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한 방송 언어의 운율 특성 비교연구* 
-억양을 중심으로-

김기호·홍종선·이용재 

1. 머리말 

남북 분단 이후 50년 동안 서로 인적， 물적 교류가 단절되어 남북한간의 

문화척 이질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언어의 경우도 그 예 

외는 아니다. 남북한간의 언어의 차이는 어휘나 표기법， 발음 둥 언어 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척은 한국어 음성언어 (spo

ken language)의 DB 구축이라는 대전제 아래에， 남북한 방송 언어에 나타 

난 운율상의 특성을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통하여 비교 연구하여 남북한 방 

송 언어의 음성언어척 특성을 기술함￡로써， 이를 음성인식과 음성합성에 

이용하고 아울러 통일 후의 언어 교육에 일조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 

서는 기존에 연구된 남북한 언어의 운율 특성율 억양을 중심으로 개략척a 

로 살펴 보았고，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험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 대 

한 연구 방법과 그 연구 실험 결과를 논의하였다. 끝으로 제4장은 요약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2. 선행 연구 

2. 1. 북한의 억양 연구 

북한에서는 문창이나 구절이 갖는 억양에 관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 본 연구는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 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펀 
것으로 본 논문 내용의 일부는 고려대학교 언어청보연구원 월례발표회(1995. 10. 
17)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제29회 논문발표회(1995. 12. 2)에 발표된 바 있 
다. 본 연구 실험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의 이봉원， 
영푼과 석사과정의 조항태， 염병진， 남호성， 검화영， 노총회， 신미정， 이현주에게 
감사롤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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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가령 조선어 문법(1960)에도 액센트， 어조 둥에 관한 장이 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격척으로 억양에 대하여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이 

후이다. 그 대표척인 것으로 화법 설명의 관점에서 억양의 유형올 제시한 

리상벽(1973)올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 이후에는 한동안 공백기를 보 

이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실험을 풍한 억양 연구가 퉁장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인 것으로 정용호(1986)와 강진철(1990)을 들 수 있다. 

함경 방언에 나타나는 억양 특징을 기본주파수와 강도롤 중심으로 고찰한 

청용호는 문화어에 비해 함경 방언은 기본주파수에서 문장의 처음과 끝의 

차이가 크며， 굴곡이 고르지 못하고， 표현형태에서 문화어보다 다양하지 못 

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강진철은 억양에 대한 실험음성학척 연구를 통 

해 운화어의 억양 곡선을 네 가지(시작높낮이선， 중간높낮이선， 이음높낮이 

선 및 끝맺음높낮이선)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었다. 

억양에 대한 북한의 연구는 이와 갈이 비교적 그 수도 척고， 내용도 제한 

척인 반면， (우리 국어학계에서 ‘화법’으로 통칭되는 개념의 북한의 용애인) 

‘화술’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운율 연구는 

실험음성적인 음향음성 연구보다는 오히려 화술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 측 

면에서의 운윷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었다. 이는 북한의 활발 

한 화술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1945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이루어진 

화술 연구 논저의 수가 무려 115편에 달하며， 이 충 방송 언어에 관한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 방송원， 연극 영화 배우， 교원 등을 위해 리상벽이 쓴 「화 

술홍론J (1964)과 「조선말화술J(1975)에서는 화술이란 문법척으로 다듬어 

지고 예술척A로 형상화된 업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청의되고 그 규정이 비 

교척 상세히 세분화되어 기술되어 있다. 북한의 화법은 먼저 평양올 중심지 

로 한 평양말율 이른바 ‘문화어’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문화어률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풍일을 앞당기는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륙 

히 방송화술은 방송의 강력한 영향력과 대중에 대한 선전 매체로서의 중요 

성으로 말미암아 화술 이론 중에서도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2. 북한의 방송화술 연구 

리상벽(1975)은 북한 방송화술의 기본형태를 형식상 륙성에 따라 보도， 

해셜， 캉의， 토론 풍의 혼자 하는 말의 형식과 방송극의 대사， 재담 및 화담 

풍의 주고받는 발의 형식으로 나누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방송 

자료는 주로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혼자 하는 말의 형식에 대 

해서만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리상벽(1975)은 방송화술의 업말푸롤 전달루， 설명루， 선통루， 그리고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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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푸 풍의 네 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갈이 셜명하고 있다. 

가) 전달푸: 보도， 날씨， 방송차례 풍 새로운 사건과 사실을 전달하거나 

알려 줄 때에 쓰는 말투로， 이야기의 내용올 전달하는 데 목척이 있는 만큼 

돗올 똑바로 가려 주게 된다. 

나) 설명투: 당정책해설， 시사문제해설， 과학기술해설， 음악해설 퉁 교양 

방송이 이에 해당되며， 어느 경우나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어조가 비교척 

부드러운 것이 륙징이므로 설득력도 강하다. 

다) 선동푸: 구호， 선동연설， 호소문， 그 외에 대중올 직접 행동에로 조칙 

동원할 때 쓰는 말투로， 그 목척에 어울리게 열렬한 사상감청과 그에 맞는 

힘있는 목소리와 발음이 지배적인 것이 특징이다. 선통하는 말은 전달， 셜 

명， 설복， 호소 풍의 다양한 말푸로 배합해 나아가다가 호소하는 부분에서 

힘올 주는 것이 일반적 유형이다. 

라) 느낌투: 느낌루는 감동을 가지고 말하는 말투로 일상생활에서 철반 

은 읽고 절반은 이야기하는 식￡로 말하면서 속도가 버교척 느리고 휴식이 

많으며 억양이 큰 곡선을 그으며 엮기도 한다. 방송에서는 김일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느낌투가 많이 쓰이며， 그밖에 공산주의 교양기사， 영웅들올 취 

급한 편집물과 전투실화， 공산주의척 새 인간들에 대한 예술적 산문들에서 

자주쓰인다. 

한편 리상벽은 방송화술의 특성을 기사유형에 따라 보도기사， 해설기사， 

김일성 관련기사 등으로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보도화술: 구체적 사실에 기초한 간결하고 신속한 서술을 그 륙칭으 

로 하며， 기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율 위주로 하는 말이다. 기사 

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발음이 자연스럽고 똑똑하여야 하고，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문창을 토막내어 자연스럽게 이어나가 

야 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따라서 끊기가 비교적 많다. 아울러 보도화술의 

끝억양 형태는 낮추는 억양이 지배척이다. 

나) 해설화술: 말 그대로 하나의 문제를 놓고 그 내용을 깊이있게 설명 

하는 화술로 설득력과 선동성이 잘 보장되며 자기 말처럼 자연스럽고 자유 

로운 설명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끊기의 횟수가 비교척 적으며， 억양의 

높낮이는 심하지 않￡나 강조할 경우에는 그 높낮음이 크다. 

다) 김일성 관련화술: 검일성에 대한 존경과 홈모의 청올 나타냐는 어휘 

와 표현으로 ‘-께서께시념’ 등의 존청율 써야 하고， 발음법 

상에도 존함 앞뒤에 사이를 약간 두고 청중하고 경건하게 천천히 발음해야 

한다. 김일성 교시를 인용하여 전랄하는 화술에서는 교시 인용문 앞뒤에 긴 

끊기를 두어 김일성 교시와 앞뒤 문장간을 구별한다. 김일성 로작 전문울 

전달하는 화술에서는 문화어 발음 규범대로 발음하고 끊기를 바로 하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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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속도를 늦추도록 한다. 

2.3. 남한의 억양 연구 

우리말 억양에 대한 본격척인 실험음성적 연구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구회산(1986) ， 고도흥(1988)의 학위 논문을 필두로 이호영(1990) ， 지민제 

(1992), 윤얼송(1992) ， Jun (1993) 동에 의해 지속척으로 연구되고 었다. 
그 이전의 억양에 대한 연구로는 이현복(1973， 1974, 1976, 1982), 임홍빈 

(984) , 이영길(1988) 풍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억양의 정의 및 억양과 

다론 운율요소와의 상관관계 등에 관심을 둔 연구였다. 본고의 남북한 방송 

언어의 실험자료와 관련된 실험음성학적 연구 논문으로는 서울 방언의‘억 

양올 기본주파수(fQ) 값을 이용하여 분석한 구회산(1986) ， 고도홍(1988) 

그리고 서울말과 호남 방언의 억양을 분석한 Jun (1 993)을 들 수 있다. 구 
회산에 의하면， 국어 억양은 평서문의 경우 평탄조가 아닌 하강(falling) 어 

조롤 보이며 그 하강 청도는 문장의 길이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 

과롤 제시하고 있으며， 고도흥에서는 국어 억양을 통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 

다는 가정 하에 국어 억양의 영역은 절이며， 주어나 동사의 생략， 어순의 

변화， 삽업구나 삽입절이 억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남녀의 억양 구조 

가 기본 주파수의 차이 외에는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제시한 바 있다. 한 

편 Jun은 통사척 정보를 반영한 기존의 운율음운론의 계충적인 단위인 음 

운구(phonological phrase)로서는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척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순천히 음향음성척으로 정의펀 새로운 액센트구(accentual 

phrase; 이하 AP)의 도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었다. 그녀에 의하면， 한국 
어의 유성음화나 저해음뒤의 경음화 현상 풍의 음운현상들은 음운구를 도 

입한 Cho (1990) , Silva (1990) , Kang (1992) 풍의 기존 운윷음운론 이론 
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단지 음향음성척 특성안 성조(tone) 의 변화에 기 

초한 액센트구에 의해서만 온전히 설명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서울말의 기본 액센트구는 오름조인 (LH)LH인 반면， 호남 방언의 기본 액 

센트구는 오르내렴조인 LHL(‘동’나 ‘ A’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HHL)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가 제시한 서울말과 호남 방언의 기본 액센트구의 패련 

을 살펴 보면 다음 그렴 1과 그렴 2와 같다. 

그렴 1에서 서울말의 기본 액센트구의 패턴은 (영만이네는 (LHLH) 영 

아를 (LH) 미워해 (LHL%Ý)에서 보는 바와 같이 (LH)LH를 보이며， 호 

남 방언의 경우 그렴 2에서 나타난 바와 갈이 (영만이네는 (LHL) 영아를 

1"%는 경계 억양표시로 L%는 하강조의 끝맺음 억양융 나타낸다. 평셔문에는 L 
% 또는 LHL%가， 일반 의문문에는 H% 퉁이 쓰인다. 



‘· .. 

남북한 방송 언어의 운율 륙성 비교연구 515 

'Youngm.an'. r.값Dl1yhaι~ Youoga' 

f 

; ‘"'-\‘J: 
영안이내는 jl 

(j그며없ine따n) ~ 
Youngman’s f:없Dl1y-TOP 

i 
” ” 

영아를 !, 
UOIJarll) 
Younga-ACC 

• 
‘ ‘ 

그림 1 

1 

띠 씨 에 

(miwohc) 
hatc 

영안이예는 

(j:JOI)ID없i-né-nin) 
영아톨 

(j0ηa-ril) 
; 이휘한딩다 
: fniì과~ha-ndanda 1 
i haI강DEC Youngman-fa.mily-TOP Youn얻-ACC 

그림 2 

(LHL) 미워한다 (LHL%) )에서는 LHL의 

있다. 

기본 액센트구의 패턴을 보이고 

한편 지민제(1 992)는 일반 화자와 방송 아나운서의 억양 차이를 몇 가지 

문장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비교한 바 있는데 ， 일반 화자에 비해 아나운서 

는 대등절의 경계나 문장 초점 부분에서 의도적인 억양 변화를 구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서울말의 액센트구의 형태에 관한 한， 다음 그렴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 일반 화자와 방송 아나운서의 억양 패턴은 모두 (LH)LH의 

기본형을 보이고 있다. 

그렴 3에서 일반 화자와 방송 아나운서 모두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랑한 은주는 (LHLH) 아름다운 여자다 (LHL%)"에서처럼 

액샌트구는 모두 (LH)LH를 기본 패턴￡로 하고 있다. 본 논문과 관련하여 

그렴 3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말의 (LH)LH라는 기본 액센트구 패턴 

뿐만 아니라 서울말의 경우 일반 화자는 물론 방송 아나운서의 억양 모두 

계단식 하캉(down drift)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다. 즉 기본척 인 억양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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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턴이 반복될 때마다 그 패턴의 전체적인 억양 높이가 점진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두번째 액센트구 ‘아름다운 여자다’의 전체 

적인 억양 높이는 첫번째 엑센트구 ‘명랑한 은주는’의 전체적인 억양 높이 

보다 단계적으로 낮음을 볼 수 있다. (남북한 방송 언어가 각기 어떠한 기 

본 액센트구 패턴을 갖는지， 그리고 남북한 방송 언어에서 억양의 계단식 

하강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3.2.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구희산， 고도홍， 전선아， 지민제 등의 음성 실험 

자료들은 모두 제한된 실험실 환경 하에서 얻은 것이므로 한국어 구어체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지 상황에서의 음 

성 자료 수집을 통한 실험 검중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한국어 음성언어 (spoken language) 의 DB 구축이라는 대전제 

하에 비록 척은 양이나마 실제 쓰이는 구어체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방송된 방송 자료를 녹음 수집하여 이를 음향 

음성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한국어 구어체의 음향음성적 운융 특성 

올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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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방송 언어의 운율 특성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3. 1. 연구방법 

3. 1. 1. 자료 수집 

북한 방송 자료와 남한의 방송 자료는 다음과 갈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북한 방송 자료는 실제 텔레바전 방송물을 녹음하여 수집하였다. 분석 자 

료는 94년 3월 17일부터 동년 4월 21 일까지 방영펀 한국방송공사(KBS)의 

〈남북의 창〉 프로그램의 5회분 분량， 총 250분간의 녹음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남북의 창〉 프로그랭은 북한 텔레비전의 실제 뉴스와 홍보 프로그 

랩을 편접하여 방송한 것으로 북한 방송 언어자료를 얻을 수 있는 매체이 

다. 녹음은 텔레비전과 오디오의 테이프 레코더를 직접 연결하여 음성만을 

얻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수집된 방송 자료에서 순수한 북한 방송 자료 

를 제한적으로밖에 얻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수집한 녹음 자료의 상당 

부분에 배경음악이 들어 었어 억양과 관련된 운율 분석에 부적절하였기 때 

문이다. 따라서 250분 분량 가운데 국내 아나운서의 해설 부분과 배경음악， 

잡음 등을 제외한 분석 가능한 순수 북한 방송 언어 자료는 전체의 12% 에 

해당하는 약 30여 분 분량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방송 기사에 따른 세 가지 

방송화술， 즉 보도기사， 해설기사， 김일성 관련 기사 충 해설화술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방송 자료에 배경음악이 삽입되어 있어 분석 대상으로 삼기 

에는 부적절하였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하여 본 실험에서는 단지 두 가지 

유형의 기사를 다룬， 즉 보도화술과 검일성 언급 화술만을 분석 대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 방송 자료도 처음에는 북한 방송 자료와 같은 방식으로 녹음하여 수 

집하였다. 주로 뉴스와 일반척인 교양 프로그램의 해설 충 북한 언어 자료 

와 가능한 한 비슷한 유형의 자료를 주로 얻었으나， 수집된 문장을 비교하 

였을 때 한 문장의 단어와 음절 수 그리고 문창 구성에 있어서 남북한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 주었으므로 1 대등한 자료로 분석하기에 부적절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원래의 계획을 수청하여， 전사된 북 

1 북한 말의 경우， 한 문장의 길이가 남한 말보다 훨씬 길며， 그 문창 구성도 상 
당히 복잡하다. 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당 당 대표 비서 대회롤 우리당의 
주체척인 당건설 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중시하는 의의 깊은 대회로 당과 수령 
의 두리에 일섭 단결하여 주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아가려는 조선 로농 
당원들의 신념과 충성의 대회로 빛내는 자랑속에 용정어린 환강상과 생일상을 받 
아 안은 대표들은 친애하는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홈모와 신뢰， 끝없는 감사의 청 
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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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송 자료를 다시 남한 아나운서의 발음으로 녹음하여 남북한 방송 언어 

의 운율 특성을 같은 환경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8세의 

서울 토박이 남자 화자인 KBS 최승돈 아나운서가 이들 전사된 북한 방송 
자료를 남한 방송 보도 화법으로 녹음실에서 낭독하고 이를 녹음하여 음성 

자료로 삼았다. 

3.1.2. 자료 분석 방법 

녹음된 남북한，방송 보도 자료는 전사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언 음향음성 

분석에 앞서 2인 1조로 하여 청각 직관에 의한 억양곡션을 일차로 기록하 

였다. 그 후 남북한 옴성 자료는 문장별로 각각 음향 분석 기기인 Kay사의 

CSL (Computerized Speech Lab.) 4300B에 업력하여 A/D 변환 과정을 

거쳐 IBM PC의 하드 디스크에 개별 파얼로 분리 저장하였다. 각각의 문창 

에 대한 억양 곡선은 기본척으로 CSL을 통해 자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pitch 곡선과 narrow band 스펙트로그램 에 나타난 기본주파수(Fo) 독선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애매한 부분의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각 음절 

모음의 안정구간의 기본주파수 값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측정한 후 그 값을 

통계프로그램<EXCEL)을 이용하여 도식화하고 이들 도식화한 그렴과 앞서 

측정한 두 가지 억양 곡선과 함께 비교함￡로써 남북한 억양 특성의 분석에 

보다 청확성을 꾀하도록 하였다. 

3. 2. 연구 결과 및 분석 

음향음성 실험을 통하여 살펴 본 보도체 남북한 방송의 운융 특성은 다음 

그렴 4와 5의 pitch 곡선과 narrow band 스펙트로그램 의 기본 주파수의 

변화 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가지 기본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억양 

곡선의 변화추이를 보다 잘 보여 주기 위하여 (독자의 편의를 위해) 그립 

4(남한 방송)의 전반부(“영국신문 이브녕 스탠다드 십팔일보는 함선 삼섭 

척으로 구성된 미 해군 함대가")와 그렴 5(북한 방송)의 후반부(“우리나라 

연안까지 스물 네 시간이변 와 닿을 수 있는 해역에 접근하고 있는 중이라 

고 전했습니다")를 도식화하여 .그 억양곡선을 나타낸 것이 그렴 6과 그렴 

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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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연안까지스물네시간이연와닿을수있는해역에접근하고있는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림 5 (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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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남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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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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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4--그렴 7에서 나타나는 남북한 방송 언어의 공통적 운율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 4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한 방송 모두에서 하나의 발화 

문장(utterance)은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나 이상의 억양구(into

national phrase)를 가지며 각 억양구는 하나 이상의 반복되는 통일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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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센트구(accentual phrase)를 갖는다. 

보기: 

(남한 방송) 

[ (영국신문)AP (이브녕 스탱다드)AP (십팔일보는) AP ],p [ (함선 삼십 

척으로 구성된)AP (미 해군 함대가) AP (우리 나라 연안까지 )AP (스물 

네시간이면) AP (와 닿올 수 있는 해역에 )AP (접근하고 있는 중이라고)AP 

(전했슐니다)AP ],p 

(북한 방송) 

[ (영국신문) AP (이브닝 스탠다드)AP (십팔일보는)AP ],p [ (함선)AP 

(삼십 척으로 구성된) AP (미 해군 함대가)AP ],p [ (우리나라 연안까 

지 )AP (스물 네시간이연 )AP (와 닿을 수 있는)AP (해역에 )AP (접근하 

고) AP ( 있는 충이라고 전했습니다) AP ],p 

둘째， 그렴 4와 5에서 보는 바와 갈이 남북한 방송 모두에서 각 억양구의 

종결 경계성조(boundary tone)는 보도체의 특성상 주로 내렴조(L%)를 나 

타내고 있다. 이는 앞서 2. 1.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보도화술의 끝 

억양 형태는 낮추는 억양이 지배척이라는 리상벽의 ‘방송화술’의 규범과 얼 

치하고 있다. 

셋째， 그렴 6과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엑센트구의 음조는 보도체의 

경우 남북한 모두 서울말과 같은 (LH)LH를 기본 패턴으로 하고 있다. 

(남한 방송) 

(영국신문) (LHLH)AP (이브녕 스탠다드) (LHLH)AP (십팔일보는) 

(LHLHL% )AP 'P (함선 삼섭 척으로 구성된) (LHLH)AP (미 해군 함 

대가) (LHLH)AP 

(북한 방송) 

(우리 나라 연안까지) (LHLH)AP (스물 네시간이면) (LHLH)AP (와 

닿을 수 있는) (LHLH)AP (해역에) (LH)AP (접근하고) (LHLH)AP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HLHL% )AP 'P 

이와 같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방송 언어는 매우 상야한 운율척 특 

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럽 틀리는데 이는 다음 그렴 8과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한 방송 언어의 경우 몇 가지 기본적인 음향음성척 차이에 

기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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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남북한 방송 언어에 나타나는 몇 가지 운율 특성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의 운율상의 차이는 통일 문장의 발화에 나타냐는 억양구 

의 수에서 찾을 수 있다. 보도체의 경우 북한 방송이 남한 방송보다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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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억양구를 갖는 데， 이는 앞서 2. 1. 1에서 지척한 바와 같이 보도화 

술의 발음은 자연스럽고 똑똑하여야 하며，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시키기 위 

해 비교척 많은 끊기로 발화해야 한다는 북한 방송 화술 규정에 충실한 때 

문￡로 풀이된다. “보도들에 의하면 미 해군 항공모함 함대들이 우리 나라 

와 가까운 해역으로 기통하고 있습니다"의 문장의 경우 남한 방송에서는 

그렴 8에서처럼 두 개의 억양구를 가진 반면 북한방송에서는 그렴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개의 억양구를 가지고 있다. 

보기: 

(남한 방송) 

[ (보도들에 의하면)AP (미 해군 항공모함 함대들이) AP JIP [ (우리 나라 

와)AP (가까운 해역￡로)AP (기통하고 있습니다)AP JIP (2) 

(북한방송) 

[ (보도들에 의하면) AP JIP [ (미 해군 항공모함 함대들이) AP JIP [ (우리 

나라와)AP (가까운 해 역으로)AP ( 기동하고 있습니다)AP JIP (3) 

위의 예를 제외한 다른 문장들에서도 억양구의 수는 북한 방송에서 갈거나 

좀더 많았다. (/-남한 억양구 경계， 1-북한 억양구 경계) 

영국신문 이브닝 스탠다드 십활일보는 /1 함선 삼십 척으로 구성된 | 미 

해군 함대가 | 우리 나라 연안까지 / 스물 네시간이면 와 닿을 수 있는 

해역에 접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 (3:4) 

함대에는 두 개의 항공모함 기동 부대가 참가하고 있￡며 /1 해병대퉁 
상륙작전 부대가 승선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1 (2:2) 

일본 마이니치 신붕 십팔일보는 /1 요꼬스까 미해군 기지를 출향한 미 
원자력 항공모함 칼빈손호가 | 여섯척의 호위함과 함께 규수쪽으로 남하 

중인데 /1 조선반도 방면으로 전개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1 (4:3) 

신문은 /1 주일 미 소식통을 인용해서 /1 칼빈손호가 | 팀스피리트 합 

동 군사연습이 실시되는 차제로 /1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 
항공모함이 /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에 참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 

다 /1 (5:5) 

둘째， 북한 방송의 경우， 억양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억양의 변화폭 

은 남한 방송의 변화의 폭보다 훨씬 크다. 그렴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 

방송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거나 (=1*우리-)， 31Hz( =1*보도-)의 변화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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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반면에， 그렴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방송의 경우， 57Hz(# 

보도-)， 15Hz(#미 해-)， 36Hz(#우리-)의 변화폭을 보여주고 었다. 5 

개의 문장에서 남한 방송 언어의 15개의 억양구와 북한 방송 언어의 18개 

의 억양구를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도표롤 얻을 수 있다. 

남한방송화자 북한방송화자 

1.2음절 1음절 2읍절 (2-1) 의 값 1.2옴철 1음절 2음절 (2-1)의 값 

보도 133 164 31 보도 139 196 57 
미해 204 189 -15 

우리 111 111 0 우리 143 179 36 

영국 147 167 20 영국 147 213 66 

함선 141 150 9 합선 147 223 76 
미해 204 149 -55 
우리 114 170 56 

스물 100 133 33 

함대 159 166 7 함대 154 154 0 
해병 145 158 13 해병 154 190 36 
일본 234 192 -42 일본 135 217 82 
요꼬 120 128 8 요꼬 170 205 35 

여섯 140 185 45 
조선 137 107 -30 조선 138 173 35 
신문 167 185 18 신문 175 189 14 
주일 159 173 14 주일 144 182 38 
칼빈 135 118 -17 칼빈 145 189 44 

팀스 164 189 25 
북상 127 137 10 북상 135 189 54 
팀스 169 204 35 

평균 7.3 평균 34.9 

도표 1 

셋째， 종결 경계성조의 경우， 북한 억양의 내렴조가 남한 억양의 내렴조 

보다 급격한 하강곡선올 보이고 었다. 남한 방송의 경우 그렴 8에서 보는 

바와 갈이 비교척 척은 폭의 내렴조인 37Hz( -대들이#)와 21Hz(기통하고 

있습니다##)의 변화폭을 갖는다. 반면에 북한 방송의 경우 그렴 9에서 보 

는 바와 갈이 비교척 많은 폭의 내렴조인 93Hz( -하면#)， 80Hz(-들이 

#), 116Hz(- 기동하고 있습니다# #)의 변화폭올 보여주고 었다.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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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남한 방송 언어의 15개의 억양구와 북한 방송 언어의 18개의 억 

양구를 기초로 하여， 억양구 마지막의 두 음절에 대한 음높이의 차이폴 아 

래의 도표에서 비교할 수 있다. 

남한방송화자 북한방송화자 

1.2음절 1음철 2읍철 (2-1)의 값 1.2음철 1음철 2융절 (2-1)의 값 

하면 196 103 93 
들이 109 91 18 률이 170 90 80 
니다 94 90 4 니다 169 88 81 
보는 118 95 23 보는 182 152 30 

성된 196 128 68 

대가 200 74 126 
까지 123 88 35 
니다 103 84 29 니다 161 110 51 
으며 96 90 6 으며 161 100 61 

니다 102 83 19 니다 111 30 81 
보는 132 104 28 보는 200 167 33 

호가 178 93 85 
인데 103 82 15 언데 185 109 76 

니다 100 99 1 니다 167 80 87 

운은 185 109 -18 문은 175 189 -14 
해서 109 88 21 해서 192 104 88 

호가 204 122 82 
제로 114 99 15 제로 185 87 98 

함이 122 88 34 
니다 104 44 60 니다 139 30 109 

평균 19.3 평균 73.1 

도표 2 

넷째， 음절간의 기본주파수의 최대변화폭(maximum pitch change) 이 북 

한의 경우 남한보다 훨씬 크다. 그렴 8의 남한 방송에 냐타난 음절간 최대 

변화폭은 32Hz( -해역-)에 불과한 반면， 북한 방송의 경우 그렴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대 101Hz( -면#미-)의 변화폭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 억양구 내에서의 기본주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도 북한 방송에 

서 더 현격하다. 아래의 도표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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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방송화자 북한방송화자 

억양구 최대 최소 최대최소차 억양구 최대 최소 최대최소차 

보도-하면 196 103 93 

보도-들이 172 91 81 미해-들이 204 90 114 

우리-니다 126 90 36 우리-니다 204 88 116 

영국-보는 189 95 94 영국-보는 227 147 80 
함선-성된 223 128 95 

미해-대가 204 74 130 

함선-까지 170 88 82 

스물-니다 141 84 57 우리-니다 170 110 60 

함대-으며 196 90 106 함대-으며 216 110 106 

해병-니다 158 83 75 해병-니다 212 30 182 

일본-보는 234 104 130 일본-보는 233 135 98 
요꼬-호가 232 93 139 

요꼬-인데 232 82 150 여섯-인데 217 109 108 
조선-니다 167 99 68 조선-니다 217 80 137 

신문은 185 109 76 신문은 213 175 38 
주일-해서 173 88 85 주일-해서 182 104 78 

칼빈-호가 204 122 82 
칼빈-제로 169 99 70 팀스-제로 197 87 110 
북상-함이 147 88 59 
팀스-니다 204 44 160 북상-니다 209 30 179 

평균 87.9 평균 101.4 

도표 3 

다섯째남한 방송의 경우 억양구 사이에 계단식 하강현상(downdrift)을 

보여 주는 반면， 북한 방송의 경우 남한 방송에서와 같은 계단식 하강을 보 

이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약하다. 남한 방송의 경우 그렴 8에서 보는 바와 

갈이 억양구 간에 전체적￡로 약. 40Hz 정도의 계단식 하강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 방송의 경우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각 억양구 간 

에 이와 갈은 억양의 정진척 하강 현상올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도표 3에 

셔 볼 수 있듯이 억양구 사이의 계단식 하강현상은 최대값의 추이로도 파악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내의 최대값의 변화는 남한 방송에서 172-126, 

189-170-141 , 196-158, 234-232-167, 185-173-169-147-204와 갈이 정 진 

적 인 하강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반면에 북한 방송에서는 196-204-204, 

227-223-204-170, 216-212, 233-232-217-217, 213-182-204-197-20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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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의 변화가 없는 일정한 수준의 음높이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섯째， 남한 방송의 경우 2.2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갈이 억양구 내의 

액센트구 사이에서도 계단식 하강 현상을 보이고 었으나 북한 방송의 경우 

그 정도가 약하거나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남한 방송의 경우 그렴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첫 액센트구언 ‘보도들에 의하면-’과 두번째 액샌트구 

인 ‘미 해군 항공모함-’ 사이에 계단식 하강 현상올 보여주고 었다. 

이상 여섯 가지의 차이 중 계단식 하강현상과 관련된 마지막 다섯번째와 

여섯번째의 차이가 남북한 방송 언어에서 청각척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느 

껴지는 남북한 방송간의 운율 차이이며 상기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의 차 

이도 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남북한 방송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모두 보도기사 

와 관련된 것이었다. 앞서 2. 1.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일성 관련기사의 

경우 일반기사와는 다른 방송화술을 사용해야 함을 규범화하고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기본 액센트구의 변화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음 

향음성척으로 확인되었다. 그렴 10은 김일성 관련기사인 “언제나 연백골의 

농업생산에 깊은 의의를 부여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천애하는 지도 

자 동지께서는 이번에 금성 뜨락또르 종합공장에서 생산한 뜨락또르를 연 

백골 협동 농장들에 보내지도록 하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 주셨슐니다” 

의 억양 곡션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렴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 관련기사는 몇 가지 점에서 앞에서 

다룬 바 있는 일반 보도기사와 차이점을 보여주고 었다. 

첫째， 검일성 관련기사의 액센트구는 일반기사의 (LH)LH 꽤턴 뿐만 아 
니라 호남방언의 기본 액센트구인 LHL와 유사한 LHLO(LO.는 적은 폭의 하 

강음조를 나타낸다)의 패턴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주련 액센트구는 

(LH)LH가 아니라 오히려 LHLO라고 할 수 있다. 그러냐 액센트구를 시작 

하는 낮은 음조(L)는 선행하는 액센트구의 마지막 낮은 음조(L)보다는 훨 

씬 낮게 시작한다. 

둘째， 문장말의 끝맺는 종결 경계어조 역시 L%가 아년 LHL%를 보여 

주고 었다. 

그렴 10의 문장올 액센트구와 경계어조가 표시된 문장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같다: 

언제나 (LHLO) 연백골의 (LHLO) 농업생산에 (LHLO) 깊은 의의롤 

(LHLO) 부여하고 (LHLD) 계시는 (LH) 위대한 수령님과 (LHLH) 친 

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는 (LHLHL%) 이번에 (LHLO) 금성 뜨락또르 
(LHLO) 종합공장에서 (LHLO) 생산한 (LHLO) 뜨락또르롤 (LHLO)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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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LHLO) 협동 농장들에 (LHLO) 보내지도록 하시는 (LHV) 크나 

큰 윤정올 (LHLO) 베풀어 주셨습니다 (LH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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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연넥꼴의농업생산에강은의의롤부여하고껴시는위대한수렴님과진애하는져도자동꺼깨셔는 

그림 10 

4.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음성언어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는 대전제 하 

에 남북한 방송 언어의 운율적 특성을 연구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척올 

위해 실제 녹음한 북한 방송 자료와 이를 남한 아나운서의 방송 형태로 녹 

음한 자료를 실험 음성기기를 이용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남북한 

방송 언어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운율상의 공통점과 차이정을 발견하였다. 

남북한 방송 언어의 보도체 기사에 나타난 공통척 운율 특성은 두 방송 

언어 모두 서울말과 같은 (LH)LH의 액센트구 패턴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 

다는 정과 종결 경계성조가 본 논문에서 주로 연구된 보도체의 특성상 주로 

내럽조(L% )의 어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방송 언어는 매우 상이한 운율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 

럼 들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북한 방송 언어 

는 남한 방송에 비해 i ) 더 많은 수의 억양구를 가지며， ii) 억양구의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억양의 변화폭이 더 크며， iii) 음절간의 기본 주파수의 

최대변화폭이 더 크고， ψ) 종결 경계성조의 경우 억양의 내렴조가 급격한 

하강곡선을 보이며， 보다 큰 특정척 차이로 v) 남한방송에서 나타나는 억 

양구 사이의 계단식 하강현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 정도가 미약하며，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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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억양구 내의 액센트구 사이에서도 남한방송에 비해 계단식 하강 현상 

의 정도가 미약하다. 그런데 북한의 방송화술은 일반 기사와 검일성 관련기 

사의 보도화술을 엄격히 구분하여 보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륙성들이 본 연 

구 결과 운윷척으로 다음과 갈은 두 가지 다른 운율 륙성이 나타냐고 있음 

올 확인할 수 있었다 i ) 검얼성 관련기사의 액센트구는 일반 기사의 

(LH)LH 패턴 뿐만 아니라 호남방언의 기본 액센트구언 LHL와 유사한 

LHLO.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었으며 ii) 문장말의 끝맺는 종결 경계어조가 

오르내렴조(LHL%)를 나타내고 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의 제약으로 인해 원래의 연구 계획과 달리 

제한된 방송 자료에 한정하여 연구되었지만 방송 언어에 나타난 남북한의 

운율척 륙성올 실험기구를 통해 음향음성척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핫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험실 환경에서의 연구와는 달 

리 실제 방송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한국어 

구어체의 특성을 좀더 실질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는 기사내용(여기서는 일반기사와 김일성 관련기사)에 따라 달리 발음 

해야 한다고 규범한 북한 방송화술의 차이를 음향음성척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국어학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음성인식/합성 동 음성공학척A로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통일 후의 남북한 언어 통질성 회복과 표준발음 

법의 통일화에 일조할 수 있기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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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osodic Characteristics 

of North/South Korean Media Language 

Kee-Ho Kim, Y ong-Jae Lee and Jong-Sun Hong 

This paper is to compare North and South Korean media languages 

acoustically and to describe its main prosodic characteristics. The result of 

the acoustic experiments shows that North and South Korean media lan

guages share the same prosodic features. That is, in general report style, 
they both show i) the same basic accentual phrase (AP) pattern ((LH) 

LH) like Seoul dialect’s and ii) the same closing boundary tone, or L %. 
However, acoustically, they differ in the following aspects: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n media language, the North Korean one tends to show 

i ) more APs, ii) wider pitch variation between the first and the second 

syllable of the AP, üi) wider maximum pitch variation between the 

adjacent syllables, iv) a more radical falling slope in that closing boundary 

tone, and, of more importance, it does not show clearly the downdrift phe

nomena v) between the intonational phrases as well as 띠 ) between the 

APs, which are the prosodic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n dialects. On 

the other hand, in Kim Il-sung-related reports, the North Korean media 

language shows somewhat different prosodic features, Ì.e. in addition to the 

basic (LH)LH AP pattern, it shows another AP pattern, or LHLo, simi1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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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Honam dialect (LHL) and it also shows a rather different closing 
boundary tone, or LH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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