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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 방언과 L2 습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1) 한 부류는 모국어의 방언이 목표어 

발음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로, 목표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

의 방언의 발음 체계의 간섭으로 인해 목표어를 배울 때 표준어 화자의 

경우와 발음의 산출이나 인식 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다2). 

이들은 학습자의 방언에 따라 산출이나 인식 면에서 목표어 발음에 차이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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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본고에서 언급하는 ‘방언’은 ‘지역 방언’을 지시함을 밝혀 둔다. 

2) 한국인이 외국어를 학습할 때 한국어 방언의 특징이 목표어에 전이되는 양상을 관

찰한 연구들로 고선비(2009), 구회산(2001), 김미선(2005), 김영란(2006) 등이 있다. 고

선비(2009)는 전남 화자의 영어 억양을, 김미선(2005)은 부산 화자의 영어 억양을 조

사하였고, 김영란(2006)은 부산 방언 화자의 일본어 악센트 습득 양상을 조사하였다. 

구회산(2001)은 서울, 경상, 호남 화자의 영어 모음 발음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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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남을 입증하려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모국어 간섭이 일어날 때 

모국어의 방언의 간섭이 일어남을 보였다.

또 한 부류는 L2의 방언 습득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로, L2 화자 역시 L1 

화자와 마찬가지로 방언 간에 다른 태도를 가지며, 그러한 태도가 L2 화자

의 듣기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려 하였다. Alford and 

Strother(1990)의 연구에 따르면, L2 화자도 영어의 지역 방언 간 발음 차이

를 인식하며, 방언에 따라 가지는 호의의 정도가 다른데, L1 화자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3) L2 화자들은 표준 영어(Standard American English, SAE)

에 가장 호의적이며, 다른 지역의 방언보다는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방언에 상대적으로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4)

Major, Fitzmaurice, Bunta, and Balaubranian(2005)에서는 L2 화자가 SAE

나 특정 방언에 긍정적인 태도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그러한 태

도가 듣기에 반영되어 듣기 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

다. Major et al.(2005)의 조사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익숙한 방언에 긍정적

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긍정적인 태도는 듣기 이해를 돕고 부

정적 태도는 이해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3) ESL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두 집단 간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영어의 경우는 공식적인 표준어가 있지는 않다. 표준 영어라고 일컫는 SAE는 사회 

방언의 하나로 AAE(African American English)와 같은 다른 사회 방언에 구분되는 

개념을 가지며, 따라서 SAE가 지역 방언에 대비되는 개념은 담고 있지 않다. 

5) Major et al.(2005)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ESL 학습자를 대상으로 표준어에 해당하

는 SAE와, 지역 방언, 인종별 방언(ethnic dialect), 국제어로서의 영어(International 

English, IE)에 대한, 듣기 이해 능력을 조사하였다. 지역 방언으로 남부 방언(Southern 

American English), 인종 방언으로는 Hispanic English인 Chicano/Chicana, Latino, Asian 

English, African American English, 국제 영어(IE)로는 호주 영어와 인도 영어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SAE와 남부 방언의 경우가 다른 방언들에 비해 이해도

가 높게 나타났는데, 피험자들이 SAE는 물론,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방언인 남부 방언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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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에서 방언과 한국어 습득에 관한 연구의 경향성 역시 외국

어 교육의 경우와 유사하게 학습자 모국어의 방언 간 발음 체계 차이가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와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지

역이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먼저 학습자의 L1 방언이 한국어 발음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로는 란효하(2007), 란효하(2011), 우에다 아스카(2014) 등이 있다. 란효

하(2007, 2011)는 중국어의 오 방언 구사 학습자와 보통화 구사 학습자가 

한국어 종성 발음을 달리 실현함을 밝혔고, 우에다 아스카(2014)는 일본 

관서 지역과 동경 출신 학습자들이 한국어 단어를 발음할 때 두 방언의 

악센트를 전이시켜 달리 발음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지역의 한국어 방언이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정명숙‧조위수(2010)가 유일하다. 정명

숙‧조위수(2010)에서는 서울과 부산의 중국인 학습자 각 10명을 대상으로 

학습 지역의 방언 억양이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기본적으로는 학습 지역 방언의 영향보다는 

중국어 억양의 영향을 받지만, 어휘나 어절 차원에서는 지역 방언 억양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같이 발음 교육의 차별화를 위해 같은 언어권 내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라 정교하게 교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출신 

지역이 다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 관심을 가져온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어 방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양상이나 방언의 습득에 대해서는 다

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방언에 대해 논할 때

는 주로 이주 여성들이 가족을 포함한 지역의 언어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편으로서 방언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차

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 목적 학습자나 학문 목적 학습자의 경우, 학습자 수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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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울‧경기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거나 수학하는 학생들의 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이다. 부산‧

울산‧경남 지역의 경우도 전국 유학생 가운데 약 10%를 차지한다.6) 한국

교육개발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

는 8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가운데 8천여 명이 부산‧울산‧경남권에서 수

학을 하고 있다.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지역 방언에 대한 

인식 양상을 조사하고, 발음 측면에서 지역 방언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본고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지

역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지역 방언인 부산말의 사용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둘째, 부산 지역 중국인 학습자는 서울 지역의 중국

인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발음에 지역 방언의 특징이 나타나는가? 어떠

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Ⅱ. 부산 방언에 대한 태도 조사

1. 연구 방법

방언에 대한 태도 조사 대상은 부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부산 소재 대

6)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6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일본인 4.7%, 몽골 4.4%, 미국 3.1% 등의 순으로 유학생 수가 많다.

7) 2012년 기준으로 전문대, 4년제, 원격대학을 포함한 전국 외국인 유학생 수는 86,878

명이며, 그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유학생 수는 8,214명이다(한국교육개발

원). http://www.moe.go.kr/web/275/ko/board/view.do?bbsId=41&boardSeq=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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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학부‧석‧박사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52명이다.

<표 1> 피험자 정보

항목 정보

나이 평균 25.9세 (19세 ~ 52세)

성별 남 22명, 여 30명

학습 기간 평균 4학기 (1학기 ~ 6학기)

부산 거주 기간 평균 3년 5개월 (2년 ~ 7년 8개월)

한국어 능력 3급 6명, 4급 16명, 5급 18명, 6급 12명

설문은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는 각 문항의 진술에 동의

하는 정도를 ‘아주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등급 척도로 응답

하도록 설계된 문항 12개와 주관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방언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을 분석할 때, 응답자가 ‘아주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를 택한 경우

를 해당 문항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보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를 택한 경우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통’을 택한 경우를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네, 아니요’로 응답하

는 문항의 경우는 ‘네’를 택한 경우를 진술에 동의하는 것으로, ‘아니요’를 

택한 경우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발음이 서울말에 가깝다는 데 동의

하는 사람은 52%이며, 부산말에 가깝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26%로 나

타났다. 부산 지역의 학습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한국어 발음이 부산말보

다는 서울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남자의 경우는 여자에 비해 자신의 발음이 서울말에 가깝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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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이나 부산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각

각 45%, 41%). 그에 반해 여자의 경우는 자신의 발음이 서울말에 가깝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산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확연히 더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각각 55%, 18%).

<표 2> 자신의 발음의 방언성에 대한 인식

항목 부정 중립 동의

내 발음은 서울말에 가깝다.

전체 24% 24% 52%

남 36% 18% 45%

여 18% 27% 55%

내 발음은 부산말에 가깝다.

전체 56% 18% 26%

남 45% 14% 41%

여 61% 21% 18%

<표 3> 부산말에 대한 태도

항목 부정 중립 동의

한국어를 할 때 표준어인 서울말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15% 12% 73%

남 14% 0% 86%

여 16% 18% 66%

부산말이 아닌 서울말을 쓰면 한국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할 것 같다.

전체 52% 24% 24%

남 41% 23% 36%

여 57% 25% 18%

부산말을 쓰면 한국 사람들한테 

차별을 받을 것 같다.

전체 68% 18% 14%

남 41% 27% 32%

여 82% 14% 4%

<표 3>은 부산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어를 할 때 표준어인 서울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믿는 사람이 73%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할 때 서울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남녀 모두 서울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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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서울말을 쓰면 한국인에게 더 존중받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24%에 불과했으며, 부산말을 쓰면 한국인에게 차별 받을 것이라는 데 동

의하는 사람 역시 14%에 불과했다. 

가능하면 서울말로 들리게 발음하고 싶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64%

였으며, 부산말로 들리게 발음하고 싶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17%에 불

과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부산말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46%로 나타

났다.

<표 4> 방언 사용 희망도 및 학습 희망도

부정 중립 동의

가능하면 서울말로 들리게 발음하고 싶다.

전체 18% 18% 64%

남 4% 14% 82%

여 25% 20% 55%

가능하면 부산말로 들리게 발음하고 싶다.

전체 65% 18% 17%

남 59% 27% 14%

여 68% 14% 18%

기회가 있으면 부산말을 배우고 싶다.

전체 21% 33% 46%

남 23% 23% 54%

여 20% 39% 41%

부산 지역의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부산말과 서울말에 대한 인

식 양상을 조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인 학습자들은 부산말에 대

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표준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를 위세형(prestigious form)으로 생각한

다기보다는 규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어를 사용함으

로 더 존중받거나 부산말을 사용함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지

만, 규범을 따른다는 맥락에서 부산말보다는 서울말로 들리게 발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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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희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남녀 비교 결과, 남자의 경우가 여자에 비해 표준어 사용을 더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말을 쓰면 차별을 받거나 서

울말을 쓰면 더 존중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8)

<그림 1>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 발화 중 이해하기 쉬운 말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알아듣기 쉬운

지 묻는 질문에는 서울 사람 쪽이 쉽다고 응답한 사람이 79%였으며, 부산 

사람 쪽이 쉽다고 응답한 사람은 11%에 그쳤다(<그림 1>).9) 

부산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표현과 발음 중 어느 쪽이 

문제가 되는 것 같으냐는 질문에, 부산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은 적이 없

다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나머지 53명 중, 말을 못 알아들은 원인이 

8) 여성의 경우, 부산말을 쓰면 차별을 받을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3%에 불과했으

나, 남성은 30%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들과 달리 남자가 여

자에 비해 표준어 사용에 더 민감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은 일반적으

로 위세형(prestigious form)으로서 표준어 사용에 더 민감한 양상을 보이는데, 중국

어의 경우에 표준어인 보통화가 다른 방언과 비교해서 위세형의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계층, 연령대를 포함하지 않은 학

생에 한한 연구로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면대면 대화 상황과 방송이나 강의 등을 통해 접한 발화가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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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때문인 것 같다고 응답한 사람이 51%로, 표현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

람에 비해 현저히 더 많았다(<그림 2>). 

<그림 2> 부산 사람 발화 시 이해에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림 3> 서울 사람 발화 시 이해에 문제가 되는 부분

또, 서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표현과 발음 중 어느 쪽이 문

제가 되는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3%인 17명이 

서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 3>).10) 그

10) 이들 가운데는 서울 사람의 발음이 익숙해서 못 알아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

람도 있고, 서울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 서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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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나머지 35명 중 90%가 표현이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고, 2.5%만이 

발음이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부산 지역 학습자들은 부산에서 장기간 거주했음에도 부산말보다는 서

울말이 더 이해하기 쉬우며, 실제로는 어휘나 표현 등의 차이가 방언을 

이해하는 데 더 심각한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부산말을 이해하는 

데 발음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서울말의 발음은 그들에게 익숙한 것으로 서울말을 이해하는 

데 발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Ⅲ. 학습자의 발음에 나타난 방언 정도 분석

1. 조사 방법

1) 피험자

음성 수집 대상은 초급 때부터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 30명과 초급 때부터 부산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 고급학습자 

30명이다. 그리고 방언의 정도성을 판단하는 청취 실험에 평가자로 참가

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서울 출신의 국문과 대학원생 7명과 부산 출신 국

문과 대학원생 8명이다. 

2) 언어 자료

음성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는 두 가지 유형을 준비하였다.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발화할 때의 자료 수집을 위해 읽기 목록을 활용하고, 무의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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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화할 때의 방언 사용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자유 발화를 유도하였다.

읽기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표 5>와 같은 대화문 7개를 활용하였고, 

자유 발화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표 6>과 같이 6컷의 그림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만들게 하였다. 

<표 5> 음성 자료 수집 도구: 문장 읽기 수집용 예시

1. A: 일본어 잘 해요?

  B: 아니, 난 못 해. 내 동생은 잘 하는데.

2. A: 내일은 꼭 도서관에 가야지.

  B: 내일 도서관 갈 거야?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3. A: 나 어제 인사동에 갔거든. 근데 거기서 민호 봤어.

  B: 그래?

<표 6> 음성 자료 수집 도구: 자유 발화 수집용

▶ 다음은 민호 씨의 생활을 보여 주는 그림들입니다. 민호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

습니까? 자유롭게 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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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차

방언성 판단을 위한 청취 실험에 사용될 음성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

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피험자에게 <표 5>의 읽기용 대화문을 주고 녹음을 하였다. 최대

한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문을 2회씩 읽게 하고, 2회째 읽은 것을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학습자 집단별로 210개의 발화문이 수집되었다(7

개 발화문 × 30명 = 210개 발화문). 이 가운데 피험자당 2개씩의 문장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학습자 집단별로 60개 발화문(2개 발화문 × 30명 = 60

개 발화문)으로 청취 실험 문항을 만들었다.  

자유 발화 수집은 <표 6>의 도구를 주고 녹음하였다. 자유 발화 녹음 

자료에서는 무작위로 피험자당 1개 발화문을 추출하여, 집단별로 총 30개 

발화문으로 청취 실험 문항을 만들었다(1개 발화문 × 30명 = 30개 발화문).

학습자의 녹음 자료로 만든 청취 실험 문항, 총 180개를 15명의 평가자

에게 2회씩 들려주고 부산말처럼 들리는 정도를 1(전혀 부산말 같지 않

음)에서 5(아주 부산말 같음)로 평가하게 하였다.

2. 결과

1) 서울 학습자와 부산 학습자의 부산말 지수

부산 지역 학습자와 서울 지역 학습자가 읽은 대화문의 부산말 같은 

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부산 지역 학습자의 경우가 

서울 지역 학습자에 비해 부산말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각각 2.5, 1.9), 

유의수준 0.01 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92, p=2.6E-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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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부산말 지수 측정 결과: 문장 읽기12)

학습자 부산말 지수 평균

서울 학습자 1.9

부산 학습자 2.52

t값 -6.92

유의확률 2.6E-10**

<표 8> 부산말 지수 측정 결과: 자유 발화

학습자 부산말 지수 평균

서울 학습자 1.9

부산 학습자 2.71

t값 -5.64

유의확률 5.34E-07**

<표 8>은 부산 학습자와 서울 학습자의 자유 발화의 부산말 같은 정도

를 조사한 결과이다. 자유 발화 역시 부산 지역 학습자의 경우가 서울 지

역 학습자에 비해 부산말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둘 간의 차이는 유

의수준 0.01 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5.64, p=5.34E-07).

<표 9>는 부산 학습자의 문장 읽기와 자유 발화의 부산말 같은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자유 발화가 문장 읽기에 비해 부

산말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t=1.39, p=0.17). 

11) 서울 지역 학습자도 부산말 지수가 1.9로 나왔다. 평가자에게 부산말 같은 정도를 

평가하라고 했기 때문에 평가자들은 이들의 발음에서 부산 방언의 인상을 읽어내려 

했을 것이고, 이들의 외국인 발음(foreign accent)이 때에 따라 부산 방언처럼 인식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12) *: 유의수준 p<0.05, **: 유의수준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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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부산 학습자의 상황별 부산말 지수 측정 결과

맥락 부산말 지수 평균

문장 읽기 2.52

자유 발화 2.71

t값 1.39

유의확률 0.17

<그림 4> 서울 학습자와 부산 학습자의 부산말 지수 평균 비교

<표 10>은 1, 2로 답한 경우를 부산말로 들린다는 진술을 부정하는 것

으로, 3으로 응답한 경우를 중립적인 것으로, 4, 5로 응답한 경우를 긍정하

는 것으로 간주하고, 응답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 학습자의 경우는 

환경에 관계없이 부정 판정을 받은 비율이 70% 이상으로 꽤 높으며, 반대

로 긍정 판정을 받은 비율은 10% 미만으로 상당히 낮다. 부산 학습자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부정 판정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으나, 부정 판정을 

받은 비율이 50%에 미치지 않아 서울 학습자에 비해 현저히 더 낮은 모

습을 보인다. 하지만 긍정, 중립 판정을 받은 비율은 서울 학습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부산 학습자의 경우, 문장 읽기와 자유 발화 모두에 있어서 서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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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비해 부산말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부산 학습자가 서울 

학습자에 비해 부산말 지수가 뚜렷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최대

치가 5점인 것을 고려하면, 문장 읽기와 자유 발화, 두 환경에서 부산 학

습자의 부산말 지수는 각각 2.5와 2.7로 높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13)

<표 10> 서울 학습자와 부산 학습자의 방언성 비교

학습자 상황 부정 중립 긍정

서울 학습자
문장 읽기 76.1% 17.2% 6.4%

자유 발화 72.8% 20.2% 6.9%

부산 학습자
문장 읽기 48.7% 32.7% 18.7%

자유 발화 43.8% 29.6% 26.6%

2) 부산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에 나타난 부산 방언의 특징

부산말 지수가 3 이상인 사례들에서는 정명숙・조위수(2010)에서 제시

한 특징들14)을 포함해 한국인의 부산 방언의 억양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15)   

13) 문장 읽기의 경우, 제시된 문장이 표준어여서 부산말 사용이 억제될 것이고, 그로 

인해 모국어인 중국어의 발음 특징이 두드러지게, 즉 외국인 발음으로 인식되는 정

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14) 정명숙・조위수(2010)에서 제시한, 표준어와 대비되는 부산 방언의 억양의 차별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방언이 어휘 성조를 가지고 있어서 강세구 내 단어의 억양이 어휘의 성

조대로 실현된다. 둘째, 강세구 경계와 문중의 억양구 경계에서의 억양이 표준어에

서는 주로 상승조인 데 반해 부산 방언에서는 주로 하강조로 실현된다. 셋째, 평서문

과 청유문의 문미 억양은 두 방언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의문문의 문미 억양

에는 차이가 있다. 넷째, 경상도 방언은 표준어에 비해 강세구나 억양구 경계가 더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경사도 방언이 어휘마다 고유한 성조가 

있기 때문에 경상도 방언 화자들이 말을 할 때 어휘 성조를 실현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어휘를 하나의 단위로 발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15) 수집된 자유 발화 자료에서 어휘, 표현, 문법 등에 있어서는 방언을 사용하는 모습

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ㅅ/와 /ㅆ/, /으/와 /어/와 같이 부산 지역의 한국어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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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강세구 억양에 있어서 부산 학습자의 경우 표준어의 강세구 성조 

규칙을 따르지 않고, 어휘마다 고유하게 결정되어 있는 부산 방언의 성조

와 유사하게 실현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5>에서 강세구 ‘먹었어요’의 억양을 보면, 서울 학습자의 경우

는 THLH의 성조 규칙을 따라 강세구 어두를 LH-로 실현시키지만, 부산 

학습자는 부산 방언의 ‘먹다’의 고유 성조인 H-를 적용해 강세구 어두를 

HL-로 실현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6>에서도 서울 학습자는 강세

구 ‘언니도’를 표준어 강세 규칙에 따라 LH-로 실현시키는데, 부산 학습

자는 ‘언니’의 부산말 고유 성조를 따라 HL-로 실현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서울말은 강세구나 억양구 경계가 주로 상승조로 실현되는 데 반

해, 부산 방언은 강세구 경계와 문중의 억양구 경계가 주로 하강조로 실

현되는데, 이러한 부산 방언의 특징이 부산 지역 학습자들에게서도 빈번

히 관찰되었다. 

<그림 5>에서 보듯이 동일한 문장을 서울 학습자가 읽은 경우는 강세

구 경계를 H로 실현시키는 것과 달리, 부산 학습자는 ‘점심에’, ‘학교 식당

에서’ 두 강세구에서 경계 음절인 /에/와 /서/를 모두 L로 실현시키는 것

을 볼 수 있다(<표 11>, <그림 5>). <그림 7>의 ‘아프면’과 <그림 8>의 

‘있어서’에서도 강세구 경계를 L로 실현시키는 것이 보인다. 이러한 부산 

학습자의 성향과 대조적으로 <그림 10>과 같이 서울 학습자의 경우는 강

세구 경계를 H로 실현시킨다.

셋째, 문말 억양을 관찰한 결과, 서울 학습자에게서 서울말의 평서문 

경계성조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오르내림조가 쉽게 관찰되는 데 반해, 부

산 학습자의 자료에서는 오르내림조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자들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 분절음들에 있어서는 부산 사람과 같은 특징이 관찰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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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점심에 학교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의 억양

부산 학습자

서울 학습자

<표 11> 두 지역 학습자의 강세구 경계 성조 실현 양상

부산 학습자: 점심에 학교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LHL  HH   HHLL   LHHH    HLLL

서울 학습자: 점심에 학교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LHH   HH   HLLH   LHLH    LHLL

의문문의 문말 억양의 경우, 서울말과 부산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는 

데 반해,16) 평서문의 문말 억양에 있어서는 서울말과 부산말은 문법적 의

미 차이를 초래할 정도로 뚜렷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즉, 상승/하강 혹

은 고조/저조로 구분되지 않으며, 서울말과 부산말 모두 평서문의 문말 

16) 서울말은 설명의문문, 판정의문문 모두 문말 억양이 상승조인 데 반해, 부산말은 설

명의문문과 판정의문문의 문말이 저조로 실현된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대상은 평서

문으로 의문문의 억양은 분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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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양은 저조, 혹은 내림조로 실현된다. 그리고 본고에서 조사한 서울 학

습자와 부산 학습자의 문말 억양 역시 소수를 제외하고 저조로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다만 준언어적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문말 억양의 좀 더 세부적인 유형

을 비교하자면, 서울말의 경우 친근하고 상냥한 느낌을 전하는 오르내림

조가 서울말 평서문 문말 억양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것과 달리, 부

산말의 경우는 오르내림조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 형태이다. 

<그림 6> “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의 억양17)

부산 학습자

서울 학습자

본 연구의 두 학습자 집단의 문말 억양의 세부적인 형태를 비교 관찰한 

결과, 서울 학습자의 경우 오르내림조가 관찰되는 데 비해, 부산말 지수 

점수가 3점 이상인 부산 학습자의 발화에서는 낮내림조와 낮은수평조가 

17) 서울 학습자의 예시는 평서문임에도 문말 억양을 하강조가 아닌 상승조로 실현시

킨 오류 발화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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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히 관찰되며 오르내림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7>에서 서울 학습

자는 문말의 경계성조를 오르내림조로 실현시키는데, 부산 학습자는 낮은

수평조로 실현시킨다. 마찬가지로 <그림 9>, <그림 10>의 서울 학습자 발

화에서 문말의 경계성조를 오르내림조로 실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림 8>의 부산 학습자는 낮내림조로 실현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7>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의 억양

부산 학습자

서울 학습자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명숙‧조위수(2010)에서 부산말 억양의 특징으로 

언급한 ‘표준어에 비해 강세구나 억양구 경계가 더 빈번히 출현’하는 양

상은 두 집단 간에 변별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18) 학습자 언어는 발화 

속도가 모국어 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기 때문에 강세구 숫자가 늘어

나는 경향이 있는데19),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습 지역이 다른 두 학습자 

18) 정명숙‧조위수(2010)은 어휘 성조를 실현시키기 위해 거의 모든 어휘를 하나의 단

위로 발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19) 발화 속도가 늦을 때 강세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L2 중간언어의 보편적 특징 중 

하나로(Griffiths, 1991 ; Lennon, 1990 ; Munro and Derwing, 1995),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권성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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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차이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부산 학습자 발화: “음. 민호 씨는 그, 일이 있어서 안 갔어요.”20)

<그림 9> 서울 학습자 발화: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요.”

<그림 10> 서울 학습자 발화: “맥주도 같이 먹고 고기도 먹고 담배도 많이 피워요..”

20) 간투사 ‘그’를 넣어 발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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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점

본고는 부산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역 방언인 부산 방언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억양 

측면에서 부산 지역 학습자의 지역 방언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을 연구

의 목적으로 삼았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도 조사 결과, 부

산 지역 중국인 학습자들은 방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들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

지만, 지역 방언인 부산말을 씀으로써 차별을 받거나 표준어를 씀으로써 

더 존중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학습자

들은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방언 사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 발음 측면에서 방언 실현 정도는 

학습 지역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절음에 있어서 차이는 거의 관

찰되지 않지만, 억양에 있어서 차이가 관찰되었다. 문장 읽기와 자유 발

화, 두 상황에서 부산 지역 학습자가 서울 학습자에 비해 부산말 같은 정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

편, 부산 학습자와 서울 학습자 모두 문장 읽기와 자유 발화, 두 상황 간 

부산말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부산 지역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에 나타난 지역 방언의 특징을 

서울 학습자의 경우와 대비해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 

학습자의 경우는 서울말의 강세구 성조 규칙인 THLH를 따라 강세구 억

양을 실현하는 데 반해, 부산 학습자의 경우는 강세구 내 단어의 성조대

로 억양을 실현시키는 모습이 빈번히 관찰되었다. 그리고 강세구 경계와 

문중의 억양구 경계가 주로 하강조로 실현되는 지역 방언의 특징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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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발화에서도 관찰되었다. 또, 서울 학습자의 경우와 달리, 부산 학습

자의 발화에서는 친근하고 상냥한 느낌을 전하는 오르내림조가 거의 관

찰되지 않았으며, 낮내림조와 낮은수평조가 주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점들을 통해 부산 지역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

역 방언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방언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더 논의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방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배경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표준어 혹은 지역 

방언 사용에 대한 관점을 이해해 볼 수 있겠다. 중국인 학습자는 방언을 

사용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우려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실용 

가치를 가진 도구로서 보통화 사용이 권장되는 것처럼 한국어 상황에서

도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혹은 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

에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학습자들은 

이같이 표준어 사용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언어 환

경의 영향을 받으며, 그 결과 학습자들은 지역 방언의 특징이 포함된 발

음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성향은 모국어 화자인 한국인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

다. 한국인 화자의 경우, 지역 방언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표준어에 비해 지역 방언을 투박하고, 촌스럽게 인

식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인상은 방송 매체에서 방언 사용

자가 희화화됨으로써 널리 퍼지는 경향도 있다(김미혜, 2005). 한국어 지역 

방언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

역 방언 사용 여부가 사회 계층을 변별할 수 있을 정도의 변인으로서 기능

을 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언어학적 표지(sociolinguistic marker)로 

기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21) 



부산 지역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방언에 대한 태도 및 방언 사용 양상 연구  23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방언에 대한 이러한 

한국인의 태도가 습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부산

이라는 지역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화자들이 사용하는 발음의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지역 방언에 대해 가지게 되는 태도나 

사용 양상이 L1에서 학습자가 방언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에서 전이되었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지역 방언이 한국에서 거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학습자들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다.22) 따라서 학습자가 자신의 모

국어 지역 방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한국어 방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에서 표준어는 사회·지역 방언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

제적으로 다른 지역 방언들에 대비되는 특정 지역 방언의 개념으로 인식

이 되는 경향이 있다. 표준어를 지역 방언에 대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중국어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중국인의 약 70%가 사용하고 있

는 동북 5성의 방언인 보통화를 표준어로 정하고 있다. 중국어의 표준어, 

보통화는 서로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도 빈번한 오 방언, 상 방언, 민 방언 

등의 방언 등과 대비되는 유형으로, 표준어를 한국어의 서울말과 같은 지

역의 방언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통화를 사용하는 동북 5성 내의 베

이징이나 하얼빈의 방언은 보통화의 부속 방언 정도로 간주되는데, 이러

21) 이주행(1999)의 조사에 따르면, 표준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사회 계층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상류 계층의 60%, 중류 계층의 73.3%가 비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ESL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학습자가 목표 언어 환경에 거주하기 이전에 방송, 

영화 등을 통해 미리 노출이 많이 되면서 영어 모어 화자가 영어 방언에 대해 가지

는 태도가 학습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방언에 대한 영어 모어 화자의 

선입관(stereotype)이 학습자가 영어의 방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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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속 방언이 한국어에서 말하는 지역 방언과 유사한 차원에서의 지역 

방언으로 볼 수 있겠다.

이재돈(2004)에 의하면, 중국의 지역 방언 사용자들은 중국어의 표준어

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자신의 지역 방언에 대해 자부심

을 갖고 있으며, 표준어인 보통화는 일종의 공식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실용 가치를 가진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인들에게 부

산 방언과 서울말의 관계는 그들로서는 표준어 내 변이형들에 불과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부산 방언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지역 학습자가 방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방언 사용 지역에서의 한국어 교육 시 방언을 어떻

게 다루어야 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판단할 문제 하나는 학

습자에게 방언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인가이다. 이주 여

성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가족, 특히 시부모 세대와의 원활한 의사소

통이 가능하도록 방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23) 가족, 친지와 같은 

작은 언어 공동체부터 지역 사회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언에 대한 교육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듣기와 같은 이해 영

역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마지막으로,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를 교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휘, 표현, 문법에 관한 것이라면 공적

인 상황에서는 방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발음 차원에서도 분절음에 있어서는 지역 방언의 음운 체계로 발음을 하

면 다른 음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표준어 발음으로 수정해 줄 필요

가 있겠다. 그렇지만 억양에 있어서 방언의 영향을 받은 학습자들을 수정

23) 일부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방언을 다루고 있다. 부산대학교에서 개발

된 교재의 경우, 부산 방언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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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어야 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부

분이다.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획득하는 것이 교수・학습
의 주요 목적임을 고려하면, 문법성을 가지고 있는 억양 요소들을 제외하

고는 방언의 영향을 받은 억양을 수정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24) 다만 실

용성의 차원에서 부산에서 영구히 혹은 장기간 거주할 학습자들이라면 

부산말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있을 듯하다. 특히 의미 차

이를 가져올 수 있는, 즉 문법성을 갖고 있는 억양 요소들에 대해서는 혼

란스럽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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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산 지역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방언에 대한 태도 

및 방언 사용 양상 연구

권성미

본고는 부산 지역의 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역 방언인 부산 방언에 

해 가지는 태도를 조사하고, 억양 측면에서 지역 방언 사용 양상을 조사하는 것

을 연구의 목 으로 삼았다. 연구를 해 두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먼  태도 

조사를 해서는, 국인 유학생 52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그리

고 학습자 발음에 나타난 방언 정도를 분석하기 한 음성 자료 제공자는  

때부터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고 학습자 30명과,  때부터 부산에서 2

년 이상 거주한 고 학습자 30명이다. 문장 읽기와 자유 발화 수집 도구를 통해 

두 집단의 음성 자료를 수집하 다. 이 게 수집된 음성 자료로 만든 청취 실험 

자료들을 15명의 한국인 평가자에게 들려주고 부산말처럼 들리는 정도를 단

하게 하 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태도 조사 결과, 부산 지역 국인 

학습자들은 방언에 해 부정 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

습자들은 표 어를 사용하는 것은 요하게 여기지만 지역 방언을 으로써 차

별을 받거나 더 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언 사

용 양상을 조사한 결과, 방언 실  정도가 학습 지역과 계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문장 읽기와 자유 발화, 두 상황에서 부산 지역 학습자가 서울 학습자에 비

해 부산말 같은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국인 한국어 학습자, 방언에 한 태도, 표 어에 한 태도, 방언의 

향, 부산말의 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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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ttitude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on Busan Dialect and Aspect of Using Dialect

Kwon, Sungmi

The aims of the study are investigating the attitude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in Busan on Busan dialect and Standard Korean and analyzing 

whether learners in Busan are different from the learners in Seoul in terms of 

intonation and how the local dialect influences their intonation. For the first 

study, 52 Chinese college students are questioned on attitude, and for the 

second study, 30 KSL learners in Seoul and 30 in Busan provide 

pronunciation data and 15 Korean native speakers work as the judges of 

dialectednes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learners of Korean in Busan do neither seem to have any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local dialect, nor to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Standard 

Korean. They, however, turn out to believe that they are supposed to use 

Standard Korean when communicating with Koreans. Second, regions where 

they reside seem related to the degree of using the local dialect in terms of 

the intonation. Korean learners in Busan display more dialectedness compared 

to those in Seoul.

[Key words] Chinese learners of Korean, attitude on L2 dialect, attitude on 

Standard Korean, influence of dialect, intonation of Busan dial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