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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모음의 완전순행동화에 대한 연구

배 윤 정

본고의 목적은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공시론적으로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도출되었다고 기술하는 어형들이 통

시적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다.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모음의 연쇄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선행 모음에 완전히 동화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어간 말음절 모음에 따라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의 지역 분포를 살

펴보았다. 먼저 모음 어간(이, 우, 오, 애, 에, 위, 외)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를 살펴

보았고, 다음으로는 ‘ㅎ, ㆆ’ 말음을 가지는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를 보았다. 

‘ㅎ, ㆆ’ 말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ㅎ, ㆆ’이 탈락하고 난 후 모음 

어미가 어간의 마지막 모음에 동화된다.

‘이, 우, 오’ 어간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서 동화형이 나타난다. ‘우’ 어간의 경우 ‘이, 오’ 어

간과는 달리 모음 어간보다 자음 어간의 활용형에서 동화형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에, 애’ 모음 어간은 전국적으로 동화형이 많이 나타난다. ‘위, 외’ 어간은 경기·충

북·전남 등에서 동화형이 나타난다.

한편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변화, 규칙의 확대, 어간의 재구조화가 그것이다. ‘이, 우, 에, 애, 위, 외’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은 음변화에 의한 것이고, ‘오’ 어간의 규칙은 어간의 재구조화에 의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어간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규칙은 음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음변화에 의하여 형성된 규칙의 적용 환경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활용형, 음변화, 규칙 확대, 어간 재구조화, 지역 분포.

학  번: 2015-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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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모음의 연쇄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선행 모음에 완전히 동

화되는 현상이다.1) 아래는 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나타나는 활용형이다.

(1) ㄱ. 기-+-어서 → 기이서 → 기:서2)

ㄴ. 포개-+-어라 → 포개라

ㄷ. 묵-+-었다 → 무우따

ㄹ. 쏘-+-아 → 쏘오

(1ㄱ, ㄴ)은 어미의 두음인 ‘어’가 나타나지 않고, (1ㄷ, ㄹ)은 ‘어’와 ‘아’가 어간 말

음절 모음과 똑같은 모음으로 실현되고 있다. (1)과 같은 현상을 공시론적으로 기술

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첫 번째는 어미의 두음이 어간 말음절 모음과 똑같이 동화되었다고 기술하는 것

이다. 이는 ‘완전순행동화(完全順行同化)’라는 이름으로 崔明玉(1976: 73)에서 논의

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지역어를 다루는 여러 논문에서 (1)과 같은 현상을 공시론

적으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라고 기술해 왔다. ‘기:서’와 같은 형태를 두고 어미의 

두음이 어간의 모음인 ‘이’에 동화되었다고 보는 근거는 어미의 두음이 보이지 않는 

대신 어간이 장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어미의 두음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장음도 실현되지 않는 예를 근거로 

어미의 두음이 탈락되었다고 기술하는 견해이다. 李秉根(1978: 13-16)에서는 

‘떼:-+-어서→떼:서’나 ‘패:-+-어서→패:서’에 대하여 어미의 ‘어’가 탈락한 것이

1)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를 통시적 변화의 과정으로 상정하는 논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조사나 어미가 교체를 보이는 공시론적 현상의 기술 도구로서의 공시 규칙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2) 임석규(2006: 1174), 林錫圭(2007ㄱ: 41), 이문규(2013: 31) 등을 따라 ‘기이서[HLL]→기:서

[FL]’와 같은 경우를 축약으로 본다. 이문규(2013: 31)에서는 음절수가 줄어들지만 어간의 성

조와 어미 두음의 성조가 축약되어 남아있을 경우 이를 성조형의 축약이라고 보고 있다(기

/H/-+-어서/LL/→기이서/HLL/→기:서/H·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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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았다. ‘떼:서(←떼:-+-어서)’나 ‘패:서(←패:-+-어서)’에서 나타나는 장음

은 어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음장이 유지되는 것이며, ‘패서(←패-+-어서)’와 같이 

어간이 단모음인 경우에는 활용형에서 장모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

다.

그러나 ‘어’가 탈락한다는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가 있다. ≪韓國方言資料

集≫에는 ‘phogÉ:(←포개-+-어. 疊. 경남 합천·의창·김해·양산)’ 등과 같은 예가 보

고되어 있다. ‘어’가 탈락한다면 ‘포개-+-어’는 ‘포개’가 되어야 하는데 장음이 나

타나는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음성적인 장음은 어간의 것이라고 할 수

도 없는데, 국어의 장음은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장음은 ‘포개:’가 

‘포개-+-어→포개애→포개:’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면 설명이 가능하

다.3)

한편 배주채(1998: 146-147)에서는 고흥방언에서 나타나는 ‘개:(←개-+-어)’

와 같은 어형에 대하여 ‘애, 외, 이, 위’ 뒤에서 어미의 두음인 ‘아, 어’가 각각 ‘애, 

에’로 바뀌는 ‘아, 어’ 전설화 규칙을 설정하였다. 고흥방언의 예를 부분적으로 가져

오면 아래와 같다.

(2) ‘애’ 어간: 개:-+-아 → 개애 → 개:

‘아’ 다형어간: 해-+-아 → 해애 → 해:

이러한 설명 방법은 고흥방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흥방언에서는 모든 전설모음 어간 뒤에서 모음 어미의 두음이 ‘애, 에’로 나타나기 

때문에, ‘애, 에’ 모음 어간에 한정하여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설정하는 것보

다는 어미의 두음이 어간의 모음의 전설성에 동화된다고 보는 것이 더 일관된 관점

이라고 할 수 있다.4)

3) 하신영(2004: 44)에서는 장음을 가지지 않는 동남 방언에서도 ‘깨:도(←깨-+-어도)’와 같이 

장음이 실현되는 어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장음은 어간이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완전순행동화를 거친 후 나타난 보상적 장음이라고 하였다.

4) 배주채(1998: 147)에서는 고흥방언에서는 ‘외, 이, 위’ 어간 등의 경우에도 ‘되-+-아→되애→

돼:, 기-+-어→기에→계:→게:, 뛰-+-어→뛰에→뛔:’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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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고는 전국의 활용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나 ‘오’ 모음 어간의 경

우에 ‘마추라(←맞추-+-어라. 경남 밀양)’, ‘쏘오(←쏘-+-아. 경북 예천·상주·금

릉·청도 등)’ 등과 같은 활용형을 가지는 지역이 있다. 본고에서 전설모음의 활용형

인 ‘포개(←포개-+-어)’에 대하여 전설성동화 규칙을 설정한다면, 후설모음의 이러

한 활용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위, 외’ 등의 다른 

전설모음 뒤에서 ‘어’가 ‘에’가 되지 않고 각각 ‘이, 위, 외’가 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고는 (1)의 현상을 모두 하나의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 규칙으로 기술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후로 이러한 어형을 공시론적

으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에 의한 동화형으로 보려 한다.5)

그런데 ‘기-+-어→기:’나 ‘포개-+-어라→포개라’와 같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으로 ‘기:’나 ‘포개라’의 도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공시론적인 기술일 뿐이다. 

실제로 모음 어미의 두음인 ‘어’가 어간 말음절의 모음에 완전히 동화되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시론적인 기술과 통시적 변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굽-(炙)’의 활

용형인 ‘구워’에 대하여 공시론적으로는 ‘구우-+-어→구워’로 ‘우>w’의 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기술하는데 역사적으로 ‘구워’는 ‘구>구워’로 ‘ß>w’의 변화로 인

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6) 이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

ㄱ)의 ‘기:’를 예로 들자면, ‘기:’는 역사적으로는 ‘기-+-어→기어>겨:>게:>기:’, 즉 

활음화, ‘여>에’ 축약, ‘에:>이:’ 고모음화를 순차적으로 겪어 형성된 어형이다.

또한 똑같이 공시론적으로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으로 설명되는 어형이라고 

하여도, 그 역사적 형성 과정은 다를 수 있다. 앞서 ‘기:’는 ‘기-+-어→기어>겨:>

게:>기:’(활음화, 축약, 고모음화)’를 거쳐서 형성된 어형이라고 하였다. 이는 곧 활

5) 본고의 목적은 ‘기-+-어’가 ‘기이’로 나타나고, ‘보내-+-어서’가 ‘보내서’로 나타나는 등 국어

에 존재하는 이 현상이 전국적으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현재와 같은 양상을 가지게 

된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고에서 위와 같은 현

상을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로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지, 이 현상을 ‘어’ 탈락이나 

다른 동화 현상으로 볼 가능성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

6) 반면 공시태와 통시태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예로는 전설모음화를 들 수 있다. 몇몇 방언에

서 찾을 수 있는 ‘낮-+-으면→나지면’과 같은 예는 형태소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즐-(泥)>

질-’와 같이 전설모음화로 설명할 수 있다. 전설모음화의 경우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기술이 일

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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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 ‘여>에’ 축약, ‘에:>이:’ 고모음화 중 하나라도 겪지 않은 지역에서는 음변화

에 의하여는 ‘기:’와 같은 활용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변화는 형

태소 내부에서 경계로 확대되므로 형태소 내부에서 음변화가 없었거나 활발하지 않

은 경우 형태소 경계에서의 변화가 활발하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모두 겪지 않았는데도 ‘기:’와 같은 활용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경남 서부가 그러한 예이다. 경남 서부는 ‘기:’와 같

은 활용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형태소 내부에서 장모음 ‘에:’가 ‘이:’로 변하는 고모

음화에 의한 어형이 거의 보고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기:’는 음변

화가 아닌 다른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같은 활용형을 가

지고 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차이로 규칙 형성의 과

정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먼저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

는지를 확인하고, 공시론적으로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도출되었다고 

기술하는 어형들이 통시적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를 추론하는 

것이다. 각 어형들이 현재와 같은 분포를 보이게 된 원인은 그 어형들이 배경으로 

하는 지역어의 특징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어마다 가지고 있는 음운 체

계와 음운 변화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자료는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7-1995)의 ≪韓國方言資料集≫(이하 ≪자료집

≫)을 주된 자료로 하였고, 보조 자료로 국립국어원(2005-2013)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와 각 지역어 논문에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제2장에서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의 지역 분포를 확인하고 제3장에서는 규

칙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를 추론하여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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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의 지역 분포

2.1. 모음 어간의 활용

‘아’, ‘어’를 제외한 모음 어간(이, 오, 우, 에, 애, 위, 외) 뒤에 모음 어미가 결합

할 때에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 ‘어’ 모음 어간을 제외하는 것

은 ‘가-+-아서→가서, 서-+-었-+-다→섰다’와 같이 어간과 어미의 모음이 같으

면 필수적으로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를 탈락으로 보는 이유는 ‘기

-+-어서→기:서’와 같은 모음의 완전순행동화에 의한 어형과 달리 ‘가서’나 ‘섰다’

에서는 장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이진호 2008: 304).

2.1.1. ‘이’ 모음 어간

‘이’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나오는 어형과 그 도출 과정은 아래와 

같다.7)

(3) ㄱ. Xi-+-əY → XiəY(또는 XijəY)

ㄴ. Xi-+-əY —(활음화)→ Xjə:Y

ㄷ. Xi-+-əY —(활음화)→ XjəY —(활음탈락)→ XəY

ㄹ. Xi-+-əY —(활음화)→ Xjə:Y ―(축약)→ Xe:Y

ㅁ. Xi-+-əY —(활음화)→ Xjə:Y —(전설성동화)→ Xje:Y

ㅂ. Xi-+-əY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XiiY(또는 Xi:Y. 이하 ‘이’ 동화형)

7) ‘기-(匍)’, ‘피-(開)’ 등 어간 말음절이 ‘Xi-’인 어간을 ‘이’ 모음 어간이라고 하고, ‘잇-(接)’, 

‘짓-(作)’ 등 어간 말음절이 ‘XiC-’인 어간을 ‘이’ 자음 어간이라고 부르겠다. 다른 어간도 마찬

가지로 어간 말음절이 모음 ‘A’로 끝나면 ‘A’ 모음 어간, 어간 말음절 모음이 ‘A’이면서 자음 말

음을 가지는 어간은 ‘A’ 자음 어간이라고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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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은 ‘기-+-어→기어’와 같이 어떠한 음운 현상도 일어나지 않아 ‘XiəY’ 연쇄

를 유지하는 어형이다. 여기에는 ‘Xi-’ 뒤에서 활음첨가가 일어난 ‘XijəY’와 같은 어

형도 포함된다. 모음 ‘이’와 ‘어’의 연쇄에는 여느 두 모음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이 구간이 존재하는데, 김현(2016: 26)에서는 제1포먼트가 커지고 제2포먼트가 작

아지는 ‘이어’의 전이 구간은 /j/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XiəY’에서의 전이 

구간이 활음으로 인식되면 ‘XijəY’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XiəY’와 

‘XijəY’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어형으로 보기로 한다.

(3ㄴ)은 ‘기-+-어→겨:’와 같이 어간의 ‘이’가 활음화를 겪은 어형이다. (3ㄷ)은 

‘지-+-어→져→저’와 같이 활음화가 일어난 후에 활음이 탈락한 어형이다. 이 어형

은 주로 핵모음 ‘이’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음인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데, 다음절 

어간의 경우 ‘마서써요(←마시-+-었-+-어-+-요. 강원 철원·명주), 드서요(←드

시-+-어-+-요. 강원 양구·인제·정선), 때러서(←때리-+-어서. 전남 함평)’ 등과 

같이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이 아닐 때에도 나타난다.8) (3ㄹ)은 ‘기-+-어→겨:→

게:’와 같이 활음화와 축약이 일어난 어형이다.

(3ㅁ)은 ‘기-+-어’에 대하여 ‘계:’, ‘기에’ 등과 같이 나타나는 어형이다. 전국적

으로는 드물지만 강원도 북부 지역에서는 더러 보고된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이’

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음일 때, 즉 ‘지-, 찌-, 치-’ 등의 경우에는 항상 ‘저, 

쩌, 처’와 같이만 나타난다. 또한 ‘계:’, ‘기에’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모음이 ‘이’와 

‘위’일 때에만 나타나며, ‘기에’는 1음절 어간의 활용에서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계:’나 ‘기에’는 ‘기-+-어→겨:→

계:(~기에)’와 같이 활음화와 전설성동화를 거쳐 나타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김봉

국(2007: 71-72)에서는 강원도 태백 지역에서 나타나는 ‘말례(←말리-+-어. 乾)’ 

등과 같은 어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총 네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다.

8) 李秉根(1973: 141-142)에서는 강릉·삼척·울진 지역어를 대상으로 ‘이’ 모음 어간에 모음 어미

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았다. 삼척과 울진의 경우 ‘지다, 치다’와 같은 일부 단어의 경우에만 ‘저, 

처’와 같이 활음이 탈락하는 어형을 택하고 나머지는 ‘갈체(←갈치-+-어), 마세(←마시-+-

어), 주무세(←주무시-+-어)’ 등으로 ‘여>에’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반면 강릉에서는 ‘갈처, 마

서, 지무서’ 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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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말리-+-어 ─(활음화)→ 말려 ─(축약)→ 말레 ─(활음첨가)→ 말례

ㄴ. 말리-+-어 ─(활음첨가)→ 말리여 ─(축약)→ 말리에 ─(활음화)→ 말례

ㄷ. 말리-+-어 ─(전설성동화)→ 말리에 ─(활음화)→ 말례

ㄹ. 말리-+-어 ─(활음화)→ 말려 ─(전설성동화)→ 말례

김봉국(2007: 71-72)에서는 이 중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4ㄱ)이라고 하였는데,9)

(4ㄷ, ㄹ)은 국어 음운사나 다른 방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설성동화가 가능한 변

화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4ㄴ)은 형태소 내부의 ‘여→에’ 축약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3ㅁ)과 같은 활용형에 대한 공시적 규칙으로는 (4ㄹ)이 가장 합리적이라

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먼저 같은 지역에서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인 경우에 ‘저, 

쩌, 처’와 같은 어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저(←지-+-어)’와 같은 활용형은 ‘지

-+-어→져→저’와 같이 활음화 이후 곧바로 활음이 탈락한 결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모음 어간들도 우선은 ‘기-+-어→겨:’와 같이 활음화가 일어난 

어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ㄴ, ㄷ)처럼 먼저 ‘지에’와 같은 어형을 거

친다면 ‘저’는 나올 수 없다.

또 (3ㅁ)과 같은 어형은 어간이 ‘이’일 때뿐 아니라 ‘위’일 때에도 나타난다(쉬

-+-어→:[춘성·횡성·평창·명주·영월·정선·삼척], 쉬에[화천·양구·인제·고성·홍천·영

월]). (3ㅁ)과 같은 활용형이 어간의 모음이 ‘우’나 ‘오’ 등일 때에는 나타나지 않고 

전설모음인 ‘이·위’의 경우에만 나타난다는 점은 ‘계:’와 같은 활용형이 전설성동화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10)

한편 ‘기에’는 ‘계:’를 느리게 발화하였을 때 나타나는 어형으로 보인다. ‘기에’와 

같은 활용형은 1음절 어간의 활용에서만 나타나고 다음절 어간의 활용에서는 보고

되지 않는데, 이는 ‘기에’가 장음인 ‘계:’를 느리게 발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장음이 

9) 축약이 일어날 때 화자의 어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어간이 ‘이’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활음을 

남기면서 ‘예’로 축약된다고 하였다.

10) ‘이’ 모음 어간의 경우에도 ‘기어→기에→계:’가 아니라 ‘기어→겨:→계:’의 과정으로 보고 있듯

이, 어간 말모음 ‘위’인 경우에도 모음 어미의 두음이 ‘위’의 전설성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활

음의 전설성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위’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 쉬에’와 같

은 어형들에 대하여는 2.1.5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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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다음절 어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다.

(3ㅂ)은 ‘기-+-어→기이’와 같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도출된 어

형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 동

화형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다.

≪자료집≫에 조사된 1음절 ‘이’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아래 (5)와 같다.11)

(5) ㄱ. 이-어(載. Ⅲ.16-1.보충5).

ㄴ. 띠-어(走. Ⅰ.682).12)

ㄷ. 삐-어(摺. Ⅲ.16-1.D), 피-어(開. Ⅲ.16-1.C).

ㄹ. 기-어(匍. Ⅰ.680.B), 끼-어(揷. Ⅲ.16-1.A).

위의 항목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 (6)과 같다.

(6) ㄱ. 이-어(載)

í:ra 경남 거창.

ira 경북 안동·선산·영일·경산·고령; 제주 북제주.13)

ㄴ. 띠-어(走)

t′íi 경북 영풍·봉화·예천·안동·영양·의성·청송·영덕·금릉·선산·군위·영일·성주·

칠곡·경산·영천·청도·월성; 경남 양산·통영. t′íisƎ 경북 상주.

11) 지역에 따라 조사여부나 기저형의 차이 등으로 항목들이 모두 반영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

편 핵모음 ‘이’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음인 경우에는 ‘Xi-+-əY→Xjə:Y’의 활음화 후 활음이 

바로 탈락한다. ‘이’ 동화형이 통시적으로 ‘여:>에:>이:’의 과정을 거친 것을 고려하여 선행 자음

이 경구개음인 어휘 항목은 제외한다. 여기에는 ‘기->지-’와 같이 구개음화를 통하여 기저형이 

경구개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인 경우에도 ‘이’ 동화형

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12) 충북 단양, 충남 홍성·논산, 경북 영풍·봉화·문경·예천·안동·영양·상주·의성·청송·영덕·금릉·선산·

군위·영일·성주·칠곡·경산·영천·청도·월성(울진·고령·달성 제외 전 지역), 경남 합천·밀양·울주·함

양·산청·의령·진양·의창·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거창·창녕·하동·함안 제외 전 지역)에

서는 ‘뛰-’가 ‘띠-’로 나타나 여기에 포함하였다.

13) 장단(長短)이 운소로서 기능하지 않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활용형에서 장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어간이 장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활용형에서는 장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도 있다. 한편 후술하겠지만 전북·충남·제주에서 나타나는 동화형은 ‘-으X’ 어미가 결합하여 ‘으’

가 탈락한 어형이므로 어간의 장음이 유지되지 않는 한 장음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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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í: 경남 합천·밀양·울주·함양·의령·진양·의창·김해·사천·거제.

t′i:ra 충북 단양.

ㄷ. 삐-어(摺)

p′íisƎ 경북 영풍·봉화·울진·예천·안동·영덕·영천·고령·청도·월성. p′íit′a 경북 

문경·영양·상주·의성·청송·군위·영일·성주·칠곡·경산. p′íiga 경북 선산·달성.

p′i:sə 충북 단양·괴산·옥천·영동; 전북 순창.

피-어(開)

phiít′a 경북 봉화·울진·문경·금릉·선산·군위·영일·성주·칠곡·경산·영천·고령·달

성·청도·월성; 경남 창녕·통영·거제.

phí:sƎ 경남 울주.

phi:sə 강원 고성; 충북 단양; 전남 곡성·여천·완도; 경남 밀양·함양. phi:sƎ 

경북 예천·안동·영양·상주·의성·청송; 경남 하동·진양. phi:t′a 강원 홍천; 충

북 보은·영동.

phisƎ 경남 거창·사천·남해.

ㄹ. 기-어(匍)

kíi 경남 거창·양산·통영·거제.

kí: 경남 합천·창녕·밀양·울주·함양·의령·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사천·고성·

남해.

ki: 경기 남양주·용인; 강원 고성; 충북 단양·보은·영동; 전북 완주; 전남 여

천·완도; 경북 영풍·울진·예천·안동·영양·의성·청송·영덕·금릉·선산·군위·영일·

성주·칠곡·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월성. ki:ga 경북 봉화. ki:sƎ 경북 문경·

상주.

끼-어(揷)

k′ii 경남 함양·사천.

k′i: 경남 울주.

k′ittəra 강원 고성.

이 중 전북과 제주에서 나오는 ‘Xi:Y’형은 ‘Xi-+-əY’의 연쇄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14) 김옥화(2001: 72-73)에서는 부안을 비롯한 전북방언에는 ‘-어

야, -어서, -어도, -어라, -어, -었-’ 등과는 별도로 ‘-으야, -으서, -으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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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으, -읐-’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15) 한편 제주도에서는 명령형 어미가 결

합하였을 때에만 ‘이’ 동화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의 명령형 어미가 ‘-어라’

가 아닌 ‘-으라’이기 때문에 ‘-으라’가 결합한 후 ‘으’가 탈락한 어형으로 보인다.16)

또한 충남에서 나타나는 어형도 탈락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1음절 

‘이’ 모음 어간의 경우에는 동화형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한영목(1999: 66), 박숙희

(2010: 149-151) 등에서는 충남에는 ‘-어야’가 아닌 ‘-으야’ 어미가 있다고 한다. 

다음절 ‘이’ 모음 어간을 대상으로 ≪자료집≫에 보고된 자료를 확인하여도 충남에

서 나타나는 동화형은 항상 ‘-어야’ 어미가 결합하는 때이다.

(7) ㄱ. 그 사람얼 데려다 사위 삼으야겠어.  (한영목 1999: 66)

ㄴ. 마그야(←막-+-으야), 으드야(←읃-+-으야. 得), 드러쓰유(←들-+-었

-+-으유), 몰라쓰요(←몰-+-랐-+-으요)  (박숙희 2010: 150)

ㄷ. 말리야(당진·천원·예산·청양·공주·부여·서천·대덕·금산), 넓히야(서산·당진·아

산·천원·예산·청양·부여·서천·논산·대덕·금산)  (≪자료집≫)

정리하면 전북과 제주, 충남에서 나타나는 동화형은 ‘-어X’ 어미가 결합하여 ‘어’

가 어간의 마지막 모음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으X’ 어미가 결합하여 ‘으’가 탈락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북·제주·충남에서 나타나는 동화형은 지도나 통

계에서 제외할 것이며, 이는 이후 다른 어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전북·제주·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어, 띠-어’ 등 총 6개 항목이 ‘이’ 동화형

으로 나오는 비율을 지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비율은 해당 군마다 조사된 1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형의 총 개수를 분모로 하고, 그 중 ‘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활용형의 수를 분자로 하여 이를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14) 전북 완주에서 나오는 ‘ki:’와 순창에서 나오는 ‘p′i:sə’의 장음(:)은 어간의 장음이 유지된 것으

로 보인다(완주 ki:go; 순창 p′i:dəl).

15) 그 근거로는 첫째, ‘끄야(←끄-+-어야), 쏘야(←쏘-+-아야)’와 같이 어미가 ‘-어/아X’인 경

우 설명할 수 없는 활용형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로 ‘있이야(←있-+-으야), 빨이야(←빨-+-

으야), 걷이야(←걷-+-으야)’ 등 ‘으>이’ 전설모음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어형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먹으야, 깎으야, 벗으야’ 등 표면형에 ‘으’가 나타난다는 점 등이 있다.

16) 이기갑(2003: 323, 329)에 따르면 제주도의 해라체의 명령형 어미는 ‘-으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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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1음절 ‘이’ 모음 어간 활용의 ‘이’ 동화형

<지도 1>을 보면 1음절 ‘이’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였을 때 가장 동화

형이 많이 나타나는 곳은 경상도 지역이다. 특히 경북은 전체 평균 75%의 높은 비

율로 ‘이’ 동화형이 나오는데, ‘이-어(載)’ 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모

든 항목이 동화형으로 나타난다. 경남은 전체 평균 62%의 비율로 ‘이’ 동화형이 나

타난다. 崔明玉(1995: 169, 188 지도1)에서는 ‘비-(空)’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였을 

때의 음성형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비:’로 나타나는 지

역은 대개 동남방언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고에서 살핀 ‘이’ 동화형의 지역적 분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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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체로 일치한다.

경남 산청은 ‘여라’로 나타나는 ‘이-어(載)’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XiəY’형으로 

나타나며 ‘이’ 동화형은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裵秉仁(1984: 70-71)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산청에서도 ‘phí:sƎ(←피-+-어서), kí:sƎ(←기-+-어서), t′í:sƎ(←띠

-+-어서. 走), í:sƎ(←이-+-어서. 茨)’ 등 경구개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 뒤에서, 

그리고 선행 자음이 없을 때에도 ‘이’ 동화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7) 그러므로 ≪자료집≫에는 산청에서 ‘이’ 동화형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는 자

료의 문제이며, 산청에도 ‘이’ 동화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 함안은 25%의 낮은 비율로 동화형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구현옥(1992: 

18-19)에서는 함안에서 ‘기-, 띠-(떼-, 分離), 띠-(뛰-), 비-(베-), 시-(쉬-, 

休), 시-(쉬-, 變味), 이-(載), 지-(載), 티-(튀-)’ 등의 어간에 ‘-어서, -어도, 

-어야’ 등의 어미가 결합하였을 때 모두 동화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있다. 

그러므로 함안에서도 동화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8)

≪보고서≫에도 1음절 ‘이’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항목이 조사되어 

있다.19) ‘이-어(戴. 32038-0-5), 이-어(盖. 32141-0-2), 띠-어(走. 

32232-0-2), 티-어(跳. 32178-0-2), 시-어(饐. 32099-0-2), 시-어(休. 

32148-0-2), 시-어(酸. 32325-0-2), 비-어(空. 32228-0-2), 기-어(匍. 

32037-0-5), 끼-어(霧. 32091-0-2), 끼-어(揷. 32177-0-2), 끼-어(屁. 

32182-0-2), 히-어(曲. 32277-0-2), 히-어(白. 32100-0-2)’의 총 14개가 있

17) 후술하겠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산청에서 경구개음이 선행하는 경우에도 동화형이 보고된

다.

18) 구현옥(1992: 19)에서는 ‘기:서, 비:도, 띠:야’ 등과 같은 어형들을 어미 ‘어’의 탈락으로 보고 

있다.

19) ≪자료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가 된 반면, ≪보고서≫는 각 도마다 6~7개의 지역에 대하

여 조사가 되어 있다. 조사된 지역은 경기 용인·화성·포천·파주·양평·이천·강화, 강원 삼척·원주·

양양·홍천·평창·인제·정선, 충북 제천·청원·중원·옥천·보은·영동, 충남 공주·대전·논산·서천·예산·서

산·천안, 전북 완주·남원·무주·옥구·고창·임실, 전남 곡성·진도·영광·보성·영암·신안·광양, 경북 의

성·청도·고령·청송·상주·월성·봉화, 경남 고성·의창·창녕·산청·남해·울주·하동, 제주 남제주·북제주 

등이다(지명은 ≪자료집≫에 맞추었다.). ≪보고서≫는 제1편 구술발화, 제2편 어휘, 제3편 음

운, 제4편 문법으로 이루어져있는데, 항목별로 조사가 되어있는 제3, 4편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

였고, 필요한 경우 제1편 구술발화를 참고하였다(이후 구술발화 자료인 경우 ‘구술발화 자료’라

고 언급). ≪보고서≫는 음성기호가 아닌 한글로 전사가 되어 있지만 동화형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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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화성 포천 파주 양평 이천 강화

0% 0% 0% 0% 0% 0% 0%

는데,20) 이 항목들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일부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21)

(8) ㄱ. 이-어(盖)

이′이따  경북 고령·청송; 경남 창녕·산청.  이′이도  경북 월성.

이^따  경남 고성·의창·남해·울주·하동.

이:라  강원 양양.  이:야  충북 옥천·보은.  이:따  전남 광양.

ㄴ. 시-어(酸)

시′이따  경북 청도; 경남 창녕·남해.  씨′이따  경남 의창.

시^따  경남 고성·하동.

시:서′  경북 의성.

시:서  강원 양양; 전남 광양.  시:라  충북 영동

ㄷ. 뀌-어(屁)

끼이따  전남 광양.

끼′따  경북 고령.

ㄹ. 히-어(白)

히′이′따  경남 고성·창녕·산청·남해.

히′:따  경남 울주·하동.

히′도  경북 의성.  히′따 경북 청도.

히:도  경북 월성.  히:따 전남 광양.

히서  강원 양양; 충북 제천·중원·영동.

위의 ‘이-어, 시-어’ 등을 포함한 총 14개 어휘 항목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비

율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 ‘뛰-어(休), 튀-어(跳), 쉬-어(饐, 休), 뀌-어(屁), 휘-어(曲), 희-어(白)’이 각각 ‘띠-어, 

티-어, 시-어, 끼-어, 히-어, 히-어’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 여기에 포함하였다.

21) ‘-으X’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충남·전북·제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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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 원주 양양 홍천 평창 인제 정선

0% 0% 42% 0% 0% 0% 0%

충북
제천 청원 중원 옥천 보은 영동 -

17% 0% 75% 10% 19% 55% -

전남
곡성 진도 영광 보성 영암 신안 광양

0% 0% 0% 0% 0% 0% 90%

경북
의성 청도 고령 청송 상주 월성 봉화

18% 46% 42% 82% 50% 72% 14%

경남
고성 의창 창녕 산청 남해 울주 하동

91% 55% 96% 90% 90% 88% 91%

<표 1> ≪보고서≫에 나타나는 1음절 ‘이’ 모음 어간 활용의 ‘이’ 동화형

표에서 굵은 선과 굵은 글씨로 표시한 지역은 ≪자료집≫과는 달리 동화형이 많

이 보고된 지역이다. 강원 양양, 충북 중원, 전남 광양은 ≪자료집≫에서는 동화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고서≫에서는 각각 42%, 75%, 90%의 비율로 동화형

이 나타난다. 비록 ≪자료집≫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는 자료의 문제이며, 이 지

역들에서도 동화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경남의 고성·창녕·산

청은 ≪자료집≫에서는 각각 25%, 33%, 0%의 낮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났지만 

≪보고서≫에서는 각각 91%, 96%, 90%의 높은 비율로 보고되므로, 이 지역들은 

동화형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보인다.

한편 ≪자료집≫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형을 살펴보았다. 경상도 지역은 동화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경상도에 인

접한 충북 단양·보은·영동, 전남 여천·완도 등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이’ 동화형이 

나타난다.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동화형보다는 다른 어형이 많이 나타난다. 경기

도에서는 대체로 활음화가 일어난 ‘Xjə:Y’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남양주·

옹진·화성·용인·안성은 ‘Xiə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경기에는 ‘여[jə]’, ‘이어[iə]’

에 대하여 ‘jɨ’, ‘iɨ’라고 나오는 지역이 더러 있었다. ‘기-어’ 항목으로 예를 들자면, 

파주·포천·강화·광주에서는 ‘kjɨ’, 화성·용인에서는 ‘kiɨ’라고 보고되어 있다.22)

22) 李翊燮(1972: 103)에 의하면 강릉에는 ‘jə’의 이음이 아닌 ‘jɨ’가 존재하는데(jə:n[鳶], jə:nk′

och[蓮]; jɨ:bu[與否], jɨ:ŋkam[令監], jɨ:nhata[軟]), ‘jɨ’는 항상 어두에서, 장음을 동반하고 나타

난다고 한다. 박숙희(2010: 147-148)에서는 충남에서도 별개의 음소로 ‘jɨ’가 존재한다고 하였

는데(jɨ:n[鳶], jɨ:bu[與否], jaŋnjɨm[양념], kɨrjɨgu[그리고] 등), ‘jɨ’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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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철원·춘성·홍천·양양·횡성·원성은 ‘XiəY’형, 고성은 ‘이’ 동화형, 그리

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XieY, Xje:Y’ 어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대체로 ‘Xjə:Y’형이 많이 나타났고, 음성과 괴산은 ‘Xiə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단양·보은·영동은 ‘이’ 동화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접한 경북 지

역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충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Xjə: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

고 홍성·청양·연기 등은 ‘XiəY’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북은 ‘Xe:Y’형이 가장 높게 나오는 장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XiəY’형

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전남은 구례와 고흥은 ‘Xe:Y’형, 여천과 완도는 ‘이’ 

동화형, 나머지 지역은 ‘XiəY’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제주는 남제주와 북

제주 모두 100%로 ‘XiəY’형이 나타난다.23)

한편 드물지만 ‘이’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음인 경우에도 ‘이’ 동화형이 나타나

는 지역이 있다. ≪자료집≫의 ‘지-어(負. Ⅲ.16-1.E), 치-어(打. Ⅲ.16-1.F), 찌-

어(肥. Ⅲ.16-1.G)’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저, 쩌, 처’와 

같이 나타나는데 경북 영덕·영일·성주·경산·영천에서는 ‘찌-어’에 대하여 ‘č′it′a’, 경

북 문경·상주에서는 ‘치-어’에 대하여 ‘čhit′a’가 보고되었다. 

≪보고서≫에는 ‘지-어(負. 32201-0-2), 지-어(握. 32045-0-5), 찌-어(蒸. 

32283-0-2)’가 조사되어 있는데, ‘지-어(握)’에 대하여는 경북 청송, 경남 고성·창

원·창녕·산청·남해에서 ‘지′읻따’, 경남 하동에서 ‘짇^따’, 충북 영동에서 ‘지:서’, 전

남 광양에서 ‘지:따’가 보고되었고, ‘찌-어’에 대하여는 경남 창원과 창녕에서 ‘찓′

따′’가 보고되었다. 경구개음이 선행할 때에 동화형이 나타나는 곳은 다른 자음이 선

행하는 경우에도 동화형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지금까지 1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이’ 동화형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상도 전 지역, 경상도에 인접한 충북의 단양·보은·영동, 전남 

여천·완도 등에서 ‘이’ 동화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편 전북, 제주

에서 나타나는 ‘Xi:Y’형은 ‘-으X’ 어미가 결합한 후 ‘으’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고모음화의 영향으로 보았다. 이 ‘jɨ’가 강원·충남 지역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3) 전북과 제주에서 나타나는 ‘Xi:Y’와 같은 활용형은 ‘-으X’가 결합하여 나온 것으로 보고 통계

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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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1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24) ‘이’ 동화형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나

타나는 지역을 규칙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았다.

(9) ㄱ. Ǝ→i / (C)i]v.st.+__Y  경북 청송·영일·경산; 경남 창녕·산청·하동·함안·의창·

고성·남해.

ㄱ′. Ǝ→i / (C)i]v.st.+__Y (C≠경구개음) 경북 안동·선산·고령·월성; 경남 거

창·울주.

ㄴ. Ǝ→i / Ci]v.st.+__Y  경북 영덕·성주·영천·문경·상주.

ㄴ′. Ǝ→i / Ci]v.st.+__Y (C≠경구개음) 

경북 영풍·봉화·울진·예천·영양·의성·금릉·군위·칠곡·달성·청도; 경남 합천·밀

양·함양·의령·진양·김해·양산·사천·통영·거제.

ㄷ. ə→i / (C)i]v.st.+__Y  전남 광양

ㄷ′. ə→i / (C)i]v.st.+__Y (C≠경구개음) 강원 양양; 충북 보은.

ㄹ. ə→i / Ci]v.st.+__Y  충북 영동.

ㄹ′. ə→i / Ci]v.st.+__Y (C≠경구개음)  강원 고성; 충북 중원·단양; 전남 여

천·완도.

경북 청송·영일·경산, 경남 창녕·산청·하동·함안·의창·고성·남해, 전남 광양은 선행

하는 자음의 존재나 종류와 상관없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 규칙이 가장 

넓게 적용되는 지역이다(9ㄱ, ㄷ). 경북 안동·선산·고령·월성, 경남 거창·울주, 강원 

양양, 충북 보은은 경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선행할 때에, 그리고 자음이 없을 때에 

규칙이 적용된다(9ㄱ′, ㄷ′). 경북 영덕·성주·영천·문경·상주, 충북 영동은 핵모음 ‘이’

에 경구개음을 포함한 자음이 선행할 때에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이다(9ㄴ, ㄹ). 나

머지 경상도 지역과 강원 고성, 충북 중원·단양, 전남 여천·완도는 경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선행할 때에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9ㄴ′, ㄹ′).

24) 경상도 지역은 ‘ɨ’와 ‘ə’가 합류되었기 때문에 ‘-어도, -어야, -어라’ 등 모음 어미의 두음을 

‘Ǝ’로 표시한 것이며, ‘-어모(으면)’ 등과 같은 기원적인 ‘으(ɨ)’계 어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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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료집≫에서 조사된 다음절 ‘이’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아래 (10)과 같다.

(10) ㄱ. 보이-어(見. Ⅰ.692-1.B), 삐이-어(摺. Ⅲ.16-1.D),25) 쌓이-어(積. 

Ⅰ.653-1.B).

ㄴ. 끓이-어(湯. Ⅰ.629-1.B), 내리-어(降. Ⅲ.16-1.보충6, Ⅰ.693.보충1), 드

리-어(納. Ⅰ.636.보충2~4), 들이-어다 본다(䚅. Ⅰ.694), 때리-어(打. 

Ⅰ.700.B), 뚫리-어(穿. Ⅱ.47.2), 말리-어(乾. Ⅰ.658-3), 말리-어(止. 

Ⅰ.708.B), 버리-어(棄. Ⅰ.662.B, Ⅰ.662.보충1,2), 잃어(잊어)버리-어(棄. 

Ⅰ.643-1, Ⅰ.643-2),26) 빨리-어(浣. Ⅱ.43.1), 실리-어(載. Ⅰ.663-1), 

알리-어(告. Ⅰ.697-1.B, Ⅰ.697-1.보충, Ⅲ.09.C), 올리-어(登. Ⅰ.693), 

어리-어(幼. Ⅲ.15-3.C), 얼리-어(凍. Ⅰ.657-1.B), 풀리-어(解. 

Ⅲ.09.B), 홀리-어(惑. Ⅱ.50), 흐리-어(濁. Ⅲ.19-1.보충3), 기다리-어

(待. Ⅱ.51, Ⅲ.17-1.E), 두드리-어(叩. Ⅲ.17-1.D), 매달리-어(懸. 

Ⅰ.651-1), 지껄이-어(喧. Ⅰ.695.B),27) 드시-어(食. Ⅲ.16-1.보충3), 마

시-어(飮. Ⅰ.631.B, Ⅲ.16-1.보충2), 모시-어(侍. Ⅰ.710.B), 부시-어(照. 

Ⅲ.16-1.보충1).

ㄷ. 디비-어(索. Ⅰ.644.B, Ⅰ.644.보충),28) 비비-어(刮. Ⅲ.17-1.A), 후비-

어(穵. Ⅰ.712.B), 넓히-어(擴. Ⅰ.590-1.B), 높이-어(高. Ⅰ.588-1, 

Ⅲ.19-5.보충2), 잡히-어(捕. Ⅲ.09.A), 더럽히-어(汚. Ⅲ.09.보충3,4).

ㄹ. 감기-어(洗. Ⅲ.09.D), 곪기-어(膿. Ⅰ.713-1), 구기-어(皺. Ⅰ.135, 

Ⅰ.135-1.B), 당기-어(引. Ⅲ.17-1.B), 먹이-어(哺. Ⅰ.626-1.B), 숨기-

어(匿. Ⅰ.641.B), 신기-어(履. Ⅰ.719-1), 옮기-어(遷. Ⅰ.690-1.B), 튀

기-어(彈. Ⅰ.635-1.B), 닦이-어(抆. Ⅱ.46.2), 맡기-어(任. Ⅰ.645-1), 

25)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서 ‘삐-’가 ‘삐이-’로 나타나(삐이지, 삐이서, 삐이따) 여기에 포함하였

다.

26) ‘잃어버리-’와 ‘잊어버리-’를 구분 없이 쓰는 지역이 많아서 두 단어를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

서 다루었다.

27) ‘지껄이-어’ 항목에 대하여 경남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씨부리-’가 기본형인 것으로 보고되는

데, 마찬가지로 ‘Xi-əY’ 연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형이므로 ‘지껄이-어’ 항목에 포함시켰다.

28) 경북에서는 ‘뒤지-’가 ‘디비-’로 나타나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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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이-어(縛. Ⅰ.664-1, Ⅲ.19-4.보충2), 바끼-어(變. Ⅰ.646-1),29) 벗기

-어(剝. Ⅰ.714-1), 씻기-어(修. Ⅰ.640-1.B), 쫓기-어(被追. Ⅲ.19-5.

보충3), 긁히-어(爬. Ⅰ.711-1), 밝히-어(照. Ⅰ.601-1.B), 식히-어(冷. 

Ⅰ.630.B), 썩히-어(腐. Ⅰ.661.B), 읽히-어(讀. Ⅰ.705-1), 가리키-어

(指. Ⅰ.702.B, Ⅰ.702.보충, Ⅰ.702-1.B)30).

위의 어휘 항목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일부 어간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11) ㄱ. 보이-어(見)

poíi 경북 영풍·예천·안동·영양·상주·선산·성주·달성.

poi 충북 영동.

ㄴ. 내리-어(降)

nɛrira 전남 곡성·광양·여천.

nerira 충북 단양·보은; 전북 진안·무주·장수. neri(nwa:ra 등) 전북 부안·정

읍·순창. nerida(ponda 등) 경기 시흥·양평·여주; 강원 인제·홍천·정선; 충

북 괴산; 전북 옥구·김제·익산·완주; 전남 구례. ne:ri pwa: 전북 장수.

nErira 전북 순창; 전남 담양.

nÉrira 경남 전 지역.

nirida pa:ra 충북 단양.

ㄷ. 비비-어(刮)

píbira 경북 봉화·안동·상주·금릉·선산. píbi 경남 거창·합천·밀양·함양·산청·

하동·진양·함안·의창·사천·고성·남해·통영.

pibíira 경북 문경·영양·군위·성주·고령·달성·청도. pibíisə 경북 칠곡.

pibí:경남 창녕.

pibí 경남 울주·의령·김해·양산·거제.

pibisə 전북 진안; 전남 담양·곡성·광양·여천. pibira 충북 보은; 전북 장수. 

pibit′a 충북 단양·영동; 전북 정읍·임실·순창.

29) ‘바뀌-(變)’가 ‘바끼-’로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 포함하였다.

30) ‘가리키-’와 ‘가르치-’를 구분 없이 쓰는 지역이 많아서 ‘가르치-어’ 항목도 함께 다루되, 기저

형이 ‘가리키-’로 보이는 경우만 포함하고 경구개음을 가지는 ‘가르치-’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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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당기-어(引)

t′áŋgi 경남 산청. táŋgira 경북 영풍.

taŋgira 전북 정읍·순창.

tɛŋgira 충북 보은.

t′ɛŋgira 충북 영동.

tEŋgira 전북 장수.

t′Éŋgi: 경남 창녕. t′Éŋgira 경북 영풍·문경·예천·안동·상주·의성·청송·금릉·

선산·군위·성주·고령·달성·청도·월성. t′ÉŋgisƎ 경북 칠곡. t′Éŋgi 경남 거창·

합천·밀양·울주·함양·의령·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양산·사천·고성·남해·통

영·거제.

전북·제주·충남에서 나타나는 동화형은 ‘-으X’ 어미와 결합한 후 ‘으’가 탈락한 것

으로 보인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보이-어, 내리-어’ 등 총 59개 항목이 

‘이’ 동화형으로 나오는 비율을 지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비율은 해당 군마다 조

사된 다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형의 총 개수를 분모로 하고, 그 중 ‘이’ 동화형으

로 나타나는 활용형의 수를 분자로 하여 이를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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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다음절 ‘이’ 모음 어간 활용의 ‘이’ 동화형

1음절 어간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이’ 동화

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역시나 가장 높은 동화율을 보이는 곳은 경상도 지

역으로, 경북과 경남에서 각각 69%, 97%의 높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 동북부 지역은 1음절 어간의 경우 높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났는데, 다음절 

어간의 경우 비교적 저조한 실현율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경북의 동북부 지역은 ‘이’ 동화형보다 ‘옹게따(←옮기-+-었-+-다. 영풍·봉화·

영양·영덕)’와 같은 ‘XeY’형이 많이 나타나며, 어간이 ‘에’ 모음을 가지는 쪽으로 재

구조화된 경우도 많다(따께엔다[抆. 영풍·봉화·울진·의성·월성], 뚤페엔다[穿.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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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의성·월성] 등). 崔明玉(1995: 169, 189 지도2)에서도 ‘비비-(捻)’에 모음 어

미가 결합할 때 ‘비비’가 나타나는 지역은 경북의 동북부를 제외한 동남방언과 전북

방언에서 실현되며, 경북의 동북부 지역은 ‘비비’가 아닌 ‘비베’가 실현되는 지역이라

고 하였다.

그 밖에 경북에 인접한 충북 단양(89%)·영동(62%), 경남에 인접한 전남 여천

(88%)에서 높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동화형이 나타나

지 않는다. 경기도에서는 전 지역에서 활음화가 일어난 ‘XjəY’형이 가장 높은 비율

로 나타난다. 강원도에서도 대체적으로 ‘XjəY’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인제·평창·영월·

정선·삼척은 ‘Xje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화천에서는 ‘XjəY’와 ‘XjeY’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충북은 단양과 영동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XjəY’형이 많이 나타나고, 보은에서는 

‘XjəY’와 동화형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충남은 전 지역에서 ‘XjəY’형이 가장 높은 비

율로 나타난다. 전북도 대체로 ‘XjəY’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진안·김제·임실·장

수·남원 등은 ‘Xe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정읍과 순창은 ‘XjəY’와 ‘XeY’가 비슷

하게 나타난다.

전남은 여천을 제외하면 대체로 ‘XeY’형이 높게 나타나는데, 장성·담양·곡성·신안·

영암·진도·강진은 ‘XjəY’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제주는 남제주와 북제주 

모두 ‘Xjə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31)

한편 ‘이’에 선행하는 자음이 경구개음인 경우에도 동화형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

다. ≪자료집≫의 ‘가지-어(Ⅰ.684-1), 뒤지-어(Ⅰ.644.B, Ⅰ.644.보충), 만지-어

(Ⅱ.48), 가르치-어(Ⅰ.702.B, Ⅰ.702.보충, Ⅰ.702-1.B), 갇히-어(Ⅰ.667-1), 다

치-어(Ⅲ.17-1.C), 무치-어(Ⅰ.634.B), 묻히-어(Ⅰ.634.보충2,3)’를 대상으로 하

였을 때, 동화형이 나타나는 양상은 아래 지도와 같다.

31) 충남·전북·제주에서 나타나는 ‘XiY’와 같은 활용형은 ‘-으X’가 결합하여 나온 것으로 보고 통계

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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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인 다음절 ‘이’ 모음 어

간 활용의 ‘이’ 동화형

경남과 경북 서부, 경북에 인접한 충북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나며 

경북 동북부는 비교적 낮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지도 2>, 

즉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이 아닐 때와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다음절 어

간의 활용형의 경우 단순히 동화형의 실현 양상만이 비슷한 것이 아니다.

앞서 1음절 어간의 경우,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이 아닐 때에 동화형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지역 중에 일부 지역에서만, 일부 어휘에 한정하여서만 동화형이 나타났

다. 그리고 동화형이 나타나지 않는 다른 지역들은 해당 지역에서 어떤 활용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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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우세하게 나타나는지와 상관없이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인 경우에는 ‘XəY’와 같

이 활음화가 일어난 후 활음이 탈락한 어형이 나타났다. 즉 1음절 어간의 경우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활용형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

다.

그런데 다음절 어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앞서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

이 아닐 때에 경북의 동북부지역은 동화형보다는 ‘XeY’형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

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1음절 어간의 경우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일 때에는 동화형이 보고되지 않았던 경남 

지역에서 다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이어도 다른 자음이 선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화형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1음절 어간의 경우와 같이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일 때와 아닐 때에 활용형

이 나타나는 양상이 확연히 다른 지역도 존재한다. 전남의 남부 지역(영암·진도·해

남·장흥·보성·완도 등)은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이 아닐 때에는 ‘XeY’형이 ‘XjəY’형과 

비슷하게 많이 나타나는 지역인데, 경구개음일 때에는 ‘XəY’만이 높은 비율로 나타

난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음절 어간의 경우 선행 자음의 종

류가 활용형의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다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이’ 동화형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남 전 지역, 경북의 서부, 경상도에 인접한 충북의 단양·보

은·영동, 전남 여천 등에서 ‘이’ 동화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편 

다음절 어간의 경우 1음절 어간과는 달리 선행 자음이 경구개음인지 아닌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마찬가지로 ‘이’ 동화형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나타나는 지역이 규칙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았다.

(12) ㄱ. Ǝ→i / XV(C)i]v.st.+__Y 경북 전 지역; 경남 거창·합천·창녕·밀양·울주·함

양·산청·의령·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사천·고

성·남해·통영·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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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Ǝ→i / XVCi]v.st.+__Y 경남 양산.

ㄷ. ə→i / XV(C)i]v.st.+__Y  충북 단양·영동.

ㄹ. ə→i / XVCi]v.st.+__Y   경기 용인·안성;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전남 담

양·곡성·여천

ㄹ′. ə→i / XVCi]v.st.+__Y (C≠경구개음)

경기 파주·양주·남양주·평택; 충북 음성·제원·청원·괴산·옥천; 전남 구례·승

주·광양·고흥.

경남 양산을 제외한 경상도 전 지역은 선행하는 자음의 존재나 종류와 상관없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 규칙이 가장 넓게 적용되는 지역이다. 양산은 100%

의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선행 자음이 없는 어간이 보고되지 않아 

이 경우에도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충북 단양과 영동은 선행 자음의 존재나 종류와 상관없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 경상도와 함께 규칙이 가장 넓게 적용되는 지역이다. 경기 용인·안성,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전남 담양·곡성·여천은 ‘이’에 자음이 선행할 때에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이다. 경기 파주·양주·남양주·평택, 충북 음성·제원·청원·괴산·옥천, 전남 구례·승

주·광양·고흥에서는 경구개음이 아닌 다른 자음이 선행할 때에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가 일어난다.

2.1.2. ‘우’ 모음 어간

‘우’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나오는 어형과 그 도출 과정은 아래와 

같다.

(13) ㄱ. Xu-+-əY/aY → XuəY/XuaY(또는 XuwəY/XuwaY)

ㄴ. Xu-+-əY/aY ―(활음화)→ Xwə:Y/Xwa:Y

ㄷ. Xu-+-əY/aY ―(활음화)→ Xwə:Y/Xwa:Y ―(활음탈락)→ Xə:Y/Xa:Y

ㄹ. Xu-+-əY ―(활음화)→ Xwə:Y ―(축약)→ X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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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Xu-+-əY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XuuY(또는 Xu:Y. 이하 ‘우’ 동화

형)

(13ㄱ)은 ‘꾸-+-어→꾸어’, ‘추-+-아→추아’와 같은 어형이다.32) 여기에는 

‘Xu-’ 뒤에서 활음 첨가가 일어난 ‘XuwəY/XuwaY’와 같은 어형도 포함된다. 이는 

앞서 ‘이’ 모음 어간에서 ‘이어’의 전이 구간이 /j/로 인식될 수 있듯이, ‘우’와 ‘어’가 

이어질 때 존재하는 전이 구간이 /w/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3ㄴ)은 

‘꾸-+-어→꿔:’, ‘주-+-아→좌:’와 같이 활음화가 일어난 어형이다. (13ㄷ)은 ‘낮

추-+-어→낮춰→낮처’, ‘수-+-아→솨:→사:(粥)’와 같이 활음화가 일어난 후 활음

이 탈락한 어형이다. (13ㄹ)은 ‘바꾸-+-어→바꿔→바꼬’와 같이 활음화가 일어난 

후 ‘워’가 ‘오’로 축약되어 나타나는 어형이다. (13ㅁ)의 ‘우’ 동화형은 ‘꾸-+-어→

꾸우’와 같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에 의하여 도출된 어형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우’ 동화형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

이다.

≪자료집≫에서 조사된 1음절 ‘우’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

은 아래 (14)와 같다.

(14) ㄱ. 두-어(棊. Ⅲ.16-2.C), 쑤/수-어(粥. Ⅲ.16-2.D), 쑤/수-어(射. 

Ⅲ.16-3.C), 주-어(授. 본동사. Ⅲ.16-2.E), 주-어(授. 보조동사. 

Ⅰ.636.보충2~4), 추-어(舞. Ⅲ.16-2.F).

ㄴ. 푸-어(汲. Ⅰ.159.보충3).

ㄷ. 꾸-어(借. Ⅲ.16-2.B, Ⅰ.637.B), 꾸-어(夢. Ⅲ.16-2.A), 꾸-어(綯. 

Ⅰ.029-1.A).33)

위의 항목이 동화형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34)

32) ‘우’ 모음 어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어X’뿐 아니라 ‘-아X’ 어미가 결합하는 어형도 많이 나

타난다.

33)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청송·영덕·월성, 경남 울주는 ‘꾸-(꼬-, 綯)’, 경북 영덕·영일·경산·영

천·월성은 ‘수-(쏘-, 射)’, 경남 울주와 의령은 ‘쑤-(쏘-, 射)’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포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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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ㄱ. 두/뚜-어(棊)  tu: 경남 밀양·하동·의창·김해·거제. t′u:t′a 경남 양산.

쑤/수-어(粥)  su:sƎ 경북 칠곡.

쑤/수-어(射)  s′ut′a 경남 의령.

주-어(授. 본동사)

čuút′a 경북 금릉; 경남 김해.

ču:t′a 경남 밀양·의창·거제.

ču 경남 울주.

주-어(授. 보조동사)  ču:ra 경남 창녕·밀양·의창·김해·거제.

추-어(舞) 

čhu:t′a 경북 선산. čhu:sƎ 경북 성주. čhu: 경남 합천·창녕·밀양·의창·김해.

čhut′a 경남 함안. čhuya 전북 정읍.

ㄴ. 꾸-어(借)

k′úu 경북 영풍·영양; 경남 창녕. k′úut′a 경남 의창.

k′u: 경남 합천·밀양·의창. k′u:(orEdɨnji) 경기 양평. k′uw:(wasə) 경기 안

성. k′wu:(wat′a) 경기 남양주.

k′ut′a 경남 의령.

꾸-어(夢)

k′u:t′a 경북 선산; 경남 합천·창녕·밀양·함양·의창·김해·고성.

k′ut′a 경남 거창.

위의 총 10개 항목이 ‘우’ 동화형으로 나오는 비율을 지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비율은 해당 군마다 조사된 1음절 ‘우’ 모음 어간의 활용형의 총 개수를 분모로 하

고, 그 중 ‘우’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활용형의 수를 분자로 하여 이를 백분율로 계산

하였다.35)

34) ‘푸-어’와 ‘꾸-어(綯)’에 대하여는 동화형이 보고되지 않았다.

35) 전북에서 나타나는 어형은 ‘-으X’ 결합형으로 보고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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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4> 1음절 ‘우’ 모음 어간 활용의 ‘우’ 동화형

‘우’ 동화형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경남 지역에서 주로 확

인할 수 있다. 밀양과 김해에서 86%의 가장 높은 비율로 ‘우’ 동화형이 나타나며, 

거제(75%), 의창(71%), 합천(67%), 창녕(58%)에서 비교적 높은 실현율을 보이고 

있다. 경남에 인접한 경북의 서남부에서도 동화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 남양

주·양평·안성에서도 ‘우’ 동화형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경기의 ‘우’ 동화형은 그 수가 적지만 모두 ‘꾸-어(借)’에서 나오는데, ‘꾸: 와따

(남양주), 꾸: 오지(양평), 꾸: 와서(안성)’ 등으로 모두 ‘오-(來)’ 앞에서 보고되었

다. ‘꾸-’와 ‘오-’의 특정 어휘의 결합에서만 동화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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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오-’라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36) 경기의 김포·양평·안성 등은 

어간 ‘꾸-’ 자체가 장모음으로 나타나 ‘꾸:’에 나타나는 장음은 어간의 것으로 볼 수 

있다.37)

≪보고서≫에도 1음절 ‘우’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항목으로 ‘누-어

(尿. 32190-0-2), 두-어(置. 32243-0-2), 쑤-어(粥. 32138-0-2), 주-어(授. 

32171-0-2), 추-어(舞. 32034-0-5), 푸-어(汲. 32189-0-2), 꾸-어(夢. 

32086-0-2)’의 총 7개가 있다.

경남의 경우 ≪자료집≫에서 71%의 높은 동화율을 보였던 의창은 ≪보고서≫에

서도 83%의 비율로 동화형이 많이 나타난다. 고성은 ≪자료집≫에는 동화형이 하나

만 보고되어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67%의 높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난다. 그 

밖에는 하동에서 ‘꾿^따(←꾸-+-었-+-다. 夢)’가 나타나며, 나머지 창녕·산청·남

해·울주에서는 동화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북에서는 청도에서 ‘추따(추-+-었

-+-다. 舞), 꾸′따(←꾸-+-었-+-다. 夢), 푸′따(←푸-+-었-+다. 汲)’, 상주에

서 ‘춛′따(←추-+-었-+-다. 舞)’가 보고되고 나머지 의성·고령·청송·경주·봉화에

서는 동화형이 보고되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구술발화 자료에서만 동화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주로 ‘주-어’에

서 나타난다(잘 해주야지[←주-+-어야. 양평], 일러주써[←주-+-었-+-어. 양

평], 처주야[←주-+-어야. 이천], 일해주야[←주-+-어야. 이천], 주안쩌:믈 두가

[←두-+-어. 포천] 등).

한편 ≪자료집≫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역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

36) ≪보고서≫에서는 ‘꾸-’ 말고도 ‘들-(入)’과 ‘오-’가 결합한 ‘들오다’의 활용형으로 보이는 ‘드

롸써요(들어왔어요. 포천), 드롸서(들어와서. 파주)’ 등이 나타난다. 김성규(1999: 110)에서는 

서술어와는 달리 일상어에서는 발화를 빨리 하려는 목적으로 음절수를 줄이는 일이 있다고 하였

는데(예. 그런데~근데, 어떻게 하든~어떠카든, 이놈아~인마 등), ‘들오다’와 같은 예들은 ≪보

고서≫에서도 구술발화에서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아니라 빠른 발화에서

의 음절 수 줄이기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37) 통시적 변화에 의한 가능성도 있는데, ‘꿔:’의 축약형인 ‘꼬:’가 ‘오-’ 앞에서 ‘꾸:’로 변하였을 

가능성이다. 김아름(2008: 16)에 의하면 중부지역은 어두에서 장모음 ‘오:>우:’ 고모음화를 겪

은 지역이므로 ‘꼬:’는 고모음화를 겪을 수 있는 어형이다. 그러나 왜 고모음화가 ‘오-’ 앞에 있

는 ‘꼬:’에만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꼬: 오지’와 같은 어형이 두 단어에서 

같은 모음이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단어의 경계를 보여주려는 이화적 작용에 의하여 장모음 

‘오:’가 ‘우:’가 되는 변화가 촉발된 것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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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형을 살펴보면, 경기의 강화·김포·평택, 충북 중원, 충남 홍성·대덕은 ‘XuəY’가 

더 많고 경상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활음화가 일어난 

‘Xwə: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강원도 삼척은 유일하게 ‘Xwa: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경북은 고령은 활음화가 일어난 후 활음이 탈락한 ‘Xə:Y’, 의성은 ‘XuəY’, 경산은 

‘Xa:Y’,38) 그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축약형인 ‘Xo:Y’형이 많이 나타난다. 경남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 동화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지역이

었는데, 합천·창녕·밀양·의창·김해·거제는 ‘우’ 동화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외에 

울주·산청·함안·양산은 ‘XuəY’가, 나머지 지역은 축약형인 ‘Xo:Y’가 가장 많이 나타

난다.

전남은 대부분 지역에서 ‘Xuə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구례·무안은 ‘Xwə:Y’, 

영암은 활음이 탈락한 ‘Xə:Y’, 여천·완도는 축약형인 ‘Xo:Y’가 더 많이 나타난다. 제

주는 ‘XuəY’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1음절 ‘우’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우’ 동화형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남 밀양·김해·거제·의창·합천·창녕·고성에서 동화형이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경남에 인접한 경북의 서남부와 경기 남양주·양평·안성에서

도 ‘우’ 동화형이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1음절 ‘우’ 모

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 동화형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나타나는 지역을 규칙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았다.

(16) Ǝ→u / Cu]v.st.+__Y  경북 선산·청도; 경남 합천·창녕·밀양·의창·김해·고성·거

제.

다음으로 ≪자료집≫에서 조사된 다음절 ‘우’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아래와 같다.

38) 경산 외에도 경북 영양·영덕·칠곡·경산·영천·청도·월성에는 ‘-아X’ 어미가 결합하는 어형이 더

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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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ㄱ. 꼬우-어(煮. Ⅲ.16-3.D),39) 꾸우-어(夢. Ⅲ.16-2.A), 도우-어(助. 

Ⅲ.13-1.A), 띄우-어(浮. Ⅲ.16-2.보충6·7, Ⅰ.689-1.B), 메우-어(塡. 

Ⅰ.677.B), 배우-어(學. Ⅲ.16-2.보충2), 싸우-어(鬪. Ⅲ.16-2.보충1), 

재우-어(宿. Ⅰ.718.B).

ㄴ. 가두-어(囚. Ⅰ.667.B), 나누-어(分. Ⅰ.647.B), 낮추-어(貶. Ⅰ.589-1.

보충2), 맞추-어(組合. Ⅰ.674.B), 바루-어(正. Ⅰ.669.B), 부수-어(碎. 

Ⅰ.670).

ㄷ. 가꾸-어(養. Ⅲ.16-2.보충3), 바꾸-어(易. Ⅰ.646.B).

위의 어휘 항목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8) ㄱ. 꾸우-어(夢)  k′úut′a 경북 금릉.

띄우-어(浮)  t′íura 경북 금릉.

재우-어(宿)  čEura 제주 남제주·북제주.

ㄴ. 낮추-어(貶)  načhúura 경북 영풍

načhúra 경남 거제.

nɐchuura 제주 남제주.

nɐchura 제주 북제주.

맞추-어(組合)  mačhúura 경북 고령.

mačhúra 경남 밀양.

ㄷ. 바꾸-어(易)

pak′u(waja) 경기 양평. pak′uonora 강원 원성. pak′u(ipč′a) 전북 정읍.

다음절 어간의 경우 1음절 어간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드물게 ‘우’ 동화형이 나타

난다. 경기도는 양평에서 ‘바꾸 와야(易)’, 강원도는 원성에서 ‘바꾸 오노라’가 나오

는데, 이들 역시 1음절 어간에서 나타났던 ‘꾸: 오-’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북 정읍의 ‘바꾸 입자’, 제주에서 나오는 ‘재우라, 추라’는 역시 ‘-으X’ 

39) 경남의 합천·울주·산청·의령·하동·진양·함안·사천·고성·남해는 자음 어미 앞에서 ‘꼬우지’와 같이 

활용하는 것을 보아 ‘꼬우-(: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 항목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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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가 결합한 어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상도 지역은 ‘이’ 모음 어간과 1음절 ‘우’ 모음 어간의 경우에 동화형이 높

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다음절 ‘우’ 모음 어간의 경우에는 동화형의 실현율이 저조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상도 지역에서 다음절 ‘우’ 모음 어간에는 모음 어미가 

‘-어X’가 아닌 ‘-아X’가 결합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40) ‘가다라(←가두

-+-아라, 경남 전 지역), 뿌사(←부수-+-아, 경남 전 지역), 싸/사와따(←싸우

-+-았-+-다, 경북 영덕 제외 전 지역), 바까아(←바꾸-+-아, 경북 울진 제외 

전 지역)’ 등과 같이 대부분의 어휘 항목이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 어형으

로 나타난다.

≪보고서≫에는 다음절 ‘우’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항목으로 ‘데우-

어(焐. 32140-0-2), 메우-어(塡. 32257-0-2), 배우-어(學. 32217-0-2), 외우

-어(誦. 32309-0-2), 치우-어(除. 32266-0-2), 키우-어(育. 32172-0-2), 피

우-어(吸煙. 32035-0-5), 가두-어(囚. 32173-0-2), 거두-어(收. 

32192-0-2), 겨누-어(照準. 32313-0-2), 겨루-어(競. 32314-0-2), 견주-어

(比. 32308-0-2), 나누-어(分. 32175-0-2), 맞추-어(組合. 32139-0-2), 부수

-어(碎. 32174-0-2), 바꾸-어(易. 32012-0-5)’의 총 16개가 있다.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절 ‘우’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는 동화형이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경남에서는 창녕에서 ‘키′욷따(←키우-+-었-+-다), 게룯^따

(←게루-+-었-+-다. 競)’, 의창에서 ‘전줃^따(←전주-+-었-+-다. 比)’가 보

고되었고, 나머지 고성·산청·남해·울주·하동에서는 동화형이 보고되지 않았다. 경북

에서는 상주에서 ‘피′욷따(←피우-+-었-+-다)’, 고령에서 ‘배′욷따(←배우-+-었

-+다)’가 나타나고 나머지 의성·청도·청송·경주·봉화에서는 동화형이 보고되지 않았

다. 대부분이 ‘-아X’ 어미가 결합한 어형이 많이 나타난다.

한편 ≪자료집≫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형을 

40) 崔明玉(1976: 67)에서는 서부경남방언은 다음절 ‘우’ 모음 어간에 ‘-어X’가 아닌 ‘-아X’ 어미

가 결합한다고 하였다(메았다[←메우-+-았-+-다. 塡], 치아서[←치우-+-아서. 除]). 또한 

崔明玉(1992ㄱ: 144-145)에서는 경상북도에서 다음절 ‘우’ 모음 어간에 ‘-어X’가 아닌 ‘-아X’

가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pak′wado 봉화·영양·영덕·청송·군위·경산. pak′a(a)do 영

풍·문경·예천·의성·상주·금릉·선산·칠곡·영천·영일·경주·청도·달성·고령·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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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경기는 전 지역에서 활음화가 일어난 ‘XwəY’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아

X’ 결합형은 보이지 않는다. 강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XwəY’가 가장 많이 나타나

는데, 철원·화천·삼척은 ‘와’가 더 많다. 충북 또한 대부분이 ‘XwəY’형인데, 영동은 

‘XwaY’형과 활음이 탈락한 ‘XaY’형이 더 많이 나타난다. 충남은 전 지역에서 

‘Xwə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전북의 경우 옥구·익산·완주·진안·무주·김제·부안·정

읍은 ‘XwəY’, 임실·장수·고창·순창·남원은 ‘Xwa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전남은 전 지역에서 ‘Xwa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진도·해남은 ‘XaY’형도 많이 

나타난다. 경북과 경남에서는 ‘Xa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경남 하동은 ‘XwəY’

형도 많이 보고되어있다. 제주는 전 지역에서 100%로 ‘XwaY’형이 나타난다.

지금까지 다음절 ‘우’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우’ 동화형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절 ‘우’ 모음 어간의 경우 동화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았던 다른 어간의 경우에 동화형이 활발하게 나타나던 경상도 역시 마

찬가지였으며, 이는 경상도에서는 다음절 ‘우’ 모음 어간 뒤에 ‘-어X’가 아닌 ‘-아

X’ 어미가 결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절 ‘우’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 동화형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나타

나는 지역을 규칙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았다.

(19) Ǝ→u / XV(C)u]v.st.+__Y 경북 금릉·고령; 경남 창녕.

2.1.3. ‘오’ 모음 어간

‘오’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나오는 어형과 그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 ㄱ. Xo-+-aY → XoaY(또는 XowaY)

ㄴ. Xo-+-aY ―(활음화)→ X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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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Xo-+-aY ―(활음화)→ Xwa:Y ―(활음탈락)→ Xa:Y

ㄹ. Xo-+-aY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XooY(또는 Xo:Y. 이하 ‘오’ 동화형)

(20ㄱ)은 ‘쏘-+-아→쏘아’와 같은 어형이다. 여기에는 ‘Xo-’ 뒤에서 활음 첨가

가 일어난 ‘XowaY’와 같은 어형도 포함된다. 이는 ‘오’와 ‘아’가 이어질 때 존재하는 

전이 구간이 /w/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ㄴ)은 ‘쏘-+-아→쏴:’와 

같이 활음화가 일어난 어형이다. (20ㄷ)은 ‘보-+-아→봐:→바:’와 같이 활음화가 

일어난 후 활음이 탈락한 어형이다. ‘오’에 선행하는 자음이 양순음인 ‘보-(見)’의 

경우에 가장 많은 지역에서 활음탈락형이 나타나는데, ‘쏘-+-아→쏴:→싸:, 꼬

-+-아→꽈:→까:’ 등과 같이 양순음이 아닐 때에도 활음이 탈락하기도 한다. (20

ㄹ)의 ‘오’ 동화형은 ‘쏘-+-아→쏘:’와 같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도출된 어형이다.

≪자료집≫에 조사된 1음절 ‘오’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아래와 같다.

(21) ㄱ. 오-아(來. Ⅲ.16-3.A).

ㄴ. 쏘/소-아(射. Ⅲ.16-3.C), 쪼-아(啄. Ⅲ.16-3.보충3).

ㄷ. 보-아(見. Ⅲ.16-3.B).

ㄹ. 고-아(煮. Ⅲ.16-3.D), 꼬-아(索.Ⅰ.029-1.B.

위의 어휘 항목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2) ㄱ. 쏘/소-아(射)

s′óosƎ 경북 문경·상주. s′óogáa 경북 예천. s′óot′a 경북 금릉.

sóot′a 경북 청도.

s′o:t′a 충북 단양; 경북 안동·성주·칠곡.

쪼-아(啄)  č′o: 충북 단양.

ㄴ. 고-아(煮)  k′óosƎ 경북 울진·문경.

k′o:gáa 경북 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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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아(索)  k′o:t′a 충북 단양; 경북 성주.

k′oyaje 전북 완주.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 모음 어간의 경우에는 경남에서 동화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경북에서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지역에서 ‘오’ 동화형이 나타나며, 

경북에 인접한 충북의 단양에서도 동화형이 나타난다. 전북 완주에서 나타나는 ‘k′

oyaje’는 ‘-으X’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오-아(來. 32003-0-5), 쏘-아(射. 32085-0-2), 쏘-아(蜇. 

32170-0-2), 쪼-아(啄. 32242-0-2), 보-아(見. 32033-0-5), 고-아(煮. 

32119-0-2), 꼬-아(索. 32137-0-2)’의 총 7개 항목이 조사되어 있는데, 경북 

청송에서 ‘쏟따(←쏘-+-았-+-다. 射)’, 의성에서 ‘꼬′오도(←꼬-+-아도. 煮)’, 

청도에서 ‘꼬′따(←꼬-+-았-+-다. 索)’가 나타난다. 다른 지역에서는 동화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자료집≫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형을 

살펴보면 경기·강원·충남은 활음화가 일어난 ‘Xwa: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충북

과 충남도 대부분 ‘Xwa:Y’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충북 단양은 ‘오’ 동화형이 가장 우

세하고, 충남 서천은 ‘XoaY’형이 많이 나타난다. 전북과 전남에서도 ‘Xwa:Y’형이 대

체로 많이 나타나고 전남 영광·진도는 ‘XoaY’형이 더 많이 나타나며, 전북 완주·정읍

과 전남의 담양·해남·장흥·보성은 ‘Xwa:Y’형만큼 ‘XoaY’형도 많이 나타난다.

경북은 활음화가 일어난 후 활음이 탈락한 ‘Xa:Y’형이 대체로 많았는데, 문경·영

일·영천은 ‘Xwa:Y’형, 상주·의성·월성은 ‘XoaY’형이 많이 나타난다. 경남은 ‘Xwa:Y’

형이 대체로 많이 나타나고 거창·함양은 ‘Xa:Y’형, 창녕·의창은 ‘XoaY’형이 많이 나

타난다. 제주는 ‘Xoa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이상으로 ‘오’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오’ 동화형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오’ 모음 어간의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경남에서 동화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며, 경북 서부의 몇몇 지역과 충북 단양에서 동화형이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오’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오’ 동화형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나타나는 지역을 규칙이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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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라고 보았다.

(23) a→o / Co]v.st.+__Y 경북 문경·성주·청도; 충북 단양.

2.1.4. ‘에’, ‘애’ 모음 어간

‘에’, ‘애’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나오는 어형과 그 도출 과정은 아

래와 같다.

(24) ㄱ. Xe/Xɛ-+-əY → XeəY/XɛəY

ㄴ. Xɛ-+-aY → XɛaY

ㄷ. Xe/Xɛ-+-ə/aY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XeeY/XɛɛY(또는 Xe:Y/Xɛ:Y. 

이하 ‘에’, ‘애 동화형)

(24ㄱ)은 ‘깨-+-어→깨어’, ‘메-+-어→메어’와 같이 어떠한 음운 현상도 일어

나지 않고 ‘XeəY’, ‘XɛəY’ 연쇄를 유지하는 어형이다. ‘깨여’나 ‘메여’와 같은 어형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애, 에, 외, 위’ 모음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j’가 첨가되는 것에 대하여 宋喆儀(1995: 273)에서는 이 모음들이 하향

이중모음이었을 때의 활용 양상이 화석처럼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24ㄴ)은 ‘새-+-아→새아’와 같이 ‘-아X’ 어미가 결합한 어형인데, 전남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활용형이 나타난다. (24ㄷ)의 ‘에’, ‘애’ 동화형은 ‘깨-+-어→깨:’, 

‘메-+-어→메:’와 같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에 의하여 도출된 어형이다. 

≪자료집≫에서 조사된 1음절 ‘에’, ‘애’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아래와 같다.

(25) ㄱ. 떼-어(隔. Ⅲ.17-3.A), 새-어(漏. Ⅲ.17-5.C).

ㄴ. 메-어(擔. Ⅲ.17-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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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깨-어(破. Ⅲ.17-5.A), 깨-어(覺. Ⅲ.17-5.B).

위의 항목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일부 어간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26) ㄱ. 새-어(漏)

sɛɛ':sə 강원 정선.

sɛ: 경기 옹진; 충남 아산; 전북 옥구·무주. sɛ:sə 경기 연천·파주·포천·김

포·고양·남양주·시흥·광주·이천·안성; 강원 화천·양구·인제·고성·춘성·홍천·

양양·횡성·평창·명주·원성·영월·삼척; 충북 음성·중원·제원·괴산; 충남 공

주; 전북 익산·완주·정읍·임실·순창·남원; 전남 곡성·나주·광양·해남·장흥·

고흥·여천. sjɛ: 전북 장수.

sɛ:t′a 경기 강화·양주·가평·양평·화성·용인·평택; 충북 진천·단양·보은·옥천·

영동; 충남 당진·천원·예산·홍성·청양·보령·부여·서천·논산·대덕. sɛ:k′una 

충남 금산; 전북 진안·김제·부안.

sɛsə 강원 철원. sɛt′a 충남 연기.

sE: 전북 고창; 전남 구례; 경남 함안. sE:sə 전남 영광·장성·담양·신안·무

안·승주·진도·강진·보성·완도. sE:sƎ 경북 영풍·봉화·울진·안동·상주·의성·

청송·영덕·금릉·선산·군위·성주·칠곡·고령; 경남 밀양·산청·하동·진양·의창·

김해·양산·고성·남해·거제. sE:ga 경북 문경·영양·영일. sE:gáa 경북 경산·

청도·월성. sE:gaa 경북 영천. sE:gaju 경북 예천.

sEsə 전남 광산·영암; 경남 함양. sEsƎ 경남 거창·합천·창녕·울주·의령·사

천·통영.

ㄴ. 메-어(擔)

méera 경북 울진.

mé:ra 강원 평창.

mee 경남 거창. meera 강원 명주.

me: 경남 합천·산청·의령·하동·진양·함안·사천·고성. me:ra 경기 고양·화성; 

강원 화천·양구·양양·영월; 충북 음성; 충남 당진·예산·홍성·청양·보령; 전

북 임실·장수; 전남 승주·광양. me:t′a 경기 양평; 전남 구례. 

me 경남 함양. met′a 전북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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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ɛ:ra 전북 부안.

mEE 경남 통영·거제.

mE: 경남 의창·김해·남해. mE:sə 전남 영광·장성. kə:lmE:ra 전남 무안.

ㄷ. 깨-어(破)

k′ɛɛ'sə 강원 정선.

k′ɛ'ɛt′a 강원 명주.

k′ɛ: 경기 옹진. k′ɛ:ra 경기 연천. k′ɛ:t′a 경기 파주·포천·강화·고양·양주·남

양주·가평·시흥·평택·안성; 강원 철원·화천·고성·춘성·횡성·원성; 충북 진

천·음성·제원·단양·청원·괴산·보은·옥천·영동; 충남 당진·아산·천원·예산·연

기·보령·부여·서천·논산·대덕·금산; 전북 옥구·완주·진안·무주·부안·정읍·임

실·장수·순창·남원. k′ɛ:sə 경기 용인·이천; 강원 양구·인제·홍천·평창·영월·

삼척; 충북 중원; 충남 홍성·공주; 전남 곡성·나주·화순·광양·영암·해남·장

흥·고흥. 

k′ɛ:jit′a 전북 김제.

k′ɛt′a 충남 청양. k′ɛdɨrjett′a 경기 양양.

k′ÉEra 경북 영풍·봉화·울진·문경·영양·상주·청송·영덕·금릉·선산·군위·영일·

성주·칠곡·경산·영천·고령·달성·청도·월성. k′ÉEp′ura 경북 예천·안동.

k′E:sə 전남 영광·장성·담양·강진·보성. k′E:t′a 전북 고창; 전남 구례. k′

E:ra 전남 승주·진도·완도.

k′E 경남 전 지역.

1음절 ‘에’, ‘애’ 모음 어간의 경우 경기 가평(75%)·여주(20%), 충북 중원(75%)·

괴산(75%), 충남 서산(20%)·연기(75%), 전북 고창(75%), 전남 함평(67%)·화순

(67%)·보성(75%), 제주(0%)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00%로 동화형이 나타난

다.41)

한편 ≪자료집≫에서 조사된 다음절 ‘에’, ‘애’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꿰매-어(縫, Ⅲ.17-5.D), 포개-어(疊, Ⅲ.17-5.E)’로 총 2개이다. 다음절 

41) 김세환(2012: 44)에서는 경북 청송 지역어에서 기원적으로 ‘에’ 모음 어간이었던 것들은 대부

분 고모음화의 영향으로 ‘이’ 모음 어간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 확인하였을 때도 경북

에서는 ‘에’ 모음 어간이 거의 ‘이’ 모음 어간으로 나타나며, 경남 동부 지역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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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애’ 모음 어간의 경우 경기 여주(0%), 강원 고성(0%), 제주(0%)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100%의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난다. 앞서 살펴보았던 1음절 어간의 경

우와 비교하였을 때, 대체로 더 높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42)

이처럼 ‘XeəY’, ‘XɛəY’와 같은 어형은 잘 보고되지 않는다. 유필재(2001: 188)에

서는 서울 지역어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어간의 말음이 ‘에’, ‘애’일 때는 활용형에 

어미의 두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미의 이형태가 ‘-아/

어X’가 아닌 ‘-X’일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문어에서 ‘매어’와 

같은 어형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므로, 어미의 두음이 ‘-아/어’인 것으로 보았

다.43)

한편 하신영(2004: 43)에서는 ‘XeəY’, ‘XɛəY’와 같은 어형이 잘 보고되지 않음을 

근거로 ‘에’, ‘에’ 모음 어간의 경우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필수적인 규칙이라고 하

였다. 언중들이 ‘깨어’와 같은 어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상은 표준어 교육과 

표기법에 이끌린 것이며, 이는 실제 발화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표

기법에 이끌렸다고 하더라도 언중들은 ‘XeəY’, ‘XɛəY’와 같은 어형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자료에서도 100%로 동화형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 규칙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爲)’는 자

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하-’, 모음 어미 앞에서는 ‘해-’로 실현된다. 그

러나 다른 ‘에’, ‘애’ 모음 어간이 ‘깨-+-어서→깨어서~깨:서’와 같이 나타나는 것

과는 달리, ‘하-’의 경우 ‘해-+-어서→해:서(~*해어서)’와 같이 모음의 완전순행동

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어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은 ‘하다’뿐 아니라 기원적으로 ‘-’와 관련이 있는 ‘같-(同)’나 ‘많

-(多)’ 등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같-’가 ‘갇-/가태-’, ‘많-’가 ‘많-/마내-’와 같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태-+-어서→가태서(~*가태어서)’, ‘마

내-+-어서→마내서(~*마내어서)’와 같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필수적으로 적용

42)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적어서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앞서 보았던 다른 어간의 활용형과 비교

하여도, 다음절 어간의 경우 활음화나 동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간과 모음 어미가 그대로 결합하

는 어형(XiəY, XuəY, XoaY 등)이 1음절에 비하여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유필재(2001: 188)은 해당 현상을 어미의 두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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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44) 또한 경북의 동북부에는 ‘이’ 모음 어간이 ‘에’ 모음 어간으로 재구조화된 

예가 많은데(곤첸다[更], 꾸게다[皺], 마세다[飮] 등), 이렇게 재구조화된 ‘에’ 모음 

어간에서도 ‘XɛəY’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에’, ‘애’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동화형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에’, ‘애’ 모음 어간의 경우 전국적으로 동화형이 ‘XeəY’, ‘XɛəY’형보

다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애’, ‘애’ 모음 어간이지만 ‘하-’나 재구조

화된 ‘에’ 모음은 동화형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에’, ‘애’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7) ㄱ. 재구조화된 ‘에’, ‘애’ 모음 어간의 경우

Ǝ→E / CE(⇐Ci-)45)]v.st.+__Y(필수적) 경상도 전 지역.

ㄴ. ‘하-(爲)’의 경우

Ǝ→E / hE]v.st.+__Y(필수적) 경상도 전 지역.

ə→ɛ / hɛ]v.st.+__Y(필수적) 경상도 제외 전 지역.

ㄷ. 그 외의 ‘에’, ‘애’ 모음 어간의 경우

Ǝ→E / CE]v.st.+__Y   경상도 전 지역.

ə→e(ɛ) / Ce(ɛ)]v.st.+__Y   경상도·제주도 제외 전국.

Ǝ→E / XVCE]v.st.+__Y     경상도 전 지역.

ə→e(ɛ) / XVCe(ɛ)]v.st.+__Y 경기 여주, 강원 고성, 경상도, 제주도 제외 

전국.

44) 모음 어미 앞에서 ‘마내-’의 기저형을 가지는 지역은 경기도 시흥·양평, 강원도 평창·영월, 충

남 서산·당진·예산·홍성·청양·공주·보령·부여·서천·논산, 전북 옥구·익산·완주·진안·김제·부안·임실·

고창, 전남 영광·장성·담양·함평·광산·신안·무안·나주·화순·승주·광양·영암·진도·해남·강진·장흥·보

성·고흥·완도, 경북 봉화·울진·문경·예천·안동·영양·청송·영덕·금릉·선산·군위·영일·성주·칠곡·경산·

영천·고령·달성·청도·월성, 경남 거창·합천·창녕·밀양·울주·의령·함안·의창·김해·양산 등이 있다. ‘*

마내어서’나 ‘*마내아서’와 같은 어형은 찾아볼 수 없었다.

45) ‘CE(⇐Ci-)’는 ‘Ci-’ 어간이 ‘CE-’ 어간으로 재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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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위’ 모음 어간

‘위’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나오는 어형과 그 도출 과정은 아래와 

같다.46)

(28) ㄱ. Xü-+-əY → XüəY(또는 XüjəY)

ㄴ. Xü-+-əY ―(활음화)→ Xɥə:Y(/Xwjə:Y/)

ㄷ. Xü-+-əY ―(활음화)→ Xɥə:Y(/Xwjə:Y/) ―(활음탈락)→ Xjə:Y

ㄹ. Xü-+-əY ―(활음화)→ Xɥə:Y(/Xwjə:Y/) ―(축약)→ Xwe:Y

ㅁ. Xü-+-əY ―(활음화)→ Xɥə:Y(/Xwjə:Y/) ―(전설성동화)→ 

Xɥe:Y(/Xwje:Y/)

ㅂ. Xü-+-əY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Xü:Y (이하 ‘위’ 동화형)

(28ㄱ)은 ‘뛰-+-어→뛰어’와 같이 ‘위’와 ‘어’가 만났을 때 어떠한 음운현상도 일

어나지 않은 어형이다. ‘뛰여’와 같은 어형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는 ‘위’가 하향이

중모음이었을 때의 활용형이 남아있는 것이다(宋喆儀 1995: 273). (28ㄴ)은 ‘뛰

-+-어’에 대하여 ‘:(t′ɥə:)’와 같이 나타나는 어형이다. ‘:, 사(←사귀-+-

어)’ 등과 같은 어형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단모음 ‘위’가 활음화를 겪

으면 음성적으로 전설원순활음인 ‘ɥ’가 된다는 것 또한 대체로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만 ‘ɥ’를 어떤 음소로 분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47)

본고에서는 宋喆儀(1995: 287)과 유필재(2005: 74)등을 따라 [ɥ]를 /wj/로 분석하

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Xɥə:Y’와 같은 어형은 음소로는 /Xwjə:Y/와 같이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46) ≪자료집≫의 ‘Ⅲ.01.單母音’ 항목을 참고하였을 때, ‘ü’를 음소로서 가지는 지역은 다음과 같

다. 경기 연천·파주·김포·고양·양주·남양주·가평·옹진·시흥·광주·양평·화성·용인·이천·여주·평택·안

성; 강원 전 지역; 충북 진천·음성·중원·청원·괴산·보은·옥천·영동; 충남 전 지역; 전북 전 지역; 

전남 전 지역.

47) [ɥ]의 음소 분석에 대한 문제는 이혁화(2002)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참고로 이혁화

(2002: 352-354)에서는 [i] 앞에서는 /w/, [o, u] 앞에서는 /j/, 다른 모음 앞에서는 /ɥ/와 같이 

보아, 환경에 따라 다른 음소로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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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ə/→/wjə/’와 같은 과정은 다른 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ü’가 ‘wj’

가 되었으므로 활음화라고 할 수 있는데 ‘i’가 ‘j’가 되거나 ‘u’가 ‘w’가 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음소가 두 개의 음소로 바뀌는 것이다. 또한 /wj/는 국어 음절 구조상 

그러한 연쇄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wj/와 같은 분석을 제안한 宋喆儀

(1995: 287)과 유필재(2005: 74)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ɥ]를 /wj/로 보는 것은 신지영(2000: 108)와 유필재(2005: 74), 그리

고 ≪자료집≫에도 많이 보고되어 있는 ‘뗘:(←뛰-+-어), 사겨(←사귀-+-어)’ 등

과 같은 예를 설명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28ㄷ). ‘뗘:’와 같은 어형은 ‘:’에서 

‘w’가 탈락한 어형인데, 만약 ‘:’를 /t′ɥə:/와 같이 보게 된다면 활음이 탈락하였을 

때 ‘떠:’가 되어버리는 것이다(유필재 2005: 74). 이러한 어형에 대한 기술상의 이

유로, 위에서 언급한 단점들을 감안하더라도 [ɥ]는 /wj/로 보기로 한다.

(28ㄹ)은 ‘뛰-+-어’에 대하여 ‘뛔:’와 같이 나타나는 어형인데, ‘뛰-+-어→:’

와 같이 단모음 ‘위’의 활음화가 일어난 후 ‘:→뛔:’와 같이 축약이 일어나는 것으

로 본다.48) (28ㅁ)은 ‘:(←쉬-+-어)’ 또는 ‘쉬에’와 같은 어형인데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어형이다. 앞서 본고 2.1.1에서는 ‘기-+-어’에 대하여 ‘계:’, ‘기에’ 등과 

같이 나타나는 어형에 대하여 전설성동화 규칙을 설정하여 ‘기-+-어→겨:→계:(~

기에)’라고 보았는데, ‘:’, ‘쉬에’에 대하여도 이와 평행하게 ‘쉬-+-어→:→

:(~쉬에)’와 같이 전설성동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9)

마지막으로 (28ㅂ)은 ‘뛰-+-어→뛰:’와 같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적용

되어 나타나는 어형이다.

≪자료집≫에 조사된 1음절 ‘위’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뛰-어(走.Ⅰ.682,Ⅲ.17-2.A), 튀-어(逃. Ⅰ.635-1.보충4), 쉬-어(餲. Ⅲ.17-2.B)’

의 총 3개이다. 이 항목들이 ‘위’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8) 배주채(1998: 147)에서는 고흥방언에서 나타나는 ‘뛔:’와 같은 활용형을 ‘뛰-+-어→뛰에→

뛔:’의 전설성동화로 보았다.

49) 이상신(2010: 101-102)에서는 ‘’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에서 w가 탈락하여 ‘여’

로 실현되는 현상도 ‘’와 같은 어형을 피하는 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즉 ‘:, 사’ 등에서 나

타나는 ‘’는 일단 형성은 되었지만, 국어의 음절구조상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28ㄷ)에서처

럼 활음이 탈락되든지 (28ㄹ)과 같이 축약이 일어나든지 하여 ‘’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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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뛰-어(走)  t′ü: 충북 괴산·보은·영동; 전남 강진.

t′ü 전남 여천·완도.

튀-어(逃)  thü:t′a 충북 영동.

thüt′a 충북 보은.

쉬-어(餲)  sjüsə 전남 여천·완도.

≪보고서≫에는 ‘뛰-어(走. 32232-0-2), 쉬-어(餲. 32099-0-2), 쉬-어(休. 

32148-0-2), 쥐-어(握. 32045-0-5), 튀-어(跳. 32178-0-2), 뀌-어(屁. 

32182-0-2), 휘-어(曲. 32277-0-2)’의 총 7개 항목이 조사되어 있다. 이 항목

들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50)

(30) ㄱ. 뛰-어(走)  뛰:야 강원 양양. 뛰떠라 충북 중원.

쉬-어(餲)  쉬:야 강원 양양. 쉬:따 충북 중원.

쉬따 충북 보은.

쉬-어(休)  쉬:야 강원 양양. 쉬:따 충북 중원.

쥐-어(握)  쥐:서 충북 중원.

튀-어(跳)  튀:따 충북 중원·보은.

ㄴ. 뀌-어(屁)  뀌:서 충북 중원.

뀌두 충북 보은.

ㄷ. 휘-어(曲)  휘:서 충북 중원.

한편 ≪자료집≫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형을 

살펴보면 경기와 전북은 ‘Xüə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충북과 전남에서도 전체적

으로 ‘XüəY’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충북 중원·보은·영동과 전남 여천·완도는 ‘위’ 동

화형이, 전남 구례는 ‘Xwe:Y’형이 많이 나타난다. 강원은 대부분이 ‘Xwe:Y’형인데, 

홍천·원성은 ‘Xɥə:Y’형, 철원·횡성은 ‘XüəY’형이 많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충남은  

‘XüəY’형이 많이 나타나고 논산에서는 ‘Xjə:Y’형도 많이 나타난다.

50) ‘-으X’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충남·전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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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료집≫에 조사된 다음절 ‘위’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

휘 항목은 ‘바뀌-어(變. Ⅰ.646-1), 할퀴-어(挖. Ⅲ.17-2.C)’의 총 2개이다. 이 2

개의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된 바로는 다음절 ‘위’ 모음 어간의 활용형이 ‘위’ 동화형

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경기도 평택에서 ‘애뛰-어(幼. 앳되

-)’에 대하여 ‘애뛰다, 애뛰서(←애뛰-+-어서)’로 나타나는 예가 있었다.51)

‘위’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동화형이 두 개 이상 나타나는 지역을 규칙이 있는 지역으로 보았다.

(31) ə→ü / Cü]v.st.+__Y 강원 양양; 충북 보은·영동·중원; 전남 여천·완도.

                           

2.1.6. ‘외’ 모음 어간

‘외’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나오는 어형과 그 도출 과정은 아래와 

같다.52)

(32) ㄱ. Xö-+-ə/aY → XöəY/XöaY(또는 XöjəY/XöjaY)

ㄴ. Xö-+-aY ―(활음화)→ Xɥa:Y

ㄷ. Xö-+-ə/aY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Xö:Y (이하 ‘외’ 동화형)

(32ㄱ)은 ‘괴-+-어→괴어’, ‘되-+-아라→되아라’와 같이 어떠한 음운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XöəY’, ‘XöaY’ 연쇄를 유지하는 어형이다.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

아X’ 어미가 결합한 ‘XöaY’형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괴여’, ‘되야’와 같은 어형도 

51) ≪보고서≫에도 ‘32149-0-2 할퀴-어(挖), 32180-0-2 여위-어(瘦), 32203-0-2 사귀-어

(交)’의 총 3개 항목이 있었으나, 동화형은 보고되지 않았다(전북에서 나타나는 ‘사귇따’와 같은 

어형은 ‘-으X’ 결합형으로 보임).

52) ≪자료집≫의 ‘Ⅲ.01.單母音’ 항목을 참고하였을 때, ‘ö’를 음소로서 가지는 지역은 다음과 같

다. 경기 연천·포천·강화·김포·고양·양주·남양주·가평·옹진·시흥·광주·양평·화성·용인·이천·여주·평

택·안성; 강원 전 지역; 충북 진천·음성·중원·제원·청원·괴산·보은·옥천·영동; 충남 전 지역; 전북 

전 지역; 전남 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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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포함된다. (32ㄴ)은 ‘되-+-어’에 대하여 ‘��:’와 같이 나타나는 어형인데, 

단모음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가 전설원순활음 ‘ɥ’로 활음화가 일어나는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ㄷ)의 ‘외’ 동화형은 ‘괴-+-어→괴:’와 같이 모음의 완전

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도출된 어형이다.

한편 위의 어형 외에도 ‘돼:(←되-+-어), 쇄:(←쉬-+-어)’ 등 ‘Xwɛ:Y’와 같은 

어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어형을 공시적인 규칙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므로 이진호(2008: 288-289)를 따라 ‘되-’와 같은 ‘외’ 모음 어간은 자

음 어미 앞에서는 ‘되[tö]-’, 모음 어미 앞에서는 ‘돼[twɛ]-’와 같은 복수기저형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돼:’와 같은 어형은 ‘돼-+-어’에서 ‘애’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자 한다.53)

≪자료집≫에 조사된 1음절 ‘외’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아래와 같다.

(33) ㄱ. 되-어(硬. Ⅰ.599.보충2), 쇠-어(餲. Ⅲ.17-4.B).

ㄴ. 괴-어(涔. Ⅰ.688.B).

위의 총 3개 어휘 항목이 ‘외’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34) ㄱ. 되-어(硬)

tö: 경기 김포·양주·광주·평택; 강원 고성·춘성·홍천·삼척; 충북 진천; 전남 

광양·고흥·완도.

쇠-어(餲)

sö:sə 경기 김포; 충북 중원; 전남 승주·여천. sö:t′a 충남 당진·아산·천원·

53) 복수기저형을 설정하지 않고 공시 규칙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문제는 이진호(2008: 

287-288, 2014: 20-22)에 정리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외’의 w 활음화와 ‘어’의 전설화가 일

어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승재 1980: 98, 김경아 2000: 167)과 ‘되-+-아→되애→돼:’와 

같이 전설성동화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배주채 1998: 146). 전자는 ‘외(ö)’라는 하나의 음운

이 원순성과 전설성으로 분리되어 원순성은 ‘w’가 되고 전설성은 ‘아’를 ‘애’로 바꾼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다른 예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후자의 방법을 

표준어에 적용할 경우, 다른 전설모음과는 달리 ‘외’ 모음 어간에서만 전설성동화가 일어나는 것

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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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홍성.

sösə 전남 고흥. sö p′irət′a 전남 완도.

ㄴ. 괴-어(涔)

kö: 충북 영동; 충남 서산·당진·아산·예산·청양. kö:k′una 경기 광주. kö:sə 

강원 평창.

kö 강원 화천; 전남 여천. kö it′a 강원 삼척. kö(gak′o) 전남 함평.

≪보고서≫에도 1음절 ‘외’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항목으로 ‘외-어

(誦. 32202-0-2), 되-어(升. 32040-0-5), 되-어(硬. 32147-0-2), 쇠-어(老.  

32098-0-2), 쐬-어(焄. 32097-0-2), 죄-어(締. 32271-0-2), 괴-어(渟. 

32179-0-2)’의 총 7개 항목이 조사되어 있다. 이 항목들이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54)

(35) ㄱ. 외-어(誦)  외:라 충북 중원.

외두 경기 포천. 

ㄴ. 되-어(升)  되:두 경기 이천. 되:떠니 충북 청원.

되두 경기 포천. 

되-어(硬)  되:두 경기 포천·이천. 되:도 경기 화성·용인. 되:서 충북 제원·

중원; 전남 곡성.

쇠-어(老)  쇠:두 경기 포천. 쇠:도 경기 화성. 쇠:서 충북 청원.

쐬-어(焄)  쐬:두 경기 포천·이천.

ㄷ. 괴-어(渟)  괴:따 전남 신안.

1음절 ‘외’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동화형이 나타나는 경우는 ≪자료집≫과 ≪보고서

≫에서 모두 그 수가 적고 분포도 산발적인 편이다.

≪자료집≫과 ≪보고서≫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어형을 살펴

보면 경기도에서는 대부분 ‘Xwɛ:Y’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포천과 이천은 ‘외’ 동

화형이 더 많이 나타난다. 강원도의 경우 전 지역에서 ‘Xwɛ:Y’형이 많이 나타난다. 

54) ‘-으X’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충남·전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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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도 대부분 ‘Xwɛ:Y’형이 우세한데, 중원은 ‘외’ 동화형이 많이 나타난다.

충남의 경우 대체로 ‘XöəY’나 ‘XöaY’가 많이 나타나는데, 공주·논산·대덕에서는 

‘Xwɛ:Y’형이 더 많다. 마지막으로 전라도에서는 대부분 ‘XöaY’형이 가장 많이 나타

나는데, 전남의 고흥·여천·완도는 동화형이, 전북 무주는 ‘Xwɛ:Y’형이 더 많이 나타

난다.

1음절 ‘외’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외’ 동화형이 두 개 이상 나타나는 지역을 규칙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

았다.

(36) ə→ö / Cö]v.st.+__Y 경기 포천·김포·광주·화성·이천; 강원 삼척; 충북 중

원·청원; 전남 고흥·여천·완도.

다음으로 ≪자료집≫에 조사된 다음절 ‘외’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

휘 항목은 ‘앳되-어(幼. Ⅲ.17-4.C)’가 있다. 이 항목이 ‘외’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37) 앳되-어(幼)  ɛ:t′ö:sə 충남 아산.

ɛt′ö 경기 포천·남양주·시흥·광주·화성·용인. ɛ:t′ösə 강원 화천; 

충북 중원; 충남 천원. ɛtt′ösə 강원 양구·원성.

1음절 어간의 경우 동화형이 나타났던 전남에서는 ‘앳되-’가 대부분 ‘애뜨-’로 

나타나(애뜨다, 애떠서[←애뜨-+-어서]), 다음절 어간의 경우 ‘외’ 동화형을 찾을 

수 없었다.55) 동화형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 ‘애뙈’와 같이 나타나며 ‘애뙤

어’로 나타나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항목이 하나인 만큼, 다음절 ‘외’ 모음 어간의 

활용형의 지역별 경향은 알기 힘들다.

55) ≪보고서≫에는 다음절 ‘외’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항목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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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음 어간의 활용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자음이 개재하는 경우에도 자음이 탈락하면서 후행모음이 동

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어간은 ‘ㅎ’, ‘ㆆ’ 말음 어간으로 한정된다.

2.2.1. ‘이’ 자음 어간

≪자료집≫에 조사된 ‘이’ 자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다음과 

같다.

(38) ㄱ. -어(接. Ⅰ.675.B), /-어(補. Ⅰ.184.B), -어(搗. Ⅰ.648.B).

ㄴ. 띻-어(走. Ⅰ.682.), 짛-어(補. Ⅰ.184.B), 찧-어(搗. Ⅰ.648.B).

(38ㄱ)은 자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진는다(←-+-는-+-다. 補), 지찌

(←-+-지)’ 등과 같이 나타나,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자음과 결합하면 경음

으로 나타나는 ‘ㆆ’ 말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다. (38ㄴ)은 자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진는다(←짛-+-는-+-다), 지치(←짛-+-지)’ 등과 같이 나타

나,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자음과 결합하면 유기음으로 나타나는 ‘ㅎ’ 말음을 가

지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다. 

‘이’ 자음 어간의 항목들은 지역에 따라 기저형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38ㄱ)

의 ‘-(接)’의 경우 경기와 강원에서는 대부분 ‘-’이지만, 그 밖의 많은 지역에

서는 규칙 활용을 하는 ‘잇-’으로 나타난다(잇-+-고→이꼬, 잇-+-어서→이서서 

등). 자음 말음을 가지는 어간이 규칙 활용을 하면 자음이 탈락하지 않아 모음의 완

전순행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38)과 같은 어형을 기저형으로 가지는 지역, 즉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역을 아래에 보인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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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ㄱ. -어(接)

경기 연천·파주·포천·강화·김포·고양·양주·남양주·가평·시흥·광주·양평·화성·

용인·여주·평택·안성;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성·홍천·횡성·평창·

원성·영월·정선; 충북 중원; 경북 울진.

/-어(補)

경기 파주·김포·고양·가평·옹진·광주·양평·화성·용인·이천·여주·평택·안성; 강

원 전 지역; 충북 단양·보은; 경북 영풍·문경·예천·안동·상주·선산.

-어(搗)  

경기 양주·이천·여주; 강원 고성·평창; 경북 영풍·봉화·예천·안동·칠곡·경산; 

경남 합천·사천·진양; 전남 영광·곡성·승주·강진·여천.

ㄴ. 띻-어(走)  경북 고령·달성; 경남 거창·합천.

짛-어(補)  충북 영동.

찧-어(搗)  

경기 연천·파주·포천·강화·김포·고양·남양주·가평·옹진·시흥·광주·양평·화성·

용인·평택·안성;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춘성·홍천·양양·횡성·명주·원성·

영월·정선·삼척; 충북 전 지역; 경북 울진·문경·영양·상주·의성·영덕·금릉·

선산·군위·성주·달성; 경남 거창·함양·의령·하동; 전남 장성·담양·구례·합

평·광산·신안·무안·나주·화순·광양·진도·보성.

위의 지역에서 ‘이’ 동화형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0) ㄱ. /-어(補)  číira 경북 영풍·문경·예천·상주·선산.

či:ra 충북 단양·보은. 

-어(搗)  č′íira 경북 영풍·봉화·예천·안동·영일·경산; 경남 합천·사천.

ㄴ. 띻-어(走)  t′íi 경북 고령·달성. 

t′i: 경남 합천.

t′í 경남 거창.

짛-어(補)  či:sə 충북 영동.

56) ‘-으X’ 어미가 결합하는 충남·전북·제주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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찧-어(搗)

č′íira 경북 문경·영양·상주·금릉·선산·군위·성주; 경남 거창·함양·의령·하동.

č′i:ra 충북 제원·단양·보은·영동.

동화형은 경상도, 그리고 경상도에 인접한 충북의 몇 지역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57) ‘이’ 자음 어간의 활용에서 동화형을 가지는 지역은 ‘이’ 모음 어간의 활

용에서 동화형을 가지는 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자음 어간에서의 모음의 완

전순행동화 규칙은 모두 2.1.1의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

2.2.2. ‘우’ 자음 어간

≪자료집≫에서 조사된 1음절 ‘우’ 자음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

은 다음과 같다.

(41) ㄱ. /���-어(炙. Ⅰ.627.B), ���-어(借. Ⅲ.16-2.B, Ⅰ.637.B), ���-어(臥. 

Ⅰ.717.B, Ⅰ.717.보충), -어(食. Ⅲ.13.보충ⅱ.C, Ⅰ.626.B), -어(注. 

Ⅰ.632.B), -어(拾. Ⅰ.642.B). 

ㄴ. 붛-어(注. Ⅰ.632.B).

(41ㄱ)은 자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꾼는다(←���-+-는-+-다), 꾸꼬(←���

-+-고)’ 등과 같이 나타나,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자음과 결합하면 경음으로 

나타나는 ‘ㆆ’ 말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다. 이 중 ‘/���-어, ���-어, 

-어’ 세 항목은 위와 같이 활용하는 어형뿐 아니라, 모음 어미 앞에서는 ‘-, ���-, 

’과 같이 나타나지만(���-+-어→꾸어) 자음 어미 앞에서는 ‘굽/꿉-, 눕-, 줍-’과 

같이 ‘ㅂ’ 말음을 가지는(꿉-+-는-+-다→꿈는다), 즉 복수기저형을 가지는 어형

들도 포함한다.

57) ‘이’ 자음 어간의 경우 동화형이 아니면 대부분 ‘XiəY’와 같은 어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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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는다, 꾸워(또는 꾸어)’와 같이 나타나는 이들 어형에 대하여, 기저형을 설정하

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꿉-’을 단일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문제는 모음 어미 결합형인 ‘꾸워’나 ‘꾸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ㅂ’ 탈락을 공시론적 규칙으로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자

음 어미 앞에서는 ‘꿉-’, 모음 어미 앞에서는 ‘꾸우-’의 복수기저형을 설정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하면 ‘꾸우-+-어→꾸워’와 같이 모음 어미 결합형에 대하여도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모음 어미 앞에서의 기저형을 ‘꾸우-’와 같이 설정하기 

힘든 이유는 이 어형들이 ‘우’ 모음 다음절 어간이 모음 어미와 결합하는 양상과 차

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어형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상도 지역에서는 2.1.3에서 보았듯

이 ‘우’ 모음 다음절 어간에 대부분이 ‘-어X’가 아닌 ‘-아X’ 어미가 결합한다(배우

-+-아라→배와라, 가두-+-아라→가다라 등). 만약 기저형을 ‘꿉-/꾸우-’라고 본

다면 ‘꾸우-’가 모음 어미와 결합하였을 때 ‘?꾸와’와 같은 활용형이 기대되는데, 실

제로는 ‘꾸워’ 또는 ‘꾸어’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 모음 다음절 어간의 경향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는다, 꾸워(또는 꾸어)’와 같이 활용하는 이 어형들을 자음 어미 앞에

서는 ‘굽-’, 모음 어미 앞에서는 ‘-’이라는 기저형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서 함께 다룬다.58) 또한 ‘먹-(食)’의 경상도 방언형인 ‘묵-’ 또한 자음 어미 앞에서 

‘묵-’, 모음 어미 앞에서 ‘-’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59) 마찬가지로 ‘ㄱ’ 탈락 규칙

을 설정하는 것이나 모음 어미 앞에서의 기저형을 ‘무우’로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60)

(41ㄴ)은 자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부코(←붛-+-고)’ 등과 같이 나타나,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자음과 결합하면 유기음으로 나타나는 ‘ㅎ’ 말음을 가지

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다.

58) ‘구워’와 같이 활음이 있는 어형에 대하여는 ‘-+-어→구어’에서 ‘우’와 ‘어’의 두 모음 사이

에 있는 전이 구간이 /w/로 인식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59) 이는 이후 ‘우’ 자음 어간과 ‘오’ 자음 어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0) 자음 어간의 활용에서 자음이 탈락하면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는 경우, 개재한 자음

이 ‘ㅎ, ㆆ’이거나, 기원적으로 ‘ㅸ, ㅿ’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자음들은 모두 마찰음인 것을 생

각하면 역사적으로는 ‘묵-’의 ‘ㄱ’도 모음 사이에서 마찰음이 되었다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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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어휘 항목이 ‘우’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2) /���-어(炙)

k′úu 경북 영풍·문경·상주·금릉; 경남 통영. k′úusƎ 경북 예천. k′úuja 경남 밀

양.

k′ú: 전남 여천; 경남 거창·합천·울주·진양·김해·사천·고성·남해·거제.

ku:sə 충북 단양.

���-어(借)  k′u:t′a 경남 고성.

���-어(臥)

núu 경북 봉화·문경·영덕; 경남 통영. núusƎ 경북 예천·상주·금릉·칠곡.

nú: 경남 의령. nú:sƎ 경남 거창·합천·밀양·함양·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사천·

남해·거제.

nu:sə 충북 단양; 전남 여천.

-어(食)  múu 경남 사천·거제. múuja 경북 경산·영천·고령·달성; 경남 김해·

통영.

mú:ja 경남 함양.

-어(注)  púusƎ 경북 영풍·봉화·안동·선산·군위·성주. púu 경북 문경·예천·상

주·칠곡. púura 경북 금릉.

pú:ra 경남 합천·의창. pú: 경남 의령. pú:sƎ 경남 밀양·함양·진양·

함안·김해·사천·고성·통영·거제.

-어(拾)

čúura 경북 영풍·봉화·문경·예천·안동·영양·상주·금릉·선산·군위·성주·칠곡; 경남 

진양·사천·통영.

čú:ra 경남 합천·의령·하동·의창·김해·고성·거제.

ču: (onda) 경기 양평.

위의 어휘 항목이 ‘우’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비율을 지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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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1음절 ‘우’ 자음 어간 활용의 ‘우’ 동화형

‘우’ 자음 어간 역시 마찬가지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화형이 나타난다. 특

이한 것은 ‘우’ 자음 어간의 경우가 ‘우’ 모음 어간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서 동화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 모음 어간의 경우에는 경북 지역에서 서남부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동화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 자음 어간의 경우에는 

경북 서부에서 높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난다. 경북의 동남부와 경남의 동북부는 

대체로 어간말의 자음이 탈락하지 않아 동화형이 나타나는 비율이 낮다. ‘우’ 모음 

어간의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났던 밀양과 김해는 ‘우’ 자음 어간

의 경우에도 100%의 비율로 동화형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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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절 ‘우’ 자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 동화형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나타나는 지역을 규칙이 있는 지역이

라고 보았다.

(43) ㄱ. h/ʔ→∅ / V__]v.st.+V,  Ǝ→u / Cu]v.st.+__

경북 영풍·봉화·문경·예천·안동·상주·금릉·선산·군위·성주·칠곡; 경남 거창․합

천․밀양․함양․의령․하동․진양․함안․의창․김해․사천․고성․남해․통영․거제.

ㄱ′. h/ʔ→∅ / V__]v.st.+V,  ə→u / Cu]v.st.+__ 충북 단양; 전남 여천.

다음으로 ≪자료집≫에서 조사된 다음절 ‘우’ 자음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은 다음과 같다.

(44) ㄱ. 어���-어(暗, Ⅲ.16-2.보충4), 맞-어(組合, Ⅰ.674.B), 바���-어(易, 

Ⅰ.646.B).

ㄴ. 가둫-어(囚, Ⅰ.667.B), 맞춯-어(組合, Ⅰ.674.B), 바꿓-어(易, 

Ⅰ.646.B).

(44ㄱ)은 자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바꾼는다(←바���-+-는-+-다), 바꾸꼬

(←바꾸-+-고)’ 등과 같이 나타나,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자음과 결합하면 경

음으로 나타나는 ‘ㆆ’ 말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다. ‘어���-어(暗)’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어둡-’, 모음 어미 앞에서는 ‘어���-’를 가지는 어형이다. (44ㄴ)은 

자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가둔는다(←가둫-+-는-+-다), 가두코(←가둫

-+-고)’ 등과 같이 나타나,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자음과 결합하면 유기음으

로 나타나는 ‘ㅎ’ 말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다. 

위의 어휘 항목이 ‘우’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5) 가둫-어(囚)   kadúura 경북 영풍.

맞춯-어(組合) mačhúura 경북 영풍·고령.

바꿓-어(易)   pak′úusƎ 경북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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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절 어간의 경우 경북 영풍·문경·고령에서만 ‘우’ 동화형이 나타난다. 1음절 어

간의 경우에는 동화형이 많이 나타나던 경상도 지역에서 다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동화율이 낮다. 이는 ‘우’ 모음 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다음절 

‘우’ 모음 어간의 경우 결합하는 모음 어미의 두음이 ‘어’가 아닌 ‘아’인 것과 관련이 

있는 듯 보인다.

다음절 ‘우’ 자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을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우’ 동화형이 두 개 이상 나오는 지역을 규칙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았다.

(46) h/ʔ→∅/V__]v.st.+V,  Ǝ→u / XVCu]v.st.+__ Y 경북 영풍.

2.2.3. ‘오’ 자음 어간

≪자료집≫에서 조사된 1음절 ‘오’ 자음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어휘 항목

은 다음과 같다.

(47) ㄱ. ���/���-아/어(煮. Ⅲ.16-3.D), ���-아(助. Ⅲ.13-1.A), ���-아(拾.Ⅰ.642.B).

ㄴ. 꽇/곻-아/어(煮. Ⅲ.16-3.D), 꽇-아(造索. Ⅰ.029-1.B), 놓-아(放. 

Ⅲ.16-3.보충1), 쏳-아(射. Ⅲ.16-3.C), 좋-아(好. Ⅲ.16-3.보충2).

(47ㄱ)은 자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곤는다(←���-+-는-+-다), 고꼬(←���

-+-고)’ 등과 같이 나타나,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자음과 결합하면 경음으로 

나타나는 ‘ㆆ’ 말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다. ‘���-아(助)’는 자음 어미 앞

에서는 ‘돕-’, 모음 어미 앞에서는 ‘���-’를 가지는 어형이다. (47ㄴ)은 자음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곤는다(←곻-+-는-+-다), 고코(←곻-+-고)’ 등과 같이 나타

나, 모음 사이에서는 탈락하고 자음과 결합하면 유기음으로 나타나는 ‘ㅎ’ 말음을 가

지는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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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어휘 항목이 ‘오’ 동화형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8) ㄱ. ���-아(助)  tóo 강원 평창·명주.

���-아(煮)  ko:sə 충북 단양.

���-아(拾)  čóora 경북 청송·고령·달성·청도·월성. 경남 창녕.

ㄴ. 꽇-아(煮)  k′óosƎ 경북 봉화. k′óot′a 경북 예천.

‘오’ 모음 어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 자음 어간에서도 ‘오’ 동화형이 잘 나타

나지 않는다. ‘오’ 동화형이 둘 이상 나오는 지역도 없어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

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도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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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의 형성 요인

3.1. 음변화

3.1.1. ‘이’ 어간

‘Xi-+-əY’에서 나타나는 ‘XiiY’ 또는 ‘Xi:Y’에 대하여 공시론적으로는 모음의 완

전순행동화 규칙에 의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말하였듯이 이는 공시태에 

대한 공시론적인 기술일 뿐이지, 실제로도 모음 어미의 두음이 어간 말음절 모음에 

완전히 동화되는 역사적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통시적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동화형의 역사적 형성 과정은 대체로 ‘Xi-+-əY→XiəY>XjəY>Xe(:)Y>Xi(:)Y 

(활음화, 축약, 고모음화)’로 본다.61) 즉 ‘이’ 동화형이 나타나려면 역사적으로 ‘이’

의 활음화, ‘여(:)>에(:)’의 축약, ‘에(:)>이(:)’ 고모음화를 순차적으로 겪어야 하

며,62) 이 세 가지 변화 중 하나라도 겪지 않으면 ‘이’ 동화형의 출현을 기대하기 힘

들다.

그러므로 위의 세 변화를 모두 겪은 지역은 음변화에 의하여 ‘이’ 동화형을 가지

게 되고, 세 변화 중 어떤 한 가지라도 겪지 않은 지역은 원칙적으로는 ‘이’ 동화형

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이어’ 연쇄에서의 ‘이’의 활음화, 

‘여(:)>에(:)’의 축약, 그리고 ‘에(:)>이(:)’ 고모음화의 실현이 활발한 지역을 차례

로 살피고 본고에서 확인한 ‘이’ 동화형이 실현되는 지역을 비교할 것이다. 활음화의 

경우 형태소 내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서, 모음 어간과 모음 어미의 결합에서 ‘XiəY’

와 같이 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어형이 나타나는 비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축약과 고모음화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였는데 축약은 김현(2009: 7), 고모음화는 

김아름(2008: 17, 54)을 참고하였다.

61) 崔明玉(1995: 179-181) 등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

62) 1음절 어간의 경우 어형이 장음을 가지고 있고(여:>에:, 에:>이:)가, 다음절 어간의 경우 장음

을 가지지 않는다(여>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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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의 활음화 실현율이다. 앞서 말하였듯이 ‘이’ 활음화의 경우 형태소 내부

에서 변화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활용에서 활음화를 겪지 않은 ‘XiəY’와 같은 

어형이 실현되는 비율을 확인하였다. 대상으로 한 항목은 본고 2.1.1에서 1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동화형의 실현을 살필 때 보았던 ‘이-어(載, 

Ⅲ.16-1.보충5), 피-어(開, Ⅲ.16-1.C)’ 등 총 6개이다.

‘Xi-+-əY’가 활음화를 겪지 않은 ‘XiəY’로 나타나는 비율은 아래 <지도 6>과 

같다.

<지도 6> 1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Xiə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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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6>을 보면 전라도 대부분 지역과 제주도 전 지역, 강원·경기·충청·경남의 

몇몇 지역에서 활음화를 겪지 않은 ‘XiəY’와 같은 어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한편 형태소 내부에서의 ‘여:>에:’ 축약 실현율은 아래와 같다. <지도 7>은 김현

(2009: 7)63)의 <그림 1>을 본고의 지도와 같은 기준으로 다시 나타낸 것이다.64)

<지도 7> 어두 ‘여:>에:(>이:)’

63) ≪자료집≫의 ‘며느리(Ⅰ.322), 멸치(Ⅰ.415), 벼락(Ⅰ.564), 벼랑(Ⅰ.538), 벼룩(Ⅰ.425), 벼리

다(Ⅰ.349-2), 벼슬(Ⅰ.466), 벽(Ⅰ.130), 변소(Ⅰ.156), 볏(Ⅰ.013), 병(Ⅰ.365), 병아리

(Ⅰ.465-3)’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64) 김현(2009: 7)의 <그림 1>은 ‘여:>에:(>이:)’ 실현율을 0~9%, 10~19%, 20~29% 등과 같

이 10% 단위로 나누어 �, �, � 등으로 지도에 나타내었다. 시각적으로 비교를 쉽게 하기 위

하여 본고의 지도처럼 0~9%와 10~19% 등을 묶어서 20% 단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진하기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다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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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7>을 보면 ‘여:>에:’ 축약은 경상도와 전라남도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나

타나며 이에 인접한 충북·전북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에:>이:’ 고모음화 실현율은 아래와 같다. <지도 8>은 김아름(2008: 

17)65)의 <지도 1>을 본고의 지도와 같은 기준으로 다시 나타낸 것이다.66)

<지도 8> 형태소 내부 어두 ‘에:>이:’ 고모음화

65) ≪자료집≫의 ‘게:(Ⅰ.419), 넷:(Ⅰ.369), 셋:(Ⅰ.368.A), 세:수대야(Ⅰ.225), 떼:다(Ⅰ.676.A), 

메:다(Ⅰ.686.A), 베:다(Ⅰ.124①), 세:다(Ⅰ.376)’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66) 김아름(2008: 17, 54)의 <지도 1>과 <지도 9>는 고모음화 실현율을 0%, 0.1~10%, 

10.1~20% 등과 같이 10% 단위로 나누어 ⓪, ①, ② 등으로 지도에 나타내었다. 시각적으로 비

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본고의 지도처럼 0.1~10%와 10.1~20% 등을 묶어서 20%씩 나누고, 

이에 따라 진하기를 다르게 하는 것으로 다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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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8>을 보면 ‘에:>이:’ 고모음화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실현율을 보이

며, 반면 경상남도 서부 지역은 고모음화가 보고되지 않았다.67) 최명옥(1992ㄴ: 

65-68)에서는 경남은 경북과 달리 ‘여:>에:’를 거친 ‘에:’는 고모음화가 잘 일어나

지 않으며, 이는 ‘에:>이:’가 경북에서 경남으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창녕·밀양·울산 등 경남의 동남부가 이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점에서, 

‘에:>이:’의 전파 방향은 경북에서 경남의 동남쪽이었다고 보았다.

‘이’ 동화형의 역사적 형성 과정이 ‘이어>여:>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이상

의 <지도 6>, <지도 7>, <지도 8>을 종합하여 본다면, ‘XiəY’형의 실현율이 높지 

않고 ‘여:>에:’ 실현율과 ‘에:>이:’ 실현율이 높은 곳에서 ‘이’ 동화형이 나타날 것으

로 기대된다.

이 결과를 본고 2.1.1의 <지도 1>과 비교하면 ‘이’ 동화형의 실현과 대체로 맞아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먼저 세 변화가 모두 활발하였음에도 ‘이’ 동

화형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은 경기 시흥, 강원 화천, 충북 청원 등이다. 그 밖에도 

강원 홍천, 충북 괴산·옥천 등은 ‘이’ 동화형의 실현율이 높지 않다. 이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형태소 내부에서의 변화는 강하였으나, 그 변화가 활용에까지는 미

치지 않았거나 미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세 변화 중 ‘에:>이:’ 고모음화가 보고되지 않아서 ‘이’ 동화형이 기대되지 

않는 지역인데 동화형의 실현이 오히려 높은 곳이 있다. 경남 서부 지역이 그러하

다. 음변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먼저 일어나 형태소 경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일반적

이기 때문에, 형태소 내부에 ‘에:>이:’ 변화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활용에서 그러한 

변화가 활발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는 활용에서 

‘에:>이:’ 변화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며, 이 지역의 ‘이’ 동화형은 

음변화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

다음으로 다음절 어간의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 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

절 ‘이’ 모음 어간 활용에서의 ‘이’의 활음화 실현율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형태

소 내부에서는 변화를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활용에서 활음화를 겪지 않은 

67) 裵秉仁(1984: 26)에 의하면 산청에서는 ‘ke(게)>ki’, ‘pjəŋʃin(병신)>peŋʃin>piŋʃin’ 등 형태

소 내부에서의 ‘에:>이:’의 예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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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əY’와 같은 어형이 실현되는 비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상으로 한 항목

은 ‘보이-어(見. Ⅰ.692-1.B), 비비-어(刮. Ⅲ.17-1.A)’ 등 총 59개로, 본고 

2.1.1에서 다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이’ 동화형의 실현을 살필 

때 보았던 항목과 동일하다.

그런데 다음절 어간의 경우 ‘Xi-+-əY’가 활음화를 겪지 않은 ‘XiəY’로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전북 김제에서 ‘말리-어(燥, Ⅰ.658-3)’에 대하여 ‘말리어’, 충남 

공주에서 ‘감기-어(洗, Ⅲ.09.D)’에 대하여 ‘갱기어따(~갱겨따)’가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XiəY’와 같은 어형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다음절 어간의 경우 전국

적으로 ‘이’ 활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비어두에서 ‘여>에’ 축약의 실현율을 확인할 차례인데, ≪자료집≫에 

나타나는 비어두에 ‘여’를 가지는 어휘 항목은 ‘자녀(Ⅲ.21-6.), 손녀(Ⅲ.21-6.), -

년(年, Ⅲ.21-1.A~C), 처녀(Ⅰ.323.), 도련님(Ⅰ.329-2.), -면X(Ⅱ.52.①, ②, 

Ⅱ.53, Ⅱ.53.보충①~③)’의 총 6개 항목이 있었다. 그러나 이 어휘들로 ‘여>에’ 축

약을 확인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여>에’ 실현율이 미약하게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

서 ‘-메/미(-면), 대린님(도련님), 처니(처녀)’ 등의 어형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

다.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68)

마지막으로 비어두 ‘에>이’ 고모음화 실현을 보았다. 아래의 지도는 김아름(2008: 

54)69)의 <지도 9>를 본고의 지도와 같은 기준으로 다시 나타낸 것이다.

68) 중세어형 중 비어두에 ‘여’를 가지는 고유어를 대상으로 보려고도 하였으나 방언형을 골고루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69) ≪자료집≫의 ‘구레나룻(Ⅰ.204-3), 수제비(Ⅰ.089), 쓰레기(Ⅰ.058), 이레(Ⅰ.399), 어제

(Ⅰ.556), 어레미(Ⅰ.047), 번데기(Ⅰ.195), 얼레빗(Ⅰ.229-1), 굼벵이(Ⅰ.436), 써레(Ⅰ.015)’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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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9> 형태소 내부 비어두 ‘에>이’ 고모음화

<지도 9>를 보면 ‘에>이’ 고모음화는 경남과 경북 서부에서 높은 비율로 실현되

며 충북 영동, 전북 순창 등에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를 본고 2.1.1의 <지도 2>와 비교하면 대체로 ‘이’ 동화형

의 실현과 일치한다. 다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지역으로는 충북 단양이 있다. 단

양은 비어두의 ‘에>이’ 고모음화가 보고되지 않은 지역인데 75%의 높은 비율로 

‘이’ 동화형이 나타난다. ‘이’ 동화형이 ‘여>에>이’의 역사적 과정을 거쳤음을 생각

하면 단양에서 나타나는 동화형은 음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단양 말고도 

경기 파주·남양주, 충북 옥천 등의 지역은 ‘에>이’ 고모음화가 보고되지 않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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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이’ 동화형이 나타난다. 이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이’ 

동화형도 음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이’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의 통시적 형성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9) ㄱ. 1음절 ‘이’ 모음 어간

Xi-+-əY→XiəY>Xjə:Y>Xe:Y>Xi:Y

강원 고성·양양; 충북 중원·단양·보은·영동; 전남 광양·여천·완도; 경북; 경

남 창녕·산청·밀양·울주·의창·김해·양산·거제.

ㄴ. 다음절 ‘이’ 모음 어간

XV(C)i-+-əY→XV(C)iəY>XV(C)jəY>XV(C)eY>XV(C)iY

경기 양주·평택·용인·안성; 강원 영월; 충북 음성·제원·청원·괴산·보은·영동; 

전남 담양·곡성·구례·승주·광양·고흥·여천; 경북; 경남. 

3.1.2. ‘우’ 어간

‘우’ 동화형은 경남 밀양·김해를 중심으로 하여 거제·의창·합천·창녕 등의 지역에

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경남과 인접한 경북의 서남부에서도 나타남을 본

고의 2.1.2에서 확인하였다. ‘우’ 동화형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대하여 이진호(2002: 

112-113)에서는 ‘두:서(←두-+-어서), 주:서(←주-+-어서), 무:라(←묵-+-어

라)’ 등의 ‘우’ 모음 어간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우’ 동화형을 역사적으로도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를 겪은 것으로 보았는데,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외에는 역사적 형성 과

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실재하였던 변화라고 보기에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일반적인 

음운현상과 차이가 있다. 김성규(2004: 19-20)에서는 모음 변화는 모음 체계도 상

에서 자질의 1단계 변화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두 단계 

이상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모음 변화와는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 동화형의 경우에도 모음 어미의 두음인 ‘어’가 어간말 모음인 ‘우’에 동화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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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평순중모음인 ‘어’가 원순고모음인 ‘우’로 변하는 것이므로 두 단계의 변화가 

있게 된다.

또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어미의 두음이 어간말 모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동화라고 보기는 하지만, 어간말 모음의 자질과 상관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간말 모음의 어떤 자질에 닮아갔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다른 동화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움라우트는 ‘아기>애기’에서와 같이 후행하는 ‘이, j’의 [+

전설성]의 영향으로 선행하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변화이다. 움라우트

의 경우 혀의 높이는 바뀌지 않고 혀의 전후 위치만 바뀌어 1단계 변화만을 보이며, 

후설모음이 ‘이, j’의 영향으로 전설모음이 되었으므로 [+전설성] 자질에 동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실재하였던 다른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는 일반적인 동화의 양상과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음의 완전순행동화는 공

시론적 기술을 위한 규칙으로만 설정하고, 역사적으로 실재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고 본다.

‘우’ 동화형은 원순성동화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본다. 즉 모음 어미의 두음이 

어간말 모음인 ‘우’의 [+원순성]에 동화되었다는 것인데, 이때 모음 어미의 두음은 

‘으’와 ‘어’가 합류된 ‘Ǝ’이다. 또한 이 변화는 ‘우’ 자음 어간의 활용에서 시작되어 

‘우’ 모음 어간의 활용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모음 어미의 두음이 ‘ə’가 아닌 ‘Ǝ’라는 것은 ‘우’ 동화형이 나타나는 지역의 

음운체계와 관련이 있다. ‘우’ 동화형은 경상도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데, 이 지

역은 ‘으’와 ‘어’가 ‘Ǝ’로 합류된 곳이다.70) 이 지역에서는 ‘으’와 ‘어’가 구분되지 않

고 하나의 ‘Ǝ’로 나타나며, 그렇기 때문에 원순모음 ‘우’의 짝이 ‘Ǝ’가 된다. ‘Ǝ’에서 

[원순성] 자질만 바뀌면 ‘우’가 되는 것이다.

이혁화(2005: 37-38)에서는 형태소 경계와 내부에서의 원순모음화를 통하여 김

천방언에서는 후설평순모음 ‘어(Ǝ)’의 원순성 대립짝이 ‘우’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70) 최명옥(1992ㄴ: 56-57)에 의하면 경남은 ‘으’와 ‘어’가 음소로서 대립되는 지역이 없고, 경북

은 봉화·영풍·예천·안동·의성·군위·칠곡·달성·경주, 그리고 영양의 일부에서만 대립을 보인다고 하

였다. 즉 ‘으’와 ‘어’가 ‘Ǝ’로 합류된 지역은 경남 지역과 경북의 서남부 지역인데, 이는 본고 

2.1.2의 <지도 4>에서 확인한 ‘우’ 동화형이 나타나는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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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몇 개만 옮기면 아래와 같다.

(50) 구멍~구뭉, 구석~구숙, 주걱~주국

(50)은 원순모음 ‘우’ 뒤에서 모두 ‘어(Ǝ)’가 원순성동화에 의하여 ‘우’로 나타남

을 보여준다. 이러한 원순모음화의 예를 통하여 ‘어(Ǝ)’와 ‘우’가 [원순성]을 기준으

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혁화(2005: 37-38)에서는 ‘주-+-어

야→주야~조야, 누-+-었어→눘어~놌어’ 등 ‘우’ 모음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한 

어형으로 ‘조야, 놌어’ 보다 ‘주야, 눘어’가 훨씬 많이 쓰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

(Ǝ)’가 원순성 대립짝으로 ‘오’를 벗어나 ‘우’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Ǝ’의 원순성 대립짝으로 ‘우’를 가지는 지역은 김천만이 아니다. ≪보고서≫에는 

다른 경상도 지역에서도 ‘Ǝ’에 [원순성]이 더해지면 ‘우’가 됨을 보이는 예가 보고되

었다. 아래가 그 예인데, 괄호 안은 해당 어형이 나타나는 지역과 횟수이다.

(51) ㄱ. {두엄} 두움(경북 상주 1/2; 경남 남해 1/2)

{우엉} 우웅(경남 창녕 1/4)

ㄴ. {원지(지명)} 운지(경남 산청 1/1)

ㄷ. {병원} 비운(경남 창원 2/5, 산청1/2), 피운(경남 창녕 1/8), 벼운(경북 

의성 1/3; 경남 산청 1/2), 병운(경북 상주 5/19)

{창원} 차운(경남 창원 5/26)

{직원} 지군(경남 고성 2/2)

{공무원} 고무우(경남 고성 1/1)

{강원도} 가운도(경북 청송 1/1)

{도원동(지명)} 도운농(경북 의성 1/1)

ㄷ. {X월(月)} 정울(경북 청송 1/5, 고령 2/13; 경남 창원 3/8, 산청 1/1, 남

해 2/6, 하동 7/15), 이울(경남 창원 3/6, 울주 1/5, 하동 

3/5, 고성 3/6), 이율(경남 창원 2/6, 고성 1/6), 사물(경북 

고령 2/11; 경남 창원 2/6), 사울(경남 창원 1/2), 구울(경남 

창원 3/6, 고성 5/6), 시울(경남 산청 2/4, 하동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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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세월} 세울(경남 산청 3/3, 울주 1/3)

{가월(지명)} 가울(경남 창원 1/1)

{수월하다} 수울하다(경남 창원 2/2), 수욿다(경남 산청 1/1, 남해 1/2), 

수훓다(경남 남해 1/2), 수훌허다(경남 고성 1/1)

ㅁ. {꿩} 꿍(경남 남해 2/2)

{집권} 지꾼(경북 청도 1/1)

ㅂ. {저울} 정월(경북 고령 2/2; 경남 울주 1/1)

(51ㄱ~ㅁ)은 형태소 내부에서 ‘워(wƎ)>우(u)’의 축약을 보이는 예이고, (51ㅂ)

은 그에 대한 역현상으로 보인다. ‘w’의 원순성이 ‘Ǝ’에 더해졌을 때 ‘u’가 된다는 

것은 ‘Ǝ’의 원순성 대립짝이 ‘u’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앞서 2.2.2에서 살펴본 바로는 ‘우’ 동화형의 경우 ‘주-(授)’와 같은 ‘우’ 모

음 어간보다 ‘줍-(拾)’과 같은 ‘우’ 자음 어간의 경우에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처음부터 모음이 연속하는 환경에서는 활음화가 일어나기 쉽다. 

이는 어간말 모음이 ‘우’인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였을 때 대부분의 지역에서 

‘Xwə:Y’형이 나타난다는 점, ‘우’ 자음 어간 활용의 경우에는 ‘우’ 동화형을 가지면

서 ‘우’ 모음 어간의 경우에는 ‘Xwə:Y’형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존재 등을 통하여 짐

작할 수 있다. 그런데 자음이 탈락하여 생긴 ‘우어(uƎ)’ 연쇄에서는 활음화가 곧바

로 일어나지 않고 이 연쇄가 조금 더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모음 어미의 

두음 ‘Ǝ’가 어간말 모음인 ‘우’에 동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71)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 동화형의 통시적 형성 과정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

다.72)

(52) ‘우’ 동화형의 통시적 형성 과정: Xu-+-ƎY→XuƎY>Xu:Y (원순성동화)

71) 한편 같은 원순모음인 ‘오’ 모음 어간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는 ‘-어X’가 아닌 ‘-아X’가 결합

하기 때문에 원순성동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2) (51)의 예처럼 ‘wƎ:>u:’ 축약 과정이 있는 ‘Xu-+-ƎY→XuƎY>XwƎ:Y>Xu:Y(활음화, wƎ:>u: 

축약)’의 과정을 상정할 수도 있겠으나, 자음 어간에서의 활용에서 더 동화형이 활발하다는 점

을 고려하면 (52)와 같은 과정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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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에’, ‘애’ 어간

‘에’, ‘애’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는 다른 모음 어간의 경우와 달리 전국적으로 동

화형인 ‘Xe:Y’, ‘Xɛ:Y’가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애’ 동화형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대하여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첫 번째 가능성은 오종갑(2004: 62), 이진호(2008: 297-298)등에서 제시

한 ‘Xaj-+-aY→XajjaY>XɛjaY>XɛɛY’(j 첨가, ‘aj>ɛ’ 단모음화, ‘야>애’ 축약)의 과

정이다. 이 중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야’의 축약이다. ‘야>애’ 축약은 ‘여>에’ 축약과 

평행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에’의 경우와 달리 그 예로 볼 수 있는 어형이 매우 

드물다. 그러나 ‘야>애’의 예로 볼 수 있는 어형이 적은 이유를 ‘Cja’와 같은 음절이 

애초에 드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추론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73)

‘야>애’가 존재한다는 논의로 李秉根(1973: 139)에서는 강릉·삼척·울진 방언에서 

경구개음과 후음이 ‘j’ 앞에서 구개음화를 겪지 않으면 ‘이중모음의 단모음화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 중 ‘야>애’의 예로는 ‘행나무(향나무), 개롬하다~재롬하다

(갸름하다), 뺌(뺨)’ 등을 들고 있다. 김옥화(1994: 36)에서는 현대 고창방언의 ‘헹

기~향기, 헹다니(향단이), 헹네(향내)’ 등을 ‘야>애’ 축약에 의한 예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오종갑(1983: 290), 유필재(2001: 135) 등에서 ‘야>애’ 축약을 상정하

고 있다.

두 번째는 ‘Xaj-+-aY→XajaY>XɛaY>Xɛ:Y’(‘aj>ɛ’ 단모음화, ‘ɛa>ɛ:’)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다. ‘애아>애:’의 변화는 김현(2016: 13)에서 제시된 ‘새알심>샐:

심’, ‘새각시>새악시>색시’, ‘배알>밸:’, ‘배:냇짓(<배+안+에+ㅅ+짓)’, ‘개화주머

니>개:주머니’ 등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 동화형도 ‘애’ 동화형과 나란하게 ‘Xəj-+-əY→XəjjəY>XejəY>XeeY(j 첨가, 

‘əj>e’ 단모음화, 축약)’이나 ‘Xəj-+-əY→XəjəY>XeəY>Xe:Y(‘əj>e’ 단모음화, 

‘eə>e:’)’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eə>e:’의 경우 단어 내부에서 ‘에어’

와  같은 연쇄가 드물어 ‘에어>에:’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보고서≫의 ‘헤

73) 金玄(2015: 105)에서는 고유어의 경우 어두에서든 비어두에서든 자음 뒤에 ‘ja’가 오는 음절 

구조를 가지는 어형은 드물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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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泳. 22408)’에 대하여 ‘헤엠처간다(경남 창원), 훼미친다(경북 청송), 헤:미(강원 

평창), 헤미질(충북 보은), 헤엠친다(경남 고성)’ 등과 같은 예를 확인할 수 있었다.

(53) ‘애’, ‘에’ 동화형의 통시적 형성 과정

ㄱ. Xaj-+-aY→XajjaY>XɛjaY>XɛɛY (j 첨가, aj>ɛ 단모음화, ‘야>애’ 축약)

Xəj-+-əY→XəjjəY>XejəY>XeeY (j 첨가, əj>e 단모음화, ‘여>에’ 축약)

ㄴ. Xaj-+-aY→XajaY>XɛaY>Xɛ:Y (aj>ɛ 단모음화, ɛa>ɛ:)

Xəj-+-əY→XəjəY>XeəY>Xe:Y (əj>e 단모음화, eə>e:)

3.1.4. ‘위’, ‘외’ 어간

이진호(2008: 277-278, 284-286)에서는 ‘위’, ‘외’ 동화형의 형성에 대하여 각

각 아래 (54), (55)와 같은 두 가지 역사적 변화 과정을 제시하였다.

(54) ‘위’ 동화형의 역사적 형성 과정(이진호 2008: 284-286)

ㄱ. Xuj-+-əY→XujəY>XüəY>XüY

(‘uj>ü’ 축약, 모음탈락)

ㄴ. Xuj-+-əY→XujəY>XueY>Xwe:Y>Xwi:Y>Xü:Y

(‘uj>ü’ 축약, 활음화, ‘에:>이:’ 고모음화, ‘wi:>ü:’ 축약)

(55) ‘외’ 동화형의 역사적 형성 과정(이진호 2008: 277-278)

ㄱ. Xoj-+-əY→XojəY>XöəY>Xö:Y

(‘oj>ö’ 축약, 모음 탈락)

ㄴ. Xoj-+-əY→XojəY>XoeY>Xwe:Y>Xö:Y 

(‘oj>ö’ 축약, 활음화, ‘we:>ö’ 축약)

이진호(2008: 284-286)에서는 ‘위’ 동화형의 형성 과정으로 (54)를 제시하였다. 

(54ㄱ)은 ‘Xuj-’의 ‘uj’가 단모음 ‘ü’로 축약된 후 ‘ü’ 뒤에서 모음 어미의 두음 ‘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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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 모음 탈락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점이 이 가능성의 문제라고 하였다. (54ㄴ)은 ‘uj’가 ‘ü’로 단모음화되기 전에 ‘jə’가 

‘e’로 축약되고 ‘ue’의 연쇄에서 활음화가 일어난 후, 이어서 고모음화가 일어나 

‘we:’가 ‘wi:’가 되고 ‘wi:’가 ‘ü:’로 축약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인데, ‘wi:>ü:’의 

변화가 가능한 변화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wi:>ü:’는 ‘이’에 

w의 [+원순성]이 더해져 ‘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연스러운 축약 현상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54ㄴ)의 가능성은 생각해볼 만하다.

다음으로 ‘외’ 동화형의 형성 과정 중 (55ㄱ)은 ‘Xoj-’의 ‘oj’가 단모음 ‘ö’로 축약

된 후 ‘ö’ 뒤에서 모음 어미의 두음 ‘ə’가 탈락하였다고 보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모

음 탈락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55ㄴ)은 ‘oj’가 ‘ö’로 단모음화되기 전에 ‘jə’

가 ‘e’로 축약되고 ‘oe’의 연쇄에서 활음화가 일어난 후 ‘we:’가 ‘ö:’로 축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웨>외’ 축약은 ‘외’ 동화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활발한 변화가 아니

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밖에도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다. (55)는 모두 ‘외’ 모음 어간이 ‘-어X’ 

어미와 결합하고 있는데, ‘외’ 동화형이 나타나는 전남 지역에서는 ‘외’ 모음 어간 뒤

에 ‘-아X’ 어미가 결합하여 ‘되-어(硬)’에 대하여 ‘되아X(영광·장성·담양·곡성·광산·

신안·무안·나주·화순·영암·진도·해남·강진·보성)’, ‘쇠-어(餲)’에 대하여 ‘쇠아X(영광·

장성·담양·곡성·함평·광산·신안·무안·나주·화순·영암·진도·해남·강진·장흥·보성)’ 등과 

같은 활용형이 ‘-어X’가 결합한 활용형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한 (54ㄴ)과 (55ㄴ)을 보면 ‘외’ 모음 어간과 ‘위’ 모음 어간이 모두 ‘Xwe:Y’라

는 어형을 거치고 있는데, ‘외’ 모음 어간의 경우는 ‘Xö:Y’로 바로 축약이 되고 ‘위’ 

모음 어간은 ‘Xwi:Y’로 고모음화를 겪고 나서 ‘Xü:Y’로 축약이 된다. 역사적으로 같

은 어형에서 출발한다면 한 지역어 내에서는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렇다면 ‘외’ 모음 어간도 ‘Xoj-+-əY→XojəY>XoeY>Xwe:Y>Xwi:Y>Xü:Y’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확인한 결과 ‘외’ 동화

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외’ 모음 어간이 ‘Xü:Y’와 같은 활용형을 가지거나, 형태소 

내부에서 ‘외’가 ‘위’로 나타나는 예는 찾을 수 없었다.74)

74) ≪자료집≫의 ‘쇠(I.012), 숫쇠(I.043-1.b), 암쇠(I.043-1.a), 열쇠(III.03.보충5), 오이(I.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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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동화형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56) Xoj-+-aY→XojaY>XoɛY>Xwɛ:Y>Xö:Y

(‘야>애’ 축약, 활음화, ‘wɛ:>ö’ 축약)

(56)은 ‘외’ 모음 어간이 ‘-아X’ 어미와 결합하고 ‘we:’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

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 또한 ‘wɛ:>ö:’와 같은 변화는 전남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화로, 아래가 그 예이다.75)

(57) ㄱ. öjaŋ(<왜간장. 함평), önom(<왜놈. 무안·진도), önara(<왜나라. 화순), 

hötɛ(<횃대. 화순·보성·진도·완도).

ㄴ. 외:난(<왜난. 보성), 회떼(<횃대. 진도), 횓떼(영광), 회때(보성).

ㄷ. 꾕이(<괭이), 외무시(<왜무우), 시쾨깄소(←식후[冷]-+-아-+-기-+-

었-+-소), 뭉꾀깄소(←뭉꾸[束]-+-어-+-기-+-었-+-소).

‘위’, ‘외’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8) ㄱ. ‘위’ 동화형의 통시적 형성 과정

Xuj-+-əY→Xujə>XueY>Xwe:Y>Xwi:Y>Xü:Y

(‘여>에’ 축약, 활음화, 고모음화, wi>ü)

ㄴ. ‘외’ 동화형의 통시적 형성 과정

Xoj-+-aY→XojaY>XoɛY>Xwɛ:Y>Xö:Y

(‘야>애’ 축약, 활음화, wɛ:>ö)

III.03.보충2), 퇴침(I.125-1), 왼손(I.232), 왼쪽(I.232.보충a), 쇠머리(I.198-1.보충2), 소

(I.451), 쇠고기(I.451.보충1), 쇠꼬리(I.451.보충2), 쇠발톱(I.451.보충4), 쇠뿔(I.451.보충3), 쇠

죽(I.460), 쇠죽바가지(I.460-1), 되(I.366~375.B), 회충(I.432), 묏자리(I.535-1), 죄

(III.05-9), 되다(III.05-3, III.06-2), 되다(III.05-3, III.06-2), 되다(化, III.06-2)’를 대상으

로 ‘외’가 ‘위’로 보고되는 예를 찾으려 하였는데, 경남 창녕에서 ‘왼손’을 ‘윈손[ünsón]’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예이다.

75) (57ㄱ)은 ≪자료집≫의 ‘Ⅲ.03-7. ㅙ; 왜국/횃대’, (57ㄴ)은 ≪보고서≫ ‘왜난(倭亂. 31045), 

횃대(楁. 31046)’ 항목의 실현형이며, (57ㄷ)은 정인호(1995: 21, 63-64)에서 ‘wɛ:>ö:’의 예로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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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규칙의 확대- ‘이’ 어간

앞서 3.1.1에서 ‘이’ 어간의 활용에 적용되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의 형성 

과정을 살펴볼 때에, 규칙이 음변화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지역

이 있었다.

1음절 어간에서의 ‘이’ 동화형은 ‘Xi-+-əY→XiəY>Xjə:Y>Xe:Y>Xi:Y(활음화, 

‘여:>에:’ 축약, ‘에:>이:’ 고모음화)’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활

음화, ‘여:>에:’ 축약, ‘에:>이:’ 고모음화의 세 변화 중 하나라도 겪지 않았다면 ‘이’ 

동화형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경남 서부 지역은 형태소 내부에서 ‘에:>이:’ 고모음화가 잘 보고되지 않

음에도 활용에서 ‘이’ 동화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음변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먼

저 일어나서 형태소 경계로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형태소 내부에서 활

발하지 않았던 변화가 활용에서 활발하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경남 서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 동화형은 음변화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남 서부 지역은 비어두에서 단모음 ‘에’의 고모음화 실현율이 높은 지역이

고, 이에 따라 다음절 어간의 활용에서 ‘이’ 동화형이 87~100%의 높은 비율로 실

현된다. 그러므로 경남 서부에서 ‘이’ 모음 1음절 어간의 활용에서 ‘이’ 동화형이 나

타나는 것은, 다음절 어간의 활용에서 형성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1음절 어

간에까지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76)

(59) 확대 전 규칙:  Ǝ→i / XV(C)i]v.st.+__Y

확대 후 규칙:  Ǝ→i / (C)i]v.st.+__Y

76) 국어의 음운 규칙이 확대된 다른 예로는 전설모음화가 있다. 白斗鉉(1992: 257-258)에 의하

면 전설모음화는 ‘ㅅ’ 뒤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ㅅ’의 전설모음화(스>시)의 예는 18세기 후

기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즈>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 방언의 경우에는 

전설모음화 규칙이 치조음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최명옥·김옥화(2001: 209)에서는 여러 

방언에서 전설모음화는 ‘ㅅ, ㅈ’ 등 [+치찰성]을 가지는 자음에 국한되어 있으나 전북 방언에서

는 ‘ㄴ, ㄹ, ㄷ, ㅌ’ 등 [-치찰성]을 가지는 치조음도 동화주가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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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절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이’ 동화형은 ‘XV(C)i-+-əY→

XV(C)iəY>XV(C)jəY>XV(C)eY>XV(C)iY(활음화, 축약, ‘에>이’ 고모음화)’의 과

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런데 충북 단양은 비어두에서 ‘에>이’ 고모음화가 보

고되지 않음에도 활용에서 ‘이’ 동화형의 실현율이 88%로 높게 나타난다.

대신 단양은 어두에서 ‘에:>이:’ 실현율이 높으며 이에 따라 1음절 어간의 활용에

서 ‘이’ 동화형 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단양의 경우 경남 서부와 반대

로 1음절 어간의 활용에서 형성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다음절 어간에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단양은 경북 서부 지역과 인접하여 경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북 서부의 높은 ‘이’ 동화형 실현에 영향을 받

았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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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간의 재구조화- ‘오’ 어간

음변화나 규칙의 확대 외에도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나 동화형이 형성된 경우도 

있다. ‘오’ 모음 어간의 경우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나타나는 지역이 매우 드물다. 

경남에서는 ‘오’ 동화형이 보고되지 않았고, 경북에서는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지역에서 동화형이 나타난다.

‘오’ 동화형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존하였던 음운 현

상 중 ‘Xo-+-aY’의 연쇄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XoaY’가 ‘Xwa:Y’가 

되는 활음화 정도이다. 그러나 ‘wa:>o:’와 같은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한은 ‘Xwa:Y’

와 같은 어형에서 어떠한 통시적 과정을 거쳐서 ‘Xo:Y’가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통시적으로도 존재하여 활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XoaY’ 연쇄에서 후행하는 ‘a’가 선행하는 ‘o’에 동화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지금

까지 본고에서 살펴본 바로도 모음 어미의 두음이 ‘아’인 경우에는 어간의 말음이 

무엇이든지 동화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었고, 형태소 내부에서도 그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 동화형이 나타나는 경북 서부 지역은 ‘우’ 모음 어간이 ‘-어X’ 어미 뿐 아니

라 ‘-아X’ 어미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崔明玉(1992ㄱ: 143)에 따르면 

위 지역 중 문경·예천·상주는 ‘춥-(寒)’에 ‘-아X’가 결합하는 지역이라고 하였는데, 

‘ㅂ’ 말음을 가지고 있지만 1음절 어간에도 ‘-아X’가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현(2006: 156)에서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쏘-+-아’에서 도출된 ‘쏴:’가 ‘쑤

-+-아’로 재분석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는 ‘수-(粥)+-아→사:’와 같

이 1음절 ‘우’ 모음 어간에도 ‘-아X’ 어미가 결합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즉 이 지역에서는 ‘쏘-+-아→쏘아─(활음화)→쏴:(射)’도 가능하지만 ‘쑤-+-아

→쑤아─(활음화)→쏴:’도 가능하며, ‘쑤-+-어→쑤어─(활음화)→쒀:’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쏘-’의 활용형인 ‘쏴:’라는 어형을 보고 ‘쑤-+-아’에서 온 ‘쏴:’라고 

생각하여 기본형을 ‘쑤-’라고 재분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분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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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온 ‘쑤-’라는 어간은 다시 ‘어’계 어미와 결합하면 ‘쑤-+-어→쑤어→쒀:’가 되

는데, 이 지역은 ‘워>오’ 축약도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쒀:>쏘:’의 과정을 거쳐 

‘쏘:’라는 활용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오’ 동화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쏘-’와 같은 ‘오’ 모음 어간이 ‘쑤-’와 같은 ‘우’ 모음 어간으로 재분석되어 ‘쏘:’라

는 어형이 생기게 되었다. ‘쏘:’가 재구조화에 의하여 형성된 ‘쑤-’에서 나온 어형이

라는 점을 생각하면 ‘쏘:’는 축약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자음 어미 앞에서는 

‘쏘고, 쏘지’와 같은 어형을 보이기 때문에 공시적으로는 ‘쏘-+-아─(모음의 완전

순행동화)→쏘:’라고 기술할 수 있는 것이다.

‘오’ 모음의 완전순행동화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60)과 같다.77)

(60) Xo-+-aY→XoaY―(활음화)→Xwa:Y⇠(활음화)…XuaY⇠Xu-+-aY

(Xo-⇒)Xu-+-əY─(활음화)→Xwə:Y─(축약)→Xo:Y

77) ‘⇠’은 재분석을, ‘⇒’은 어간의 재구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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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고, 공시론적으로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에 의하여 도출되었다고 기술하는 

어형들이 통시적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먼저 ‘이’ 모음 어간의 경우, ‘Xi-+-əY’에서 ‘XiiY(또는 Xi:Y)’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공시론적으로는 ‘Xi-+-əY―(모음의 완전순행동화)→Xi:Y’와 

같이 기술한다. 역사적으로는 ‘Xi-+-əY→XiəY>Xjə(:)Y>Xe(:)Y>Xi(:)Y(활음화, 

축약, 고모음화)’의 음변화에 의하여 ‘이’ 동화형이 형성되었다. ‘이’ 동화형이 나타

나는 지역은 경상도 지역인데, 이 중 ‘이어>여(:)>에(:)>이(:)’의 세 변화가 모두 

확인되어 음변화에 의하여 ‘이’ 동화형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은 경남 동

부와 경북 지역이다.

한편 세 변화 중 고모음화를 겪지 않고도 ‘이’ 동화형이 높은 비율로 실현되는 지

역이 있는데, 경남 서부와 충북 단양이 그러하다. 경남 서부의 경우 장모음 ‘에:’의 

고모음화가 보고되지 않지만 비어두에서 단모음 ‘에>이’ 고모음화에 의한 어형이 높

은 비율로 나타나며, 다음절 ‘이’ 모음 어간의 활용에서 ‘이’ 동화형이 활발하게 나타

나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다음절 어간의 ‘Ǝ→i / XV(C)i]v.st.+__Y’ 규칙이 1음절 

어간에까지 확대(Ǝ→i / (C)i]v.st.+__Y)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북 단양의 경우 이

와 반대로 1음절 어간에서의 규칙이 다음절 어간으로 확대되었거나, 주변 지역의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 모음 어간의 경우 ‘우’ 동화형은 밀양과 김해를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에서 나

타나고, 경남에 인접한 경북의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우’ 자음 어간의 활용에서 ‘우’ 동화형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는 것과, ‘우’ 동화형이 나타나는 지역이 ‘으’와 ‘어’가 합류되어 ‘Ǝ’로 나타나는 지역

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 동화형은 ‘Xu-+-ƎY→

XuƎY>Xu:Y’, 즉 ‘Ǝ’의 원순성동화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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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모음 어간의 활용형에서 ‘오’ 동화형이 나타나는 것은 경북 서부 지역이었다. 

경남에서는 ‘오’ 동화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 동화형이 나타나는 지역의 특징은 

‘우’ 모음 어간에도 ‘-어X’뿐 아니라 ‘-아X’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우’ 모음 어간에도 ‘아’로 시작하는 모음 어미가 결합하기 때문

에, ‘Xo-+-aY→XoaY―(활음화)→Xwa:Y’의 과정을 거친 ‘Xwa:Y’라는 어형을 

‘Xu-+-aY→XuaY―(활음화)→Xwa:Y’에 의한 어형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Xo-’는 ‘Xu-’로 재분석되었고, ‘Xu-’는 다시 모음 어미와 결합하여 ‘Xu-+-əY→

XuəY―(활음화)→Xwə:Y―(축약)→Xo:Y’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오’ 동화형이 나타

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에’, ‘애’ 모음 어간의 경우 전 지역에서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에 의한 어형

이 널리 쓰인다. ‘에’, ‘애’ 모음 어간의 경우 모음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이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데, ‘하-(爲)’와 재구조화된 ‘에’ 모음 어간이 그러하다. ‘하-(爲)’와 재

구조화된 ‘에’ 모음 어간의 활용형에서는 ‘XeəY/XɛaY’와 같은 어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애’ 동화형의 역사적 형성은 ‘Xaj-+-aY→XajjaY>XɛjaY>XɛɛY(‘aj>ɛ’ 단

모음화, ‘야>애’ 축약)’ 또는 ‘Xaj-+-aY→XajaY>XɛaY>Xɛ:Y(‘aj>ɛ’ 단모음화, 

ɛa>ɛ:)’의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 동화형도 이와 평행하게 

‘Xəj-+-əY→XəjjəY>XejəY>XeeY(‘əj>e’ 단모음화, ‘여>에’ 축약)’나 ‘Xəj-+-əY

→XəjəY>XeəY>Xe:Y(‘əj>e’ 단모음화, eə>e:)’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 모음 어간과 ‘위’ 모음 어간의 경우 중부 지역과 전남 남부 지역

에서 동화형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전남 남부 지역은 ‘외’ 모음 어간에 ‘-아X’ 어

미가 결합한다는 점과 ‘wɛ:>ö:’의 변화가 활발함을 근거로 하면 ‘외’ 동화형의 역사

적 형성 과정은 ‘Xoj-+-aY→XojaY>XoɛY>Xwɛ:Y>Xö:Y(‘야>애’ 축약, 활음화, 

wɛ:>ö:)’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동화형의 역사적 형성 과정은 ‘Xuj-+-əY→

Xujə>XueY>Xwe:Y>Xwi:Y>Xü:Y(‘여>에’ 축약, 활음화, 고모음화, we:>ü:)’으로 

보인다.



- 77 -

참고문헌

구현옥(1992), 함안 지역어의 음장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립국어원(2005-2013),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김봉국(2007), 강원도 태백 지역의 언어, ≪한민족문화연구≫ 21, 한민족문화학회, 

63-93.

김성규(1999), 빠른 발화에서 음절 수 줄이기, ≪애산학보≫ 23, 애산학회, 

109-137.

김성규(2004), ‘워>오’의 통시적 고찰, ≪국제어문≫ 30, 국제어문학회, 5-26.

김세환(2012), 청송지역어의 용언 어간의 통시적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아름(2008), 국어 고모음화 현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화(1994), 高敞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한 通時的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화(2000), 전북방언 ‘-어X’계 어미의 재구조화, ≪국어학≫ 36, 국어학회, 

97-131.

김옥화(2001),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옥화(2004), 무주지역어 ‘어간+아X’의 음운과정,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

학회, 499-524.

金完鎭(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동아문화≫ 11, 서울대

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73-299.

김  현(2006), ≪활용의 형태음운론적 변화≫, 태학사.

김  현(2009), ‘ㅕ>ㅔ’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 ≪開新語文硏究≫ 29, 開新語文學會, 

5-27.

金 玄(2015), 中世 國語 ‘ㅕ’의 音韻論, ≪語文硏究≫ 16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9-123.

김  현(2016), 비고모음의 활음화, ≪방언학≫ 23, 한국방언학회, 9-29.

김  현·이영환(2015), 모음 간 /j/의 음성 실현과 지각 판단, ≪國語學≫ 75, 국어학

회, 39-58.



- 78 -

박숙희(2010), 굴절의 음운현상으로 본 충남 방언의 특징, ≪어문학≫ 109, 한국어

문학회, 145-168.

방언연구회(2001), ≪方言學 事典≫, 태학사.

裵秉仁(1984), 山淸方言의 音韻論的 硏究 -音韻體系와 用言活用時의 音韻現象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주채(1998), ≪고흥방언의 음운론≫, 태학사.

白斗鉉(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硏究≫, 태학사.

宋喆儀(1995), 國語의 滑音化와 관련된 몇 問題, ≪단국어문논집≫ 1,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단국어문연구회, 269-292.

신지영(2000),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오종갑(1983), ㅑ, ㅕ, ㅛ, ㅠ의 변천, ≪한국학논집≫ 10,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

원, 285-305.

오종갑(2004), ‘Vy+a/ə’의 음운론적 변화와 영남 방언, ≪한글≫ 265, 한글학회, 

57-97.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필재(2005), ≪음운론 연구와 음성전사≫, UUP.

이기갑(2003), ≪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이문규(2013), 국어 성조론에서의 성조형의 개념과 위상, ≪한글≫ 301, 한글학회, 

5-42.

李秉根(1973), 東海岸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133-147.

李秉根(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報償性, ≪국어학≫ 6, 국어학회, 1-28.

이상신(2010), 이중모음 어간의 공시 음운론, ≪語文學≫ 110, 한국어문학회, 

91-112.

李翊燮(1972), 江陵 方言의 形態音韻論的 考察,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96-119.

이진호(2002), 음운 교체 양상의 변화와 공시론적 기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진호(2008), ≪통시적 음운 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 79 -

이진호(2014),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이혁화(2002), 국어 반모음 ‘Ч’의 음성학과 음운론, ≪어학연구≫ 38,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339-364.

이혁화(2005),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이혁화(2007), ‘애아’ 모음 연쇄의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기술, ≪국어국문학≫ 

146, 국어국문학회, 353-383.

林錫圭(2007ㄱ), 慶北北部地域語의 音韻論的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석규(2007ㄴ), ‘Xi+əY’의 방언권별 형태음운과정, ≪우리말글≫ 40, 우리말글학

회, 175-199.

정승철(2008), 방언형의 分布와 改新波, ≪어문연구≫ 36-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99-116.

정인호(1995), 和順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崔明玉(1976), 西南慶南方言의 副詞化接辭 ‘-아’의 音韻現象, ≪國語學≫ 4, 국어학

회, 61-82.

崔明玉(1992ㄱ), 慶尙北道의 方言地理學, ≪震檀學報≫ 73, 진단학회, 139-163.

최명옥(1992ㄴ), 慶尙南北道間의 方言分化 硏究, ≪애산학보≫ 13, 애산학회, 

53-103.

崔明玉(1995), ‘Xㅣ]Vst 어 Y’의 音韻論, ≪진단학보≫ 79, 진단학회, 167-190.

최명옥·김옥화(2001), 전북방언 연구, ≪語文學≫ 73, 韓國語文學會, 203-224.

하신영(2004), ‘X{C,V}]Vst아/어Y’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韓國精神文化硏究院(1987-1995), ≪韓國方言資料集≫,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成愚(1996), 唐津 地域語의 音韻論的 硏究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영목(1999), 충남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語文硏究≫ 32,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63-85.



- 80 -

<ABSTRACT>

A Study on Complete Progressive Assimilation of Vowel

Bae, Yoonjeo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henomenon of complete progressive assimilation 

of vowel in dialects of Korea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and Jeju dialects. Complete 

progressive assimilation of vowel is a phenomenon that the following vowel is 

completely assimilated to the preceding one in the vowel sequence. The aim of 

this thesis is twofold: to examine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complete 

progressive assimilation rules, and secondly, to analyze how those rules are 

formed within diachronic view.

Regarding that it is observed the complete progressive assimilation mostly 

occurs in the vowel sequences in a single prosodic boundary, the data in which 

vowel stems and endings are agglutinated is closely examined. In particular, the 

case where the coda of stems is filled with ‘ㅎ, ㆆ’, the deletion rule that 

drops ‘ㅎ, ㆆ’ is ordered to apply first, and then the vowel ‘a’ or ‘ə’ in the 

following ending is assimilated to the last vowel of the stems. 

To be specific, the lots of assimilated forms of ‘i, u, o’ stems are observed 

in Gyeongsang dialects. In the case of stems ending with ‘u’, unlike the stems 

ending with ‘i’ and ‘o’,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assimilated forms appear 

more in the stems with a consonant than in the stems end with vowel. The 

assimilated forms of ‘e, ɛ’ stems are observed in all the dialects of Korean. 

The vowels ‘ü’ and ‘ö’ in stems assimilates the following vowels in the ending 

in Gyeonggi, Chungnam and Jeonnam dialects.

The factors of formation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soun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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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environments where rules apply and restructuring of stem. The 

sound changes have had an effect on forming the assimilating rules of stems 

that end with ‘i, u, e, ɛ, ü, ö’. The rule of stems end with ‘o’ is attributed by 

restructuring of the stems.

In the case of ‘i’ stems, the rule in some regions is peculiar to be caused by 

sound changes, which is more plausible that the environments where the rule 

applies have been expanded.

Overall, this paper shows that the forms derived from complete progressive 

assimilation of vowels in dialects of Korean are analyzed within both synchronic 

and diachronic perspectives.

Keywords: complete progressive assimilation of vowel, conjugated form, sound 

change, expansion of the rule, restructuring, region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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