 
LLL, …로 교체하는 것이다. 한 곡용형 내에 한 개의 H가 나타나는 성조형의 경우
라도,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H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간이 조사에 따라 성조 변동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 해당하는 성조는 항상 L로 나타나고, 음절수에 따
라 곡용형의 성조도 일정하게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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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언의 성조형
여기에서는 용언의 성조형을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분류하고, 용언이 활용할 때의 

성조 변동을 보이도록 한다. 체언과는 달리, 용언은 어간만으로는 독립된 하나의 어
절이 되지 못하고 어미가 후행해야 어절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용언의 성조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간이 다양한 어미와 결합할 때 나타나는 활용형들의 성조를 
폭넓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 조사·관찰한 어미는 다음과 같다. 자음 어
미로는 ‘-ㄴ/는/∅다’, ‘-고’, ‘-더라’, ‘-더라도’, ‘-게따’, ‘으’계 어미로는 ‘-(으)
모’, ‘-(으)면’,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20), ‘아’계 어미로는 ‘-아/어
서’, ‘-아/어야’, ‘-아/어라’ 등이다.

3.2.1. 1음절 어간

이 지역의 1음절 용언들은 H형, H(H)형, H·L형, L형 네 가지의 성조형 가운데 
하나로 실현된다. 네 가지 성조형의 용언이 각각 어미와 결합할 때, 그 활용형의 성
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본다. 

H형
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결합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L과 H, 두 가지로 실현된다. ‘-더라’, ‘-게따’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
상의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어간의 성조는 L로 나타나며, 그 외의 경우 어간의 성
조는 H로 나타난다. 

20) ‘으’계 어미로 노년층은 주로 ‘-(으)모’, ‘-(으)이’, ‘-(으)이까네’를 쓰는 반면, 청년층은 주로 
‘-(으)면’, ‘-(으)니까’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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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띠-(走)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띤다 HL
-고 띠고 HL
-더라, -더라도 띠더라 LHL, 띠더라도 LHLL
-게따 띠게따 LHL
-(으)모∥-(으)면 띠모 HL∥띠면 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띠이 HL, 띠이까네 HLLL∥
띠니까 HLL

-아/어서 띠어서 HLL ~ 띠서 H·LL
-아/어야 띠어야 HLL ~ 띠야 H·LL

(14)에서 보인 예들은 어간의 성조가 L과 H로 교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자음으로 시작하는 1음절 어미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H가 되면서 어미에 해당하는 성조는 항상 L 
혹은 L의 연속이 된다. 즉 음절수에 따라 활용형이 HL, HLL, HLLL, …과 같이 나
타나는 것이다. 혹은 H·LL, H·LLL, H·LLLL, …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14)의 ‘띠서[H·LL]’, ‘띠야[H·LL]’와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아’계 어미와 
결합하여 수의적으로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음절이 축약되면
서 동시에 성조도 축약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
와 결합할 경우 그 활용형의 성조는 (14)의 ‘띠더라[LHL]’, ‘띠게따[LH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L로 나타난다. 

 이혁화(1994)에서와 같이 활용형들에서 H의 분포가 훨씬 더 넓고, H가 L로 변
동한다고 볼 때 그 변동의 조건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라고 한다
면 매우 간단한 기술이 가능하므로, 본고에서도 이들 어간의 성조를 H로 보도록 한
다. 이는 체언 성조형의 어간 성조 설정에서와 동일하다. 한편, 체언 H형처럼 용언 
H형 역시 그 곡용형이 HL, HLL, LHL, LHLL, …로 실현되는데, 이들 곡용형은 모
두 단 하나의 H만을 허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H형에 속하는 용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동음이의어를 가진 몇 예
를 제외하고는 장애음 말음으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러한 동음이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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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은 주로 H(H)형을 성조형으로 가진다. 

동사: 깎-(削), 께-(破)[cf. 께-(醒): H(H)형], 끓-(沸), 녹-(解), 듣-(聽), 띠
-(走)[cf. 띠-(떼-, 分離): H(H)형], 섞-(混), 속-(欺), 안-(抱), 앉-
(坐), 익-(熟), 잡-(操), 적-(誌), 쫓-(追), 찍-(撮), 케-(켜-, 點火)[cf. 
케-(採): 노년층에서는 H형, 청년층에서는 H(H)형], 페-(펴-, 伸)[cf. 페
-(打): H(H)], …

형용사: 달-(甘)[cf. 달-(懸): H(H)형], 들-(染)[cf. 들-(費): H(H)형], 몹-∥멥
-(辛), …

H(H)형
H(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항상 어간의 성조가 H로 나타난다. 곡용형

의 성조도 일정하게 HH, HHL, HHLL, …로 실현된다.

(15) 깜-(沐)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깜는다 HHL
-고 깜꼬 HH
-더라, -더라도 깜떠라 HHL, 깜떠라도 HHLL
-게따 깜께따 HHL
-(으)모∥-(으)면 까므모 H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까므이 HHL, 까므이까네 HHLLL∥
까므니까 HHLL

-아/어서 까므니까 HHLL
-아/어야 까마서 HHL
-아/어야 까마야 HHL

위 (15)에서 보인 예들은 활용형 전체에 있어서 그 어간의 성조가 H로 변동이 없
다. 그리고 어떠한 어미가 와도 항상 어미가 배당되는 부분의 첫 음절은 H가 되고 
이후 음절부터는 L이 된다. 즉 H(H)형에 속하는 용언들은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든 
그 활용형이 음절수에 따라 HH, HHL, HHLL, …와 같은 성조를 보인다. H(H)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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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곡용형의 어절초에 두 개의 H를 수반하기 때문에, 활용형마다 하나의 H만을 
허용하는 H형{예. 띠-(走): 띤다[HL], 띠더라[LHL], 띠모[HL], 띠어서[HLL]}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H(H)형에 속하는 용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경음 혹은 유기음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동사: 깜-(沐), 께-(醒), 꾸-(夢), 꾸-(借), 끄-(消火), 들-(費), 뜨-(浮), 뜯-
(撏), 띠-(떼-, 分離), 뽑-(拔), 숨-(隱), 싸-(包), 쓸-(掃), 씨-∥쓰-
(誌), 짜-(搾), 찌-(蒸), 찌-(肥), 참-(忍), 추-(舞), 치-(鼓), 타-(乘), 
파-(掘), 팔-(賣), 페-(打), 풀-(解), …

형용사: 같-(同), 싸-(低價), 짭-(鹹), 찹-(寒), 칩-∥춥-추우-(凉)21), 크-
(大), …

H·L형
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결합하는 어미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간의 성

조가 H·L로 나타나고, 활용형의 성조도 일정하게 H·LL, H·LLL, H·LLLL, …로 실현
된다.

(16) 데-(接)
노년층

-ㄴ/는/∅다 덴다 H·LL
-고 데고 H·LL
-더라, -더라도 데더라 H·LLL, 데더라도 H·LLLL
-게따 데게따 H·LLL
-(으)모 데모 H·LL
-(으)이, -(으)이까네 데이 H·LL, 데이까네 H·LLLL
-아/어서 데서 H·LL
-아/어야 데야 H·LL

21) 소위 ‘ㅂ’ 불규칙 동사라고 불리는 어간의 다중기저형이다. 이들은 이 지역의 노년층에서는 규
칙으로 활용되고, 청년층에서는 불규칙으로 활용된다. ‘춥-추우-(凉)’ 이하로는 편의상 노년
층과 청년층 모두에 대해 자음어미와 통합하는 경우인 ‘춥-(凉)’과 같이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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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에서 보듯, 이 유형에 속한 어간은 그 성조가 고저복합조인 H·L로 모든 활용형
에서 변동이 없고, 그 어미에 해당하는 성조도 항상 L 혹은 L의 연속으로 나타난다. 
즉 H·L형에 속하는 용언들은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든 음절수에 따라 H·LL, H·LLL, 
H·LLLL, …로 실현된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어간이 H·L를 가진 용언은 노년층에서만 적은 수로 존재하
고, 청년층에서는 모두 그 성조형이 ‘L-제1유형(고정적 L형)’으로 나타난다(4.2.1 
참조)22). 즉 1음절 용언 중 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고 있는 어간들이 점점 사라지
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H·L형에 속하는 용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동사이며, 어간 모
음이 ‘E’이거나 ‘E’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사: 데-(接), 메-(매-, 束), 씨-(바람을, 涼), 제-(재-, 量), 찌-(쬐-, 煬), …
(노년층에만 존재)23)

L형
L형은 어간이 고정적인 L로 실현되는 제1유형과 어간이 후행하는 어미의 종류에 

22) ‘(16) 데-(接)’가 청년층에서는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L형).

    

청년층
-ㄴ/는/∅다 덴다 LH
-고 데고 LH
-더라, -더라도 데더라 LHH, 데더라도 LHHL
-게따 데게따 LHH
-(으)면 데면 LH
-(으)니까 데니까 LHH
-아/어서 데서 LH
-아/어야 데야 LH

  

23) 참고로 이들의 중세국어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데다(接)＜다·히·다(月釋2:15)
메다(束)＜·다(釋譜24:13) 
씨다/쎄다(凉)<:쇠·다(救急下48)
제다(量)＜자·히·다(杜解25:50)
찌다/쩨다(煬)＜:·다(月釋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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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L 혹은 H로 실현되는 제2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제1유형(고정적 L형)
L형 중 제1유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1음절 용언은 결합하는 어미의 종류에 관계

없이 어간의 성조가 L로 실현된다. 또한 활용형의 성조는 LH, LHH, LHHL, …로 일
정하게 실현된다.

(17) 작-(小)
노년층

-ㄴ/는/∅다 작따 LH
-고 작꼬 LH
-더라, -더라도 작떠라 LHH, 작떠라도 LHHL
-게따 작께따 LHH
-(으)모∥-(으)면 자그모 LHH∥자그면 LHH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자그이 LHH, 자그이까네 LHHLL∥
자그니까 LHHL

-아/어서 자가서 LHH
-아/어야 자가야 LHH

(17)에서 보인 예들은 활용형 전체에 있어서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L로 나타난
다. 그리고 어떠한 어미가 후행하여도 항상 어미에 배당되는 첫 두 음절의 성조는 
H가 되고 이후 음절부터는 저조가 된다. 즉 그 활용형은 음절수에 따라 LH, LHH, 
LHHL, …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L-제1유형에 속하는 용언들의 특징은 모두 형용사고, 그 어간이 폐음절이라는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24) 

형용사: 곱-(麗), 굵-(麁), 많-(多), 숩-/십-(易), 업ㅆ-(無), 작-(小), 적-(少), 
…

24) 이들은 중세국어에서 고정적 상성을 가졌던 어간으로, 활용형 전체에서 상성을 유지하였다. 현
대국어 중부 방언에는 고정적 장음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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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유형(유동적 L형)
L형 중 제2유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1음절 용언은 어간의 성조를 하나로 파악하

기 어렵다. 이들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L로 실현되며, 
이 때의 성조형은 음절수에 따라 LH, LHH, LHHL, …과 같이 나타난다. ‘아’계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H로 실현되며, 이 때의 성조형은 음절수에 따라 HL, HLL, 
HLLL, …과 같이 나타난다. 한편, ‘으’계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음절 구조에 따라 어
간의 성조가 H로 실현되기도 하고 L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간말에 따라 나
누고 어미의 종류에 따라 이들의 성조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살펴보자. 

(18) ㄱ. 시-(休)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신다 LH
-고 시고 LH
-더라, -더라도 시더라 LHH, 시더라도 LHHL
-게따 시게따 LHH
-(으)모∥-(으)면 시모 LH∥시면 LH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시이 LH, 시이까네 LHHL∥
시니까 LHH

-아/어서 시어서 HLL ~ 시서 H·LL
-아/어야 시어야 HLL ~ 시야 H·LL

ㄴ. 울-(泣)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운다 LH
-고 울고 LH
-더라, -더라도 울더라 LHH, 울더라도 LHHL
-게따 울게따 LHH
-(으)모∥-(으)면 울모 LH∥울면 LH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우이 LH, 우이까네 LHHL∥
우니까 LHH

-아/어서 우러서 HLL
-아/어야 우러야 H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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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넘-(越)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넘는다 LHH
-고 넘꼬 LH
-더라, -더라도 넘떠라 LHH, 넘떠라도 LHHL
-게따 넘께따 LHH
-(으)모∥-(으)면 너무모 HLL∥너무면 HL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너무이 HLL, 너무이까네 HLLLL∥
너무니까 HLLL

-아/어서 너머서 HLL
-아/어야 너머야 HLL

(18ㄱ)은 유음 말음 어간, (18ㄴ)은 모음 말음 어간, (18ㄷ)는 그 외의 어간이다. 
이들은 결합하는 어미의 종류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교체한다. 먼저 자음으로 시작
하는 어미와 결합할 경우 어간의 성조는 L, 활용형의 성조는 음절수에 따라 LH, 
LHH, LHHL, …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으’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는 어간 말음에 
따라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어간이 모음이나[(18ㄱ)] 유음으로[(18ㄴ)] 끝나
는 용언의 경우 어간의 성조는 H며 그 활용형은 HL, HLL, HLLL, …로 나타난다. 
어간이 유음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18ㄷ)] 어간의 성조는 L이며 그 활용
형은 LH, LHH, LHHL, …과 같이 실현된다.25) ‘아’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 어간의 
성조는 H, 활용형의 성조는 음절수에 따라 HL, HLL, HLLL, …로 나타난다. 

이처럼 L형 중 제2유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교체되는 환경을 일반화할 수 있는 음
운론적 환경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어휘부 안에 어간이 L과 H, 두 
가지로 존재하며, 어미초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선택되는 것으로 본다.

L-제2유형에 속하는 용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26) 

25) 김차균(1980: 115)에서는 매개모음 ‘으’의 탈락과 관련한 성조 변동에 관하여 ‘탈락되지 않는 
약모음은 강모음으로 변한다’는 ‘약모음 강화 규칙’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상세
한 연구는 김차균(1980) 참조.  

26) 이들은 중세국어의 유동적 상성에 대응하는 어간으로, 자음어미 앞에서는 상성을 유지하고 모
음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변동하였다(이혁화 1994: 91~92). 현대국어 중부 방언에는 장단교
체형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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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감-(絲), 걷-(步), 곪-(腫), 굳-(堅), 굽-(曲), 네-(出), 넘-(越), 돌-
(回), 돕-(助), 물ㆆ-(問), 밟-(踏), 벌-(收), 비-∥베-(割), 쌂-(삶-, 
烹), 시-(쉬-, 休), 신-(履), 실ㆆ-(載), 심-(植), 알-(知), 울-(泣), …

형용사: 껌-(검-, 黑), 데-(고되-, 辛), 덥-(暑), …

불규칙 성조형
이 지역어의 1음절 용언 중에는 활용형이 어미의 종류에 따라 일정하게 교체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실현되는 어간이 존재한다. 모두 개음절 동사라는 공통점이 있
다. 이들에 대한 예만 제시해 둔다.27) 

(19) 가-(行)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간다 HH
-고 가고 HL
-더라, -더라도 가더라 HHL, 가더라도 HHLL
-게따 가게따 LHL
-(으)모∥-(으)면 가모 HL∥가면 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가이 HL, 가이까네 HLLL∥
가니까 HHL

-(으)ㄹ라 갈라 LH, 갈라고 LHH
-아/어서 가서 HH
-아/어야 가야 HH

(19)와 같은 활용을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동사: 가-(行), 보-(見), 하-(爲), …
27) 이들은 중세국어에서 ‘후의적 성조(λ)’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김완진 1973: 57). 김완진

(1973: 58~59)에 의하면, 이들 어간은 ‘-시/으시-, --, --, -아/어’ 등의 ‘강어미’ 앞
에서는 거성으로, ‘-/을, -리/-으리, -/은, -니/으니, -며/으며, -고, -다, -게’ 등
의 ‘약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된다.  

‘가-(行)’, ‘나-(出)’, ‘보-(見)’, ‘하-(爲)’ 등 본고의 불규칙 성조형에 속하는 어간들이 포함
된 파생어, 합성어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 복합어들 역시 어간의 성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 이후의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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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서-(立)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선다 HL
-고 서고 HL
-더라, -더라도 서더라 LHL, 서더라도 LHLL
-게따 서게따 LHL
-(으)모∥-(으)면 서모 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서이 HL, 서이까네 HLLL∥
서니까 LHL

-(으)ㄹ라 설라 LH, 설라고 LHH
-아/어서 서서 HH
-아/어야 서야 HH

(20)과 같은 활용을 보이는 예는 다음과 같다. 

동사: 사-(買), 서-(立), 이-(戴), …

3.2.2. 2음절 어간

이 지역의 2음절 용언이 보이는 성조형은 HH형, HL형, LH(H)형, LH형으로, 총 
네 가지가 있다. 이들 성조형을 가진 용언이 각각 어미와 결합할 때, 그 활용형의 
성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본다. 

HH형
H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항상 어간의 성조가 HH로 나타난다. 활용형의 

성조도 일정하게 HHL, HHLL, HHLLL, …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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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늘-(細)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가늘다 HHL
-고 가늘고 HHL
-더라, -더라도 가늘더라 HHLL, 가늘더라도 HHLLL
-게따 가늘게따 HHLL
-(으)모∥-(으)면 가늘모 HHL∥가늘면 H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가느이 HHL, 가느이까네 HHLLL∥
가느니까 HHLL

-아/어서 가느러서 HHLL
-아/어야 가느러야 HHLL

위 (21)에서 보인 예들은 활용형 전체에 있어서 그 어간의 성조가 HH로 변동이 없
다. 그리고 어떠한 어미가 와도 항상 성조가 L로 나타난다. 즉 HH형에 속하는 용언
들은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든 음절수에 따라 HHL, HHLL, HHLLL, …와 같은 성조
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활용을 보이는 어간의 성조를 HH로 설정하는 데에 무리
가 없다. 한편 위와 같은 활용형의 성조는 1음절 용언 성조형 중 H(H)형{예. 깜-
(沐): 깜는다[HHL], 깜떠라[HHL], 까므모[HHL], 까마서[HHL]}과 동일한 성조 패
턴으로 간주할 수 있다.

HH형에 속하는 용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롭-’이나 ‘-압/업-’에 의한 
파생형용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사: 가물-(旱), 꺼지-(滅), 빠지-(陷), 삔나-(빛나-, 華), 터지-(爆), …
형용사: 가늘-(細), 고롭-∥게롭-(괴롭-, 苦), 드물-(稀), 따갑-(憡), 뜨겁-(燘), 

반갑-(歡), 에롭-∥외롭-(孤), 즐겁-(愉), …

HL형
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결합하는 어미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간의 성

조가 HL로 나타나고, 곡용형의 성조도 일정하게 HLL, HLLL, HLLLL, …로 실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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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알리-(報)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알리다 HLL
-고 알리고 HLL
-더라, -더라도 알리더라 HLLL, 알리더라도 HLLLL
-게따 알리게따 HLLL
-(으)모∥-(으)면 알리모 HLL∥알리면 HL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알리이 HLL, 알리이까네 HLLLL∥
알리니까 HLLL

-아/어서 알려서 HLL ~ 알리서 HLL
-아/어야 알려야 HLL ~ 알리야 HLL

(22)의 예에서는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항상 HL로 일정하고, 활용형의 성조도 
HLL, HLLL, HLLLL, …로 단일하다. 어간의 음절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첫 음절
이 높고 곧 저조가 연속되는 음조적인 성격이 1음절 용언의 H·L형{예. 데-(接): 덴
다[H·LL], 데더라[H·LLL], 데모[H·LL], 데서[H·LL]}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HL형에 속하는 용언 중에는 사동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동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 끼리-/끄리-(끓이-, 湯), 눕히-(匽), 돌리-(回), 메끼-/막끼-(맡기-, 任), 
문치-(묻히-, 掭), 버끼-(벗기-, 剝), 신끼-(신기-,鞤), 알리-(報) 등]. HL형에 
속하는 용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ㅣ’ 말음을 가지는 어간들이 다수를 이룬
다. 

동사: 가리-(選), 가지-(持), 곤치-∥고치-(改), 꺼리-(忌), 껀지-(건지-, 撈), 
꼬시-(誘), 끼리-∥끄리-(끓이-, 沸), 누피-(匽), 다니-(行), 다리-(尉), 
돌리-(回), 디디-(踏), 떤지-(던지-, 投), 마시-(飮), 만나-(遇), 만치-∥
만지-(挲), 메끼-∥맏끼-(맡기-, 任), 문치-(묻히-, 掭), 베우-(習), 버끼
-(벗기-, 剝), 버리-(捨), 삐끼-(삐치-, 撇), 삼키-(呑), 신끼-(신기-, 
鞤), 알리-(報), 자라-(長), …

형용사: 더디-(遲), 에럽-∥어렵-(難), 우숩-(우습-, 可笑), 추접-(추잡스럽-, 
醜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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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H)형
LH(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에 해당

하는 부분의 성조가 LH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활용형의 성조도 음절수에 따라 
LHH, LHHL, LHHLL, …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23) 건너-(渡)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건넌다 LHH
-고 건너고 LHH
-더라, -더라도 건너더라 LHHL, 건너더라도 LHHLL
-게따 건너게따 LHHL
-(으)모∥-(으)면 건너모 LHH∥건너면 LHH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건너이 LHH, 건너이까네 LHHLL∥
건너니까 LHHL

-아/어서 건너서 LHH
-아/어야 건너야 LHH

(23)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의 성조는 항상 LH로 나타난다. 또한 활용형의 
성조도 항상 LHH, LHHL, LHHLL, …로 실현되어 어미에 배당되는 첫 음절이 고조
로 나타난 뒤, 다시 음조가 낮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활용형의 성조 실
현은 1음절 용언의 L형{예. 작-(小): 작따[LH], 작떠라[LHH], 자그모[LHH], 자가
서[LHH]}과 동일하다. 

LH(H)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사: 건너-(渡), 눌리-(窄), 번지-(漸), 외치-(叫), 지나-(過), …
형용사: 고맙-(感謝), 기엽-(귀엽-, 尕), 더럽-(汚), 서럽-(戲), 예뿌-예쁘-

(娥), …

LH형
LH형은 어간이 고정적인 LH로 실현되는 제1유형과 어간이 후행하는 어미의 종



- 46 -

류에 따라 LL 혹은 LH로 실현되는 제2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제1유형(고정적 LH형)
LH형 중 제1유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2음절 용언은 ‘-더라’, ‘-게따’ 등 자음으

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가 후행할 때는 ‘가깝떠라[LLHL]’, ‘가깝께따
[LLH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LL로 나타나는 한편, 그 외의 어미가 후
행할 때는 ‘가깝따[LHL]’, ‘가까부모[LHL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LH로 
실현된다. 

(24) 가깝-(近)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가깝따 LHL
-고 가깝꼬 LHL
-더라, -더라도 가깝떠라 LLHL, 가깝떠라도 LLHLL
-게따 가깝께따 LLHL
-(으)모∥-(으)면 가까부모 LHLL∥가까부면~가까우면 LHL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가까부이 LHLL, 가까부이까네 LHLLLL∥
가까부니까~가까우니까 LHLLL

-아/어서 가까바서 LHLL∥가까바서~가까워서 LHLL
-아/어야 가까바야 LHLL∥가까바야~가까워야 LHLL

 

(24)의 예에서 곡용형의 성조는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더라’, ‘-
게따’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 이외의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가깝
따[LHL]’, ‘가까부모[LHLL]’와 같이 어간의 마지막 음절인 제2음절에만 H가 오고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L로 나타난다. 반면 ‘-더라’, ‘-게따’ 등 자음으로 시
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가깝떠라[LLHL]’, ‘가깝떠라도
[LLHLL]’, ‘가깝께따[LLH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조는 LL로 나타난
다. 즉 LH-제1유형에 속한 어간들은 후행하는 어미에 따라 어간의 성조가 LL 혹은 
LH로 교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2음절 체언 성조형 중 LH형과 동
일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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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H-제1유형에 속하는 용언 중 모음이나 유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으)니
까’와 결합하였을 때 청년층의 발화에서 그 활용형의 성조가 LLHL~LHLL 사이에서 
수의적인 교체를 보인다{예. 나누-(分): 나눈다[LHL], 나누더라[LLHL], 나누니까
[LLHL~LHLL]. 머물-(留): 머문다[LHL], 머물더라[LLHL], 머무니까
[LLHL~LHLL]}. 

LH-제1유형에 속하는 체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사: 거들-(助), 나누-(分), 놀레-(驚), 따듬-(다듬-, 琢), 만들-(作), 머물-
(留), 문떼-(문대-, 㨎), 바꾸-(換), 보네-(보내-, 送), 붙들-(執), 삐추-
(昭), 뿌수-(부수-, 碎), 아물-(癒), 없에-(滅), 이끌-(導), 포게-(疊), 헐
벗-(裸), …

형용사: 가깝-(近), 뚜껍-(두껍-, 厚), 무겁-(重), 아깝-(惜), 어둡-(暗), …

② 제2유형(유동적 LH형)
LH형 중 제2유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2음절 용언은 후행하는 어미의 종류에 따

라 어간의 성조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어간의 성조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들은 1음절 자음 어미 및 ‘으’계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LH로 실현되며, 이 
때의 성조형은 음절수에 따라 LHL, LHLL, LHLLL, …과 같이 나타난다. ‘-더라’, 
‘-게따’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성조가 LL로 실
현되며, 이 때의 성조형은 음절수에 따라 LLHL, LLHLL, …과 같이 나타난다. ‘아’
계 어미 앞에서는 항상 어간의 성조가 HL로 실현되며, 이 때의 성조형은 HLL, 
HLLL, …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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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ㄱ. 따르-(隨)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따른다 LHL
-고 따르고 LHL
-더라, -더라도 따르더라 LLHL, 따르더라도 LLHLL
-게따 따르게따 LLHL
-(으)모∥-(으)면 따르모 LHL∥따르면 L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따르이 LHL, 따르이까네 LHLLL∥
따르니까 LLHL~LHLL

-아/어서 따라서 HLL
-아/어야 따라야 HLL

ㄴ. 다르-달르-(異)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다르다 LHL
-고 다르고 LHL
-더라, -더라도 다르더라 LLHL, 다르더라도 LLHLL
-게따 다르게따 LLHL
-(으)모∥-(으)면 다르모 LHL∥다르면 L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다르이 LHL, 다르이까네 LHLLL∥
다르니까 LLHL~LHLL

-아/어서 달라서 HLL
-아/어야 달라야 HLL

ㄷ. 아푸-아프-(痛)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아푸다 LHL
-고 아푸고 LHL
-더라, -더라도 아푸더라 LLHL, 아푸더라도 LLHLL
-게따 아푸게따 LHHL
-(으)모∥-(으)면 아푸모 LHL∥아푸면 L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아푸이 LHL, 아푸이까네 LHLLL∥
아푸니까 LLHL~LHLL

-아/어서 아파서 HLL
-아/어야 아파야 H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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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ㄱ)은 소위 ‘르’ 규칙 용언, (25ㄴ)은 ‘르’ 불규칙 용언, (25ㄷ)은 ‘기쁘다, 이쁘
다, 고프다, 슬프다’류 어간28)이다. 성조 변동의 양상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25
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음절 자음 어미 및 ‘으’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 ‘다르다[LHL]’, ‘다르모
[LHL]’와 같이 어간의 성조는 LH, 활용형의 성조는 LHL, LHLL, …로 실현된다. ‘-
더라’, ‘-게따’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와 결합할 경우 ‘다르더라
[LLHL]’, ‘다르게따[LLHL]’에서처럼 어간의 성조는 LL, 활용형의 성조는 LLHL, 
LLHLL, …로 나타난다. 즉, 자음 어미와 ‘으’계 어미에 관하여는 성조 실현이 LH형 
중 제1유형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예. 가깝-(近): 가깝따[LHL], 가깝떠라
[LLHL], 가까부모[LHLL], 가까버서[LHLL]}. 한편 ‘아’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 ‘달
라서[HLL]’, ‘달라야[HLL]’에서 보듯 어간의 성조는 HL, 활용형의 성조는 HLL, 
HLLL, …로 실현된다. 

이처럼 LH형 중 제2유형에 속하는 어간들은 그 성조를 하나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어휘부 안에 이 어간들의 성조가 LH과 HL, 두 가지로 존재하
며, LH는 자음 어미와 ‘으’계 어미 앞에서, HL은 ‘아’계 어미 앞에서 선택되는 것으
로 보고자 한다.

한편 LH형 중 제2유형에 속하는 용언은 청년층의 발화에서 ‘-(으)니까’와 결합
하였을 때 그 활용형의 성조가 LHLL~LHHL로 수의적으로 교체하는 듯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LH-제1유형에 속한 용언 중에서도 유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들
도 함께하는 것이다. 

LH-제2유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8) 김성규(1989: 159~165)에서는 용언 어간 ‘푸-’가 통시적으로 ‘프->푸-’의 변화 과정을 겪었
는데, 활용형 ‘퍼’는 이러한 변화를 겪기 이전인 ‘프-’의 상태에서 만들어져 현대국어에 화석형
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까닭은 ‘퍼’가 ‘푸+어→퍼’와 같은 공시적 결합 과정에 의
해 만들어졌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cf. 꾸+어→꾸어, 꿔, 푸+어→*푸어, *퍼). 이러한 관점
에 따르면 용언 어간 ‘푸-’는 어휘부 내에 ‘푸-’와 ‘프-’라는 두 개의 기저형을 가지고 있어, 
‘프-’는 ‘아’계 어미 앞에서, ‘푸-’는 그 외의 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불어 
동궤의 현상을 보이는 ‘기쁘다’, ‘이쁘다’, ‘고프다’, ‘슬프다’ 등도 ‘기뿌-기쁘-’ 따위의 다중기
저형을 설정할 근거를 가지게 된다. 본고는 김성규(1989)의 입장에 동의하는데, 그 이유는 (26
ㄷ)에서 보듯 성조 층위에서도 ‘아푸-[LH]’와 ‘아프-[HL]’가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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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가르-갈르-(別)29), 마르-(乾), 바르-(塗), 부르-(呼), 오르-(昇), 이르
-(고자질하-, 讒), 이르-(到), 흐르-(流), …

형용사: 고푸-고프-(餓), 기뿌-(喜), 다르-(異), 바르-(直), 바뿌-(忙), 빠르
-(速), 슬푸-(哀), 아푸-(痛), …

LH·L형
L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어미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간의 성조가 

LH·L로 실현된다. 그러나 빠른 발화에서는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 어간의 성조를 
LH로 간소화하여 발음한다. 활용형의 성조는 LH·LL, LH·LLL, LH·LLLL, … 혹은 
LHL, LHLL, LHLLL, …로 일정하게 실현된다. 

(26) 열리-(被開)
노년층

-ㄴ/는/∅다 열린다 LH·LL~LHL
-고 열리고 LH·LL~LHL
-더라, -더라도 열리더라 LH·LLL~LHLL, 

열리더라도 LH·LLLL~LHLLL
-게따 열리게따 LH·LLL~LHLL
-(으)모∥-(으)면 열리모 LH·LL~LHLL∥열리면 LH·LL~LHL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열리이 LH·LL, 열리이까네 LH·LLLL∥
열리니까 LH·LLL~LHLL

-아/어서 열려서~열리서 LH·LL~LHL
-아/어야 열려야~열리야 LH·LL~LHL

(26)의 예에서처럼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언은 어간의 성조가 항상 LH·L 혹은 LH로 
나타나며, 활용형의 성조가 후행하는 어미에 관계없이 LH·LL, LH·LLL, LH·LLLL, 
… 혹은 LHL, LHLL, LHLL, …로 실현된다. 어간 제2음절의 고저복합조(H·L)는 주

29) 소위 ‘르’ 불규칙 용언 어간의 다중기저형이다. 이하로는 편의상 자음 어미․‘으’계 어미와 통합
하는 경우인 ‘가르-(別)’와 같이 제시하겠다. ‘고푸-고프-(餓)’류도 동일하게 ‘고푸-(餓)’와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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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노년층의 발화에서 정확하게 실현되지만, 노년층 역시 의식하지 않은 발화, 빠른 
속도의 발화에서는 청년층과 같이 H·L이 H로 발음한다. 다만 어간 내부의 H·L이 H
로 나타나는 빈도가 청년층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은 느린 발화에서도 
제 2음절의 H·L을 H로 발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언은 피·사동 접미사에 의한 파생동사가 많다[예: 끈키-(끊
기-, 被斷), 머키-(먹히-, 被食), 열리-(被開), 자피-(잡히-, 被捉), 팔리-(被
賣), …].30) 또한 어간의 두 번째 음절이 모두 개음절이며, ‘ㅣ’를 말음으로 가진다.

LH·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사: 걸리-(罹), 끈키-(끊기-, 斬), 들리-(聞), 떨리-(慄), 머키-(먹히-, 被食), 
언치-(얹히-, 載), 열리-(開), 자피-(잡히-, 拘), 질리-(飽), 찡기-(끼이
-, 介), 켕기-(掜), 팔리-(賣), 풀리-(繹), …

3.2.3. 3음절 어간

이 지역의 3음절 용언은 활용시에 성조적으로 보이는 행동에 따라 HHL형, HLL
형, LHH형, LHH·L형, LHL형, LLH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성조형의 용언 어
간이 각각의 어미와 결합할 때, 그 활용형의 성조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본다. 

HHL형
H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어간의 성조가 항상 HHL로 실현되고, 활용

형의 성조도 HHLL, HHLLL, HHLLLL, …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30) 최명옥(1990: 153)에 의하면 부산이 속한 동부 경남 방언은 피동사의 경우 ‘LH·L형’으로, 사
동사의 경우 ‘HL형’ 혹은 ‘LH·L형’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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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베부르-(飽)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베부르다 HHLL
-고 베부르고 HHLL
-더라, -더라도 베부르더라 HHLLL, 베부르더라도 HHLLLL
-게따 베부르게따 HHLLL
-(으)모∥-(으)면 베부르모 HHLL∥베부르면 HHL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베부르이 HHLL, 베부르이까네 HHLLLL∥
베부르니까 HHLLL

-아/어서 베불러서 HHLL
-아/어야 베불러야 HHLL

(27)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유형에 속한 3음절 용언은 어떤 활용형에서든 
어간 성조가 HHL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간의 성조를 HHL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활용형의 성조는 항상 HHLL, HHLLL, HHLLLL, …로 나타난다. 이 유형은 
활용형에서 음절수의 차이만 보일 뿐, 1음절 용언의 H(H)형{예. 깜-(沐): 깜는다
[HHL], 깜떠라[HHL], 까므모[HHL], 까마서[HHL]}, 2음절 용언의 HH형{예. 가늘
-(細): 가늘다[HHL], 가늘더라[HHLL], 가늘모[HHL], 가느러서[HHLL]}과 동일한 
성조 배열을 보인다. 

HH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형용사: 베부르-(飽), 어지럽-(亂), …

HLL형
HL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모든 활용형에서 어간의 성조가 HLL로 나타

나고, 활용형의 성조도 HLLL, HLLLL, HLLLLL, …로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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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나자지-(下)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나자진다 HLLL
-고 나자지고 HLLL
-더라, -더라도 나자지더라 HLLLL, 나자지더라도 HLLLLL
-게따 나자지게따 HLLLL
-(으)모∥-(으)면 나자지모 HLLL∥나자지면 HLL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나자지이 HLLL, 나자지이까네 HLLLLL∥
나자지니까 HLLLL

-아/어서 나자져서~나자지서 HLLL
-아/어야 나자져야~나자지야 HLLL

(28)에서 어간의 성조는 항상 HLL로, 첫 음절의 고조에서 이내 급격히 낮아지는 
음조를 띠고, 활용형 HLLL, HLLLL, HLLLLL, … 로 실현되어, 역시 동일한 음조를 
가진다. 이는 1음절 용언의 H·L형{예. 데-(接): 덴다[H·LL], 데더라[H·LLL], 데모
[H·LL], 데서[H·LL]}, 2음절 용언의 HL형{예. 알리-(報): 알린다[HLL], 알리더라
[HLLL], 알리모[HLL], 알려서[HLL]}과 동일하다. 

HL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사: 나자지-(下), 사라지-(消), 헤어지-(別), …31)

LHH형
LH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어떠한 어미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에 해당하

는 부분의 성조가 LHH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활용형의 성조도 음절수에 따라 
LHHL, LHHLL, LHHLLL, …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31) 노년층과 청년층이 성조 차이를 보여 여기에 싣지는 않았지만, ‘자빠지-(倒)’, ‘쓰러지-(靡)’ 
등의 어간도 노년층에서는 HLL형으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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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어설푸-(疎闊)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어설푸다 LHHL
-고 어설푸고 LHHL
-더라, -더라도 어설푸더라 LHHLL, 어설푸더라도 LHHLLL
-게따 어설푸게따 LHHLL
-(으)모∥-(으)면 어설푸모 LHHL∥어설푸면 LH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어설푸이 LHHL, 어설푸이까네 LHHLLL∥
어설푸니까 LHHLL

-아/어서 어설퍼서 LHHL
-아/어야 어설퍼야 LHHL

(29)의 예에서처럼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언은 항상 어간의 성조가 LHH로 실현되는 
바, 결합하는 어미에 따른 변동이 없다. 어미에 배당되는 성조는 항상 L이 되어, 전
체 활용형의 성조는 LHHL, LHHLL, LHHLLL, …로 나타난다. 이 유형의 용언은 1
음절 용언의 L형{예. 작-(小): 작따[LH], 작떠라[LHH], 자그모[LHH], 자가서
[LHH]}, 2음절 용언의 LH(H)형{예. 건너-(渡): 건넌다[LHH], 건너더라[LHHL], 
건너모[LHH], 건너서[LHH]}와 동일한 성조 실현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LHH형에 속하는 용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사: 에테우-(애태우-, 慇), 지나치-(過), …
형용사: 게으르-(怠), 고달푸-(罷), 시크멓-(새카맣-, 漆黑), 어설푸-(疎闊), …

LHL형
L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항상 LHL을 어간의 성조로 가지고 그 활용

형은 LHLL, LHLLL, LHLLLL, …과 같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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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스리-(治)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다스린다 LHLL
-고 다스리고 LHLL
-더라, -더라도 다스리더라 LHLLL, 다스리더라도 LHLLLL
-게따 다스리게따 LHLLL
-(으)모∥-(으)면 다스리모 LHLL∥다스리면 LHL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다스리이 LHLL, 다스리이까네 LHLLLL∥
다스리니까 LHLLL

-아/어서 다스려서~다스리서 LHLL
-아/어야 다스려야~다스리야 LHLL

LHL형에 속하는 용언은 활용 시에 (30)과 같은 성조를 보인다. 이때 어간의 성조
는 항상 LHL로 나타난다. 활용형의 성조 역시 단조로운데, LHLL, LHLLL, 
LHLLLL, …과 같이 실현되어 음절수의 차이만 있을 뿐 항상 활용형의 제2음절에서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음조를 띤다. 

LH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사: 꾸부리-(구부리-,俯), 다스리-(治), 오글치-∥오그리-(收縮), …

LLH형
LLH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더라’, ‘-게따’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

절 이상의 어미가 후행할 때는 ‘근지럽떠라[LLLHL]’, ‘근지럭께다[LLLH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조가 LLL로 나타나는 한편, 그 외의 어미가 후행할 때는 
‘근지럽따[LLHL]’, ‘근지러부모[LLHLL]’, ‘근지러버서[LLHLL]’와 같이 어간에 해당
하는 부분의 성조가 LLH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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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근지럽-(간지럽-, 癢)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근지럽따 LLHL
-고 근지럽꼬 LLHL
-더라, -더라도 근지럽떠라 LLLHL, 근지럽떠라도 LLLHLL
-게따 근지럭께따 LLLHL
-(으)모∥-(으)면 근지러부모 LLHLL∥근지러우면 LLHL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근지러부이 LLHLL, 근지러부이까네 LLHLLL∥
근지러부니까~근지러우니까 LLHLLL

-아/어서 근지러버서~근지러워서 LLHLL
-아/어야 근지러버야~근지러워야 LLHLL

(31)에서 보듯 이 유형의 성조형은 1음절 용언의 H형{예. 띠-(走): 띤다[HL], 띠
더라[LHL], 띠모[HL], 띠어서[HLL]}, 2음절 용언의 LH형{예. 가깝-(近): 가깝따
[LHL], 가깝떠라[LLHL], 가까부모[LHLL], 가까버서[LHLL]}과 마찬가지로 어간에 
해당하는 성조가 결합하는 어미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더라’, ‘-게따’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가 아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근지럽따
[LLHL]’, ‘근지러부모[LLHLL]’와 같이 어간의 마지막 음절인 제3음절에만 고조가 
오고 어미에 배당되는 성조는 모두 L로 나타난다. 반면 ‘-더라’, ‘-게따’ 등 자음으
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가 후행할 때는 ‘근지럽떠라[LLLHL]’, ‘근지럽께따
[LLLHL]’와 같이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조는 LLL로 나타난다. 따라서 1음절 
용언 H형, 2음절 용언 LH형에서와 마찬가지로 LLH형 역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
절 이상의 어미 앞에서 이 성조형의 어간 성조가 LLH에서 LLL로 교체한다고 기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LLH형에 속하는 용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ㅂ’ 말
음의 형용사이다.

형용사: 근지럽-(간지럽-, 癢), 너그럽-(寬), 보드랍-(淖), 시끄럽-(擾), 아름답
-(美), 안타깝-(憫), 향기롭-(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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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H·L형
LLH·L형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용언은 어미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간의 성조가 

LLH·L 혹은 LLH로 실현된다. 어간 성조가 LLH·L로 실현되는 것은 노년층의 빠르
지 않고 주의 깊은 발화에서며, 대부분의 경우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 어간의 성조를 
LLH로 간소화하여 발음한다. 활용형의 성조는 LLH·LL, LLH·LLL, LLH·LLLL, … 
혹은 LLHL, LLHLL, LLHLLL, …로 일정하게 실현된다. 

(32) 파무치-(파묻히-, 被埋)
노년층/청년층

-ㄴ/는/∅다 파무친다 LLH·LL~LLHL
-고 파무치고 LLH·LL~LLHL
-더라, -더라도 파무치더라 LLH·LLL~LLHLL, 

파무치더라도 LLH·LLLL~LLHLLL
-게따 파무치게따 LLH·LLL~LLHLL
-(으)모∥-(으)면 파무치모 LLH·LL~LLHL∥

파무치면 LLH·LL~LLHL
-(으)이, -(으)이까네∥
-(으)니까

파무치이 LLH·LL~LLHL, 
파무치이까네 LHH·LLLL~LLHLLL∥
파무치니까 LLH·LLL~LLHLL

-아/어서 파무쳐서~파무치서 LHH·LL~LHHL
-아/어야 파무쳐야~파무치야 LHH·LL~LHHL

(32)에서 볼 수 있듯, 이 유형에 속한 어간의 성조는 LLH·L 혹은 LLH로 실현되며, 
활용형의 성조는 LLH·LL, LLH·LLL, LLH·LLLL, … 혹은 LLHL, LLHLL, LLHLLL, 
…로 일정하게 나타나, 어미에 해당하는 성조가 항상 L로 나타난다.

LLH·L형에 속하는 어간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모두 어간의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인 동사이며, ‘모지레-(모자라-, 乏)’의 경우를 제외하면 ‘ㅣ’을 말음
으로 가진다.

동사: 거실리-∥거슬리-(逆), 모지레-(모자라-, 乏), 엉클리-(破), 사무치-(透), 
북빧치-(興奮), 디틀리-(뒤틀리-, 捻), 힙쓸리-(휩쓸리-, 席卷), 파무치-(파묻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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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被埋), …

3.2.4.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음절수에 따라 체언의 성조형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성조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음절 어간 2음절 어간 3음절 어간

활용형이
두 개의 

H를 
포함하는
성조형

제1·2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H(H)형 HH형 HHL형
어간의 
성조 H HH HHL
활용형의 
성조 HH, HHL, … HHL, HHLL, 

…
HHLL, 
HHLLL, …

활용형의 
성조 교체

제2·3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L형 LH(H)형 LHH형
어간의 
성조 L LH LHH
활용형의 
성조 LH, LHH, … LHH, LHHL, 

…
LHHL, 
LHHLL, …

활용형의 
성조 교체

(뒷장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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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음절 어간 2음절 어간 3음절 어간

활용형이
한 개의

H를
포함하는

경우

제1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H형
/H․L형 HL형 HLL형

어간의 
성조

H
/H․L HL HLL

활용형의 
성조

HL, HLL, …
H․LL, H․LLL, 
…

HLL, HLLL, 
…

HLLL, 
HLLLL, …

활용형의 
성조 교체

LHL, LHLL, 
…

제2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LH형
/LH․L형 LHL형

어간의 
성조

LH
/LH․L LHL

활용형의 
성조

LHL, LHLL, 
…
/LH․LL, 
LH․LLL, …

LHLL, 
LHLLL, …

활용형의 
성조 교체

LLHL, 
LLHLL, …

제3음절이 
H인 경우

성조형 LLH형
/LLH․L형

어간의 
성조

LLH
/LLH․L

활용형의 
성조

LLHL, 
LLHLL, …
/LLH․LL, 
LLH․LLL, …

활용형의 
성조 교체

LLLHL, 
LLLH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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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를 보면 부산 지역어의 용언 성조형은 앞서 살펴본 체언 성조형과 그 특징
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활용형이 한 개의 H를 허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두 개의 H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대별되고, 후자의 경우 두 개의 H가 연속해서 제
1·2음절에 나타나느냐 혹은 제2·3음절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성조형이 다시 나누어
진다. 

한 활용형 내에 두 개의 H가 제1·2음절에 나타나는 성조형의 경우, 그 곡용형의 
성조는 후행하는 조사에 관계없이 음절수에 따라 HH, HHL, HHLL, HHLLL, …로 
나타난다. 두 개의 H가 제2·3음절에 나타나는 성조형의 경우에도 그 활용형의 성조
는 후행하는 어미에 관계없이 음절수에 따라 LH, LHH, LHHL, LHHLL, …로 나타
난다. 즉 한 활용형 내에 H가 반드시 연속해서 두 개 존재하는 성조형의 경우 활용 
시에 어미에 따른 성조 변동을 보이지 않는다. 한 활용형 내에 한 개의 H가 나타나
는 성조형의 경우,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H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간과 활용형의 
성조가 항상 일정하게 실현된다. 그러나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H가 존재한다면 ‘-
더라’, ‘-게따’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와 결합하였을 때 어간이 
성조 변동을 보인다(H, LH, LLH, … → L, LL, LLL, …). 이상의 활용 성조형의 특
징은 체언 성조형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활용 성조형에는 체언 성조형과는 달리 어간 내부에 H․L(고저복합조)을 포
함한 성조형이 있는데, 1음절 용언의 H․L형, 2음절 용언의 LH․L형, 3음절 용언의 
LLH․L형이 그것이다. 이들은 어떠한 어미와 결합해도 어간의 성조는 H․L(1음절), 
LH․L(2음절), LLH․L(3음절)로 나타나며 활용형의 성조도 음절수에 따라 일정하게 
실현된다. 어간 내부에 H․L을 포함한 성조형은 활용형 전체에 있어 하나의 H가 어
간의 마지막 음절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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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언과 용언의 성조 변화

4장에서는 부산 지역의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에서 성조상의 차이를 보이는 체언
과 용언을 기술한다. 이때 성조의 세대차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조의 통시
적 변화로 간주하고, 변화의 특징과 동인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3장에서와 
같이,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먼저 체언의 성조 변화를 논한 뒤, 용언의 성조 변화를 
논하겠다.

4.1. 체언의 성조 변화
4.1.1. 1음절 어간

1음절 체언에서는 성조형이 바뀌는 변화, 즉 곡용 패러다임의 유형이 다른 유형
의 곡용 패러다임으로 옮아가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성조형의 변화를 겪은 1음
절 체언은 아래와 같다.

 
(1) 1음절 체언의 성조형 변화(총 5개)

노년층 청년층 체언 어간
H형 L형 병(甁), 성(城)
H형 H(H)형 독(缸), 베(梨)
L형 H(H)형 잣(柏)

(1)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변화를 입는 체언들의 다수(80%)가 기존에　성조형으로 
H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H형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와 
결합할 때를 제외하고는 곡용형의 성조가 HL, HLL…로 나타나는 성조형인데{예. 목
(頸): 모기[HL], 모게[HL], 목뿌터[LHL]}, 특기할 점은 2·3음절 체언에서도 HLL, 
HLLL, HLLLL… 등으로 곡용형의 성조가 나타나는 HL형{예. 구슬(珠): 구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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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L], 구스레[HLL], 구슬부터[HLLL]}, HLL형{예. 절무니(靑年): 절무니가
[HLLL], 절무니에[HLLL], 절무니부터[HLLLL]} 등이 주로 성조형의 변화를 입는
다는 것이다. 이들의 첫 음절부터 높게 실현되었다가 곧 음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4.2.1.에서 살펴보겠지만 성조형의 변화를 겪은 체언의 개수는 1음절 용언
(총 14개)에 비해 적다. 조사된 어간의 개수를 감안했을 때 1음절 체언은 4% 정도
가, 1음절 용언은 13% 정도가 변화를 입은 것이다. 이는 활용 시 성조가 다양하게 
바뀌고 어미와 결합해야 어절을 이룰 수 있는 용언과는 달리, 체언은 단독형으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성조의 실현이 일정하고 안정적이
기 때문일 것이다.  

수적으로 성조형의 변화를 보이는 1음절 체언이 적다하더라도, 이 변화는 성조 
방언으로 분류되는 이 지역에 큰 의미를 가진다. 성조형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성조만으로 변별되던 최소대립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 1음절 체언의 최소대립어 소멸 
노년층 청년층

병(病, L형) ≠ 병(甁, H형) 병(病, L형) = 병(甁, L형)
성(姓, L형) ≠ 성(城, H형) 성(姓, L형) = 성(城, L형)

독[毒, H(H)형] ≠ 독(缸, H형) 독[毒, H(H)형] = 독[缸, H(H)형]
베[船, H(H)형] ≠ 베(梨, H형) 베[船, H(H)형] = 베[梨, H(H)형]

(2)를 보면 1음절 체언 중 성조형의 변화를 입은 예들의 다수(80%)가 최소대립어
의 소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더욱이 1음절 체언의 성조형 변화
가 성조만으로 의미를 구별하게 해주는 새로운 최소대립어를 생성하게 된 경우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소대립어가 소멸하는 변화는 기존에 최소대립어를 이루었던 체언들 사이에서, 
운소 층위의 유사성이 아닌 음소 층위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
의 성조형에 유추한32)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의는 다르지만 어
32) 유추는 원초적으로 ‘유사함’, 즉 동일한 문법구조나 표면음성형의 유사성에 기반하여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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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음절 구조가 같은 체언들의 성조형이 단일해지는 효과를 가져와, 두 체언이 더 
이상 성조만으로는 뜻이 변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음절 체언에서 보이는 또 다른 성조형의 변화는 H(H)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앞서 우리는 H(H)형의 두 하위 성조형으로서, 규칙적 H(H)형과 변칙적 H(H)형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규칙적 H(H)형은 ‘뜻(意, 뜨시[HH], 뜨세[HH], 뜹뿌터
[HHL])’처럼 모든 곡용형에서 그 성조가 규칙적으로 HH, HHL, …로 나타나는 반
면, 변칙적 H(H)형은 ‘눈(目, 누니[HH], 누네[HL], 눔부터[HHL])’처럼 조사 ‘-에
(X)’와의 결합형의 성조가 변칙적으로 HL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지역의 H(H)형 
중에 조사 ‘-에(X)’와 결합할 때 노년층에서 HH로 실현되던 것들이 청년층에서 
HL로 실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해 규칙적 H(H)형의 체언들이 
변칙적 H(H)형으로 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규칙적 H(H)형과 변칙적 H(H)형의 
소속 체언 목록[(3)] 및 세대별 실현 비율[(4)]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규칙적 H(H)형과 변칙적 H(H)형의 체언 목록(총 61개)
ㄱ.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규칙적 H(H)형으로 실현: 12개
값(價), 딸(女), 땀(汗), 뜻(意), 말(斗), 비(雨), 쑥(蓬), 열(十), 일(一), 짐(負), 
키(長), 힘~심/힘(力)

ㄴ.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변칙적 H(H)형으로 실현: 37개
기(耳), 길(路), 끝(終), 논(畓), 눈(目), 달(個月), 덕(德), 독(毒), 땅(地), 떼
(垢), 떡(餠), 몸(體), 못(釘), 못(池), 밤(夜), 밥(飯), 베(腹), 베(舟), 봄(春), 
뿔(角), 쌀(米), 쌈(包), 씨(種), 안(內), 옷(服), 이(齒), 이(蝨), 입(口), 젖/젓
(乳), 죽(粥), 줄(線), 철(季節), 칼(刀), 코(鼻), 톱(鋸), 틈(隙), 헤/혀(舌)

변화로, 크게 두 가지 유형, ‘유추적 확대’와 ‘유추적 평준화’가 유추에 속한다(김경아 2008). ‘유
추적 확대’란 서로 다른 패러다임 간에 일어난 유추 변화로, 유추적 확대가 일어나면 비록 이형
태의 수는 증가하더라도 다른 패러다임과의 관련 속에서 보면 규칙성을 좀 더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유추적 평준화’란 동일 패러다임 내에서 일어난 유추 변화로, 한 어간의 패러
다임 내에서 이형태의 수를 줄이거나 복수의 기저 어간을 단일화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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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노년층에서 규칙적 H(H)형, 청년층에서 변칙적 H(H)형으로 실현: 6개
겁(怯), 끈(綬), 남(他人), 떼(時), 맛(味), 철(金)

ㄹ. 노년층에서 규칙적 H(H)형, 청년층에서 수의적으로 실현: 4개
물(水), 불(火), 약(藥), 자(尺)

ㅁ. 노년층에서 변칙적 H(H)형, 청년층에서 규칙적 H(H)형으로 실현: 2개
파(蔥), 피(血)

(4) 노년층과 청년층의 규칙적 H(H)형과 변칙적 H(H)형 실현 비율
노년층 청년층

규칙적 H(H)형 36% (22/61) 23% (14/61)
변칙칙 H(H)형 64% (39/61) 70% (43/61)

규칙적~변칙적 H(H)형
(수의적 교체) 7% (4/61)

(3)은 노년층과 청년층에서 어떤 체언들이 규칙적 H(H)형과 변칙적 H(H)형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목록이다. 이토(2015: 85~86)에서는 규칙적으로 실현되는 
H(H)형 체언들이 방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물(水), 불(火), 베(腹), 베(舟), 
열(十)’ 등을 자주 포함한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들 어휘 중 ‘물(水), 불(火), 열
(十)’은 이 지역의 노년층에서도 규칙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33) 청년층
에서는 ‘열(十)’만이 규칙적으로 실현되고 ‘물(水), 불(火)’은 규칙적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변칙적으로 실현되기도 하여, 안정적으로 규칙적 H(H)형에 속하였던 체언들조
차 청년층에서는 변칙화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4)는 노년층과 청년층의 H(H)형 규칙/변칙 실현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이에 따
르면 ‘-에(X)’ 앞에서 성조가 규칙적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낮아지고(36%→23%), 
변칙적으로 실현되거나 혹은 규칙과 변칙 사이에서 수의적으로 실현되는 비율이 높

33) 이토(2015: 85)의 방언 조사 결과, 부산에 인접한 양산에서도 ‘물(水), 불(火), 열(十)’만이 규
칙적 H(H)형으로 실현된다고 한다(단, 제보자는 85세 남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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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는 것(64%→77%)을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에서 변칙
적 H(H)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 H(H)형에 속한 체언들 중 
‘-에(X)’ 앞에서 변칙적으로 실현되는 것들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소속 어휘수
가 적은 규칙적 H(H)형의 체언들이 소속 어휘수가 많은 H(H)형에 이끌려 유추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변칙적 H(H)형과 규칙적 H(H)형이 ‘-에(X)’ 이외의 
조사와의 결합할 때 동일한 성조 실현을 보인다는 점이 유추의 근거(유사성)이 된
다. 둘째, 처소를 나타내면서 ‘-에(X)’와의 결합 빈도가 높은 체언들, 가령 ‘집(家)’, 
‘방(房)’, ‘문(門)’, ‘밖(外)’ 등이 H형{예. 목(頸): 모기[HL], 모게[HL], 목뿌터
[LHL]}을 주로 성조형으로 가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베[HL]’, ‘방에[HL]’, ‘무네
[HL]’, ‘바께[HL]’에서처럼 조사 ‘-에(X)’가 후행하였을 때 HL로 실현되는데, 변칙
적 H(H)형 역시 같은 환경에서 HL로 실현된다. 실제로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변칙적 H(H)형으로 실현되는 체언 중에 ‘-에(X)’와의 결합 빈도가 높은 ‘길(路)’, 
‘땅(地)’, ‘밤(夜)’, ‘안(內)’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도 그 근거가 될 수 있다.  

4.1.2. 2음절 어간

2음절 체언에서도 역시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에 성조형이 변한 어간들이 관찰된
다. 성조형의 변화를 겪은 2음절 체언은 다음과 같다.  

(5) 2음절 체언의 성조형 변화(총 6개)
노년층 청년층 체언 어간
HL형 LH형 가마(旋毛), 나락(米), 누룩(麴), 비늘(鱗)
HL형 HH형 토끼(兔)

LH(H)형 HL형 도미(鯛)

성조형의 변화를 겪은 2음절 체언은 총 6개로, 조사된 2음절 체언 중 약 6% 정도
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비율은 1음절 체언의 성조형 변화 비율(4%)
과 비슷한 정도이다. 변화를 입는 체언들의 다수(67%)가 HL형인데, 이 성조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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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용형의 성조가 항상 HLL, HLLL… 등으로 실현되는 것들이다{예. 구슬(珠): 구스
리[HLL], 구스레[HLL], 구슬부터[HLLL]}. 앞서 1음절 체언에서도 HL, HLL… 등
으로 곡용형의 성조가 나타나는 H형{예. 목(頸): 모기[HL], 모게[HL], 목뿌터
[LHL]}이 가장 많은 변화를 입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즉, 1·2음절 체언 모두에
서, 곡용형의 성조가 첫음절이 높은 음조로 실현되었다가 곧 음조가 급격히 떨어지
는 성조형들이 변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체언들은 LH형{예. 바람(風): 바라미[LHL], 바라메[LHL], 
바람부터[LLHL]}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경우가 제일 많다(67%). 반대로 LH형은 
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LH형은 변화의 결과로서 선호되면서도 변화
를 입지는 않는 안정적인 성조형임을 알 수 있다. 

(5)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바로 HL형{예. 구슬(珠): 구스리[HLL], 구스레
[HLL], 구슬부터[HLLL]}이 LH형이 되는 것이다. 이 경향은 달리 말해 곡용형의 
성조가 대체로 HLL…에서 LHL…로 변화함을 뜻한다. 또한 음조적으로는 어절의 시
작부터 성대를 긴장시켜서 소리를 높게 내어야 하는 음조에서, 낮은 높이에서 시작
하여 소리를 서서히 높여가는 음조로 바뀌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조화 
경향은 앞으로 살펴볼 3음절 체언의 성조형 변화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4.1.3. 3음절 어간

3음절 체언의 성조 변화에서도 2음절 체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조형이 변한 어간
들이 관찰된다.

(6) 3음절 체언의 성조형 변화(총 12개)
노년층 청년층 체언 어간
HLL형 LHL형

가마니(叺), 가무치(鱧), 여드레(八日), 아
흐레(九日), 옵뻬미/올뻬미(鴟), 웅뎅이/웅
덩이(潢), 제체기(嚔)

HHL형 LHL형 기러기(鴻), 도께비(魍), 무지게(虹)
LHH형 LHL형 굼벵이(螬)
HHL형 LHH형 짠도리(守錢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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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절 체언에서는 총 12개가 성조형의 변화를 입었는데, 이는 1·2음절 체언에서의 
변화를 압도하는 것이다.34) 총 조사된 3음절 체언의 수를 고려하면 변화의 비율이 
약 17% 정도인데, 이것은 1·2음절 체언의 변화 비율(각각 약 4%, 6%)의 세 내지 
네 배에 달한다.

1·2음절 체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가장 변화를 많이 입는 체언의 성조
형은 곡용형의 성조가 HLLL, HLLLL… 등과 같이 나타나는 HLL형이다{58%, 예. 
절무니(靑年): 절무니가[HLLL], 절무니에[HLLL], 절무니부터[HLLLL]}. 다음으로 
변화를 많이 입은 성조형은 HHL형(33%)으로{예. 하레비(祖父): 하레비가[HHLL], 
하레비에[HHLL], 하레비부터[HHLLL]}, HLL형과 HHL형은 모두 곡용형의 첫 음
절이 높게 실현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체언들은 LHL형으로{예. 가운데(中): 가운데가[LHLL], 가
운데에[LHLL], 가운데부터[LHLLL]}, 그 비율이 무려 92%에 달한다. 또한 이 성
조형을 가진 체언은 하나도 성조형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즉 LHL형은 다른 성조형
으로부터 변화를 유인하는 동시에, 다른 성조형으로 변화하지 않는, 안정된 성조형
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많은 어휘가 LHL형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
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사된 3음절 체언 중에 무려 55%가 LHL형을 성조형으
로 가지고 있었다.   

(6)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은 바로 HLL형이 LHL형이 되는 것이다, 이는 2음
절 체언에서 가장 뚜렷한 경향을 보였던 ‘HL형{예. 구슬(珠): 구스리[HLL], 구스레
[HLL], 구슬부터[HLLL]} → LH형{예. 바람(風): 바라미[LHL], 바라메[LHL], 바
람부터[LLHL]}’의 변화와 동궤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곡용형의 성조가 
대체로 HLL…에서 LHL…와 같이 변화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6)과 더불어 3음절 체언의 성조 변화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에 노년층에서 LHH
형과 LLH형으로 구분되었던 체언들이 청년층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를 위해 ‘마누라(妻, LHH형)’와 ‘마지막(末, LLH형)’의 예를 (7)에 다시 제시해 
34) 반면 용언에서는 1음절 어간이 가장 많은 성조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추후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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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7) LHH형과 LLH형의 원칙적 실현(노년층)
마누라(妻, LHH형) 마지막(末, LLH형)

-이/가 마누라가 LHHL 마지마기 LLHL 
-을 마누라를 LHHL 마지마글 LLHL 
-에 마누라에 LHHL 마지마게 LLHL 
-(으)로 마누라로 LHHL 마지마그로 LLHLL
-도 마누라도 LHHL 마지막또 LLHL
-만 마누라만 LHHL 마지망만 LLHL
-부터 마누라부터 LHHLL 마지막뿌터 LLLHL
-까지 마누라까지 LHHLL 마지막까지 LLLHL 

먼저 (7)의 왼편에 제시된 LHH형은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더라도 어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조가 LHH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곡용형의 성조도 음절수에 따라 LHHL, 
LHHLL, LHHLLL, …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반면, (7)의 오른편에 제시된 LLH형은 
은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가 후행할 때는 ‘마
지막뿌터[LLLHL]’, ‘마지막까지[LLLHL]’와 같이 어간의 성조가 LLL로 나타나는 
한편, 그 외의 조사가 후행할 때는 ‘마지마기[LLHL]’, ‘마지마그로[LLHLL]’와 같이 
어간의 성조가 LLH로 실현된다.

그런데 청년층의 발화에서 LLH형에 속하는 체언들이 ‘-부터’, ‘-까지’ 등과 결합
할 경우 그 성조가 노년층에서처럼 LLLHL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LLHLL로 나타나
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성조형의 실현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뿌터’, ‘마지막까지’
가 노년층에서처럼 LLLHL로 실현되는 것이 원칙적임에도 불구하고, LLHLL로도 실
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부터’, ‘-까지’와의 결합형이 ‘마지막뿌터
[LLHLL]’, ‘마지막까지[LLHLL]’ 등으로 실현되게 되면, 전체 곡용형의 실현의 관점
에서 LLH형이 LHH형에 가까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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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HH형과 LLH형의 혼동(청년층)
마누라(妻, LHH형) 마지막(末, LLH형)

-이/가 마누라가 LHHL 마지마기 LLHL 
-을 마누라를 LHHL 마지마글 LLHL 
-에 마누라에 LHHL 마지마게 LLHL 
-(으)로 마누라로 LHHL 마지마그로 LLHLL
-도 마누라도 LHHL 마지막또 LLHL
-만 마누라만 LHHL 마지망만 LLHL
-부터 마누라부터 LHHLL 마지막뿌터 LLHLL
-까지 마누라까지 LHHLL 마지막까지 LLHLL 

(8)에서 보다시피, ‘-부터’, ‘-까지’와의 결합형이 ‘마지막뿌터[LLHLL]’, ‘마지막까
지[LLHLL]’로 실현되게 되면, LLH형의 전 곡용형에 있어서 어간의 마지막 음절(제
3음절)이 가장 높게 실현되고, 조사의 첫 음절(제4음절)에서 음조가 떨어진다. 그런
데 이는 어떤 조사가 후행하여도 곡용형의 성조가 어간의 마지막 음절(제3음절)이 
높고, 조사의 첫 음절(제4음절)이 낮은 LHH형과 동궤의 것이다. 동남 방언에서 음
고의 오름이 아닌 내림 위치가 중요한 음향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
토 2015: 36~37), (8)의 경우 인지적으로는 LHH형과 LLH형이 동일하게 실현되었
음을 의미한다. 즉  이 지역의 청년층에서는 LHH형과 LLH형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LLH형에 속한 체언들이 LHH형처럼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청년층에서는 LLH형이 LHH형처럼 실현되는 변화가 생겼을까. 그것
은 LHH형과 LLH형이 공유하는 여러 유사성에 있다. 먼저 LHH형과 LLH형은 단독
형만이 발음되었을 때는 음성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앞서 언급하였듯 LLH형의 제2
음절 역시 상당히 높게 실현되어 제3음절에 근접하게 실현되기 때문이다. 또한 (7)
에서 볼 수 있듯, 패러다임상에서 LHH형과 LLH형 모두 ‘-부터’, ‘-까지’ 등 자음
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와 결합할 때를 제외하고는 조사에 배당되는 성
조의 첫 음절(제4음절)에서 음조가 떨어진다. 즉, LHH형과 LLH형은 몇몇 조사와의 
결합형을 제외하고는 변별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유사
성을 근거로 하여, LLH형이 LHH형에 유추되어 LHH형처럼 실현되는 듯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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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소를 저조, 중조, 고조의 3단 체계로 파악하는 논의에서는, 중세국어의 ‘마누
라(妻)’와 같은 상성형이 LMM…으로, ‘마지막(末)’과 같은 평성형(尾高型)이 MH
H…으로 대응된다고 하여 두 성조형의 음고 실현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남 동부 방언을 대상으로 실험음성학적 논의들에서 이들의 음성 실현을 실상 같
거나 합류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Utsugi(2009)에서는 마산․창원의 청년층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3음절 이상 체언에서는 상성형과 평성형(尾高型)이 완전히 합류
하였으며, 2음절 체언은 합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산 지역어를 대상
으로 한 Kenstowicz et al(2008)에서도 동일한 논지를 전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2음절 체언의 상성형과 평성형(尾高型), 본고의 성조형에 따르면 
LH(H)형과 LH형은 왜 이러한 혼란이 보이지 않는가. 그것은 3음절 체언의 LHH형
과 LLH형에 비해 2음절 체언의 LH(H)형과 LH형이 패러다임상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전체 곡용형에서 성조의 실현이 조사 ‘부터, -까지’와의 
결합형에서만 차이가 나는 LHH형과 LLH형과는 달리, LH(H)형과 LH형은 이들 조
사와의 결합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곡용형의 실현에서 차이가 난다[(9)].

(9) LH(H)형과 LH형의 실현 
사람[人間, LH(H)형] 바람(風, LH형)

-이/가 사라미 LHH 바라미 LHL
-을 사라믈 LHH 바라믈 LHL
-에 사라메 LHH 바라메 LHL
-(으)로 사라므로 LHHL 바라므로 LHLL
-도 사람도 LHH 바람도 LHL
-만 사람만 LHH 바람만 LHL
-부터 사람부터 LHHL 바람부터 LLHL
-까지 사람까지 LHHL 바람까지 LLHL

 

(9)에서 보듯, LH(H)형은 어떤 조사가 후행하여도 곡용형의 성조가 조사의 첫 음
절(제3음절)이 높고, 그 뒤의 음절(제4음절)이 낮은 데에 비해, LH형은 ‘-부터’, ‘-
까지’와의 결합형을 제외한 전체 곡용형에서 어간의 마지막 음절(제2음절)이 가장 
높게 실현되고, 조사의 첫 음절(제3음절)에서 음조가 떨어진다. 비록 LH(H)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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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人間)’이나 LLH형인 ‘바람(風)’의 단독형에 관해서는 음조적 실현이 유사할지
라도(3.1.2 참조), 전체 패러다임상에서는 3음절 체언의 LHH형과 LLH형에 비해 서
로 혼동될 수 있는 유사성이 부족한 것이다. 

한편, 청년층에서 실현되는 3음절 용언의 LHH형{예. 어설푸-(疎闊): 어설푸다
[LHHL], 어설푸더라[LHHLL], 어설푸면[LHHL], 어설퍼서[LHHL]}과 LLH형{예. 
근지럽-(간지럽-, 癢): 근지럽따[LLHL], 근지럽떠라[LLLHL], 근지러우면
[LLHLL], 근지러워서[LLHLL]} 사이에서도 유사한 혼동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역시 ‘-더라’, ‘-게따’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와 결합할 때를 제
외하고는 어미 부분의 첫 음절(제4음절)에서 음조가 떨어진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역시 위와 동일한 논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4.1.4. 정리

지금까지 체언에서 나타난 세대 간의 성조 변화들을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기술
하였다. 주요한 변화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어간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곡용형이 HL…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변화를 입기 
쉬우며 변화의 결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곡용형이 LH…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변화를 쉽게 입지 않으며 변화의 결과로서 빈번히 나타난다.

이 변화는 대체로 곡용형이 HL, HLL, HLLL, …로 실현되던 성조형 H형, HL형, 
HLL형의 몇몇 체언들이, 곡용형이 LH, LHH, …로 실현되는 성조형 L형(1음절 어
간) 혹은 LHL, LHLL, LHLLL, …로 실현되는 성조형 LH형, LHL형(2‧3음절 어간)
으로 성조형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어간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체언 전반에서 관찰되는데, 곡용형의 첫음절이 높은 음조로 실현되었다가 곧 음조가 
급격히 떨어지는 H형, HL형, HLL형은 변화되기 쉽고 변화의 결과로 잘 나타나지 
않았다. 반대로 낮은 음조에서 시작하여 소리가 서서히 높아가는 L형, LH형, LHL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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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변화의 결과로서 선호되면서도 변화를 입지는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
다.35) 

- 규칙적 H(H)형의 실현 비율이 낮아지고, 변칙적 H(H)형의 실현 비율이 높아
진다. 

이 변화는 더 많은 H(H)형 체언들이 조사 ‘-에(X)’와 결합할 때 HH로 실현되지 
않고 HL로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소속 어휘수가 적
은 규칙적 H(H)형의 체언들이 소속 어휘수가 많은 H(H)형에 이끌려 유추적 확대
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처소를 나타내면서 ‘-에(X)’와의 결합 빈도가 높
은 체언들이 주로 H형을 성조형으로 가져, ‘지베[HL]’, ‘방에[HL]’, ‘무네[HL]’, ‘바
께[HL]’와 같이 실현된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 

- LLH형과 LHH형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LLH형이 LHH형처럼 실현된다. 

청년층에서는 LLH형과 LHH형의 경계가 불명확한 가운데 LLH형이 LHH형처럼 
실현되는 현상이 포착되는데, 이는 LLH형과 LHH형이 공유하는 여러 유사성에 의
한 것이다. 두 성조형은 단독형과 더불어,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
음절 이상의 보조사와의 결합형을 제외한 나머지 곡용형에서 음성적 실현이 흡사하
다. 

35) 이러한 변화의 동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현재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음운론적 
동인, 음성학적 동인, 형태론적 통인 등 다양한 동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은 ‘조음음성학적 동인’이다(이토 2015: 161). 즉 위 변화가 조음에 힘이 드는 
성조에서 조음에 힘이 덜 드는 음조로 바뀌는 변화라는 것이다. HL, HLL, HLLL, …과 같은 음
조는 어절의 시작부터 성대를 긴장시켜서 소리를 높게 내어야 하기 때문에 조음 시에 노력이 많
이 요구되는데, 이에 비해 낮은 높이에서 시작하여 소리를 서서히 높여가는 LHL, LHLL, 
LHLLL, …과 같은 음조는 비교적 힘을 덜 들이면서 실현할 수 있는 음조이다. 이러한 논의에 
의하면 조음 상의 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성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
서는 이를 증명해 줄 객관적인 실험음성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조음음성학적 동인에 
의한 성조 변화는 후고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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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용언의 성조 변화
4.2.1. 1음절 어간

1음절 용언의 성조 변화에서는 성조형이 변한 것과 동일 성조형 내에서 특정 활
용형의 성조가 변한 것으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성조형 변화
1음절 용언 중에서 성조형의 변화를 겪은 것은 다음과 같다. 

(10) 1음절 용언의 성조형 변화(총 14개)
노년층 청년층 용언 어간
H형 H(H)형 갈-(換), 들-(染), 말-(捲) 케-(採)

H·L형 L-제1유형 데-(接), 메-(束), 씨-(쐬-, 凉), 
제-(量), 찌-/쩨-(쬐-, 煬)

L-제1유형 H(H)형 끼-(뀌-, 放屁), 떼-(炊)
H형 L-제2유형 기-(匍)

H(H)형 L-제1유형 메-(耩)
H(H)형 H형 쏘-(射)

(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조형의 변화를 입은 1음절 용언은 총 14개(전체 1음절 
용언 어간 대비 13%)로, 1~3음절 용언 중에서 가장 많이 변화를 입었다. 1음절 용
언에서 성조형의 변화를 입은 어간들은 음절 구조상 특징을 공유하는데, 그것은 이
들이 모두 유음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편 성조형의 변화를 입은 1음절 어간 용언은 그 성조형이 H형{예. 띠-(走): 
띤다[HL], 띠더라[LHL], 띠모[HL], 띠어서[HLL]}이거나 H·L형{예. 데-(接): 덴
다[H·LL], 데더라[H·LLL], 데모[H·LL], 데서[H·LL]}이 다수다(71%). 이들은 활용
형의 성조가 HL, HLL, 혹은 H·LL, H·LLL 등으로 실현되어, 음절수의 차이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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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조에서 시작하여 급격하게 저조로 떨어지는 음조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변화의 결과로는 H(H)형{예. 가늘-(細): 가늘다[HHL], 가늘더라[HHLL], 가늘모
[HHL], 가느러서[HHLL]}과 L-제1유형{예. 작-(小): 작따[LH], 작떠라[LHH], 자
그모[LHH], 자가서[LHH]}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각각 43%). 이는 1음절 
체언의 성조형 변화 결과와 비슷한 양상이다. 

1음절 용언의 성조형 변화에서 살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경향은 H형이 H(H)형
으로, H·L형은 모두 L-제1유형으로 변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H·L형 
→ L-제1형’의 변화이다. 이를 상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데-(接)
노년층 청년층

-ㄴ/는/∅다 덴다 H·LL 덴다 LH
-고 데고 H·LL 데고 LH
-더라 데더라 H·LLL 데더라 LHH
-게따 데게따 H·LLL 데게따 LHH
-(으)모∥-(으)면 데모 H·LL 데면 LH
-(으)이 데이 H·LL
-(으)이까네 데이까네 H·LLLL
-(으)니까 데니까 LHH
-아/어서 데서 H·LL 데서 LH
-아/어야 데야 H·LL 데야 LH

(11)과 같이 변화를 입는 H·L형은 노년층에서도 적은 수의 용언만 관찰되고[예. 데
-(接), 메-(매-, 束), 씨-(바람을, 涼), 제-(재-, 量), 찌-(쬐-, 煬), …], 청년층
에서는 모두 L-제1유형으로 변화하여 H·L형으로 실현되는 용언을 거의 찾아볼 수
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의 성조형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36) 

용언 1음절 H·L형은 왜 청년층에서 사라지고 있을까. 먼저 이 성조형에 소속된 
어휘의 수가 적어, 이 성조형이 하나의 안정적인 성조형으로서 자리잡고 있지 못하

36) (39)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도 ‘(돈을) 빌리다’는 뜻의 ‘체-(H·LL, 돈을 빌리다)’가 노년층에는 
존재하나, 이에 대응하는 청년층의 어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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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에서도 H형, 
HL형, HLL형 등 그 곡용형 및 활용형이 대체로 HL, HLL, HLLL, HLLLL, …로 실
현되는 성조형들이 변화를 입기 쉽고 또 변화의 결과로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들
과 음조적인 유사성을 갖는 H·L형{예. 데-(接): 덴다[H·LL], 데더라[H·LLL], 데모
[H·LL], 데서[H·LL]} 역시 동일하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정 활용형의 성조 변화
1음절 어간을 가진 용언의 성조 변화에는 성조형 전체 변한 경우와 더불어 특정 

활용형에서 성조가 변한 경우가 존재한다. 

(12) H형 [예: 옇-(넣-, 入)]
노년층 청년층

-ㄴ/는/∅다 여타 HL 여타 HL
-고 여코 HL 여코 HL
-더라 여터라 LHL 여터라 LHL
-게따 여케따 LHL 여케따 LHL
-(으)모∥-(으)면 여으모 LHL 여으면 HLL
-(으)이 여으이 LHL
-(으)이까네 여으이까네 LHLLL
-(으)니까 여으니까 HLLL
-아/어서 여어서 HLL 여어서 HLL
-아/어야 여어야 HLL 여어야 HLL

(12)와 같이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노년층과 청년층이 성조의 차이를 보이는 
1음절 용언 어간은 H형의  ‘낳-(産), 옇-(넣-, 入)’ 등이 있다. 이들은 어간이 ‘ㅎ’
으로 끝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간이 ‘ㅎ’으로 끝나는 모든 어간이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 (12)의 노년층 자료에서처럼 LHL와 같이 실현되지 않으
며, 음운론적 조건을 통해 규칙화할 수 없다. 따라서 노년층의 발화에서 ‘낳-(産), 
옇-(넣-, 入)’ 등이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 생기는 특이한 성조는 공시적으로 보
면 일종의 변칙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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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거에는 이처럼 변칙적으로 보이는 용언들이 하나의 성조형을 이루고 있
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성조형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토
(2015: 95)는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중세국어의 ‘낳-(産)’, ‘녛-(넣-, 入)’ 
‘놓-(放)’ 등의 용언들이 유추적 확대를 통해 ‘굳-(堅)’, ‘녹-(溶)’, ‘먹-(食)’ 등의 
성조형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성조형은 중세국어 시기에도 약어미인 
‘-(/으)며’와의 결합형에서만 성조의 차이를 보였는데, 통시적으로 소속 어휘수가 
적은 성조형(‘Class 7’)에 속하였던 ‘낳-(産)’, ‘녛-(넣-, 入)’ ‘놓-(放)’ 등의 용언
이 소속 어휘수가 많은 성조형(‘Class 1’)에 합류하여, ‘굳-(堅)’, ‘녹-(溶)’, ‘먹-
(食)’ 등과 동일한 성조 실현 양상을 가지게 된 것이다.37)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 지
역어에서 보이는 ‘나으면(産)’, ‘여으면(넣-, 入)’ 등의 성조 변화는 미처 소속 어휘
수가 많은 성조형으로 합류하지 못한 잔존 어휘들이 계속해서 합류를 마무리해 나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8) 

4.2.2. 2음절 어간

2음절 용언에서는 성조형의 변화와 특정 활용형의 성조 변화가 모두 관찰된다. 
특정 활용형의 성조 변화는 표준어로부터 이 지역에 새롭게 도입된 어말 어미인 
‘-(으)니까’와 관련된 LH형 일부 용언의 수의적 성조 교체 현상이다. 

37) Ramsey(1986: 185-6), 후쿠이 레이(2006: 3)의 중세국어 용언 어간 분류에 따르면, ‘낳-
(産)’, ‘녛-(넣-, 入)’ ‘놓-(放)’ 등의 용언이 포함된 성조형은 ‘Class 7’, ‘굳-(堅)’, ‘녹-(溶)’, 
‘먹-(食)’ 등의 용언이 포함된 성조형은 ‘Class 1’으로 불린다(단, Class 1~8은 임의적인 명칭
임). 최보람(2013: 15)에 수록된 Class 7 어간 ‘-’과 Class 1 어간 ‘먹-’의 성조 실현 양상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Class 7): 눕고[平去], 누며[平平去], 누-[平去-], 누[平去], 눕거-[平平-], …
‘먹-’(Class 1): 먹고[平去], 머그며[平去○], 머구-[平去-], 머거[平去], 먹거-[平平-], …

38) 음장 방언인 중부 방언에서도 고정적 장음 혹은 고정적 단음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매
다(끈을), 배다(아기를), 깨다(잠을), 메다(어깨에), 째다(가르다)’가 장단 교체형을 보이는 다수
의 전설모음계 용언들에 유추되어 장단 교체형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김성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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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형 변화
2음절 용언에서 성조형의 변화를 입은 어간은 다음과 같다.

(13) 2음절 용언의 성조형 변화(총 7개)
노년층 청년층 용언 어간
HL형 LH-제1유형 지울-/기울-(傾), 무섭-(恐), 저물-(暮)
HL형 LH(H)형 걸치-(掛), 널찌-(떨어지-, 落)
HL형 LH·L형 끼이-(介)
HH형 LH-제1유형 께닫-(覺)

2음절 용언의 경우 변화를 입은 어간의 수는 총 8개로, 조사된 2음절 어간의 수
에 대비하면 약 6% 정도가 성조형이 변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2음절 체
언의 성조형 변화와 같은 수준이다(6%). 

(13)에서 살필 수 있듯 2음절 용언 중에서 성조형의 변화를 겪은 어간들은 모두 
높은 음조(H)로 시작한다. 특히 활용형의 성조가 HLL, HLLL… 등으로, 어절 초에
서 고조로 시작하였다가 이내 저조로 내려가는 HL형{예. 알리-(報): 알린다[HLL], 
알리더라[HLLL], 알리모[HLL], 알려서[HLL]}이 다수를 차지한다(75%). 1음절 용
언 어간의 경우에도 H·L형{예. 데-(接): 덴다[H·LL], 데더라[H·LLL], 데모[H·LL], 
데서[H·LL]}과 H형{예. 띠-(走): 띤다[HL], 띠더라[LHL], 띠모[HL], 띠어서
[HLL]}, 즉 활용형의 성조가 고조로 저조로 급격히 떨어지는 성조형들이 가장 많이 
변화하였는데, 이는 체언 1~3음절에서도 관찰되던 현상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체
언이든 용언이든 HL(LL)…과 같은 성조를 가지는 성조형들이 기피되며, 이에 따라 
변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다. 

변화의 결과로 모든 활용형이 저조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변화의 결과로 활용
형이 H로 시작하는 H(H)형{예. 가늘-(細): 가늘다[HHL], 가늘더라[HHLL], 가늘
모[HHL], 가느러서[HHLL]}과 L로 시작하는 L-제1유형{예. 작-(小): 작따[LH], 
작떠라[LHH], 자그모[LHH], 자가서[LHH]}이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한 1음절 용
언의 성조형 변화에 비해 저조화가 뚜렷해진 것이다. 특히 LH-제1유형으로 변화한 
어간이 다수인데(57%), LH-제1유형은 활용형의 성조가 대개 LHL, LHLL, …등으



- 78 -

로 실현되어 체언의 LH형에 비견된다. 한편, 2음절 체언에서도 변화의 결과로 나타
난 체언들은 LH형{예. 바람(風): 바라미[LHL], 바라메[LHL], 바람부터[LLHL]}을 
성조형으로 가지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67%). 이를 통해 LH형은 체언과 용언을 통
틀어 변화의 결과로서 선호되면서도 변화를 입지는 않는 안정적인 성조형임을 알 
수 있다. 

특정 활용형의 성조 변화
여기에서는 LH형에 속하는 용언들 중 모음 혹은 유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으)니까’와 결합하였을 때 청년층에서 그 성조가 LHLL~LLHL로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것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설명을 돕기 위해 앞서 제시한 LH-제2유형의 성
조 실현을 (14)에서 다시 보이도록 한다.39)

(14) 다르-(異)
노년층 청년층

-ㄴ/는/∅다 다르다 LHL 다르다 LHL
-고 다르고 LHL 다르고 LHL
-더라 다르더라 LLHL 다르더라 LLHL
-게따 다르게따 LLHL 다르게따 LLHL
-(으)모∥-(으)면 다르모 LHL 다르면 LHL
-(으)이 다르이 LHL
-(으)이까네 다르이까네 LHLLL
-(으)니까 다르니까 LHLL~LLHL
-아/어서 달라서 HLL 달라서 HLL
-아/어야 달라야 HLL 달라야 HLL

 (14)의 공백이 암시하는 것처럼 ‘-(으)니까’는 이 지역의 장년층 이하에서만 사용
되는 표준어형의 어미이고, 노년층은 주로 ‘-(으)이까네’를 사용한다. 이 ‘-(으)이

39) 이러한 변화는 LH-제1형과 LH-제2형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LH-제1형의 경우 소속된 용
언 중 어간이 모음 혹은 유음으로 끝나는 것들이 해당 변화에 참여한다{예. 나누-(分): 나눈다
[LHL], 나누더라[LLHL], 나누니까[LLHL~LHLL]. 머물-(留): 머문다[LHL], 머물더라[LLHL], 
머무니까[LLHL~LHLL]}. LH-제2형의 경우 소속된 모든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두 
해당 변화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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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네’는 경남 동부 방언의 전통적 어미로, ‘-(으)니까’에서 통시적으로 발달한 것으
로 여겨진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 지역에서는 ‘-(으)이까’가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중에 표준어형인 ‘-(으)니까’가 도입되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두 어미 ‘-(으)이까네’와 ‘-(으)니까’는 기원적으로 뿌리가 같고40), 의미상으로
도 유사해서 성조상 같은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LH형에 속하는 일
부 어간(유음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과 이들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활용형의 성조
가 달리 실현된다. 즉 (14)에서처럼 ‘-(으)이까네’와의 결합형은 항상 LHLLL으로 
나타나는 반면 ‘-(으)니까’와의 결합형은 LHLL~LLHL로 수의적 교체를 보이는 것
이다.

그런데 LH형 일부 어간과 ‘-(으)니까’와의 결합형에서 보이는 수의적 교체는 노
년층보다 20~30년 뒤의 세대인 장년층(50대 중반) 제보자41)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42) 장년층의 발화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 중 ‘나누-(分), 만들-(作)’만 
제외하고 해당 활용형의 성조가 항상 LLHL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찰에 따르면 LH
형 일부 어간과 ‘-(으)니까’와의 결합형이 수의적으로 LHLL과 LLHL 사이에서 교
체하는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아프니까’ 등의 성조가 장년층에서는 대체로 LLHL로, 청년층에서는 LLHL과 
LHLL의 수의적 교체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한 가
지 설명은 ‘-(으)니까’의 성조가 기존에 LLHL과 같이 실현되다가, 다른 ‘으’계 어미
와의 결합형의 성조에 유추하여(예. 다르모 [LHL], 다르이 [LHL], 다르이까네 
[LHLLL]) LHLL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장년층의 성조에 근거하면 이 
지역에 도입되었을 때 ‘-(으)니까’와 LH형 일부 어간이 결합한 활용형의 성조는 
LLHL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으’계 어미라는 점을 
40) 최명옥(2000: 174)에서는 ‘-으니ㄲX > -으이ㄲX’로 파악한다. 한편 경남 동부 방언과 대비

하여 경남 중서부·경북 서부 방언은 ‘-응ㄲX’를 사용한다. 
41) 이 제보자는 필자의 모친으로 1961년생 부산 출신이며 외지 경험이 없는 토박이이다. 이 제보

자는 일상적인 발화에서 ‘-(으)이까네’와 ‘-(으)니까’를 모두 사용하지만, ‘-(으)니까’를 더 높
은 비율로 사용한다. 

42) 노년층은 ‘-(으)니까’를 쓰지 않고 ‘-(으)이까네’를 사용하므로 LH형 일부 어간과 ‘-(으)니
까’와의 결합형을 자연스럽게 도출해 내는 데에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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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청년층에서는 이를 LHLL와 같이 발음하게 되었을 수 있다. 더불어 LH형
에 속하면서 유음 혹은 모음으로 끝나지 않는 다른 어간들이 ‘-(으)니까’와 결합할 
때 항상 ‘가까우니까[LHLLL]’와 같이 실현된다는 것도 LHLL의 실현에 기여했을 
것이다. 

4.2.3. 3음절 어간

3음절 용언에서 성조형의 변화를 보인 어간은 다음과 같다. 

(15) 3음절 용언의 성조형 변화(총 3개)
노년층 청년층 용언 어간
HLL형 LHH형 떨어지-(落), 자빠지-(倒), 쓰러지-(靡)

(15)에서 보듯 3음절 용언에서 성조형 변화를 보인 어간의 개수는 총 3개인데, 이
는 조사된 3음절 용언의 전체 개수에 비교하면 약 9%에 해당한다. 3음절 용언의 
성조형 변화에서도 체언이나 1·2음절 용언에서 관찰된 변화들과 동일한 경향인 어
절초 저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 즉 활용형이 고조로 시작하는 성조형이 저조로 시작
하는 성조형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또한 변화를 입은 용언이 HLLL, HLLLL, 
HLLLLL, …과 같이 활용하는 HLL형{예. 나자지-(下): 나자진다[HLLL], 나자지더
라[HLLLL], 나자지모[HLLL], 나자지서[HLLL]}인 경우가 절대적이다(100%). 이
로써 체언·용언할 것 없이, 어간의 음절수를 초월하여, 어절초에 높게 실현되었다가 
곧 음조가 현저히 떨어지는  HL(LL)…과 같은 성조를 가지는 성조형들이 기피되며, 
이에 따라 변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음절 체언의 성조 변화에서 나타난 LHH형과 LLH형의 혼동을 3음절 용언
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이 지역의 청년층에서는 LHH형과 LLH형의 경계가 모호
해지는 가운데, LLH형에 속한 용언들이 LHH형처럼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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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HH형과 LLH형의 혼동(청년층)
어설푸-(疎闊, LHH형) 근지럽-(癢, LLH형)

-ㄴ/는/∅다 어설푸다 LHHL 근지럽따 LLHL
-고 어설푸고 LHHL 근지럽꼬 LLHL
-더라 어설푸더라 LHHLL 근지럽떠라 LLHLL
-게따 어설푸게따 LHHLL 근지럭께따 LLHLL
-(으)면 어설푸면 LHHL 근지러우면 LLHLL
-아/어서 어설퍼서 LHHL 근지러워서 LLHLL
-아/어야 어설퍼야 LHHL 근지러워야 LLHLL

앞서 살펴본 3음절 체언에서 LHH형과 LLH형의 경우에서처럼, LHH형{예. 어설푸
-(疎闊): 어설푸다[LHHL], 어설푸더라[LHHLL], 어설푸면[LHHL], 어설퍼서
[LHHL]}과 LLH형{예. 근지럽-(간지럽-, 癢): 근지럽따[LLHL], 근지럽떠라
[LLLHL], 근지러우면[LLHLL], [근지러워서[LLHLL]}은 특정 어미들, 즉 ‘-더라’, 
‘-게따’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와 결합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미 
부분의 첫 음절(제4음절)에서 음조가 떨어진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즉 두 성조
형을 변별한 근거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청년층에서는 (16)과 
같이 LLH형이 LHH형에 유추되어 LHH형과 같이 실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3음절 용언의 LHH형과 LLH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4.2.4. 정리

지금까지 용언에서 나타난 세대 간의 성조 변화들을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기술
하였다. 주요한 변화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어간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활용형이 HL…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변화를 입기 
쉬우며 변화의 결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활용형이 LH…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변화를 쉽게 입지 않으며 변화의 결과로서 빈번히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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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는 대체로 활용형이 HL, HLL, HLLL, … 로 실현되던 성조형 H형, HL형, 
HLL형의 몇몇 용언들이, 활용형이 LH, LHH, LHHL …로 실현되는 성조형 L-제1
유형, LHH형(1‧3음절 어간) 혹은 LHL, LHLL, LHLLL, …로 실현되는 성조형 LH-
제1유형(2음절 어간)으로 성조형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는 용언뿐
만 아니라 체언에서도 어간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일어났던 변화였다. 이로써 우리는 
체언이든 용언이든 HL…과 같은 성조를 가지는 성조형들이 변화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LH…과 같은 성조를 가지는 성조형들은 변화의 결과로서 선호되면서도 변화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LH형에 속하는 용언들 중 모음 혹은 유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으)니
까’와 결합하였을 때 그 성조가 LHLL~LLHL로 수의적 교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 표준어로부터 도입된 ‘-(으)니까’가 LH형 일부 어간과
의 결합에서 LLHL로 실현되던 중, 다른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의 성조에 유추하여
(예. 다르모 [LHL], 다르이 [LHL], 다르이까네 [LHLLL]) LHLL로도 실현될 가능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LLH형과 LHH형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LLH형이 LHH형처럼 실현된다. 

이 변화는 3음절 체언에서와 마찬가지로 LLH형과 LHH형이 ‘-더라’, ‘-게따’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미와의 결합형을 제외한 나머지 활용형에서 음
성적 실현이 유사한 점을 기반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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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부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 지역의 성조소 목록과 성조형을 공시적
으로 기술하는 한편, 이 지역의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에서 나타나는 성조상의 변화
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고에서는 이 지역에 존재하는 성조
소들과 복합조들의 목록을 확정하였다. 이후 곡용과 활용에서의 성조 실현 양상을 
어간의 음절수에 따라 확인하고 체언과 용언 어간을 몇 가지의 성조형으로 분류하
였다. 또한 세대 간에 성조가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 어간들을 기술하고, 그 변화의 
특성과 동인을 고찰하였다. 먼저 중요한 논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 지역어의 성조소는 고조(H)와 저조(L) 두 가지가 있다. 성조소간의 결합으
로 이루어지는 복합조는 고저복합조(H·L), 저고복합조(L·H)가 있다. 

2) 부산 지역어의 체언·용언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조형이 존재한다.
- 1음절 어간: H(H)형, H형, L형
- 2음절 어간: HH형, HL형, LH(H)형, LH형
- 3음절 어간: HHL형, HLL형, LHH형, LHL형, LLH형

용언에만 존재하는 성조형은 다음과 같다.
  - 1음절 어간: H·L형
  - 2음절 어간: LH·L형
  - 3음절 어간: LLH·L형

3) 부산 지역어의 체언‧용언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대 간의 성조 변화가 
관찰된다.

- 어간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곡용형‧활용형이 HL…로 실현되는 성조형은 변화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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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쉬우며 변화의 결과로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곡용형‧활용형이 LH…로 실
현되는 성조형은 변화를 쉽게 입지 않으며 변화의 결과로서 빈번히 나타난다. 

- 3음절 어간의 LLH형과 LHH형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가운데, LLH형이 LHH형에 
유사하게 실현된다.

 
체언에만 보이는 세대 간의 성조 변화는 다음과 같다.

- 규칙적 H(H)형의 실현 비율이 낮아지고, 변칙적 H(H)형의 실현 비율이 높아진
다. 

용언에만 보이는 세대 간의 성조 변화는 다음과 같다.
- LH형에 속하면서 모음 혹은 유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 ‘-(으)니까’와 결합하

였을 때 그 성조가 LHLL~LLHL로 수의적 교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부산 지역어에 존재하는 성조형을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
로 현재 부산 지역의 노년층과 청년층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조 변화를 포착하
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체언과 용언 전반에서 유효한 성조형과 세대 간의 성조 변화
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부산 지역어의 성조를 중세국어 성조의 자료와 이론에 치밀하게 연결시키
지 못해, 더 긴 시간 속에서 성조 변화의 흐름을 읽어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또 
이 연구는 성조 변동과 성조 변화의 동인을 기술하면서 세련되고 정교하지 못하였
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후속 논의에서 이러한 부족함을 채운다면 부산 지역어뿐
만 아니라 해당 방언권 전체의 성조 변화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기대해 본다.



- 85 -

참고문헌

곽충구(1994), ≪함북 육진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김경아(2008), 패러다임 간의 유추에 따른 어간 재구조화, ≪어학연구≫ 140, 

103-129.
김동은(2015),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국어연구≫ 

253, 국어연구회.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국어연구≫ 150, 국어연구회.
김성규(1989), 활용에 있어서의 화석형, ≪주시경학보≫ 3, 탑출판사, 159-165.
김성규(1994), 중세국어의 성조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김성규(2006), 음장의 변화 방향, ≪이숭녕선생퇴임기념 국어학논총≫, 태학사, 

267-290.
김성규(2009), 15세기 한국어 성조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 56, 국어학회, 

3-31.
김세환(2005), 청송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국어연구≫ 180, 국어연구회.
김영만(1966), 경남 방언의 성조 연구, ≪국어학≫ 31, 국어학회, 85-115.
김영만(1986),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대학원(박사).
김완진(1973), ≪중세국어성조의 연구≫(국어문화연구총서 11), 국어문화연구소.
김주원(1991가), 경상도방언의 고조의 본질과 중세국어 성조와의 대응에 대하여, 

≪언어학≫ 13, 한국언어학회, 75-93.
김주원(1991나),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방법: 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어학연구≫ 27-3, 서울대 어학연구소, 585-607.
김주원(2000), 영남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91-115.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김차균(1997), 우리말 성조 연구의 성과와 미래의 방향, ≪언어≫ 18,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61-313.



- 86 -

김차균(2002), 창원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의 비교, ≪우리말 글≫ 25, 우리말글학
회, 1-80.

김차균 외(2008), 경남 동남부 방언의 성조 체계, ≪언어학≫ 50, 한국언어학회, 
23-105.

김 현(2003), 활용상에 보이는 형태음운론적 변화의 요인과 유형, 서울대대학원(박
사).

박숙희(2005),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대학원(박사).
박숙희(2008),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역락.
박순형(2011), 실험음성학적 방법에 의한 경남 방언의 성조 변화 연구, 한양대대학

원(석사).
박지희(2010), 고령방언의 성조 체계 연구, 경북대대학원(석사).
유필재(2001), 중세국어 성조 연구사, ≪울산어문논집≫ 15,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133-158.
이문규(2011), 국어 방언 성조의 성격과 성조 체계 기술의 기본 단위, ≪국어학≫ 

60, 국어학회, 68-98.
이상억(1979), 성조와 음장, ≪어학연구≫ 15-2, 서울대 어학연구소, 123-139.
이진호(2005), ≪국어음운론강의≫, 삼경문화사.
이토 다카요시(2011),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국어학≫ 60, 국어학

회, 182-210.
이토 다카요시(2015), 동남방언 성조의 지역적 분화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이혁화(1994), 금릉방언의 성조 연구, ≪국어연구≫ 119, 국어연구회.
이효신(2004), 부산방언의 음운현상에 관한 연구, 명지대대학원(석사).
임석규(1999), 영주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60, 국어연구회.
임석규(2003), 동남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

회, 37-69.
임석규(2014), 성조 현상을 토대로 한 방언구획론을 위하여, ≪방언학≫ 19, 한국방

언학회, 5-40.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87 -

정연찬(197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연구, 서울대대학원(박사).
최명옥(1990), 동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분포, ≪18회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대한

민국 학술원, 67-88.
최명옥(1994), 경상도 방언구획 시론, ≪외골 권재선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우골

탑, 861-892. 
최명옥(1998),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23-52.
최명옥(1999), 현대국어의 성조형과 그 분포, ≪한국문화≫ 25, 서울대 한국문화연

구소, 17-62. 
최보람(2013),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연구, ≪국어연구≫ 240, 국어연구회.
허 웅(195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외솔최현배선생 환갑기념논문집≫, 사상계사, 

479-519.
허 웅(1955), 방점연구, ≪동방학지≫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7-194.

Kenstowicz, Michael, Hyesun Cho and Jieun Kim(2008), A note on contrasts, 
mergers, and acquisitions in Kyungsang accent, Toronto Working 
Papers in Linguistic 28, 107-122.

Labov, William(1990), The intersection of sex and social class in the course of 
linguistic chang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 205-254.

Laver, John(1994), Principles of Phon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ke, K. L.(1948), Tone Lanugage, Ann Arbor: Univ. of Michigan Press.
Ramsey, S. R.(1974), 함경ㆍ경상 양방언의 엑센트 연구, ≪국어학≫ 2, 국어학회, 

105-132.
Ramsey, S. R.(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탑출판사. 
Ramsey, S. R.(1986), The Inflecting Stems of Proto-Korean, Language 

Research 22-2, 183-194.
Ramsey, S. R.(1991), Proto-Korean and the Origin of Korean Accent, Studies 

in the Historical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edited by William 
G. Boltz and Michael C. Shapiro, Amsterdam: J. Benjamins Pub. Co.



- 88 -

Utsugi, Akira(2007), The interplay between lexical and postlexical tonal 
phenomena and the prosodic structure in Masan/Changwon Korean, 
16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s, Saarland 
University, Saarbrücken. 

Utsugi, Akira(2009), Merger-in-Progress of Tonal Classes in Masan Changwon 
Korean, Language Research 45-1, 23-42.



- 89 -

<ABSTRACT>

Tonal Classes and Tonal Changes in Busan Dialect

Kim, Go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chronically describe the tonal system and 
the tonal classes in Busan dialect, and to inquire into tonal changes undergoing 
between older speakers and younger speakers in the same region. 

Chapter 1 states the purpose, the object, the methodology, and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study, and provides the literature review. 

In Chapter 2, the tonemes and compund tones of Busan dialect are listed. In 
Busan dialect, there are two tonemes, 'high tone(H)' and 'low tone(L)', and 
also two complex tones, 'high-low tone(H‧L)' and 'low-high tone(L‧H)'. 

Chapter 3 elaborates the tonal classes of nouns and predicates, which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tonal realization shown in the conjugation and 
declension. The tonal classes in Busan dialect are classified into two, depending 
on whether an inflected word-form allows one high tone or two high tones in 
a row. When two high tones are allowed in an inflected word-form, the tonal 
classes are subdivided according to whether the two high tones appear in the 
first and second syllables, or in the second and third syllables.

In Chapter 4, the generational tonal changes in Busan dialect are explored. 
The tonal classes in which the inflectional word-forms are realized such as H
L… are vulnerable to the tonals changes, and those in which the inflectional 
word-forms are realized such as LH… are rarely changed into other tonal 
classes, throughout nouns and predicates. Also, the distinction between 'LHH' 
and 'LLH' are blurred, and 'LLH' is realized similar to 'LHH', in both nou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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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ates. In nouns, the proportion of 'Regular H(H)' reduces, while that of 
'Irregular H(H)' increases. In predicates, stems belonging to 'LH' and ending 
with vowels and liquid consonants show the optional alternation between LHLL 
and LLHL, when combined with ending '-(으)니까'.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nd the discussion is 
followed. 

Key words: Busan dialect, toneme, compound tone, tonal class, tonal 
paradigm, generational t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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