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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東南方言 聲調의 地域的 分化 硏究 
 

이토 다카요시 
(伊藤貴祥) 

 
본 연구는 동남방언에서 지역적 분화를 가져온 성조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들 변화의 발생 기제를 밝히는 역사언어학적인 관점과 
개신파의 지리적 전파 과정을 밝히는 언어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동남방언의 
성조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필자가 현지에서 직접 조사한 
江陵, 寧越, 丹陽, 盈德, 奉化, 義城, 慶州, 高靈, 尙州, 梁山, 咸安, 統營, 
山淸, 南海 방언의 자료를 주로 사용하되, 선행연구에서 공개된 자료 또한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동남방언에서 일어난 성조 변화의 기제는 음성학적,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의미론적 기제로 나눌 수 있다. 

음성학적인 기제로 일어난 성조 변화로는 [ʜʜM0], [ʜːʜM0], [HM1] 회피
를 들 수 있다. 이등이 회피되는 이유는 조음할 때에 비교적 많은 노력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음운론적인 기제로 일어난 성조 변화로는 Pen.型(Penultimate 위치에 고
조를 가지는 평성형) 지향, ‘尾高型+仄聲型→平聲型(고조는 선행성분의 마지
막 음절)’ 규칙 회피를 들 수 있다. 경북 서부, 경남 중서부 방언에서는 중·
미고형이 Pen.형으로 합류하였다. 그리고 경남 방언에서는 ‘부정부사+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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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용언’, ‘체언+용언’의 결합이 가지는 성조형이 일반적인 성조 결합 
규칙을 통해 예상되는 성조에서 Pen.형으로 변하였다. 동남방언에서 Pen.형
이 선호되는 이유는 Pen.형이 음운론적으로 무표적인 성조형이기 때문이다. 
‘尾高型+仄聲型→平聲型’ 규칙이 회피되는 이유는 결합 전에는 없었던 내림 
[-HM-]이 결합 후에 생긴다는 점에서 이 규칙이 음운론적으로 부자연스
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규칙성은 중세어식 성조체계가 현대 동남방언식 성
조체계로 바뀌는 성조추이 과정에서 생겼다. 

형태론적인 기제로 일어난 변화는 유추적 수평화와 유추적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유추적 수평화로 인해 일어난 변화로는 ‘서다’類(Class4) 용언의 
패러다임 수평화를 들 수 있다. ‘서다’類는 ‘서다, 사다, 이다, 지다’가 포함되
는 용언 클래스이며, 이 수평화는 동남방언의 거의 모든 방언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유추적 확대에 해당하는 변화로는, 미고형 곡용 패러다임이 중고형의 
패러다임으로 합류한 현상(江陵·南海·統營山陽), 중고형의 곡용 패러다임이 
거성형의 패러다임으로 합류한 현상(東海·三陟), ‘듣다’類(Class7) 활용 패러
다임이 ‘먹다’類(Class1)의 패러다임으로 합류하는 현상(강원도, 충청도, 경
북 북부·남부·서부, 경남 동부)을 들 수 있다. 서로 닮은 두 패러다임이 합류
할 때에는 소속 어휘의 수가 적은 패러다임이 많은 패러다임으로 합류하거
나, 비수평적인 패러다임이 수평적인 패러다임으로 합류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통사·의미론적인 기제로 일어난 변화로는 동일한 문법범주를 나타내는 성
조구가 동일한 성조를 가지게 되는 유추적 변화를 들 수 있다. 경남 중서부
에서는 모든 ‘부정부사+용언’과 ‘의문사+용언’의 성조형이 Pen.형으로 바뀌
었다.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안+측성형 용언’, ‘頭高型 의문사+용언’이라



 

  iii  

는 조건에서만 Pen.화가 일어났는데, 이후 <부정>, <설명의문>이라는 문법
범주에 이끌려서 모든 ‘부정부사+용언’과 ‘설명의문+용언’이 Pen.형을 가지
게 된 것이다. 

성조 변화의 진원지로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방언은 安東
을 중심으로 한 경북 북부 방언이다. 경북 북부에서 일어난 변화는 낙동강을 
따라 북쪽으로는 江陵, 남쪽으로는 金海까지 널리 전파되었지만, 인근 지역
에서 일어난 변화는 경북 북부에 쉽게 전파되지 않았다. 이러한 전파의 일방
향성의 원인은 安東 방언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위세에서 찾을 수 있다. 반
대로 동남방언에서 가장 고립적인 방언은 경북 동해안 방언이다. 경북 동해
안 방언은 태백산맥으로 외부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어난 변
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외부에 전파되지 않는
다. 
 
주요어: 동남방언, 성조, 지역적 분화, 변화 기제, 전파 
학번: 2008-3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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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동남방언에서 지역적 분화를 형성한 성조 변화를 분석하는 데

에 목적을 둔다. 동남방언의 성조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 중세어와 동
남방언 사이에 일어난 통시적 변화를 주된 연구 상으로 삼아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동남방언 내부에서 발생한 변화들이다. 
이를 통시적으로 살피기 위해, 이들 변화의 발생 기제를 밝히는 역사언어학
적인 관점과, 개신파의 지리적 전파 과정을 밝히는 방언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동남방언의 성조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성조 변화의 발생 기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되도록 다양한 층위의 지역적 
성조 분화를 연구 자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동남방언의 하위방언 사이에 
존재하는 성조 차이는 성조체계의 차이에서부터 굴절 패러다임의 차이, ‘부
정부사+용언’과 같은 특정 구성에만 적용되는 성조결합 규칙의 차이까지 그 
층위가 다양하다. 그런데 이렇게 층위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성조 차이가 사
실은 공통적인 기제로 인해 발생한 변화의 결과인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따
라서 동남방언 성조 변화의 기제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층위
의 항목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조 변화의 전파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화와 관련이 있는 
전체 방언을 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상도 방언뿐만 아
니라 경상도 방언과 유사한 유형의 성조를 가지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의 
일부 방언도 분석 상으로 삼았다. 편의상 이들 방언을 포괄적으로 ‘동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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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1 그리고 이 확 된 방언권을 바탕으로 개별 성조 
변화들이 전파되는 과정들을 Schmidt의 파동설(Wellentheorie)에 입각하여 
방언지리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언어학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로, 역사비교언어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둔다. 

5.2절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먹다’類의 용언(Class1)과 ‘듣다’類의 용언
(Class7)의 성조 변동 패러다임은 동남방언의 부분 지역에서 합류가 진행 
중이거나 합류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2 그런데 그 합류 방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먹다’類→‘듣다’類와 ‘듣다’類→‘먹다’類 두 방향의 합류는 모두 유추
변화(analogical change)의 결과로 해석되는데, 합류의 방향이 다른 것은 각 
방언의 음운론적·형태론적 기제의 차이 때문이다. 

둘째로, 한국어 방언지리학에 이바지할 수 있다.3 방언간에 존재하는 성조 
차이는 분석 항목에 따라 다양한 지리적 분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패턴 
중에는 분절음·문법·어휘와 관련된 지리적 분화 패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
도 있으므로, 한국어 방언지리학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예컨

 4.1절에서 다루는 非頭高 평성형의 합류는 경북과 경남의 접경 지역에서 

                                           
1 이러한 태도는 ‘경남의 창원 방언, 진주 방언, 경북의 경주 방언, 그리고 전북의 무풍 방언이 
하나의 큰 방언권에 포함된다는 가정 하에 이 방언권의 이름을 편의상 경상도 방언이라’ 한 김
차균(1977/80: 7)과 일맥상통한다. 
2 Class 분류에 해서는 Ramsey(1986, 1991)과 3.4.3소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분류는 중
세어, 동북방언, 동남방언에 모두 적용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각각 Mid., N.E., S.E.를 앞에 붙여
서 구별한다. 
3 방언지리학(Dialect Geography)은 지리학의 하위 학문이 아니라 언어학의 하위 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리방언학(Geographical Dialectology)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관례를 따라 ‘방언지리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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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여 소백산맥을 따라 남북으로 전파되었다. 이러한 전파 경로는 기존의 
연구에서 아직 제시된 바 없어 아주 흥미롭다. 

셋째로, 개별방언에 한 더욱 심화된 연구와 분석의 기반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개별방언 성조 연구는 더 다양한 항목을 상으로 삼아 더욱 세
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 된다. 이 때 본 연구가 제공하는 지역적 성조 분화
에 한 기술은 개별방언 성조를 공시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
이다. 예컨  특정 지역의 특정 성조 현상을 분석할 때에는 다른 방언에서 
그 성조가 어떠한 음운론적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 줌으로써 어느 것이 공시
적으로나 통시적으로 좀 더 풍부하고도 정확한 해석인지 가려 줄 것이다. 

1.2. 선행연구 개관 
許雄(1954, 1955/63)으로부터 시작된 한국어 방언성조 연구는 현재에 이

르기까지 60여 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발전해 왔다.4 
첫째 발전은 ‘기술 상 방언의 확 ’에서 찾을 수 있다. 許雄(1954, 1955)

는 경남 방언의 하위방언인 金海 방언만을 기술하 으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이후의 연구에서는 경북 방언, 전남 일부 방언, 강원도 일부 방언, 함
경도 방언, 전북 일부 방언의 성조를 기술하면서 각 방언권의 성조적 특징을 

                                           
4  許雄(1954, 1955)의 전에 한국어 방언 성조에 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崔鉉培
(1929/75: 98-100, 106-7)와 服部四郎(1935)는 동남방언의 성조가 사동형과 피동형을 구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고, 小倉進平(1944/74: 431-9)는 구 부근의 방언 
및 전남 방언에서 성조가 단어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는 변별력을 가지는 성조의 존재를 단지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 있을 뿐, 그 전모를 밝
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어 성조에 한 본격적인 연구는 許雄(1954, 1955)에서 시작되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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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냈다. 경북방언은 大邱 방언을 다룬 文孝根(1962)에서, 전남방언은 海
南, 務安, 木浦, 光州 방언을 다룬 김차균(1969)에서, 강원도 방언은 동 
해안 방언을 다룬 文孝根(1969)에서, 함경도 방언은 北靑, 洪原 방언을 다
룬 Ramsey(1974)에서, 전북 방언은 茂朱茂豊 방언을 다룬 김차균(1977/80)
에서 성조 기술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도 시·군 단위로 많은 방언의 성조
가 기술·분석되었다.5 

둘째는, ‘방언 성조에 한 공시음운이론의 발전’이다. 許雄(1955/63), 文
孝根(1962)와 같은 초기 연구에서는 각 음절의 높이와 길이를 음성적으로 
기술하 을 뿐, 본격적으로 음운론적 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성조 현상
을 음운론적 이론으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은 金永萬(1966)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동남방언의 성조를 각 음절에 얹히는 음조가 아니라 각 
어절에 얹히는 성조 즉 ‘성조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지적
하 다.6 김차균(1970)은 이러한 태도를 계승하면서 생성음운론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기저형과 규칙으로 성조를 분석하 고, 이러한 분석 방법은 김차균
(1990)에서 제안된 ‘방점법’으로 확립되어 이후 김차균(1993, 1999, 2002a, 
2003b) 등에서 더욱 발전을 거듭하 다.7 

한국에서 성조형의 개념이 등장했을 무렵에 일본에서는 한국어 방언 성조
를 악센트로 분석하는 이론이 등장하 다. 服部四郎(1968), 菅野裕臣(1972), 
하시모도 만따로오(1973), Hayata(1974), Ramsey(1974), 羅聖淑(1974) 등

                                           
5 본 연구에서는 ‘X시·군 Y면 방언’을 ‘XY 방언’이라고 약기한다. 따라서 본문의 ‘茂朱茂豊 방언’
은 ‘茂朱郡 茂豊面 방언’을 뜻한다. 그리고 시·군 명칭은 2015년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삼
는다. 이는 선행연구를 인용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6 본 연구에서는 ‘음조’를 ‘성조의 음성적인 실현’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7  이 이론과 표기법을 받아들인 연구로는 정원수(1993), 이문규(1997b, 1997a), 박숙희
(2003), 김세진(2004), 최 미(2009) 등이 있다. 



 

5 

이 이에 해당한다. 鄭然粲(1975/77)은 한국에서의 연구이지만 동남방언 성
조를 역시 악센트로 분석하 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도 동남방언 성조를 악
센트로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8  

그리고 1980년 에는 이혜숙(1985), Narahara(1985), 이병건(1986), 
Kim(1988), 한선희(1988) 등 자립분절음운론(Autosegmetal Phonology, 
Goldsmith 1976)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방언성조 연구의 세번째 발전은 ‘기술·분석 상 항목의 확 ’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기술·분석 상이 고유어의 단독형과 굴절형 성조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김차균(1977/80)은 이와 더불어 한자어 성조, 
복합어 형성에 따른 성조 변동, ‘부정부사+용언’ 성조, ‘의문사+용언’ 성조 
등 다양한 범주로 지평을 넓혀 기술하 고, 이후의 방언 성조 연구에 큰 
향을 미쳤다. 大江孝男(1978)은 安東, 大邱, 晉州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를 논의했고, 이문규(2001)은 榮州, 大邱 방언의 ‘의문사+용언’ 성조를 
논의했으며, 김차균(2003a)은 江陵, 三陟, 大邱, 固城, 星州, 安東, 蔚珍, 密
陽, 昌原 방언을 상으로 ‘체언+용언’의 성조를 결정하는 성조결합 규칙과 
그 지역적 차이를 밝혔다. 

최근 20년 동안의 개별방언 성조 기술은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범주를 상으로 치 하고도 정 하게 성조를 기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8 ‘악센트’로 동남방언 성조를 분석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Hayata(1974), 羅聖淑
(1974), 早田輝洋(1999)는 한 종류의 악센트와 그 위치만으로 동남방언의 모든 성조를 설명
하 지만, 菅野裕臣(1972), 하시모도 만따로오(1973), 橋本萬太郞(1978/90), Ramsey(1974, 
1978), 福井玲(1992)는 두 종류의 악센트나 복수 계열을 사용하여 동남방언의 성조를 설명하

다. 菅野裕臣(1972)에서는 두 종류의 無악센트가, 하시모도 만따로오(1973)과 橋本萬太郞
(1978/90)에서는 두 가지 前악센트가, Ramsey(1974, 1978)에서는 두 가지 악센트가, 福井玲
(1992)에서는 악센트와는 다른 ‘l계열’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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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泉 방언을 기술한 李赫和(1994), 三陟 방언을 기술한 김봉국(1998), 三陟, 
江陵, 蔚珍, 大邱 방언을 기술한 김차균(1999), 蔚山 방언을 기술한 신기상
(1999), 星州, 固城 방언을 기술한 김차균(2002a), 安東, 密陽 방언을 기술
한 김차균(2003b), 南海, 四川, 河東 방언을 기술한 김세진(2006a), 蔚珍, 
盈德, 浦項, 慶州 방언을 기술한 박숙희(2008), 旌善 방언을 기술한 최 미
(2009), 慶州, 蔚山 방언을 기술한 박선진(2012)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방언 성조 연구의 목적은 1990년을 전후하여 크게 바뀌었다. 1980년  이
전의 연구는 방언 성조 자체를 연구 상으로 삼았다기보다는 중세어 성조
를 연구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방언 성조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
나 1990년 에 들어서서는 방언 성조의 공시적 분석 자체가 방언 성조 연
구의 목적이 된 것이다. 개별 방언의 음운론을 다루는 연구에서 성조를 다루
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慶州 방언의 음운론을 다
룬 崔明玉(1982), 靑松 방언의 음운론을 다룬 김세환(2005), 강원도 동 
방언의 음운론을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이상녀(2005) 등이 그 예이다.  

방언 성조 연구의 주 관심사가 공시적인 기술로 바뀌고 나서 25년 동안 
여러 방언의 여러 항목에 한 막 한 양의 자료가 수집·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시적 분석에의 집중과 공시적 연구의 성장은 한편으로 통시적 연
구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료 수집의 결과로 동남방언의 하위방언들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에 한 비교 연
구나 통시적인 분석은 소수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인 면에서도 

크게 성장하지 못하 다. 
1990년 이후의 업적 중에서 비교적 많은 항목을 상으로 삼은 통시적 

비교 연구로는 김주원(2000)과 최보람(2013)을 들 수 있다. 김주원(2000)
은 경상도의 모든 시·군의 방언을 상으로 하여 ‘말, 사람’ 등 중세어에서 
첫 음절이 상성을 가졌던 단어의 성조와, 뒤에서 두번째(penultimate) 음절
에 고조가 얹히는 경향의 존재 여부, ‘안+용언’의 성조 등의 세 가지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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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각 방언의 성조를 비교하 다.  최보람(2013)은 경북의 慶州, 大
邱, 聞慶, 靑松, 蔚珍, 浦項 방언과 중세어를 상으로 용언 활용에 따른 성
조 변동의 통시적 변화를 연구하 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통시적 연
구의 상이 되지 않았던 용언의 패러다임을 상으로 하 지만, ‘먹다’類
(Class1)와 ‘듣다’類(Class7), ‘가다’類(Class3)와 ‘서다’類(Class4)를 구별해
서 분석하지 않았다. 나아가서 지리적 차이에 해서도 분석하지 않았다. 

1.3. 연구의 범위와 방법 
앞의 1.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방언의 지리적 성

조 분화의 원인이 된 성조 변화의 기제와 과정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구체
적인 연구 상은 다음의 12개 항목이며, 모두 선행연구에서 지리적 성조 차
이가 지적된 항목들이다. 

 

(1)   분석 상 항목 

a. 非頭高 平聲型의 Penultimate 平聲型으로의 합류9 
b. 去聲型의 존재 여부 
c. 上聲型의 음조 
d. 축약으로 생긴 장모음을 가지는 去聲型의 성조 
e. 去聲型 1음절 체언 + ‘-에X’의 성조 

                                           
9 平聲型, 去聲型, 上聲型은 중세어 반사형이 첫 음절에 각각 平聲, 去聲, 上聲을 가지는 성조형
이다. 頭高 平聲型은 첫 음절이 고조를 가지고 나머지 음절이 중조를 가지는 성조형이며, 
Penultimate 平聲型은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 고조를 가지고 나머지 음절이 중조를 가지는 성
조형이다. 자세한 설명은 3.3절을 참조. 



 

8 

f. ‘먹다’類, ‘듣다’類, ‘얻다’類 용언 + ‘-으X’의 성조10 
g. ‘가다’類 용언 활용형의 성조11 
h. 조사의 성조 
i. 어미의 성조 
j. ‘부정부사+용언’의 성조 
k. 설명 의문문의 ‘의문사+용언’의 성조 
l. ‘체언+용언’의 성조 

 

(1a-d)는 성조 목록과 관련된 항목이고, (1e-i)는 굴절에 따른 성조 변동
과 관련된 항목이며, (1j-l)는 성조 합성과 관련된 항목이다. 

지리적인 차이가 보고된 항목 중에서 개별 단어의 성조 차이, 합성어 형성
시에 적용되는 성조변동 규칙의 차이 등은 (1)에서 제시한 12개 항목에 포
함하지 않았다. 이 2개 항목을 다루지 않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별 단어의 성조를 다루지 않는 까닭은 성조 체계에 한 연구가 
개별 단어 성조에 한 연구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단어의 성조
에서 지리적인 차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각 지역방언의 성조 체계
에 기인한 차이인지, 단어에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각 방언에 존재하는 성조체계의 차이가 충분히 밝혀져 있어야 한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조의 체계 변화에만 집중하고, 개별 단어의 변화에 

한 연구는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10 ‘먹다’類는 Mid. Class1, ‘듣다’類는 Mid. Class7, ‘얻다’類는 Mid. Class6에 해당하는 용언들이
다. 자세한 설명은 3.4.3소절을 참조. 
11 ‘가다’類는 Mid. Class3에 해당하는 용언들이다. 자세한 설명은 3.4.3소절을 참조. 
12 개별 단어의 성조 차이의 원인으로는 무표적인 성조로의 합류, 유의어에 의한 유추, 성조로
만 구별되는 최소 립쌍과의 혼란 등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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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어 형성에 따른 성조 변동을 다루지 않는 까닭은 합성어 형성에서 일
어나는 성조 변동이 굴절이나 구 형성에서 일어나는 변동과는 달리 예외가 
많고 개별적인 행동을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성어에 한 연구
도 향후 과제로 남겨 둔다.  

본 연구에서는 (1)에서 제시한 12개 항목을 파동설을 기반으로 한 방언지
리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 제1단계에서는 방언 자료를 이용하여 각 방언
의 성조를 분석한다. 제2단계에서는 동일한 성조적 특징을 공유하는 방언군
을 설정하여 방언지도를 작성한다. 제3단계에서는 각 방언군의 성조를 비교
하여 역사적인 선후 관계를 분석한다. 이때 여러 방언군 중에서 한 방언군이 
보이는 성조가 고형이고 그 성조에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방언군의 성조로 
변했을 경우도 있고, 여러 방언군이 보이는 성조를 설명하기 위해 재구형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제4단계에서는 지리적 분포와 역사적 
선후관계를 토 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지리적으로 분화가 파급된 
순서를 분석한다. 

위와 같은 단계로 분석을 진행할 때에 본 연구에서 몇 가지 특별히 중요
시하는 것이 있다. 

첫째로 음성형을 중시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성조 현상을 음운론적 층위
에서만 논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다. 예컨  김차균(1977/80: 23-5) 등에
서는 여러 방언에서 관찰되는 상성형의 평성형화를 음성적 동기를 전혀 찾
을 수 없는 기술적(descriptive) 규칙으로 설명하 지만, 이는 하강 위치의 
보존이라는 음성적인 기제로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13 

둘째로 패러다임을 중시한다. Lehmann(1962/99: 219)에서도 지적하고 있
지만, 음운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추(Analogy)는 패러다임과 

접한 관계가 있다. 생성음운론에 입각한 방언 성조 공시음운론에서는 각 
                                           
13 상성형의 변화를 하강위치와 연결 짓는 견해로는 이토 다카요시(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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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의 활용 패러다임을 용언 어간의 기저성조만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
러한 추상화는 구체적인 활용 패러다임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예컨  5.3절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서다’類(Class4)의 
단어는 방언과 단어마다 조금씩 다른 패러다임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용언 어간들의 성조를 김차균(1977/80)의 ‘HM-2’와 같이 하나의 그
룹으로 묶는 것이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분류하면 ‘서다’類에 속하는 ‘서다, 
사다, 지다, 이다’의 패러다임이 단어마다 혹은 방언마다 보이는 미세한 차
이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성조를 설정하되, 

기술·분석에서 기저성조보다 성조 변동 패러다임을 중요시하는 태도를 택한
다.   

셋째로 중세어, 동북방언, 동남방언을 비교한다. 동남방언 성조에 나타나
는 현상을 기술할 때에 중세어는 많이 참고하면서도 동북방언을 참고하지 
않을 때가 많다. 기존의 연구에서 동북방언을 비교 상으로 삼지 않은 까닭
은 동북방언이 중세어에 비해서 연구가 덜 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동
북방언 성조에 해서 Ramsey(1974, 1978), 곽충구(1994), 전학석(1998), 
河須崎英之(2000, 2002, 2006, 2008), 최명옥 외(2002), 김봉국(2004), 車
香春(2004), 朴眞赫(2013) 등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며 부분적으로는 동
남방언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예컨  동남방언의 일부에서는 중세어의 ‘먹다’
類(Class1)와 ‘듣다’類(Class7)가 ‘먹다’類(Class1)로 합류하 다. 이 동사들
이 부분의 동북방언에서는 거꾸로 ‘듣다’類(Class7)로 합류하 다는 사실
(Ramsey 1978, 河須崎英之 2002, 2006)을 감안하면, 이 변화의 역사적인 
위치를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중세어는 지역적으로는 중앙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  동남방언이나 동
북방언의 직접적인 선조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동남방언과 동
북방언이 과거에 중세중앙어와 유사한 성조체계를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한
다.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중세어 성조와 동남방언이나 동북방언의 성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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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는 기존의 통시적 연구에서 중세어 이전의 공통 조어 단계까지 소급
하지 않아도 부분 성조 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로 제보자의 출생 시기를 중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지역적 
성조 차이의 원인이 된 변화의 지역적 확산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작
업을 진행할 때에 제보자의 생년을 어느 정도 고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
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현재 70세 이상 90세 이하, 
즉 1935~1955년생의 방언을 단순히 ‘方言’, 그 이전의 방언을 ‘舊方言’, 그 
이후의 방언을 ‘新方言’이라고 불러 서로 구별할 것이다. 

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삼는 방언 성조 자료에 해서 
설명한다. 2.1절에서는 필자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직접 얻은 자료를 설명하
고, 2.2절에서는 보조자료로서 사용하는 필자의 이전 조사 자료와 기존 연구
에서 공개된 자료를 설명한다. 2.3절에서는 기존 논문과 필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남방언’의 범위를 논의한다. 

제3장에서는 동남방언 성조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각 용
어와 성조 표기 방법을 소개한다. 3.1절에서는 중세어, 동북방언, 동남방언 
상호 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성조 응관계를 확인한다. 3.2절에서는 동남
방언 성조의 최소단위인 ‘聲調型(tonemic pattern)’과 성조형이 얹히는 음운
론적인 단위인 ‘聲調句(tonal phrase)’를 정의한다. 3.3절에서는 본 연구의 동
남방언 성조 기술방법을 소개하고, 모음축약으로 인해 생긴 장음과 성조의 
관계를 논한다. 3.4절에서는 일반적인 성조 합성 규칙을 소개하고, 굴절에 따
른 성조 변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4장~제6장에서는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성조의 지역적 차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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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살핀다. 
제4장에서는 각 성조형의 지리적 차이를 살펴본다. 4.1절에서는 강원도, 

경북 서부, 경남 서남부 지역에서 頭高型(첫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 

이외의 평성형이 Pen.型(뒤에서 두번째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으로 

합류하는 현상을 다룬다. 4.2절에서는 거성형의 지리적 차이를 기술하고, [нн
M0] > [MHM0]이라는 변화 방향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4.3절에서는 상성형의 지리적 차이와 그 분화 과정을 논의한다. 상성형의 지
리적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충분히 밝혀졌지만, 그 분화과정은 설득력 

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에서 일어난 상성형의 음조 변화
와 그것에 잇따른 음운론적 재해석이 경북의 상성형 음조와 경남의 상성형 

음조를 나누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제5장에서는 체언 곡용 패러다임과 용언 활용 패러다임에 보이는 지리적 

성조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5.1절에서는 거성형 1음절 체언 중 ‘-에X’ 앞에
서 평성화하는 어휘의 목록이 방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하고, 중세
어를 참고하면서 통시적인 변화를 분석한다. 5.2절에서는 중세어에서 유사한 
패러다임을 가지는 ‘먹다’類(Class1)와 ‘듣다’類(Class7)가 서로 닮아가는 현
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한다. 5.3절에서는 중세어의 ‘가다’類(Class3)의 활용 
패러다임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한다. 5.4절에서는 조사·어미 성조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용언구의 성조를 결정하는 규칙의 지역적 차이를 논한다. ‘부
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체언+용언’에 동남방언권에서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규칙과 특정 방언에서 이를 체하는 규칙을 그 적용 환경과 내용으
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 층위별로 상세하게 살펴본 성조의 지역
적 차이를 종합하여 분석한다. 7.1절에서는 성조 변화를 유발한 원인을 분석
하고, 7.2절에서는 성조 변화의 개신파 확산 양상을 비교·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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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은 결론이며, 본 연구에서 새로이 밝혀낸 내용을 정리하고, 방언 성
조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1.5. 용어 설명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조 관련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다. 

정확한 정의에 해서는 본 논문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東南方言: 경상도 방언 및 그와 유사한 성조체계를 가지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의 일부 방언(1.1절, 2.3절) 

聲調推移: 동남방언이 중세어와 유사한 성조체계에서 현  동남방언의 성조
체계로 변할 때에 일어난 성조의 추이(3.1절) 

聲調型: 하나 혹은 복수 어절에 얹히는 성조(3.2절) 
聲調句: 성조형이 얹히는 단위(3.2절) 
平聲型: 중세어에서 평성으로 시작하는 어절의 각 방언 반사형이 가지는 성

조형(3.1절, 3.3절) 
去聲型: 중세어에서 거성으로 시작하는 어절의 각 방언 반사형이 가지는 성

조형(3.1절, 3.3절) 
上聲型: 중세어에서 상성으로 시작하는 어절의 각 방언 반사형이 가지는 성

조형(3.1절, 3.3절) 
仄聲型: 거성형과 상성형의 총칭(3.1절) 
頭高型: 첫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3.3절) 
中高型: 제2 음절과 마지막에서 2번째 음절 사이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

(3.3절) 
尾高型: 마지막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3.3절) 
Ant.型: 마지막에서 세번째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4.1.2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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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型: 마지막에서 두번째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4.1절) 
Ult.型: 마지막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6.1절). 
短去聲調: 첫 음절이 단모음인 어절이 거성형을 가졌을 때 보이는 음조

(4.2.3소절) 
長去聲調: 첫 음절이 장모음인 어절이 거성형을 가졌을 때 보이는 음조 

(4.2.3소절) 
規則體言: 거성형 1음절 어간 중에서 규칙적인 곡용 패러다임을 보이는 어

휘(5.1절) 
變則體言: 거성형 1음절 어간 중에서 불규칙적인 곡용 패러다임을 보이는 

어휘(5.1절) 
Class1~7: Ramsey(1986, 1991)에 따른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 변동 패러

다임 부류(3.4.3소절) 
一般規則: 두 성조구가 결합할 때에 동남방언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

조 결합 규칙(3.4.1소절) 
代替規則: 두 성조구가 결합할 때에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반규칙 신에 

적용되는 성조 결합 규칙(5.4.1소절) 
下降維持 規則: 거성형 및 상성형의 하강위치 [-ʜ(ː)M-]을 평성형의 하강

위치 [-HM-]으로 바꾸는 체규칙(6.1.1소절) 
Ult.化 規則: 출력형이 Ult.형인 체규칙(6.1.1소절) 
Pen.化 規則: 출력형이 Pen.형인 체규칙(6.1.1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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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성조 자료 
이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삼는 방언 성조 자료에 해서 

설명한다. 첫 절에서는 필자가 현지조사를 통해서 직접 얻은 자료를 기술하
고, 다음 절에서는 보조자료로서 사용할 필자의 이전 조사 자료와 기존의 연
구에서 공개된 자료를 기술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기존의 논문과 필자의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남방언’의 범위를 논의한다. 

2.1. 현지조사 
여기서는 필자가 실시한 현지조사의 지점 선택 기준, 제보자 선정 기준, 

제보자의 정보, 조사 방법 등을 기술한다. 

2.1.1. 현지조사 지점 
필자는 강원 江陵, 寧越김삿갓, 충북 丹陽大崗, 경북 盈德, 慶州, 奉化, 義

城, 高靈, 尙州, 경남 梁山, 咸安, 統營, 山淸, 南海의 총 14 지점에서 현지조
사를 실시하 다. ‘동남방언’에 속하는 모든 시·군을 상으로 빠짐없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제약으로 14개 지
점만을 선정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지점을 선정할 때에는 소방언권마다 한 지점을 선정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 다. 그러나 면적이 넓거나 내부의 성조 차이 존재가 보고된 소방언
권에서는 두세 지점을 선정하 다. 각각의 소방언권 안에서 조사 지점을 선
정할 때에는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조사된 지점을 피하고, 인구 유입
이 많아서 전통적인 방언 조사가 어려운 지점을 피하며, 전체적인 조사 지점
의 집도가 일정해지도록 하 다. 

이익섭(1981)에 따르면 강원도 방언 중에서 성조·준성조 방언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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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언권은 江陵 방언, 三陟 방언, 서남 동 방언(平昌, 旌善, 寧越)의 세 
방언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江陵 방언과 서남 동 방언에 속하는 
寧越 방언을 선정하 다.1 

정철(1997)에 따르면 경북 방언은 동해안, 서부, 북부, 남부 지역으로 나
뉜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안 방언에서 盈德 방언을, 서부 방언에서 尙州 방
언을, 북부 방언에서 奉化, 義城 방언을, 남부 방언에서 高靈, 慶州 방언을 
선정하 다. 

최명옥(1994)에 따르면 경남 방언은 동부 방언, 중서 동부 방언, 중서 서
부 방언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동부 방언에서 梁山 방언을, 중서 동부 
방언에서 咸安, 統營, 南海 방언을, 중서 서부 방언에서 山淸 방언을 선정하

다. 
충청도 방언 중에서는 丹陽郡 大崗面 방언을 선정하 다. 이 지점을 조사

한 이유는 이곳이 강원도와 경북 서부, 경남 서남부에 존재하는 非頭高 평성
형의 합류 지역(4.1절)을 지리적으로 연결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2.1.2. 현지조사 제보자 
제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승재(2004)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

정하 다. 
 

(2)   현지조사 제보자 선정 기준  

a. 연령이 만 70세 이상, 90세 이하이다. 
b. 조사 시·군 출신이다. 

                                           
1 三陟 방언이 하나의 소방언권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조사 지점으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방언권에 해 이미 많은 연구가 있고,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했을 때 강원도에 다수의 조사 지
점을 선정하는 것이 불균형적이라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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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부모가 모두 조사 시·군 출신이다. 
d. 배우자가 조사 시·군 출신이다. 
e. 조사 시·군 밖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 
f.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g. 직업이 농민이다. 

 

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제보자를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 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제보자를 조사하기
도 했다. 제보자들의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2 

 

(3)   필자의 현지조사 제보자 일람 

   [보기] 
①성명 이니셜, ②성별, ③생년 (조사 당시의 연령), ④출신지→현재 
거주지, ⑤부/모친의 출신지, ⑥배우자의 출신지, ⑦외지 생활, ⑧교육 
수준, ⑨직업, ⑩조사 기간 및 조사 시간. ※밑줄을 친 항목은 (2)의 

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다.3 

a. 江陵 
①JOJ, ②여성, ③1934년 (82살), ④강릉시 왕산면→성산면, ⑤강릉
시 왕산면/선상면, ⑥강릉시 왕산면, ⑦없음, ⑧국민학교 2학년까지, 
⑨농민, ⑩2015년 1월 10일 (2시간) 

b. 寧越 
  ①IYJ, ②여성, ③1945년 (71살), ④ 월군 김삿갓면→김삿갓면, ⑤미

상/미상, ⑥ 월군 김삿갓면, ⑦제천 8년, ⑧국민학교 6학년까지, ⑨농
                                           
2 자료 수집에 협력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3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실명은 밝히지 않고 성명을 이니셜로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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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⑩2015년 1월 8일 (2시간) 
c. 丹陽 

  ①GJH, ②여성, ③1941년 (74살), ④단양군 강면→ 강면, ⑤단양
군 강면/ 강면, ⑥ 주시 풍기읍, ⑦ 주시 풍기읍 1년, 강원도 태
백시 3년, ⑧국민학교, ⑨농민, ⑩2014년 8월 8일 ~ 9일 (6시간 반) 

d. 盈德 
  ①IIS, ②여성, ③1926년 (89살), ④ 덕군 해읍→ 덕읍, ⑤ 덕군 

해읍/ 덕읍, ⑥ 덕군 덕읍, ⑦없음, ⑧국민학교, ⑨농민, ⑩2014
년 7월 23일 ~ 25일 (6시간)  

e. 慶州  
①GHG, ②여성, ③1936년 (80살), ④경주시 천북면→ 천북면, ⑤경
주시 천북면/천북면, ⑥경주시 천북면, ⑦없음, ⑧없음, ⑨농민, ⑩
2015년 2월 16일 (1시간반) 

f. 奉化  
①GYS, ②여성, ③1944년 (72살), ④봉화군 춘양면→법전면, ⑤봉화
군 춘양면/ 춘양면, ⑥봉화군 법전면, ⑦없음, ⑧국민학교 2~3학년까
지, ⑨농민, ⑩2015년 1월 9일 (2시간) 

g. 義城 
①BCR, ②여성, ③1936년 (79살), ④일본→의성군 의성읍, ⑤의성군 
단촌면/안동시, ⑥의성군 의성읍, ⑦일본 11년, ⑧국민학교, ⑨농민, 
⑩2014년 7월 26일 ~ 27일 (6시간 반) 

h. 義城(보조 제보자) 
①GGJ, ②남성, ③1935년 (80살), ④의성군 의성읍, ⑤의성군 의성
읍/사곡면, ⑥의성군 의성읍(?), ⑦군 , ⑧국민학교, ⑨농민, ⑩2014
년 7월 27일 (1시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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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高靈 
①DSC, ②남성, ③1937년 (79살), ④고령군 덕곡면→고령읍, ⑤덕곡
면/덕곡면, ⑥고령군 고령읍, ⑦군 , ⑧국민학교 졸업, ⑨회사원(면
사무소 직원), ⑩2015년 2월 14일 (3시간) 

j. 尙州 
①YHS, ②남성, ③1945년 (71살), ④상주시 외서면, ⑤외서면/외서
면, ⑥(불명), ⑦서울(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단 
방학 및 주말은 상주에서 지내고, 같이 살았던 매형과 친누나도 상
주 출신), ⑧고등학교 졸업, ⑨공무원(전력공사), ⑩2015년 5월 17
일 (1시간 반) 

k. 梁山 
①BJH, ②남성, ③1930년 (85살), ④양산시 상북면→상북면, ⑤양산
시 상북면/화북면, ⑥상북면, ⑦군생활 1년, ⑧국민학교, ⑨농민, ⑩
2014년 9월 28일 ~ 29일 (6시간) 

l. 咸安 
①IYG, ②남성, ③1943년 (73살), ④함안군 여항면, ⑤함안군 여항면
/함안군, ⑥함안군 칠북면, ⑦마산(6개월), 군생활(춘천, 32개월), ⑧
중학교 졸업, ⑨농사, ⑩2015년 2월 15일 (2시간) 

m. 統營 
①AGY, ②남성, ③1927년 (88살), ④통 시 산양읍→산양읍, ⑤산양
읍/산양읍, ⑥산양읍(?), ⑦군생활(강원도, 4년), ⑧국민학교, ⑨농민, 
⑩2014년 9월 21일 ~ 23일 (8시간) 

n. 山淸 
①GDB, ②여성, ③1934년  (81살), ④산청군 산청읍→산청읍, ⑤산
청읍/산청읍, ⑥산청군 산청읍, ⑦배우자의 직업 관계로 馬山, 統營, 
咸陽, 居昌, 咸安, 河東, 晋州 등에서 약 1년씩 거주, ⑧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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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2014년 9월 16일 ~ 18일 (6시간 반) 
o. 山淸(보조 제보자) 

①SGY, ②여성, ③1933년 (82살), ④산청군 산장면→단성면, ⑤산청
군 산장면/산장면, ⑥산청군 단성면, ⑦없음, ⑧국민학교, ⑨농민, ⑩
2014년 9월 19일 (1시간 반) 

p. 南海(제1 제보자) 
①CHS, ②여성, ③1929년 (87살), ④남해군 서면→서면, ⑤남해군 
서면/서면, ⑥남해군 서면, ⑦일본 大阪(7년, 9~16살), ⑧국민학교, 
⑨농민, ⑩2015년 1월 23일 (1시간 반) 

q. 南海(제2 제보자) 
①GJR, ②여성, ③1928년 (88살), ④남해군 서면→서면, ⑤남해군 
서면/서면, ⑥남해군 서면, ⑦없음, ⑧없음, ⑨농민, ⑩2015년 1월 23
일 (45분) 

2.1.3. 현지조사 방법 
현지조사를 준비·실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하 다.  

 

(4)   현지조사시 유의 사항 

 a. 조사 항목을 ‘인륜, 음식, 의류, …’ 등의 카테고리 별로 배열한다.  
 b. 조사자가 질문할 때 동남방언의 성조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방언의 

억양을 사용한다.  
 c. 어절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의 답을 얻는다. 
 

(4a)는 질문을 위한 화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특정 조사 항목에 해서 동일 패턴으로 답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목을 묶어서 묻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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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다양한 성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패턴만으로 답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4b)와 같이 서울방언의 억양을 사용한 까닭은 제보자가 받을 운율적인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조사자가 동남방언 성조를 사용하면 제보자

에게 친근감을 줄 수도 있고, 제보자가 자연스러운 동남방언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제보자가 조사자의 억양에 향을 받으면 조
사 결과가 변질될 위험이 더 커지므로 표준어 억양을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
하 다.4, 5 

(4c)는 일상적인 말투(casual style)에서 쓰이는 자연스러운 억양을 끌어
내고, 본래의 성조와는 관련이 없는 경계억양(boundary tone)이 혼입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체언의 곡용형은 둘째 치더라도 용언 활용형은 자
연스러운 발화 속에서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용언
의 활용형을 단독으로 발화하면 평소와는 다른 성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
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질문의 답을 문장 형식으로 수집하 다. 문
장 중에서 첫 위치가 성조를 가장 파악하기 쉬운 위치이기 때문에 되도록 
조사 항목이 문장의 첫 위치에 오는 문장을 발화하도록 제보자를 유도하
다.6 

                                           
4 특히 표준어-방언 번역식으로 조사를 할 때에는 이러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 
5 다만 慶州, 高靈, 咸安 방언의 조사에서는 동행해 준 鄭勝哲 仁兄(서울 학교 언어학과 박사
과정)이 부분적으로 부산의 말투를 사용하여 질문했다는 것을 밝혀 둔다. 
6 용언의 활용형 등 문장의 첫 위치에 오기가 어려운 항목은 부득이하게 문장의 중간이나 마지
막 위치에서 조사를 하 고, 성조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답을 반복해 주길 요청하거나 
발화 속도를 늦춰 주길 부탁하여 조사의 정 도를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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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조적 성조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2014~15년에 수집한 江陵, 寧越, 丹陽, 盈德, 慶州, 

奉化, 義城, 高靈, 尙州, 梁山, 咸安, 統營, 山淸, 南海 방언 자료 이외에도, 
필자가 이전에 조사한 자료와 기존 연구에서 공개된 자료도 필요에 따라 이
용한다. 

2.2.1. 필자의 이전 자료 
필자가 이전에 조사한 자료에는 2009~13년에 조사한 三陟, 奉化, 浦項, 

金海의 중·노년층 방언 자료 및 2010~13년에 조사한 浦項, 慶州, 安東, 大
邱, 金泉, 釜山, 昌原, 統營, 晉州의 청년층 방언 자료가 있다. 

三陟, 奉化, 浦項, 金海의 중·노년층 방언 자료의 제보자는 다음의 (5)와 
같다. 청년층 방언 자료는 본 연구에서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토(2010), 伊
藤(2011, 2011)에서 이미 제보자를 밝힌 바 있으므로 이들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생략하기로 한다. 

 
(5)  이전 현지조사 제보자 일람 

a. 三陟 
  ①BGJ, ②여성, ③1945년 (당시 69세), ④삼척시, ⑤삼척시, ⑥포항시, 

⑦없음, ⑧중학교(?), ⑨수산물 중개업, ⑩2013년 11월 2일 (2시간) 
b. 奉化 

  ①IMJ, ②남성, ③1941년 (당시 71세), ④봉화시 법전면→법전면, ⑤
봉화시 법전면/봉성면, ⑥두 번째 부인이 부산광역시 출신, ⑦군생활
(강원도 초롱), ⑧(?), ⑨상점, ⑩2011년 10월 29일 (2시간 반)  

c. 浦項 
  ①JYS, ②여성, ③1948년 (당시 63세), ④포항시, ⑤ 포항시, ⑥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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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⑦서울 10년, ⑧중학교(?), ⑨주부, ⑩2010년 8월 29일 (3시간) 
d. 浦項 

  ①JYJ, ②여성, ③1959년 (당시 53세), ④포항시, ⑤포항시, ⑥전주시, 
⑦부산 1년반, ⑧중학교(?), ⑨주부, ⑩2011년 2월 2일 ~ 3일, 7 ~9
일 (5시간) 

e. 金海 
  ①GSD, ②남성, ③1946년 (당시 64세), ④김해시 진 읍→진 읍, 

⑤???, ⑥진 읍, ⑦불교 수행을 위해 경상도 각지에서 수년간 생활, 
⑧국민학교, ⑨스님, ⑩2009년 5월 23일 ~ 24일 (2시간 반), 2011
년 10월 29일 (4시간) 

2.2.2. 기존 연구의 자료 
동남방언 성조에 한 연구 중에서 김차균(1977/80, 1993, 1999, 2002a, 

2003b), 김세진(2006a), 박숙희(2008), 최 미(2009) 등은 조사 자료의 전
부 혹은 부분을 본문이나 부록에서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
구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위의 연구들에서 공개된 자료는 녹음 자료가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전사
된 자료이므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음성 청취 능력이나 성조에 한 선입
견이 반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음성자료를 통해 검증할 방법이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를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기술의 정 도를 봤을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위의 8개 논저에 채록된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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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개된 선행 연구 자료 
도 지역 제보자 출처 

강원 
三陟 양옥희('29여), 홍순희('22여) 김차균(1999) 江陵 신재형('30남), 박 자('30여) 
旌善 최승준('33남), 유춘옥('31여)7 최 미(2009) 

경북 

慶州 김 주('54여) 김차균(1977/80) 
박귀조('38여), 최해선('35여) 박숙희(2008) 

蔚珍 전옥남('32여), 이옥희('43여) 김차균(1999) 
전옥남('32여), 이옥출('45여) 박숙희(2008) 

大邱 추기수('31남), 홍종숙('35여) 김차균(1999) 
星州 구순이('37여), 송준일('20남) 김차균(2002a) 
安東 류 자('46여), 김병칠('46여),  

강석준('40남) 김차균(2003b) 
盈德 김준달('33남), 권부자('43여) 박숙희(2008) 浦項 박 모('30남), 황진철('39남) 

경남 

昌原 김차균('39남) 김차균(1977/80) 晉州 김두식('50남) 
固城 이기분('31여), 문승찬('34남) 김차균(2002a) 
密陽 이필선('25여), 김상순('30여) 김차균(2003b) 
四川 최명순('45여), 장점순('39여) 

김세진(2006a) 南海 강민 ('33남), 양 호('40남) 
河東 김창 ('43남), 문병국('43남)8 

전북 茂州茂豊 최원섭('34남) 김차균(1977/80) 

                                           
7 최 미(2009: 12)에서는 제보자의 생년은 밝혀지지 않았고 연령만이 제시되어 있다. 위 표에 
제시된 출생년은 조사가 시작된 2008년 당시의 연령이라고 가정하여 계산한 것이다. 
8 김세진(2006a: 4)에서는 문병국 제보자의 생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김세진(2007: 48)에서 
밝혀진 생년을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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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남방언’의 범위 
이미 1.1절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에서 분석 상으로 삼은 ‘동
남방언’은 경상도 방언뿐만 아니
라 경상도 방언과 유사한 성조체
계를 가지는 강원도, 충청도, 전라
도의 일부 방언을 포함한다. 경상
도 방언과 유사한 성조를 가지는 
방언의 정확한 범위와 경계는 아
직 확립되지 않았다.9  한민국학
술원(1997)과 崔明玉(1999)에서
는 지도 1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
에 분포하는 성조 방언을 경상도 
방언과 강원도의 江陵, 東海, 三
陟, 太白, 寧越 방언으로 보고 있
다. 10  그러나 이 지도는 시·군 단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시·군 내부에 위치하는 성조-비
                                           
9 현재까지 성조 방언 지역의 범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최 의 원인은 한국의 연구자들이 
경계지역에 존재하는 방언의 성조에 해서, 즉 성조 언어와 비성조 언어의 경계선에 해서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福井玲(2000: 1)에서 이러한 경계에 한 
관심이 표명된 바 있으나, 한국 학자의 연구 중에서는 성조-비성조 방언의 경계에 한 관심
에서 출발한 연구가 없었던 것 같다. 
10 김봉국(2001)은 이에 더하여 旌善, 平昌, 襄陽, 高城을 ‘음장이 변별적 기능을 하지만 성조 
지역의 향을 많이 받아서 성조와 음장의 전이 지 적인 성격을 띠는 준성조 지역’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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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 방언 경계선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다.  
경계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경지역 방언을 다룬 연구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7)   접경지역의 성조방언 
a. 전북 茂州郡 茂豊面 (김차균 1977/80) 
b. 전남 光陽市 동부지역 (福井玲 1998a)  
c. 강원 襄陽郡 縣南面 (김주원 2003) 
d. 강원 旌善郡 (최 미 2009) 
e. 강원 平昌郡 (孫在賢 2011) 
f. 강원 寧越郡 (필자 2014, 2015년 조사) 

 
茂州茂豊, 光陽 동부, 襄陽縣南, 旌善, 平昌 방언은 모두 한민국학술원

(1997), 崔明玉(1999), 김봉국(2001)에서 비성조지역 혹은 준성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지역 방언 성조를 개별적으로 다룬 연구에서는 성조의 
존재가 보고된 바 있다. 성조가 변별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방언도 성조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7)
의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茂州茂豊, 光陽 동부, 襄陽縣南, 旌善 지역도 분
석 상에 포함하 다. 단 平昌 방언은 변별력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아주 
약하기 때문에 성조지역에서 제외한다.  

寧越은 한민국학술원(1997), 崔明玉(1999), 김봉국(2001)에서 성조지
역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필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삿갓면 방언에서는 
성조가 확인되었고 월읍 방언에서는 성조가 확인되지 않았다.11 따라서 寧
                                           
11 寧越 김삿갓면 조사는 2015년 1월 8일에, 寧越 월읍 조사는 2014년 8월 5일 ~ 6일에 실
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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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 전역을 성조지역으로 보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는 김삿갓
면만을 성조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 외에도 비성조지역으로 여겨졌던 지역 방언에 변별적 성조가 존
재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8)   접경지역 외에 존재하는 성조방언 

a. 전남 海南, 務安, 木浦 (김차균 1969) 
b. 전남 麗水 (田村宏 1955)  
c. 전북 全州 (李文淑 2003)  
d. 전남 光州 (孫在賢 2007) 

  
필자가 海南, 麗水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두 지역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기술된 바와 같은 변별적 성조를 발견할 수 없었다.12 필자의 조사 
시기는 2015년이므로 김차균(1969)의 조사로부터 약 55년, 田村宏(1955)
의 조사로부터 약 6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에 성조가 소멸되었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성조방언 지역’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을 성조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務安, 木浦, 光州 방언은 필자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한 한계로 인해 
변별적 성조의 존재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
은 방언권에 속하는 海南 방언에 성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들 방언에도 

성조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거의 변별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務安, 木浦, 光州 방언도 ‘동남방언’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全州 방언을 기술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면 하나의 성조형이 매우 다양

한 이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방언은 변별적인 성조를 가지
                                           
12 海南 조사는 2015년 1월 24일에, 麗水 조사는 2015년 1월 22일에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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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全州 방언도 성조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동남지역의 성조방언 범위를 나타낸 것이 지도 2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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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 단위와 기술방법 
제2장에서는 동남방언 성조 분화 양상을 기술·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적인 논의를 한다. 먼저 중세어-동북방언-동남방언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
적인 성조 응관계를 확인하고, 동남방언 성조의 최소단위 설정에 해 논
한다. 그리고 동남방언 성조의 기술방법을 검토하고, 단어의 합성과 굴절에
서 일어나는 성조 변동의 기술방법을 논의한다.1   

3.1. 중세어-동북방언-동남방언의 성조 응 
먼저 동남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중세어-동북방언-동남

방언의 일반적인 성조 응관계를 정리해 두고자 한다. 
중세어와 동남방언의 성조 응관계에 해서는 許雄(1955/63)을 필두로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으며, 중세어와 동북방언의 성조 응관계 또한 
Ramsey(1974, 1978), 곽충구(1994)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중세어, 동북방언, 동남방언의 성조는 음절 단위의 비
교에서는 규칙적인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단어 단위로 비교했을 때에는 
규칙적인 응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1)은 중세어, 동북방언, 동남방언 사이에 존재하는 성조 응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동북방언은 吉州 방언을, 동남방언은 金海 방언의 음조를 
                                           
1 ‘聲調(tone)’라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광의의 ‘聲調’는 早田輝洋
(1999)의 ‘音調’나 Gussenhoven(2004)의 ‘tone’처럼 단어를 구별하는 변별적 기능을 가지는 
운율적(prosodic) 요소이며, 협의의 ‘聲調’는 이호 (1997: 25-7)이나 早田輝洋(1999)의 ‘聲
調’처럼 ‘음절 혹은 단어를 단위로 얹히는 운율적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聲調’를 후자의 의
미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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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동북방언 중에서는 吉州 방언이, 동남방언 중에
서는 金海 방언이 각각 성조 립 수가 가장 많은 방언 중의 하나이기 때문
이다.2 

 
(1)   중세어-동북방언-동남방언의 일반적 성조형 응 관계  
 중세어 

(15세기 문헌어) 
동북방언 

(함북 吉州 방언) 
동남방언 

(경남 金海 방언) 

평성형 

(馬) [L] 말 [L] 말 [H] 
다리 [LL] 다리 [LL~LH] 다리 [MH] 
가락 [LLL] 손가락 [LLL] 손가락 [MMH] 
거·믜 [LH] 거미 [LH] 거미 [HM] 
며·느·리 [LHH] 며느리 [LHL] 며느리 [HMM] 
가마·괴 [LLH] 까마귀 [LLH] 까마귀 [MHM] 

거성형 
·말(斗) [H] 말 [H] 말 [ʜ] 
·그·림 [HH] 그림 [HL] 그림 [ʜʜ] 
·므지·게 [HLH] 무지개 [HLL] 무지개 [ʜʜM] 

상성형 
:말(言) [R] 말 [R] 말 [L] 
:돗·귀 [RH] 도끼 [RL] 도끼 [LM] 
:사마·괴 [RLH] 사마기 [RLL] 사마귀 [LMM] 

 
본 연구에서 사용할 음조 표시를 먼저 설명해 둔다. 성조의 음조를 표기할 

때에는 음절을 단위로 표기한다.3 중세어와 동북방언의 표기에서 ‘H’는 높은 
음조 [˦], ‘L’은 낮은 음조 [˨], ‘R’은 ‘L’ 높이에서 ‘H’ 높이로 올라가는 음조 
[˨˦]를 나타낸다. 한편 동남방언의 표기에서 ‘H’는 아주 높은(extra high) 음
조 [˥], ‘ʜ’는 높은(high) 음조 [˦], ‘M’은 중간(mid) 음조 [˧], ‘м’은 낮은(low) 

                                           
2 吉州 방언의 성조 자료는 곽충구(1991) 및 崔明玉(1999)에서, 金海 방언의 성조 자료는 許
雄(1955/63) 및 필자의 조사 자료에서 가져왔다. 
3 이는 성조가 얹히는 음운론적인 단위가 음절이냐 모라냐 하는 문제보다는 한글이 음절 단위
로 모아쓰기를 하는 문자라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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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조 [˨], ‘L’은 아주 낮은(extra low) 음조 [˩]를 나타낸다.4 ‘R’은 ‘M’ 높이
에서 ‘H’ 높이로 올라가는 2모라 상승조 [˧˥], ‘F’는 ‘H’ 높이에서 ‘M’ 높이로 
내려가는 2모라 하강조 [˥˧], ‘Xː’는 ‘X’와 같은 높이의 2모라 수평조를 나타낸
다. 성조의 집합을 나타낼 때는 음조 ‘X’ 오른쪽 밑에 숫자 n이 있는 ‘Xn’과 
같은 표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X가 n번 이상 반복하는 집합을 의미한다. 가
령 [LMMм0]은 {[LMM], [LMMм], [LMMмм], [LMMммм], ...}이라는 성조
의 집합을 표한다.5  

(1)과 같이 한 단어에 얹히는 성조를 ‘성조형(tonemic pattern)’이라고 부
른다. 김차균(1977/80)을 따라 중세어의 첫 음절이 가지는 성조를 기준으로 
각 성조형을 평성형, 거성형, 상성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평성형, 거성형, 
상성형’이라는 역사적인 분류에 따른 명명은 시 와 지역에 따라 음성적으로 
다르게 실현되는 성조형에 음성형과 무관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평성형 중에서 ‘[L], 다리[LL], 가락[LLL]’과 같이 중세어형의 모든 
음절이 [L]을 가지는 단어는 동북방언에서는 저조만으로 이루어진 [L1] 즉 
‘말[L], 다리[LL], 손가락[LLL]’ 등에 응되지만, 동남방언에서는 마지막 
음절에 [H]를 가지고 나머지가 [M]으로 이루어진 [M0H] 즉 ‘말[H], 다리
[MH], 손가락[MMH]’ 등에 응된다. 

평성형 중에서 ‘거·믜[LH], 며·느·리[LHH], 가마·괴[LLH]’와 같이 중세어
형의 첫 음절이 [L]이고 제2음절 이하에 [H]를 갖는 단어는 동북방언에서
는 중세어의 첫 거성 위치에 [H]가 나타나는 성조형 [L1HL0] 즉 ‘거미[LH], 
며느리[LHL], 가마귀[LLH]’ 등으로 나타나고, 동남방언에서는 중세어의 첫 
                                           
4 본 연구에서는 음절의 음고를 ‘L, м, M, ʜ, H’의 5단계로 나누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성적 
표기일 뿐이며 음운론적인 성조 립 설정과는 전혀 무관하다. 
5 이러한 표기법은 김차균(1977/80: 20)의 표기법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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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보다 한 음절 선행하여 [H]가 실현되고 나머지 음절이 [M]을 가지는 
성조형 [M0HM1] 즉 ‘거미[HM], 며느리[HMM], 가마귀[MHM]’ 등으로 나
타난다. 

거성형 ‘·말[H], ·그·림[HH], ·므지·게[HLH]’ 등은 동북방언에서 첫 음절
이 [H]로, 제2 음절 이하가 [L]로 나타나는 [HL0] 즉 ‘말[H], 그림[HL], 
무지개[HLL]’ 등에 응되고, 동남방언에서 제1·2 음절이 [ʜ]로, 제3 음절 
이하가 [M]으로 나타나는 성조형 즉 ‘말[ʜ], 그림[ʜʜ], 무지개[ʜʜM]’ 등에 

응한다. 
상성형 ‘:말[R], :돗·귀[RH], :사마·괴[RLH]’ 등은 동북방언에서는 첫 음절

이 [R]로, 제2 음절 이하가 [L]로 나타나는 [RL0] 즉 ‘말[R], 도끼[RL], 사
마귀[RLL]’ 등에 응되고, 동남방언에서는 첫 음절이 [L]로, 제2·3 음절은 
[M]으로, 제4 음절 이하는 [м]으로 나타나는 성조형 즉 ‘말[L], 도끼[LM], 
사마귀[LMM]’ 등에 응된다. 

중세어, 동북방언, 동남방언의 세 변종(variation) 사이의 응관계는 음절
에 얹히는 개별 음조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성조형을 상으로 분석해야 체계
적인 관계 수립이 가능하다. 가령 중세어-동북방언-동남방언 사이에 [L]-
[L]-[H], [H]-[H]-[M], [R]-[R]-[L]과 같은 응관계를 가정한다고 해
도 위 (1)의 응관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여러 
변종의 성조를 서로 비교할 때에는 음절을 단위로 비교하는 것보다 단어 단
위로 비교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조 분석의 최소 
단위로 음절 단위에 얹히는 ‘성조소(toneme)’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 혹은 
성조구 단위에 얹히는 성조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미 1.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이 
이전 시기에 중세어와 동일한 성조체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1)에
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세어와 동북방언 사이의 성조형은 공통점이 많
지만 중세어와 동남방언 사이에는 고조의 위치가 변하는 등 아주 큰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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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다. 본고에서는 이 성조체계의 큰 변화를 ‘성조추이(tonal shift)’라고 
부르기로 한다.6 

3.2. 성조 단위 
본 연구에서는 동남방언 성조의 최소단위를 ‘성조형(tonemic pattern)’으로 

보고, 성조형이 얹히는 음운론적인 단위를 ‘성조구(tonal phrase)’로 본다. 성
조구는 ‘하나 또는 복수 어절로 이루어진 음운론적인 구’라고 규정할 수 있
다.7  

동남방언을 분석한 많은 선행연구는 성조의 최소단위를 성조형이 아니라 
‘성조소(toneme)’로 보았다. 성조소는 음절을 단위로 얹히며, 한 성조구 안
에 있는 성조소는 서로 향을 미쳐서 하나의 성조형을 형성한다는 것이 일
반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어-동북방언-동
남방언의 응관계는 성조소로 포착하는 것보다 성조형으로 포착하는 것이 
오히려 간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조소라는 단위를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성조형만으로 동남방언 성조를 분석하기로 한다. 

김차균(1977/80)에서는 성조형이 얹히는 단위를 어절로 보았다. 어절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여러 학자의 견해를 분석한 남기심(1985: 7)에서 
‘Bloomfield의 최소자립형식( 小自立形式, minimum free form)과 동일한 것’

                                           
6  본 연구에서 ‘성조추이’라고 부르는 변화의 내용은 Ramsey(1978: 78-81)이 ‘The 
Kyengsang Accent Shift’라고 부르는 변화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단 본 연구는 
Ramsey(1978: 78-81)의 ‘Kyengsang Accent Shift Rule’과 같은 규칙을 세우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성조 응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그친다. 
7 金鳳國(1999: 138-9, 2002: 29)의 ‘聲調群(tonal group)’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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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한 것이 가장 적당한 정의인 것 같다.8 어절을 최소자립형식으로 정
의하는 경우에, 성조형이 얹히는 단위를 어절로 보는 견해는 어느 정도 설득
력을 가진다. 
 
(2) a. 안 되더라[MMHM] 
 b. 쓰러지더라[ʜʜMMM] ~ 쓰러#지더라[ʜʜ#MHM]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와 체로 일치하므로, (2)와 같이띄어쓰기의 단위
와 성조구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얼핏 보기에는 성조형의 단위를 
어절로 보는 견해에 한 반례가 될 수 있다. (2a)에서는 두 단위로 띄어서 
표기되는 ‘안 되더라’에 하나의 성조형이 얹혔고, (2b)에서는 한 단위로 표기
되는 ‘쓰러지더라’가 두 개의 성조형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띄어쓰
기를 무시하고 최소자립형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와 같은 현상이 오히
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부정부사 ‘안’은 국립국어연구원(1999)에 따르면 자립형태소인 부사로 분
류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사와 달리 동사에서 떨어져서 쓸 수 없다는 점이
나, 어휘적인 의미보다 문법적인 기능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자
립형태소보다 의존형태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안’을 의존형태소로 보게 
되면 ‘안 되더라’는 자립형태소 ‘되-’를 핵으로 하는 하나의 최소자립형식으
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성조형을 가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명
할 수 있다. 

‘쓰러지더라’는 하나의 성조형 단위로 합쳐지기도 하고, 두 성조형 단위로 
                                           
8 Bloomfield의 최소자립형식은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word’와 동일한 개념이다. 그런데 한국어
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어’라는 용어를 자립형태소의 의미로 쓰기 때문에 최소자립형태소와 
‘단어’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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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기도 한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쓰러지더라’는 어간 ‘쓰러지-’와 어미 
‘-더라’로 구성된 하나의 어절이다. 하나의 어절이 두 성조구로 나뉜다는 사
실은 성조구를 어절과 동일시하는 견해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시적인 관점에서 ‘쓰러지-’는 ‘쓸(掃)-’과 ‘지(落)-’의 두 동사가 합쳐진 
복합동사이다. ‘쓰러지-’의 어휘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결과 ‘쓰러’와 ‘지더
라’가 각각 독립적인 최소자립형식으로 해석되고, 그 결과 각각 성조형 단위
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어절과 성조구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  다음 문장은 
초점(focus)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어절이 하나의 성조구를 이루기도 한다. 

 
(3)  초점에 따른 성조구 형성의 차이 (김차균1977/80: 137-53) 

a. 철수가 부산에 간다[ʜʜMMMMMM] 
b. 철수가# 부산에 간다[ʜʜM#MHMMM] 
c. 철수가# 부산에# 간다[ʜʜM#MHM#ʜʜ]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성조구와 어절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조구 경계는 꼭 어절 경계에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조구는 ‘하
나 또는 복수 어절로 이루어진 음운론적인 구’라고 규정할 수 있다. 

3.3. 성조 기술 
이 절에서는 동남방언 성조의 기술방법을 검토한다. 먼저 하나의 성조구에 

얹힐 수 있는 성조형의 목록을 제시한 다음에 성조형과 장음의 관계를 논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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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기본적 성조형 
본 연구에서는 동남방언 중 가장 많은 성조형 립 수를 보이는 경북 동

해안, 경북 북부, 경북 남부, 경남 동부 방언을 ‘보수적 동남방언’이라고 부
르기로 한다. 이들은 성조형의 합류가 일어나지 않아 중세어와 같은 성조 
립 수를 유지하는 방언이다. 

‘보수적 동남방언’은 다음과 같은 성조형 립을 가지고 있다. 
 

(2)  보수적 동남방언의 성조형 목록9 
유형 1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平聲型

頭高型
 HM 

하늘 
○˥○ 

HMM 
며느리 
○˥○○ 

HMMM 
고슴도치 
○˥○○○ 

中高型

  MHM 
미나리 
○○˥○  

MHMM 
다리미질 
○○˥○○ 

   MMHM 
귀뚜라미 
○○○˥○ 

尾高型
H 
집 
○ 

MH 
바람 
○○ 

MMH 
마지막 
○○○ 

MMMH 
오두막집 
○○○○ 

仄聲型
去聲型

ʜ 
옷 
〓○ 

ʜʜ 
구름 
〓○○ 

ʜʜM 
무지개 
〓○○○ 

ʜʜMM 
구름다리 
〓○○○○ 

上聲型
L 
돈 
∧○ 

LM 
사람 
∧○○ 

LMM 
사마귀 
∧○○○ 

LMMм 
변덕쟁이 
∧○○○○ 

 

성조형 유형은 먼저 평성형과 측성형으로 나뉜다. 평성형은 음조 중에서 
                                           
9 이 표와 같이 여러 하위방언의 성조를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분절음 부분은 표준어형을 
사용한다. 같은 동남방언이라 하더라도 하위방언마다 어형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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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의 위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성조형이다.10 그리고 측성형은 1~3음
절의 음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성조형이다. 평성형은 내림 위치에 따라
서 頭高型, 中高型, 尾高型이라는 세 가지 하위 분류로 나뉜다. 그리고 측성
형은 음조에 따라서 거성형과 상성형으로 나뉜다.11 

평성형을 음운론적으로 표기할 때에는 [H]에서 [M]으로 내리는 음절 경
계에 ‘˥’를 붙이는 방식을 취한다. 측성형을 음운론적으로 표기할 때에는 거
성형이면 ‘〓’, 상성형이면 ‘∧’를 성조단위 왼쪽 위에 붙이는 방식을 취한다. 

3.3.2. 평성형과 장모음 
‘개ː미, 돼ː지, 매ː미, 메ː기’ 등이 동남방언의 부분 하위방언에서는 

[ʜːM~RM]으로, 강릉 방언에서는 [FM]으로 실현된다.12 이러한 음조의 첫 
음절을 文孝根(1962: 61) 등에서는 긴 고조로 분석했고, 文孝根(1974), 羅
聖淑(1974), Hayata(1974)에서는 ‘저·중조+고조’로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서는 후자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개ː미, 돼ː지’ 등이 ‘아버˥지[MHM], 미나˥리
[MHM]’ 등과 같은 중고형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데, 그 근거는 다음의 두 

                                           
10 평성형을 구별하는 음향단서(acoustic cue)가 음고의 ‘오름’ 위치나 음고 자체가 아니라 음고
의 ‘내림’ 위치라는 것은 동남방언 화자들의 평성형 인지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  김
차균(2002d: 32-3)는 ‘아주까리라도’를 경남 방언에서는 주로 [MHHMMM]으로, 경북 방언에
서는 주로 [MMHMMM]으로 발음하는데 일반 화자들은 두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두 방언에서는 가끔 [MHHMMM]~[MMHMMM] 사이에서 임의변이가 생
기기도 한다고 한다. 이 현상은 동남방언 화자들이 [MHHMMM]과 [MMHMMM]을 음운론적
으로 동일 성조형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1  [H]를 尾高型으로 분류하는 것은 3.4.2소절에서 보는 것처럼 [H]가 곡용 패러다임에서 
[MH, MMH, MMMH]와 동일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12 방언 중에는 일부의 단어가 ‘HM’으로 나타나는 방언도 있으나, 이는 원래 [ʜːM~RM]을 가
지고 있던 단어에 단모음화가 일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38 

가지이다.  
첫째, ‘개ː미’ 등과 ‘미나리’ 등의 중세어 성조가 서로 일치한다. ‘개ː미, 매ː

미, 메ː기’의 중세어형은 각각 ‘가야·미, 야·미, *도야·지, 메유·기’이며, ‘미나
리’의 중세어형 ‘미나·리’와 동일한 성조 [LLH]를 가지고 있었다.13, 14 3.1절
에서 살펴본 중세어와 동남방언 간의 일반적인 성조 응관계에 비춰보면 
중세어의 [LLH]는 동남방언의 [MHM]에 응하기 때문에 ‘개ː미, 매ː미, 메ː
기’는 현  이전의 동남방언에서 ‘개야미[MHM], 매야미[MHM], 메유기
[MHM]’와 같은 어형을 가졌다가 나중에 모음축약이 일어나 현재와 같은 
‘개ː미[RM], 매ː미[RM], 메기[RM]’로 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중·미고형이 Penutimate 위치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으로 합류하는 
규칙(이하 ‘Pen.화’ 규칙이라고 약칭)이 존재하는 방언에서 ‘개ː미[RM]’ 등
의 단어가 ‘아버지[MHM]’ 등과 같이 Pen.화 규칙의 향을 받는다.15 (4)는 
山淸 방언에서 ‘아버지’와 ‘개ː미’가 곡용하는 패러다임이다. 

 
(4)  山淸 방언의 ‘아버지’, ‘개ː미’ 곡용 패러다임 
 a. 아버˥지[MHM]  아버지˥가[MMHM] 아버지들˥이[MMMHM] 
 b. 개ː미[RM]  개ː미가[MːHM]  개ː미떼가[MːMHM] 

 

                                           
13 중세 문헌에서 ‘야미’가 <南明下40b, 73b>, <訓蒙叡山上12a>, <訓蒙東大上22b>에서는 
‘야·미[LLH]’로 나타나지만, <杜詩10:29a, 11:45a, 15:27b, 22:4b>에서는 ‘·야·미[HLH]’로 
나타난다. 동남방언의 ‘매ː미’는 ‘야·미’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14  ‘*도야·지’는 문증되지 않았지만 ‘야·지’ <訓蒙叡山上10a>, ‘야·지’<杜詩3:8a>, ‘야·
지’<杜詩25:51a > 등을 참고하면 ‘도야지’의 성조가 [LLH] 을 가능성이 높다. 동북방언의 반
사형이 ‘돼ː지[LːH]’인 것(곽충구 근간)도 이 추정을 방증하고 있다. 
15 Pen.화 규칙이 존재하는 방언에 한 자세한 논의는 4.1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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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 단위로 관찰하면 위의 두 곡용 패러다임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a. σ  σ σ      b.  σ  σ       c. σ  σ σ σ      d.  σ  σ σ 
   | | |   /\  |   | | | |   /\  | |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 | |  | | |   | | | |  | | | | 
  M HM  MHM  M MH M MMHM 
   아버지  개ː 미   아버지가 개ː 미가 

 
위의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개ː미’ 등이 가지는 성조가 ‘아버지’ 등이 

가지는 중고형과 동일한 것이며, 중고형의 음조가 모라 단위로 할당된 결과 
음성형에서 상승조로 나타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개별 방언의 공시적 음운체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와 같은 근거
들은 ‘개ː미’와 ‘아버지’의 성조를 동일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첫째 근거는 통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둘째 근거는 공시적이기는 하
지만 Pen.화 규칙이 존재하는 일부 방언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
위방언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통시적인 정보를 고려하
여 음운체계를 세우고자 한다. 여러 하위방언을 비교할 때에는 개별 방언의 
성조를 완전히 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역사적인 정보나 인접 
방언의 정보를 참고해서 음운론적인 위상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논의가 간
단해지고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RM]이 [ʜːM]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음조 변화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보편성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곽충구(1997: 188)에 따르면 함북 明川 방언에서도 上昇調를 가지는 
‘pəə́mi’가 수의적으로 高平調를 가지는 ‘pə́ˑmi’로 발음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리고 平山久雄(2005)의 ‘還流說’에 따르면 중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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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음조 변화 중에서 음조 上昇調 [35]가 가장 변하기 쉬운 음조는 高平調 
[55]이다. 

江陵 방언에서 ‘개ː미’ 등은 [FM]으로 실현되지만, 이 방언에서도 ‘개ː미’ 
등은 음운론적 층위에서 중고형 ‘RM’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Pen.화 규칙의 적용을 받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
다.  

 
(6)  江陵 방언의 ‘매ː미’ 곡용 패러다임 
 a. 매ː미[FM]  매ː미가[MːHM] 

 
江陵 방언은 다른 Pen.화 방언과 마찬가지로 두고형이 Pen.화 규칙의 적

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매ː미[FM]’의 성조를 두고형 ‘HMM’으로 보는 경
우에는, 곡용형 ‘매ː미가’에 Pen.화 규칙이 적용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강릉 방언에서 ‘매ː미’의 기조성조형은 중고형 [RM]이라고 보
아야 한다.16 그리고 단독형 ‘매ː미[FM]’는 ‘R→F’라는 규칙이 적용된 결과라
고 보아야 한다. 

‘R→F’라는 공시적인 규칙은 보편성이 있는 규칙이다. 일본어 동경 방언에
서 형용사 ‘oːi(おおい)’의 기저형은 ‘oːi[RL]’인데 음성적으로는 ‘oːi[RL]’와 
‘oːi[FL]’ 사이에서 동요를 보인다. 그리고 Yip(2002)에 따르면 유형론적으
로 굴곡조 중에서 하강조가 상승조보다 일반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표적인 
상승조가 무표적인 하강조로 바뀌는 ‘R→F’의 규칙은 유형론의 관점에서 자

                                           
16 단 필자가 조사한 江陵 방언 제보자는 ‘개ː미[FM], 개ː미가[MːHM~FMM]’와 같은 곡용 패
러다임을 보 다. ‘개ː미’의 기저성조 자체가 중고형에서 두고형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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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17 
이 규칙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RM] > [HːM] > [FM]’의 변화를 반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변화 또한 보편적인 변화이다. 平山久雄(2005)의 
‘還流說’에 따르면 중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일어난 음조 변화에서 [35] > 
[55] > [53]은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동남방언에는 ‘썰ː다[FM], 잡힌ː다[MFM]’ 등 하강조를 가지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이들도 중세어 ‘사··다[LHH], *잡히·이·다[LLHH]’에 성조추이
(3.1절 참조)가 일어나 ‘사다[HMM], 잡히이다[MHMM]’로 변한 다음에 
‘사, 히이’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는 
성조형 또한 ‘개ː미[RM]’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성형이 모라 단위로 할당
되어 하강조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7) a. σ  σ σ      b.  σ  σ      c.  σ  σ      d. σ σ  σ 
   | | |   /\  |   /\  |  | /\  |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μ μ μ 
   | | |  | | |  | | |  | | | | 
  M HM  MHM  HM M  MHMM 
  아버지  개ː 미  썰ː 다  잡힌ː 다 
 

이러한 단어를 ‘개ː˥미[ʜːM~RM], 썰ː다[FM], 잡힌˥ː다[MFM]’와 같이 표
기하기로 한다.18 

                                           
17 유형론적으로 하강조가 상승조보다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중세어가 상승조만을 가진다는 사
실과 모순된다. 중세어가 상승조만을 가지게 된 역사적인 원인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
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18 服部四郎(1968)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동남방언은 장모음만이 2모라로 간주되는 언어이
며, 일본어처럼 음절말 자음을 수반한 모음이 2모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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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거성형과 장모음 
‘뱀ː/배ː미, 냄ː새’와 같은 체언과 ‘봤ː다, 뒀ː다, 폈ː다’와 같은 용언 활용형은 

방언에 따라 [ʜːʜM0], [ʜːM0]으로 나타난다.19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단어가 
거성형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뱀ː, 봤ː다’ 등은 중세어 ‘··얌, ·보·아 잇·다’ 등의 거성으로 시작하
는 句에 기원을 둔다. 3.1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세어에서 거성형을 가
지는 단어는 동남방언에서도 거성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들 단어
도 거성형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Pen.화 규칙이 존재하는 방언에서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개ː미’ 등
과 달리 ‘뱀ː, 냄ː새’ 등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  山淸 방언 ‘개ː미’와 ‘냄ː새’의 곡용 패러다임 
 a. 개ː미[ʜːM~RM]   개ː미가[MːHM] 
 b. 냄ː새[ʜːM]  냄ː새가[ʜːMM] 

 
이러한 현상은 이들 단어의 성조형이 Pen.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

성형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뱀ː, 봤ː다’와 같은 단어가 가지는 음조를 ‘長去聲調’라고 부르기로 하자.20 

김차균(1999: 488, 693)는 이 음조를 다음과 같이 방언에 따라 음운론적으
로 다르게 해석하 다. 

                                           
19 이 방언 차이에 한 구체적 기술과 통시적 분석은 4.2.3소절에서 이루어진다. 
20 이것은 ‘장거성조’라는 독립적인 성조형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음조를 
지칭하는 명칭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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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차균(1999: 488, 693)의 ‘봤다’ 성조 해석 
a. 三陟 ^밨다[нːM] 
b. 大邱 ^밨다[нːн] 
c. 昌原 =바았다[ннM] 

 

三陟 방언과 昌原 방언에서 ‘봤ː다’는 동일하게 [нːM]으로 실현되지만, 삼
척 방언의 ‘봤ː다[нːM]’는 상성형을 가진 2음절어로, 창원 방언의 ‘봤ː다
[нːM]’는 거성형을 가진 3음절어로 해석되었다. 순수하게 공시음운론적인 
기술에서는, 같은 음성적 실현을 가지는 동일 단어라고 하더라도 각자 음운
체계가 다르면 음운론적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이 방언 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은 음성형을 가지는 동일 
단어에 되도록이면 동일한 음운론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21 

3.4.  성조 변동 기술 
이 절에서는 합성, 곡용, 활용에 따른 성조 변동을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21 ‘개ː미[RM]’, ‘했ː다’[нːн, нːM]는 장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각각 평성형과 거성형이 얹힌 
것이다. 그렇다면 장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에 상성형이 얹힌 형태도 있으리라 예상된다. 역사
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세어에서 첫 음절에 상성을 가진 ‘:어·엿브·다’의 반사형인 ‘예쁘다’가 이
러한 예에 해당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중세어 ‘:어·엿브·다’가 동남 동부 방언에서 ‘어여쁘다
[LMMм]’로 변한 다음 모음이 축약되어 ‘예ː쁘다’[RMм]와 같이 변화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
나, 실제로는 ‘예쁘다’가 동남방언에서 일반적인 상성형으로 실현될 뿐이다. 평성형과 거성형과 
달리 상성형만이 모음 축약으로 인한 특수 음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불균형적인 현상
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방언 내부의 비교에 있으며, 중세어와 동남방언의 응 관
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에 한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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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성조 합성 
각각 독립적인 성조형을 가지는 단어끼리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하나

의 성조구를 이룰 때에, 그 합성어가 갖게 될 성조형은 합성 전의 성조형을 
참고하여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조 합성에 한 규칙은 
연구자마다 기술방법이 다를 뿐이고, 내용면에서는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기술 방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성조합성규칙(앞으로 ‘일반규칙’으
로 약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일반적인 성조합성규칙 
 a.  두·중고형 + 임의 성조형 → 두·중고형(선행성분의 내림위치 유지) 
 b. 미고형 + 평성형 → 중·미고형(후행성분의 내림위치 유지) 
 c. 미고형 + 측성형 → 중·미고형(선행성분 마지막 음절에 내림 추가) 
 d. 거성형 + 임의 성조형 → 거성형 
 e. 상성형 + 임의 성조형 → 상성형 

 
선행하는 단어의 성조가 두·중고형(10a), 거성형(10d), 상성형(10e)인 경

우에는 선행하는 단어의 성조형이 그 로 합성어의 성조형이 되고, 후행하는 
단어의 성조는 합성 후의 성조에 아무런 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선행
하는 단어의 성조가 미고형인 경우(10b,c)에는 후행성분에 따라 합성 후의 
성조형이 결정된다. (10b)의 경우, 평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음향단서
(acoustic cue)를 내림 [-HM-]이라고 본다면(3.3.1소절 참조) 미고형에는 
내림이 없기 때문에 후행성분이 가지는 내림 위치가 그 로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10c)는 본래 내림이 존재하지 않았던 위치에 내림이 
부가된다는 점에서 음운론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22 
                                           
22 부자연스러운 규칙이 동남방언이 존재하는 이유에 해서는 7.1.2소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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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곡용 패러다임의 성조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에 일어나는 성조 합성은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조 합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체언의 성조가 두고형, 중고형, 
거성형, 상성형 중 하나인 경우에는 어간의 성조가 그 로 곡용형의 성조가 
되고, 미고형의 경우에는 조사에 따라 곡용형의 성조형이 달리 나타나기 때
문이다. 

미고형인 ‘집[H]’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곡용 패러다임을 보인다. 
 

(11)  미고형 ‘집’의 곡용 패러다임 
 a. 집[H] 
 b. 집˥이[HM] 
 c. 집˥에서[HMM], 집˥으로[HMM] 
 d. 집까˥지[MHM], 집부˥터[MHM] 
 e. 집보다˥ː[MMHM] 

 

이때 (11a-c) ‘-이, -에서, -으로’의 성조형은 ‘-=이, -=에서, -=으로’와 
같이 거성형인 것으로 분석되며, (11d-e)‘-까지, -부터, -보다ː’의 성조형은 
‘-까˥지, -부˥터, -보다˥ː’와 같이 평성형인 것으로 분석된다. 

‘-에서, -으로’ 등은 자연스러운 발화에서 단독으로 발음되는 일이 없다. 
그러나 ‘부산[으로]F 보낸 게 아니라 부산[에서]F 보낸 거야’와 같은 문장에
서 조사가 초점을 받을 때에는 ‘부산으로[MH#нн]’나 ‘부산에서[MH#нн]’와 
같이 조사가 하나의 성조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 조사가 실제로 거
성형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23 

                                           
23 [  ]F는 초점(Focus)의 위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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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활용 패러다임의 성조 
본 연구에서는 1음절 용언 어간 분류로 Ramsey(1986, 1991)의 

Class1~7을 이용한다.24  Ramsey(1986, 1991)의 Class는 성조 패러다임에 
따른 1음절 용언 어간의 분류이며, 중세어, 동북방언, 동남방언의 세 변종의 
용언 분류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성조 변동에 의한 1음
절 용언 부류는 많지만 부분이 한 변종의 용언을 분류하기 위한 부류이고, 
한국어 성조 방언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분류는 Ramsey(1986, 1991)의 
Class가 거의 유일하다. 

어미는 먼저 첫 음소에 따라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CX’계 어미, /으/로 
시작하는 ‘-으X’계 어미, /아/ 혹은 /어/로 시작하는 ‘-아/어X’계 어미로 나눈
다. 그 다음으로 Class3 용언과 결합할 때 활용형이 가지게 되는 성조형에 
따라 재분류를 한다. Class3 용언이 결합할 때 평성형을 가지게 되는 어미를 
약어미, 거성형을 가지게 되는 어미를 거성 강어미, 상성형을 가지게 되는 
어미를 상성 강어미라고 부른다.25 다음 표에서는 약어미, 거성 강어미, 상성 
강어미를 각각 <약>, <거·강>, <상·강>이라고 약기한다. 

                                           
24 Ramsey(1986, 1991)에서 사용된 Class 분류는 Ramsey(1978)에서 사용된 분류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두 분류의 응관계는 다음과 같다. 
Ramsey(1978) Class1a Class1b Class2a Class2b Class3 Class4 Class5 
Ramsey(1986, 1991) Class1 Class7 Class2 Class5 Class4 Class3 Class6 

곽충구(1994)는 본 연구와 달리 Ramsey(1978)의 분류를 사용했지만, 최계 (2007), 福井玲
(2012)는 본 연구와 같이 Ramsey(1986, 1991)의 분류를 사용했다. 
25 ‘약어미, 강어미’는 金完鎭(1982)를 따른 용어이다. 성조에 따른 중세어 어미의 분류는 김성
규(2011)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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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조 변동에 따른 1음절 용언 분류 (음조는 경북 방언) 

 
-CX -으X -아/어X 

<약> <거·강> <약> <거·강> <상·강> <거·강> 
-고 -더라 -으면 -으시면 -으려고 -았/었다 

Class1 먹˥고 
Ｈ Ｍ 

먹더˥라 
ＭＨＭ 

먹˥으면 
Ｈ ＭＭ 

먹˥으시면 
Ｈ ＭＭＭ

먹˥으려고 
Ｈ ＭＭＭ

먹˥었다 
Ｈ ＭＭ 

Class2 〓찾고 
  ʜʜ 

〓찾더라 
  ʜʜＭ 

〓찾으면 
  ʜʜＭ 

〓찾으시면
  ʜʜＭＭ 

〓찾으려고
 ʜʜＭＭ 

〓찾았다 
  ʜʜＭ 

Class3 가˥고 
Ｈ Ｍ 

〓가더라 
  ʜʜＭ 

가˥면 
Ｈ Ｍ 

〓가시면 
  ʜʜＭ 

∧가려고 
  ʜːʜM 

〓갔다 
  ʜʜ 

Class4 서˥고 
Ｈ Ｍ 

서더˥라 
ＭＨＭ 

서˥면 
Ｈ Ｍ 

서˥시면 
Ｈ ＭＭ 

서˥려고 
Ｈ ＭＭ 

〓섰다 
  ʜʜ 

Class5 ∧없고 
 ʜː ʜ 

∧없더라 
  ʜːʜM 

∧없으면 
  ʜːʜM 

∧없으시면
  ʜːʜMM 

∧없으려고
ʜː ʜMM

∧없었다 
  ʜːʜM 

Class6 ∧걷고 
 ʜː ʜ 

∧걷더라 
  ʜːʜM 

걸˥으면 
Ｈ ＭＭ 

걸˥으시면 
Ｈ ＭＭＭ

걸˥으려고 
Ｈ ＭＭＭ

걸˥었다 
Ｈ ＭＭ 

Class7 앉˥고 
Ｈ Ｍ 

앉더˥라 
ＭＨＭ 

앉으˥면 
ＭＨＭ 

앉으˥시면 
ＭＨＭＭ 

앉으˥려고 
ＭＨ ＭＭ

앉˥았다 
Ｈ ＭＭ 

 
Class1과 Class7은 모든 활용형이 평성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CX’계 어미와 ‘-아/어X’계 어미 앞에서는 Class1과 Class7의 성조형이 일치
하지만, ‘-으X’계 어미 앞에서는 성조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13)  Class1 ‘먹다’와 Class7 ‘앉다’의 패러다임 차이 (경북 방언) 
어미 Class1 Class7 
‘-CX’계 먹더˥라[MHM] 

먹겠˥다[MHM] 
앉더˥라[MHM] 
앉겠˥다[MHM] 

‘-으X’계 먹˥으면[HMM] 
먹˥으니[HMM] 

앉으˥면[MHM] 
앉으˥니[MHM] 

‘-아/어X’계 먹˥어[HM] 
먹˥어도[HMM] 

앉˥아[HM] 
앉˥아도[HMM] 

 
김성규(2007: 25-7)에서는 중세어의 Class1 ‘머그니(LHH)’와 Class7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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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LLH)’의 차이를 ‘먹(L)+으니(HH)’, ‘안(LL)+니(H)’와 같은 어간의 
차이로 설명하 다. 동남방언의 Class1과 Class7의 성조 차이도 같은 방법
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Class1 ‘먹다’의 어간은 항상 ‘먹-’ 하나이지만, 
Class7 ‘앉다’의 어간은 ‘-CX’계 어미 앞에서 ‘앉-’, ‘-VX’계 어미(‘-으X’계 
어미 및 ‘-아/어X’계 어미) 앞에서 ‘앉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
게 기저형을 설정하면 ‘-으X’계 어미 앞에서의 성조 차이를 ‘먹+=으면 → 
먹˥으면’, ‘앉으+=으면 → 앉으˥으면 → 앉으˥면’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26 

중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Class1, 7에 속한다(Ramsey 1978).27 
5.2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부분의 동남방언에서는 Class1과 Class7이 
합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14)  중세어의 Class1 용언 
  다(削), 갚다(酬), 곧다(直), 굽다(曲), 곶다(揷), 굳다(固), 다

(釣), 녹다(融), 늙다(老), 늦다(遲), 닉다(熟), 닑다(讀), 닙다(着), 
닫다(閉), 막다(防), 먹다(食), 묻다(埋), 믿다(信), 다(澄), 다
(明), 석다(腐), 다(混), 솟다(湧), 앓다(病), 잃다(失), 잡다(握), 
좇다(追), 죽다(死), 녙다(淺) 등 

 
(15)  중세어의 Class7 용언 
  낳다(産), 녛다(入), 놓다(置), 빟다(散), 젛다(恐), 닿다(觸), 앚다

                                           
26 ‘앉으˥으면 → 앉으˥면’에서는 모음충돌(hiatus)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으/가 탈락한 것으
로 보인다. 탈락하는 모음이 첫 번째 /으/가 아니라 두 번째 /으/인 이유는 자립형태소인 어간의 
분절음이 의존형태소인 어미의 분절음보다 우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7 Ramsey(1978)에서 사용된 Class 분류를 본 연구에서는 Ramsey(1986, 1991)의 Class 분
류로 바꾸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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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다(坐), 다~엱다(揚), 짛다(名), 다(臥), 다(辛), 다
(憎), 다(注), 다(紡), 듣다(聞) 등 

 
Class2 및 Class5는 모든 활용형이 각각 거성형, 상성형으로만 나타난다. 

중세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Class2, 5에 속한다(Ramsey 1978). 이
러한 소속 어휘는 기본적으로 동남방언에도 그 로 계승된다. 

 
(16)  중세어의 Class2 용언 
  다(敷), 다(覺), 들다(入), 다(蒸), 쏘다(射), 숨다(隱), 쓰다

(寫·着), 다(使), 다(漏), 옳다(正), 다(冷), 다(滿·着·蹴·冷), 
다(耐), 다(探), 크다(大), 티다(打), 프다(開), 다(掘), 다
(賣), 다(白) 등 

 
(17)  중세어의 Class5 용언 
  다(麗), 굵다(掻), 둏다(良), 다(易), 얻다(得), 다(苦), 없다

(無), 젹다(少), 내다(出) 등 
 
동남방언의 Class3과 Class4에 속하는 어휘들은 기본형이 평성형을 가지

고, 특정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 측성형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Class3 용언은 모든 강어미 앞에서 측성형을 보이는 데에 비해, Class4 용언
은 한정된 강어미 앞에서만 평성형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다. Class4가 어떤 
강어미 앞에서 측성형을 보이는지는 방언마다 다르고 단어마다 다르기도 하
다. 이 문제에 해서는 5.3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Class3·4와 관련이 깊은 ‘상성 강어미’는 중세어 선어말어미 ‘-오/우-’의 
흔적이 성조 변동 패러다임으로 남게 된 것이다. 중세어 선어말어미 ‘-오/우
-’의 흔적이 동남방언에 남아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거론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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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려고, ∧다’와 같은 활용형이 가지는 상성형은 중세어의 ‘가[L]-’ 어간
과 소위 의도법의 선어말어미 ‘-·오/·우[H]-’가 결합해서 생긴 ‘:가[R]-’에 
기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가-’는 중세어에서는 ‘가[L]+·오[H]→:
가[R]’와 같이 공시 음운론적으로 형성된 성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의 동남방언에는 {-오/우-}에 해당하는 형태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평성형과 거성형이 합쳐져서 상성형이 되는 규칙이 없다. 따라서 이 현
상 또한 ‘상성 강어미’를 설정하여 패러다임을 그 로 기술하는 것이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세어에서는 Class3에서 Class4가 분리되지 않고, 동북·동남방언에서는 
Class3·4에 속하는 모든 용언이 강어미 앞에서 측성형을 가진다(福井玲 
2012: 112-7). 본 연구에서는 동북·동남방언의 Class3·4에 해당하는 중세어
의 용언을 Class3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중세어의 Class3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속한다(Ramsey 1978). 동남방언과 동북방언의 Class3·4 소속 어
휘는 5.3절에서 다룰 것이다. 

 
(18)  중세어의 Class3 용언 
  가다(往), 나다(出), 두다(置), 보다(見), 사다(買), 오다(來), 자다

(眠), 주다(輿), 다(爲), 하다(多), 서다(立), 혀다(點), 펴다(延) 
등 

 
Class6은 ‘-CX’계 어미 앞에서는 상성형, ‘-VX’계 어미 앞에서는 평성형

으로 나타나는 용언들이다. 중세어의 Class6에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속
한다(Ramsey 1978). 이러한 소속 어휘는 기본적으로 동남방언에도 그 로 
계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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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중세어의 Class6 용언 
  걸다(掛), 검다(黑), 걷다(步), 굶다(餓), 긷다(汲), 길다(長), 남다

(餘), 넘다(越), 놀다(遊), 다(繼), 담다(托), 덜다(除), 다(震), 
다(熱), 돌다(轉), 말다(止), 멀다(遠), 메다(背), 몰다(御), 묻다
(問), 베다(枕), 불다(吹), 뷔다(空), 빌다(乞), 다(踏), 삼다(爲), 
살다(生), 새다(明), 세다(强), 쉬다(休), 싣다(積), 안다(抱), 알다
(知), 얼다(凍), 열다(開), 열다(實), 다(薄), 울다(泣), 다(笑), 
절다(跛), 다(作), 헐다(廢), 다(助), 넙다(廣)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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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형 목록 
본 장에서는 평성형, 거성형, 상성형에서 발견되는 지역적 차이를 기술하

고 각 성조형의 역사적인 분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1 

4.1. 평성형 
3.3.1소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적 동남방언의 n음절 성조구에는 n

가지 평성형 립이 존재한다. 그러나 강원도 江陵, 旌善, 寧越 방언, 충북 
丹陽大崗 방언, 경북 서부 방언, 경남 중서 서부 방언, 전북 茂朱茂豊 방언, 
光陽津上 방언에서는 평성형 중의 일부가 합류하여 더 적은 수의 립만을 
보인다.2 

                                           
1 단어의 분절음이나 형태구조에 따라서 성조의 변화 속도가 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세어에서의 성조 분류에만 주목하여 동남방언 성조를 분석하 다. 분
절음이나 형태구조에 주목한 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2 동남방언의 평성형에는 위와 같은 음운론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실현 음성형의 차이 또한 존
재한다. 예컨  ‘마지막까˥지’에서 첫 음절 ‘마[M]’에서 4번째 음절 ‘까[H]’까지 소리가 높아져
가는 속도는 방언마다 다르다. 음의 상승이 느린 방언에서는 [MMMHM]과 같이 발음되고, 상
승이 빠른 방언에서는 [MHHHM]과 같이 발음된다. 김차균(1975), 崔明玉(1999), 김차균
(2002d: 32-33), 姜英淑(2008) 등에 이와 같은 현상이 기술되어 있다. 선행연구와 필자의 관
찰을 종합해 보면 경북 방언은 음의 상승이 느리고, 경남 방언은 빠른 경향이 있다. 그리고 김
세진(2006a: 78-9)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南海 방언에서는 평성형이 다른 방언처럼 [M]으
로 시작하기도 하고 [н]나 [H]로 시작하기도 한다(鄭榮浩(1993)에서는 ‘바람’과 같은 2음절어
에 해서만 이 특징을 지적하 으나, 필자의 조사에서는 성조구의 음절수와 상관없이 이 특징
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음성적 차이는 음운론적 차이와 달리 변화의 과정을 추정하기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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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형과 미고형이 하나의 성조형으로 합류하는 현상이 일부의 동남방언
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김차균(1973: 95-6)에서 처음으로 지적되었고, 그 후
에도 여러 방언에 한 기술이 이루어졌다. 김주원(2000)에서는 경상도 방
언 전체를 상으로 하여 시·군 단위로 합류 현상의 여부가 제시되었다. 그
러나 이들 기존 연구에서는 성조 합류의 여부만을 논의 상으로 삼았고, 각 
방언에 존재하는 합류 현상의 차이를 자세히 비교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합류 환경의 범위와 비율을 기준으로 각 방언의 합류 진행도를 비교하
고, 변화의 역사적인 순서를 추적할 것이다.  

4.1.1. 尙州·山淸 방언의 평성형 합류 
평성형의 합류가 가장 많이 진행된 방언에서는 중고형과 미고형이 완전히 

하나의 성조형으로 합류되었다. 필자가 조사한 방언 중에서는 尙州, 山淸 방
언이 이에 해당한다. ‘보수적 방언’(3.3.1소절 참조)에서 중·미고형을 가지는 
3음절 이상의 단어가 山淸 방언에서는 뒤에서 두번째 모라에 고조를 가지는 
Penultimate형(앞으로 ‘Pen.형’이라고 약기)으로 나타난다.3 
 
(1)  보수적 경상도 방언 山淸 방언 
  보따리[MMH]4  보따˥리[MHM] 
   나뭇˥가지[MHMM]  나뭇가˥지[MMHM] 
  사과나무[MMMH] 사과나˥무[MMHM]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의 상에서 제외한다. 
3 이문규(2000: 21-2)에서는 이러한 성조를 ‘특이 고조형’이라고 불렀다. 
4 ‘보따리’는 중세 문헌에서 성조를 확인할 수 없는 단어이지만, 동북방언의 성조를 근거로 하
여 동남방언의 고형이 ‘보따리[MMH]’라는 것을 방증할 수 있다. 곽충구(근간)에 따르면 동북
방언에서 ‘보따리’는 ‘보따리[LLH], 보따리르[LLLH], 보따례ː[LLR], 보따리보다[LLLHL], 보
따리부터[LLLLH]’와 같은 곡용 패러다임을 보인다. 동북방언에서 ‘보따리’와 동일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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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응관계는 山淸 방언이 과거에 다음과 같은 Pen.화를 겪은 결
과로 보인다. 
 
(2)  Pen.화 
  3모라 이상의 중·미고형 > Pen.형 

 
이 변화의 흔적은 (1)과 같은 단독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곡용형에서

도 발견된다. 
 

(3)  보수적 경상도 방언 山淸 방언 
  부산˥으로[MHMM] 부산으˥로[MMHM] 
  개구˥리가[MHMM] 개구리˥가[MMHM] 
  나뭇˥가지가[MHMMM] 나뭇가지˥가[MMMHM] 
  미꾸라˥지가[MMHMM] 마꾸라지˥가[MMMHM] 

 
3.3.1소절에서 본 바와 같이 보수적인 경상도 방언에서는 모라 수가 늘어

남에 따라 성조형의 립 수가 증가하여, n모라 성조구에는 n가지 평성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尙州, 山淸 방언은 Pen.화가 일어난 결과, 모라 수가 늘어
나도 평성형이 최  2가지밖에 립을 보이지 않는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다음은 尙州, 山淸 방언의 평성형 목록이다. 

                                           
을 가진 ‘손가락’의 중세어 반사형이 ‘가락[LLL]’이므로, ‘보따리’도 중세어에서 [LLL]을 가졌
고 3.1절의 일반적 성조 응에 따라 그 동남방언형도 ‘보따리[MMH]’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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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尙州, 山淸 방언 평성형 목록 
 1모라 2모라 3모라 4모라 5모라 
두고형  HM HMM HMMM HMMMM 
중고형(Pen.형)   MHM MMHM MMMHM 
미고형 H MH    

 
선행연구에서 기술된 방언 중에서 尙州, 山淸 방언처럼 Pen.화가 완료된 

방언으로는 旌善 방언, 茂州茂豊 방언, 金泉 방언이 있다. 旌善 방언은 최
미(2009: 37-8)에서, 茂州茂豊 방언은 김차균(1977/80)에서, 金泉 방언은 
李赫和(1994)에서 공시적인 Pen.화 규칙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방언으로 
기술되어 있다. 

4.1.2.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의 평성형 합류 
필자가 조사한 방언 중에서 尙州, 山淸 방언 다음으로 평성형 합류가 진행

된 방언으로는 江陵, 南海, 統營山陽 방언이 있다. 이 세 방언은 미고형의 
Pen.화가 이미 완료되었고, 중고형의 Pen.화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에 있다. 

江陵·南海·山陽 방언에서 미고형의 Pen.화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
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미고형의 Penultimate화(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 
 a. 江陵: 보따˥리 
 b. 南海: 사과나˥무 
 c. 統營: 보따˥리, 사과나˥무, 비행˥기 
 

위의 체언들은 보수적인 방언에서 모두 미고형으로 나타나지만 江陵·南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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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營山陽 방언에서 Pen.형으로 나타난다.5 
단독형이 원래 중고형인 ‘아버˥지[MHM]’ 등의 곡용 패러다임과 원래 미

고형인 ‘보따리[MMH]’ 등의 곡용 패러다임이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음운 변화인 Pen.화가 일
어난 후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유추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6)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의 ‘아버지, 보따리’ 곡용 패러다임 형성 
 단독형 곡용형 단독형 곡용형 
a. 공통단계 아버˥지 아버˥지가 보따리˥ 보따리˥라 
   ↓(Pen.화)  
b. 중간단계 아버˥지 아버˥지가 보따˥리 보따리˥라 
    ↓(유추) 
c. 현단계 아버˥지 아버˥지가 보따˥리 보따˥리라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의 ‘아버지’와 ‘보따리’는 원래 보수적인 방언과 동

일한 곡용 패러다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미고형 > Pen.형’의 변
화가 일어난 결과 ‘보따리’의 단독형이 ‘아버지’와 같은 성조형을 가지게 되
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다시 유추 변화가 일어나, ‘보따리’의 전체적인 곡
용 패러다임이 ‘아버지’와 합류해 버린 것이다. 보수적인 방언에서 ‘아버˥지
[MHM]’처럼 단독형이 중고형을 가지는 체언은 ‘보따리[MMH]’처럼 단독형
이 미고형을 가지는 체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6 따라서 이 수적인 차이
가 유추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 김차균(1999, 2003a, 2006), 김주원(2003)은 江陵 방언에서 중고형이 미고형으로도 실현된
다고 기술하 다.  
6 辻野裕紀(2008: 68)에 따르면 大邱 방언의 3음절 단순명사 중에서 [MHM]형이 차지하는 비
율은 64.5%에 달하지만, [MMH]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17.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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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에서 미고형의 Pen.화는 완료한 상태이지만, 중고
형의 Pen.화는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다. 보수적 방언에서 중고형을 가지는 
성조구들은 다음과 같이 Pen.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Pen.화가 일어나
지 않은 보수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7)  중고형의 Penultimate화(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 
 Pen.화 일어남 Pen.화 일어나지 않음 
江陵 방언 아버지˥가 미꾸라˥지가 
南海 방언 나뭇가˥지 아버˥지는 
統營山陽 방언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귀뚜라˥미고, 마지막˥이다 

 
위 단어들은 모두 보수적 방언에서 3번째 모라에 고조를 가지는 중고형 

즉 Antepenultimate형(앞으로 ‘Ant.형’이라고 약기)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에서 Ant.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Pen.형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는 사실은 ‘중고형 > Pen.형’의 변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南海·統營 방언에서는 합류 후의 성조 실현형이 Pen.형이라는 것이 분명
하지만, 江陵 방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현형도 관찰된다. 

 
(8)  江陵 방언의 표면적인 미고형 
 a. 연못에˥는 머 그 개구리[MMH] 있겠나[MMH]? 
 b. 고 다음 버스는[Mннннн] (휴지) 아침아홉시[Mнннн] (휴지) 삼십

분에도 가고[Mнннннн] (휴지) 〓이십 〓오분에도 내˥려가고 이래˥고 
 
김차균(1999, 2003a, 2006), 김주원(2003)에서는 江陵 방언에서 합류된 

평성형이 이형태로서 미고형을 가진다고 기술하 는데, 거기서 말하는 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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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위와 같은 미고형인 것으로 보인다.7 그런데 이러한 실현형은 아주 특
수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저형 자체의 변화라고 보기 어
렵다. 

(8a)는 보수적 방언에서 중고형으로 나타나는 ‘개구리’가 江陵 방언에서 
미고형 [MMH]로 나타난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주 발견되지 않
는 데다가 뒤에 다른 성조구가 이어지는 경우로 환경이 한정되어 있다. 단독
형에서는 절 로 미고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주로 Pen.형으로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이러한 미고형을 표적인 성조형이라 하기 어렵다. 

(8b)는 휴지를 앞둔 몇 개 어절에 하나의 억양(intonation)이 얹힌 경우이
다. 이 억양은 화자가 뒤에 다시 문장을 이을 의도를 가지고 휴지를 둘 때 
자주 관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단 억양’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중
단 억양은 필자가 조사한 지역 중에서는 江陵 외에 丹陽과 寧越의 비성조 
지역에서도 발견되었다. 억양은 음운론적으로 성조와는 별개의 단위이기 때
문에 이러한 현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성조형의 이형태로 따로 인정할 필요
가 없다고 본다.8 

다시 정리하면,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은 미고형의 Pen.화가 완료되었고, 
중고형의 Pen.화가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 방언들이다. 기존의 연구 중에서
는 姜英淑(2004, 2008)의 統營市 竹島·欲知島 방언, 김차균 외(2009)의 光

                                           
7 최 미(2009)도 旌善 방언을 본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기술하 고, 김차균(1977/80: 25)도 
茂朱茂豊 방언을 비슷하게 기술하 다. 김차균(1999, 2003a, 2006), 김주원(2003)의 기술은 
본 연구와 상이하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가 아니라 성조구 단위로 예문을 제시
하 기 때문에 예문으로 제시된 성조구들이 어떠한 문장 속에 나타났는지를 본 연구의 예와 비
교할 수 없다. 
8 다만 성조언어에서는 억양이 성조 위에 이중으로 얹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억양이 씌
워짐으로써 성조가 중화되었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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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市 津上面 방언, 김차균(1977/80)의 晉州 방언, 김차균(2001a)의 固城 방
언, 김세진(2006b)의 泗川, 河東 방언 등이 이와 같은 단계에 있는 방언으
로 보인다.9 

4.1.3. 寧越김삿갓·丹陽大崗 방언의 평성형 합류 
寧越김삿갓, 丹陽大崗 방언은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보다 평성형의 Pen.

화의 진행도가 낮은 방언들이다. 중고형과 Pen.형의 합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는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과 일치하지만, 미고형과 Pen.형의 합류 
또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는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보다 보수적인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寧越김삿갓 방언과 丹陽大崗 방언은 미고형과 Pen.형이 합류하는 방향에
서 차이가 난다. 

 
(9)  寧越김삿갓 방언 ‘미고형 > Pen.형’ 변화 
 a. 보따˥리[MHM] 
 b. 보따리[MMH], 사과나무[MMMH] 

 
(10)  丹陽大崗 방언의 ‘Pen.형 > 미고형’ 변화 
 a. 아버지[MMH], 소나기[MMH], 개구리[MMH], 보자기[MMH] 
  미꾸라지[MMMH] 
 b. 지푸라˥기[MMHM] 
 

                                           
9 김차균(1977/80)에서는 晉州 방언의 평성형 합류 양상이 세 마다 다르다고 기술하 다. 본 
연구에서는 1.3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35~1955년생의 방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김차
균(1977/80)이 기술한 ‘40-50세’ 즉 1927~1937년생의 방언을 晉州 방언의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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寧越김삿갓 방언에서는 (9a)와 같이 미고형이 Pen.형으로 바뀐 변화가 관
찰되는 반면, 丹陽大崗 방언에서는 (10a)와 같이 Pen.형이 미고형으로 바뀌
는 변화가 관찰된다. 두 방언의 공통점은 (9b), (10b)와 같이 각각의 변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형태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Ant.형의 Pen.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은 寧越김삿갓·丹陽大崗 방언과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이 공통적이다.10 
 
(11)  Ant.형의 Pen.화(寧越김삿갓 방언) 
 a. 아버지˥가, 강아지˥가 
 b. 두레박˥으로 
 
(12)  Ant.형의 Pen.화(丹陽大崗 방언) 
 a. 아버지˥가, 소나기˥가, 개구리˥가, 지푸라기˥가, 나뭇가지˥는  
 b. 아버˥지가, 가을바람˥이라, 귀뚜라˥미는  
 

(11), (12)의 어형들은 모두 보수적 방언에서 Ant.형으로 나타나는 것들
                                           
10 丹陽大崗 방언에서도 江陵 등 방언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보따리’의 곡용 패러다임이 아
주 흡사하다. 하지만 江陵 등 방언과는 달리 丹陽大崗 방언에서는 형태론적 유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표와 같이 Pen.형의 미고화와 Ant.형의 Pen.화로 이러한 패러다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형 곡용형 단독형 곡용형 
a. 보수적 방언 아버˥지 아버˥지가 보따리˥ 보따리˥라 
 ↓(미고화)   
b. 중간단계 아버지˥ 아버˥지가 보따리˥ 보따리˥라 
  ↓(Pen.화)   
c. 丹陽大崗 방언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가 
보따리˥ 보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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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寧越김삿갓·丹陽大崗 방언에서 보수적인 Ant.형으로 나타나기도 하
고 개신적인 Pen.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사실은 寧越김삿갓·丹陽大崗 
방언에서 ‘중고형 > Pen.형’의 변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 

4.1.2소절에서 언급한 ‘중단 억양’은 다음과 같이 寧越김삿갓, 丹陽大崗 방
언에서도 관찰된다. 이러한 음조는 어디까지나 억양이지 성조가 아니기 때문
에 이러한 음조를 근거로 성조형의 변이형태를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13)  중단 억양(寧越김삿갓 방언) 
 a. 그 다˥음에# 아˥들이고# <휴지> 그 다˥음에# 딸이고[ннн]# <휴지> 

그 다˥음에# 아˥들이고 
 b. 아이˥가# 있으면은[Mннн]# <휴지> 머 그럼… 
 
(14)  중단 억양(丹陽大崗 방언) 
 a. 올˥려# 가지˥고# 다# =실을# 짜가지고는[ннннн]# <휴지> 그게# 인

제# =풀이# 들어가니˥까# 그˥냥# =어서# =못하잖아 (베를 짜는 방법) 
 b. 안 그러˥먼# 애˥들# 가자 먹다 부스레기가 있으˥면# 거˥기# 개미가 

하나˥도# 안 보이다가도[Mннннн]#  <휴지> 막# 새까만˥ 개# 까막
까막까막# 막# 모이는˥ 거야# 

 c.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은[Mнннн]# <휴지> 그걸 묻˥어 놓고# =

계ː속# 인˥제# 해마다 김장을 거기다 해 윻˥고 
 
다시 정리하면, 寧越김삿갓·丹陽大崗 방언은 Pen.형과 미고형의 합류와 중

고형의 Pen.화가 모두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 있는 방언들이다. 
평성형의 합류에 관한 한, 기존의 연구에서 기술된 방언 중에는 寧越김삿

갓 방언이나 丹陽大崗 방언과 완전히 동일한 변화를 보이는 방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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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梁山 방언의 평성형 합류 
필자가 조사한 방언 중에서 江陵·南海·統營·丹陽大崗 방언보다 평성형 합

류 진행도가 낮은 방언으로 梁山 방언이 있다. 梁山 방언에서는 미고형의 
Pen.화가 완료되었지만, 중고형의 Pen.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15)  梁山 방언의 Pen.화 
 a. 도시˥락, 보따˥리, 마지˥막, 사과나˥무 
 b. 나뭇˥가지, 도시락˥이지 
 

(15a)의 성조구들은 모두 보수적 방언에서 미고형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梁山 방언에서 Pen.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梁山 방언에서는 미고형의 Pen.
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15b)의 성조구들은 모두 보수적 방언에서 Ant.형으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梁山 방언에서도 그 로 Ant.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梁山 방언에서는 지금
까지 살펴본 山淸·江陵·南海·統營·丹陽大崗 방언과는 달리 미고형의 Pen.화
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1.2소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에서는 미고형의 
Pen.화가 일어난 다음에 형태론적인 유추 변화가 일어나 ‘아버지’ 등과 ‘보
따리’ 등의 곡용 패러다임이 같아졌다. 梁山 방언에서는 이 변화가 아직 진
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16)  梁山 방언의 곡용 패러다임 유추 변화 
 보수적 동남 방언 梁山 방언 

단독형 곡용형 단독형 곡용형 
a. 보따리 보따리 보따리˥나 보따˥리 보따˥리나 
b.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이지 도시˥락 도시락˥이지 
c. 사과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사과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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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山 방언의 ‘보따리, 도시락, 사과나무’의 단독형은 모두 ‘미고형 > Pen.
형’ 변화의 향을 받아 Pen.형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보따리’는 4.1.2소
절에서 본 江陵 방언처럼 ‘아버지’의 패러다임으로 합류하 다. 그러나 ‘도시
락, 사과나무’의 단독형 이외의 곡용형은 보수적인 동남 방언의 성조형을 그

로 유지하고 있다. 유추 변화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면에서도 梁山 방
언은 평성형의 합류 변화에서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보다 보수적인 방언이
라고 할 수 있다. 

평성형의 합류 현상에서 梁山 방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방언으로는 
姜英淑(2004, 2008)의 統營忠武 방언과 許雄(1955/63)의 金海 舊방언이 있
다. 

姜英淑(2004)에 따르면 보수적 방언의 미고형은 統營忠武 방언에서 ‘보따
˥리, 보따리˥에~보따˥리에’와 같은 곡용 패러다임을 보인다고 한다. 미고형의 
Pen.화가 이미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유추 변화는 아직 진행 중이며, 중고
형의 Pen.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면에서 필자가 조사한 梁山 방언과 같은 
단계의 방언이라 할 수 있다. 

許雄(1955/63)에서는 ‘새다리(사다리), 솔나무(소나무)’와 같이 [MHH]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때로는 [MHM]으로 발음된다고 기술한 바 있다. 이것으
로 보아 金海 舊방언은 미고형의 Pen.화가 아직 진행 중인 방언으로 보이며, 
梁山 방언보다 더 보수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다. 

4.1.5. 평성형 합류 정리 
4.1.1~4.1.4소절에서 논의한 각 지역의 평성형 합류 현상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미고↔Pen’은 미고형과 Pen.형의 합류를, ‘중고→Pen’은 중고형이 
Pen.형으로 변하는 합류를 나타낸다. ‘×’는 합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
음을, ‘△’는 진행 중임을, ‘○’는 완료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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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동남방언 평성형 합류 
  미고↔Pen 중고→Pen 

A 보수적 동남방언 × × 
B 金海 △ × 
C 梁山, 統營忠武 ○ × 
D 丹陽大崗, 寧越김삿갓 △ △ 
E 江陵, 南海, 統營山陽, 統營竹島·欲知島, 

光陽津上, 晋州, 固城, 泗川, 河東 ○ △ 
F 尙州, 山淸, 旌善, 茂州茂豊, 金泉 ○ ○ 
 
위 표의 정보를 김주원

(2000)의 방언지도에 합친 것
이 지도 3이다. 이 지도에서는 
(17)의 분류에 따라서 시·군을 
A~E로 표시하 다. 統營市는 
山陽面, 竹島, 欲知島 방언이 B, 
忠武 방언이 D에 속하기 때문
에 ‘B/D’로 표시하 다. ‘?’로 표
시된 시·군은 김주원(2000)의 
방언지도를 통해서 Pen.화를 확
인할 수 있으나 자세한 환경을 
알 수 없는 지역이다.  

방언지도를 통해서 평성형이 
확 하는 지리적인 경로를 추적
해 볼 수 있다. 진원지가 동남
방언 내부에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개신적인 F의 
지리적인 분포를 근거로 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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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 합류의 진원지를 두 군데로 설정하게 된다. 하나는 정선이고, 하나는 
상주에서 산청까지 이어지는 소백산맥 지역 중의 어딘가이다. 두 지역 사이
에 F지역보다 보수적인 D지역인 丹陽大崗, 寧越김삿갓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할 때 두 개신파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모든 방언이 이전 시기에 변별적인 성조를 가
지고 있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동남방언에 성조 변화를 일으킨 개신파가 
동남방언 바깥에서 왔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진원지를 동남방언 밖
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진원지를 하나로 설정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정
확한 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변화의 진원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개신파가 소백산맥을 따라서 전파
되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예컨  평성형 합류가 처음에 金泉이나 居昌 쯤에
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 개신파는 소백산맥을 따라 북쪽으로 상주→문경, 
남쪽으로는 함양→산청→하동→광양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 확산 이
후에 개신파는 진주, 사천, 남해, 고성, 통 을 거쳐 김해, 양산에까지 전파
된 것으로 보인다.11 지도를 보면 固城과 金海 사이에 공백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는 미고형의 Pen.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미비하여 지도
에 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4.2. 거성형 
다음으로 거성형의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거의 모든 동남방언에

                                           
11 이러한 개신파가 각 지역에 언제 파급되었는지에 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김
차균(1977/80)에 따르면 晋州에서 1917년 이전에 태어난 제보자의 방언에서는 Pen.화가 발견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晋州에 개신파가 도달한 것은 1917년생이 언어형성기를 지난 후, 
즉 빨라도 1930년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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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거성형은 [ннM0]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ннM0]과 
[MHM0]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고, 다른 일부 지역에서는 [ннM0]과 [HM1] 
사이에서 동요를 보인다. 그리고 3.3.3소절에서 논한 장거성조 또한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 

4.2.1. [MHM0]으로 나타나는 거성형 
필자가 조사한 방언 중에서는 江陵, 寧越김삿갓, 丹陽大崗 방언에서 거성

형이 [MHM0]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 탓으로 
형태음운론적인 조사까지 실시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기술된 東海 방언(김주원 2003), 三陟 방언(김차균 2006), 江陵 
방언(김차균 2006)과 旌善 방언(최 미 2009)의 자료에 의존하여 분석하기
로 한다. 

東海 방언, 三陟 방언의 거성형은 음조로 [MHM0]을 가진다.12 따라서 2
모라 거성형 ‘=구름’과 미고형 ‘다리’는 곡용 패러다임 일부에서 동일 성조를 
갖게 되었다.  

 
(18)  東海, 三陟 방언의 거성/미고형 2모라 체언의 곡용 패러다임  

 단독형 ‘-˥이/˥가’ ‘-까˥지’ ‘-까˥지도’ 
거성형 =구름 

 MH 
=구름이 
 MHM 

=구름까지 
 MHMM 

=구름까지도 
 MHMMM 

미고형  다리 
 MH 

 다리˥가 
 MHM 

 다리까˥지 
 MMHM 

 다리까˥지도 
 MMHMM 

 
‘=구름’과 ‘다리’는 단독형으로는 [MH], 1모라 조사가 붙은 곡용형으로는 

                                           
12 다만 김주원(2003)에 따르면 東海 방언은 거성이 [ннM0]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완전
히 [MHM0]으로 합류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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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M]이라는 동일한 음조를 보인다. 그러나 모라 수가 더 많은 조사가 붙
을 때에는 이 두 종류의 단어가 서로 다른 음조를 보인다. 따라서 2모라 거
성형 체언과 2모라 미고형 체언은 형태음운론적으로 東海, 三陟 방언에서도 
여전히 독립적 성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간이 3모라 이상일 때에는 거성형과 중고형이 완전히 합류한다. 
 

(19)  東海·三陟 방언의 거성형/중고형 3모라 체언의 곡용 패러다임 
 단독형 ‘-˥이/˥가’ ‘-까˥지’ 
거성형 ˭무지개 

 MHM 
˭무지개가 
 MHMM 

˭무지개까지 
 MHMMM 

중고형  까마˥귀 
 MHM 

 까마˥귀가 
 MHMM 

 까마˥귀까지 
 MHMMM 

 
위의 표를 보면 기원적으로 거성형을 가지는 ‘무지개’와 중고형을 가지는 

‘까마귀’가 동일한 성조 패러다임을 보인다. 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東海, 
三陟 방언은 3모라 이상의 어간이 거성형을 가지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언에서 ‘=무지개’의 성조는 ‘까마귀’와 동일하기 때문에 공시
음운론적으로는 ‘무지˥개’로 적어야 한다. 

江陵 방언과 旌善 방언에서도 2모라 거성형 체언과 미고형 체언이 완전히 
동일한 패러다임을 보인다. 

 
(20)  江陵·旌善 방언의 거성형/미고형 2모라 체언의 곡용 패러다임 

 단독형 ‘-˥이/˥가’ ‘-까˥지’ ‘-까˥지도’ 
거성형 ˭구름 

 MH 
˭구름이 
 MHM 

˭구름까지 
 MMHM 

˭구름까지도 
 MMMHM 

미고형  다리 
 MH 

 다리˥가 
 MHM 

 다리까˥지 
 MMHM 

 다리까˥지도 
 MMM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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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언은 이전 시기에 東海·三陟 방언과 같은 패러다임 립(18)을 보
을 것이다. 그러나 유추가 원인이 되어 패러다임이 합류함으로써, 2모라 거
성형 체언의 패러다임이 미고형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방언의 1모라 체언에서는 거성형과 미고형의 패러다임이 립하
지만 2모라 이상에서는 거성형이 평성형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종합해보면 거성형의 소멸은 두 단계를 거친다. 
첫째는 음조가 [MHM0]으로 변화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평성형으로의 형태
음운론적 합류가 일어나는 단계이다. 

 
(21)  거성형의 통시적 변화 양상 

 江陵, 旌善 東海, 三陟 보수적 방언 
음운론적 합류 ○ ○ × 
형태음운론적 합류 ○ △ × 
 
[ʜʜM0] > [MHM0]의 변화는 조음음성학적인 이유로 생긴 변화이다. 

[ʜʜM0]을 발음할 때는 연속된 2음절이 높은 소리 [ʜ]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만 소리를 [H]로 높이면 되는 [MHM0]보다 조음에 
노력이 더 필요한 음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ʜʜM0] > [MHM0]의 변화
는 조음의 힘을 덜기 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4.2.2. [HM1]으로 나타나는 거성형 
필자가 조사한 결과 山淸, 南海 방언에서는 다른 방언들과 달리 거성형의 

음조가 [ʜʜM0]과 [HM1]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2)  거성형의 음성적 실현(山淸 방언) 
 a. 시아버지다[ʜʜMMM], 칠남매[ʜʜM], 육남매[ʜʜM], 십남매[ʜʜM], 

합해서[ʜʜM], 큰손자[ʜʜM], 딸은[ʜʜ], 딸인데[ʜʜ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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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밤으로는[HMMM](夜), 큰아들[HMM], 딸이[HM], 딸로[HM], 딸
이라도[HMMM], 춥으니까[HMMM], 저 방에[HMM], 찌끔[HM], 
할아버지[HMMM](~[ʜʜMM]) 

(23)  거성형의 음성적 실현(南海 방언) 
 a. 칠세[ʜʜ], 칠년만에[ʜʜMM], 목소리[ʜʜM] 
 b. 사다가[HMM](買), 겔혼허고[HMMM], 나이[HM], 배가[HM](腹), 

가지[HM](枝), 소는[HM] 
 
김주원(2000: 102)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山淸, 南海 이외에 咸陽, 河東, 

泗川 방언에도 존재한다고 한다. 
거성형이 [HM1]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동북방언과 일치하는 특징이다. 山

淸, 南海 방언과 동북방언의 거성형 음조 [HM1]이 일반적인 동남방언의 거
성형 음조 [ʜʜM0]보다 중세어에 가깝다는 점과 山淸 방언 등과 동북방언이 
남북의 끝에 따로 존재한다는 점만을 고려하면, 山淸 방언 등과 동북방언 모
두에서 [HM1]이 고형이고 [ʜʜM0]이 개신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결론은 동북방언에 해서는 옳지만 山淸, 南海 방언에 해서는 
옳다고 볼 수 없다. 

만약에 이전의 山淸, 南海 방언에서 모든 거성형이 [HM1]으로 실현되었
다고 가정하면, 그 단계에서 거성형은 두고형과 완전히 합류한 상태 다고 
해야 한다. 그렇게 가정하는 경우에 그 후 거성형만 [ʜʜM0]으로 바뀌고 두
고형이 그 로 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山淸, 南海 방언의 거성
형은 원래 다른 동남방언과 동일한 [ʜʜM0] 다가 나중에 [HM1]으로 바뀌
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山淸, 南海 방언에서 [ʜʜM0]이 [HM1]으로 바뀐 원인은 4.2.1소절에서 본 
[ʜʜM0]이 [MHM0]으로 바뀌게 된 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즉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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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를 유지해야 하는 [ʜʜM0]이라는 음조가 조음음성학적으로 유표적이기 
때문이다. 강원도 방언과 경남 중서 서부 방언의 차이는 두 번째 고조를 남
기느냐 첫 번째 고조를 남기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4.2.3. 長去聲調의 지역적 차이 
필자의 조사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長去聲調(3.3.3소절)

는 방언에 따라 다양한 음조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13  
 

(24)  동남방언의 장거성조 
 a. FM1  江陵 
 b. MːHM0  寧越김삿갓, 丹陽大崗 
 c. ʜːM1~MːHM0 三陟 
 d. ʜːM1~ʜːʜM0 蔚珍 
 e. ʜːʜM0  奉化, 義城, 慶州, 高靈 
 f. ʜːM1  盈德, 昌寧, 山淸, 南海, 統營, 梁山, 金海 
 

본 연구에서는 모든 방언에서 장거성조가 [ʜːM1] 고, 그것이 나중에 변
화한 결과, 현재와 같은 다양한 음조로 분화했다고 본다. [ʜːM1]을 고형으로 
보는 이유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음조가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예컨  ‘〓했ː다’는 중세어 ‘··야 잇·다’에 기원을 두는 ‘〓하 다’에 모음축약
이 일어난 결과로 발생한 어형인데, ‘〓하 다[ʜʜM]’에 모음축약이 일어날 때
에 음성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예상되는 성조는 ‘했다[ʜːM]’이다.14  

                                           
13 蔚珍, 三陟 방언은 김차균(1999: 445-661) 자료를 이용하 다. 이문규(1998: 64-6)에도 
울진, 삼척 방언의 장거성조에 관한 언급이 있다.  
14 장거성조를 가지는 단어들은 ‘얌 > 뱀,ː 내새 > 냄ː새, 야 잇다 > 했다, 보아 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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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b, e)의 음조 [MːHM0], [ʜːʜM0]은 장거성조가 상성형으로 합류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4.3절에서 보겠지만 (24b)의 지역에서는 상성형이 
[MːHM0], (24e)의 지역에서는 상성형이 [ʜːʜM0]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서 장거성조는 상성형과 동일한 음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본래 
[ʜːM1]을 가졌던 장거성조가 장모음으로 시작한다는 음성적인 유사성에 이
끌려서 상성형과 합류한 결과이다. 장거성조를 취하는 단어 혹은 활용형은 
수가 아주 적기 때문에 장거성조가 다른 성조형으로 합류할 만한 동기가 충
분하다.  

(24d)의 蔚珍 방언에서 장거성조 [ʜːM1]이 변이음으로 [ʜːʜM0]을 가지게 
된 것은 패러다임 간에 일어난 유추적 확 (analogical extension) 때문이다. 
蔚珍 방언에서 Class2의 ‘치다’는 ‘치고[ʜʜ], 치면[ʜʜ], 체ː서[ʜːʜ]’와 같은 
패러다임을 보이는데, 이 용언은 본래 ‘치고[ʜʜ], 치면[ʜʜ], 체ː서[ʜːM]’와 
같은 패러다임을 보 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Class2 용언 중에서 ‘아/
어X’계 어미 결합형이 장모음을 가지지 않는 ‘뜨고[ʜʜ], 뜨면[ʜʜ], 떠서
[ʜʜ]’와 같은 패러다임에 이끌려서 현재와 같은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이다. 

(24c)의 三陟 방언에서 일어난 변화도 본질적으로 蔚珍 방언의 변화와 동
일하다. 4.2.1소절에서 본 바와 같이 三陟 방언의 거성형은 ‘[ʜʜM0] > 
[MHM0]’의 변화를 겪었다. Class2 ‘치다’는 본래 ‘치고[MH], 치면[MH], 체ː

                                           
봤ː다’와 같이 장모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에서 모음이 성절성(syllabic)을 잃지만 모라는 그 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 아·[HMH] > 이 아아[ʜʜM] > 야,ː ·뎌 아·[HMH] > 저 아아[ʜʜM] 
> 자’ː와 같은 변화에서는 이 제1음절의 모음이 완전히 탈락하기 때문에, 장거성조 단어들과는 
달리 ‘야ː[F], 자ː[F]’와 같은 음조가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ː 자’ː가 統營, 咸安, 南海 방
언에서 ‘야ː[F], 자ː[F]’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분 방언에서는 장거성조 단어과 같이 [ʜːM1]
으로 나타난다. ‘야,ː 자’ː의 고형을 [F]로 볼 것인지 장거성으로 볼 것인지에 해서는 향후 과
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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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ʜːM]’와 같은 패러다임을 가
지고 있었고, 그 후 ‘뜨고[MH], 
뜨면[MH], 떠서[MH]’와 같은 
패러다임에 이끌려서 ‘아/어X’계 
어미 결합형에서 ‘체ː서[ʜːM] > 
체ː서[MːH]’의 유추 변화가 일어
난 것이다. 

(24a)의 江陵 방언에서 장거
성조가 [FM0]으로 변한 것은 江
陵 방언의 ‘매ː미(FM)’ 등이 겪
은 ‘RM0 > HːM0 > FM0’과 같은 
변화(3.3.2소절 참조)의 후반 변
화가 적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
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변화 방향은 중국어의 여러 방언
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인 방향이
다. 

마지막으로 장거성조의 지리적 
분포를 방언지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의 조사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정보를 합쳐서 작성한 것이 
지도 4이다. 이 지도에서 A는 [ʜːM1], B는 [ʜːʜM0], B’는 [MːHM0], C는 
[FM1]을 나타낸다. 

장거성조는 거성형이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성조구에 얹혔을 때의 음조(앞
으로 ‘短去聲調’라고 부름)와 접한 관계가 있다. 즉 단거성조가 [ʜʜM0]인 
방언에서는 장거성조가 [ʜːM1](A), [ʜːʜM0](B)으로 나타나고, 단거성조가 
[MHM0]인 방언에서는 장거성조가 [MːHM0](B’), [FM1](C)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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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성조가 B계열(B, B’)로만 나타나는 넓은 지역은 모두 장거성조가 상
성형으로 합류한 지역이다. 그러나 상성형이 장모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지역
에서 이 합류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江陵, 山淸 방언은 상성형의 음조가 장
모음으로 시작하는 [MːHM0], [ʜːʜM0]이지만 B계열로 바뀌지 않았다. 

장거성조가 A의 음조를 가지는 지역 중에서 盈德과 浦項 방언은 장거성조
와 상성형의 음조가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를 상성형이 거꾸로 장거성조로 
바뀐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장거성조를 가지는 단어는 몇 십개에 불과하며, 
상성형을 가지는 단어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이다. 다음 4.3절
에서 논하겠지만 경북 동해안 방언의 상성형은 장거성조와는 전혀 무관한 
이유로 ‘[ʜːʜM0] > [ʜːM1]’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4.3. 상성형 
마지막으로 상성형의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4.3.1. 상성형의 방언내적 변화 
필자가 조사한 방언의 상성형의 음조는 다음과 같다. 

(25)  동남방언의 상성형 음조  
지역 상성형 음조 

a. 寧越김삿갓, 丹陽大崗 MːHM0 
b. 慶州, 奉化, 義城, 高靈, 江陵, 山淸 ʜːʜM0 
c. 盈德 ʜːM0(~ʜːʜM0) 
d. 金海, 梁山, 咸安 LMMм0 
e. 統營, 南海 MHM0 

 
경상도 방언 전체의 상성형 음조를 다룬 김주원(2000)은 다음과 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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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제시하 다.15 
이 지도 중에서 ‘LHHL’과 

‘LHLL’의 해석에는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김주원(2000)은 상
성형 ‘사람’의 음조와 미고형 ‘바
람’의 음조를 동일한 ‘LH’로 보았
다. 그러나 성철재 외(2008)에서 
음향음성학적으로 확인된 바와 같
이 昌原, 梁山, 咸安, 金海, 釜山 
방언의 상성형은 [LMMм]이며, 평
성형 [M0HM0]과 구별된다.16  

그렇다고 해서 지도 5에 보이는 
‘LHHL’, ‘LHLL’을 일률적으로 
[LMMм0], [LMм0]으로 해석할 수
는 없다. 김차균(1977/80: 23-5, 
66)에 따르면 원래 晋州 방언에서는 상성형의 음조가 [LMм0]이었지만 
1927년 이후(조사당시 ‘50세 이하’)의 晋州 방언에서는 [MHM0]으로 나타
난다고 한다.17 필자가 조사한 統營, 南海 방언에서도 상성형이 [MHM0]으로 

                                           
15 한민국학술원(1997: [한 1])에서도 ‘말(言)’의 성조를 통해서 상성의 음조 분포를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어디까지나 ‘말(言)’ 한 낱말의 언어지도에 불과하므로 상성 음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김주원(2000)이 더 유용하다. 
16 그밖의 선행연구에서도 고성 방언(김차균 2002a)과 양 방언(김차균 2003b)의 상성 음조
가 [LMMм0]로 기술되어 있다. 
17  이 변화는 1917년 이전 생(‘60세 이상’) 언어에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1927~1937년생
(‘40~50세’) 언어에서는 수의적으로, 1937년 이후 생(‘30  이하’) 언어에서는 의무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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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러나 김세진(2006a: 77-8)에 따르면 泗川, 河東, 南海 방언의 
상성형 음조는 각각 [LMм0], [LMм0], [LMм0~LMMм0]이며, 첫 음절이 [L]
로 시작하는 음조가 변하지 않고 남아 있다.18 따라서 경남 서부 방언에서는 
‘LMм’과 ‘MHM’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L-HHLL’과 ‘L-HLLL’에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한다. ‘L-HHLL’과 ‘L-
HLLL’은 본 연구의 표기법으로는 각각 [нːнM0], [нːM1]에 해당한다. 첫 음
절을 상승조로 표시하는지, 음조 높이를 몇 단계로 나누는지 등은 표기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모든 경북 방언의 첫 음절이 일률적
으로 장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상성형 첫 음절 [нː]의 길이에는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 경북 동해안
·북부 방언의 [нː]는 상당히 길고 문장 초점을 받지 않는 위치에서도 단모음
과 명확하게 구별되지만, 경북 남부·서부 방언의 [нː]는 비교적 짧으며 초점
을 받지 않는 자리에서는 단모음과 구별하기가 어렵다.19 청년층의 동남방언
에서는 단모음화에 따라 상성형 [нːнM0]이 거성형 [ннM0]으로 합류하고, 
상성형 [нːM1]이 두고형 [HM1]으로 합류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김차균 
1994, 이토 2011), 일부 지역의 노년층 방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진행 중
인 것으로 보인다.20  

                                           
용된다고 한다. 
18 필자가 조사한 南海 방언의 상성형 음조는 김세진(2006a: 77-8)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제보자의 개인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이는 이들 방언에서 상성형이 거의 거성형과 합류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박선진(2012: 
28-30)에서는 蔚山 방언의 상성형을 [HːHM0]으로 기술하면서 일부 단어에서 단모음화 현상
이 일어난다고 하 다. 
20 김차균(1977/80: 21)은 茂朱茂豊 방언에서, 한민국학술원(1997:  [한 1])에서는 蔚山, 咸
陽, 山淸, 河東 방언에서 상성형의 장음을 인정하지 않고 2음절 음조를 [HH]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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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형 음조 변화의 진행정도
를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
니다. 장음의 길이나 높이를 정
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정
한 음성실험이 필요하고, 상성형
과 다른 성조형과의 혼란 비율
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량의 
어휘를 여러 제보자를 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
사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
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변
화가 경북의 남쪽 지역과 경남
의 서쪽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는 사실만을 간단히 지
적해 둔다.21  

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상성형의 변화이
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
가 일어나기 전의 음조를 기준
으로 방언을 구획하면 지도 6과 같다. 이 지도는 김주원(2000)을 기본으로 
삼되, 필자의 조사와 기타 선행연구의 정보를 더하여 확장·수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동남방언을 상성형 음조에 따라 6지역으로 나누었다.  A지역은 
[MːHM0], B지역은 [нːM1](~[нːнM0]), C지역은 [нːнM0], D지역은 [LMMм0], 
                                           
21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음운론적 동기는 이토 다카요시(2011: 202-6)에서 제안한 바와 같
이 음성적으로 유표적인 발음을 없애려고 하는 경제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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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지역은 [LMм0]을 상성형 음조로 가진다.22 , 23  이 다섯 가지 음조를 둘로 
나누면 장음으로 시작하는 [MːHM0], [HːM0], [нːнM0]의 경북형, 저조로 시
작하는 [LMMм0], [LMм0]의 경남형으로 나눌 수 있다. 

4.3.2. 경북 상성형의 분화 과정 
첫 음절이 장모음으로 실현되는 상성형 음조 [MːHM0](A), [нːM0](B), [нː

нM0](C)을 경북 상성형이라고 부른다. 경북 상성형은 경북뿐만 아니라 강
원도 동 지방, 경남 蔚山, 居昌, 咸陽, 山淸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상성형은 이 지역에서 원래 [нːнM0](C)으로 나타났다가 다른 세 가지 음
조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 상성형에 일어난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변화는 첫 음절이 [н]에서 [M]으로 바뀌는 변화이며, 둘째 변화는 둘
째 음절이 [н]에서 [M]으로 바뀌는 변화이다. 경북 상성형은 다음 표와 같
이 두 변화의 발생 여부에 따라 세 가지 음조로 나뉜 것 같다. 

                                           
22  김주원(2000)뿐만 아니라 大江孝男(1976, 1977), 李赫和(1994), 崔明玉(1998), 林錫圭
(1999), 박선진(2012), 최보람(2013) 등에서는 B, C지역의 상성형의 첫 음절을 [LH] 혹은 
[R]로 표기하 다. B, C지역의 상성형이 약한 상승조로 발음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이러한 상승조는 장거성조(3.3.3소절 참조)의 ‘돼ː지[RM]’가 보이는 것과 같은 [M]에서 [H]
로 올라가는 명백한 상승조에 비하면 상승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B, 
C지역 상성형의 첫 음절을 [ʜː]로 표기하기로 한다. 
23 김차균(2002b, 2003b), 이문규(2011: 215-7)에 따르면 密陽, 昌寧 방언의 상성형은 D지역
과 E지역의 전이 지역적인 특징을 보안다. 예컨  密陽 방언의 상성형은 [LːMм0]을 기본으로 
하되 변이형으로 [LMMм0], [MːHM0], [HːHM0]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LːMм0]이라는 음조는 
[L]로 시작한다는 점에서는 [LMMм0]의 향을 받았고, 첫 음절이 길고 제2음절과 제3음절 
사이에서 높이가 하강한다는 점에서는 [HːHM0]의 향을 받은 혼합적인 음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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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동남방언의 상성형 음조 
지역 첫째 음절 н>M 둘째 음절 н>M 음조 
A ○ × MːHM0 
B × ○ нːM1 
C × × нːнM0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음조가 C지역의 [нːнM0], ‘첫 음절의 н > M’

만 일어난 음조가 A지역의 [MːHM0], ‘둘째 음절의 н > M’만 일어난 음조가 
B지역의 [нːM1]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첫 음절의 н > M’은 강원도에서, 
‘둘째 음절의 н > M’은 三陟-蔚珍-盈德-浦項의 동해안 지역과 靑松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첫 음절의 н > M’ 변화가 일어난 지역은 거성형에서 [нн
M0] > [MHM0] 변화가 일어난 지역과 일치하는데, 이 두 변화는 동일한 변
화가 두 성조형에 두루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첫 음절 н>M’과 ‘둘째 음절 н>M’은 적용되는 위치가 다를 뿐 모두 고조 
[н]를 중조 [M]으로 바꾸는 변화이다. 고형 [нːнM0]은 고조 [н]가 3모라 
연속한다는 점에서 다른 성조형의 음조에 비해 조음할 때에 힘이 필요한 음
조이다. 그 조음상의 노력을 덜기 위해서 첫 음절을 중조로 바꾼 것이 ‘첫 
음절 н>M’, 둘째 음절을 중조로 바꾼 것이 ‘둘째 음절 н>M’이라 할 수 있
다. 

4.3.3. 경남 상성형의 분화 과정 
경남형 상성형 음조는 [LMMм0]와 [LMм0]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통시적

으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도 정보가 제한적이다. [LMMм0] 지역과 [LMм0]
의 지리적 분포만이 유일한 정보이다.  

南海 방언은 상성형이 [LMм0]부터 [LMMм0]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는데
(김세진 2006a), 주위가 [LMм0]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LMMм0] 지역에
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만약 [LMMм0]을 고형으로 본다면 南海 방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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泗川, 河東 방언보다 더 오래된 고형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근거가 달리 없으므로 이 가설을 절 적으로 신용
하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경남형 상성형은 첫 음절이 현저히 낮다. 이것이 다른 지역의 성조와 구별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는 [LM0]이었던 음조에서 
[M]이 [м]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중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가설 
또한 하나의 가능성 정도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의 분석을 
삼가기로 한다. 

4.3.4. 경북 상성형과 경남 상성형의 분화 
4.3.2소절에서는 경북 상성형의 고형이 [нːнM0], 4.3.3소절에서는 경남 상

성형의 고형이 [LMMм0]이라고 추정하 다. 여기에서는 두 음조가 모두 중
세어 상성형 음조 [RX0](X는 임의의 음고)에 기원을 둔다고 가정하고 논의
를 하고자 한다. 

경북 상성형의 특징은 거성형과 음조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상성형 [нːн
M0]과 거성형 [ннM0]은 첫 음절 모음 길이만으로 구별된다. 첫 음절이 [M]
으로 바뀌는 江陵, 旌善 방언 등에서는 거성형과 상성형이 같은 음성적 변화
를 입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따라서 상성형이 경북에서 [нːнM0]으로 변
한 것은 중세어와 동남방언 사이에서 음조가 크게 바뀌는 ‘성조추이’(3.1절 
참조)가 일어나기 전에 상성형이 음성적으로 [RX0] > [HːX0]로 바뀌어서 장
모음을 가지는 거성형으로 재해석된 결과라 할 수 있다.24 

                                           
24 여기서 말하는 성조추이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김성규(1994)에 따르면 
16세기에 경상도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尊經閣本 ≪呂氏鄕約諺解≫에서는 거성과 상성의 
혼란이 유독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것은 상성이 ‘거성+장음’으로 재해석된 결과를 반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16세기 무렵의 경상도에서는 아직 성조추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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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는 얼핏 보면 4.3.2소절에서 살펴본 조음 절약을 위한 변화와 역
방향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4.3.2소절에서 본 [нːнM0] > [MːHM0], [нːн
M0] > [нːM1]의 변화는 [н]를 가지는 모라의 수가 줄어드는 방향의 변화
지만, [RX0] > [HːX0]의 변화는 [H]를 가지는 모라의 수가 늘어나는 방향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변화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상이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첫째, [нːнM0] > [MːHM0], [нːM1]의 변화는 수평조가 
다른 음고의 수평조로 바뀌는 변화이지만, [RX0] > [HːX0]의 변화는 굴곡조
가 수평조로 바뀌는 변화이기 때문에 다르게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нːн
M0] > [MːHM0], [нːM1]의 변화 동기는 3모라 연속되는 [н]를 피하기 위해
서이지만 [HːX0]에서는 [H]가 2모라밖에 없기 때문에 두 변화는 결코 모순
되는 변화가 아니다. 이미 3.3.2소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RX0] > [HːX0]
에 보이는 上昇調 > 高平調의 변화는 동북방언이나 중국어 여러 방언에서
도 관찰되는 보편적인 변화이다. 

경북에서 일어난 상성형의 변화를 단거성조와 장거성조의 변화와 비하
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7)  중세어와 경북방언 사이에 일어난 음조 변화 
    상성형  短去聲調 長去聲調 
 a. 중세어  사이[RXX] 구룸이[HXX]  얌이[HXX] 
  b. 상성형 재해석 사ː이[HːXX] 구룸이[HXX]  얌이[HXX] 
 c. 성조추이 사ː람이[нːнM] 구름이[ннM] 배얌이[ннM] 
 d. 모음축약 사ː람이[нːнM] 구름이[ннM] 뱀ː이[нːM] 
 e. 경북방언 고형 사ː람이[нːнM] 구름이[ннM] 뱀ː이[нːM] 

                                           
수 있는데 이에 해서는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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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상성형과 장거성조는 장모음을 가지는 어절이 거성형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음운론적으로 장음으로 인식된 시기가 상성형은 성
조추이 이전이고, 장거성조는 성조추이 이후이기 때문에 원래 경북 방언에서
는 (27e)처럼 상성형과 장거성조가 다른 음조를 가졌을 것이다. 4.2.3소절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구별이 남아 있는 것이 江陵, 山淸 방언이고, 음성
적인 유사성 때문에 상성형으로 합류한 것이 부분의 경북 방언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상성형과 장거성조가 일치한다는 것은 4.3.2소절에서 본 
바와 같이 상성형 음조가 조음의 노력을 줄이기 위해 [нːнM0] > [нːM1]의 
변화를 겪은 결과 우연히 상성형과 장거성조가 일치하게 된 결과로 보인다. 

경북과 달리 경남에서는 상성형이 ‘장모음+거성형’으로 재해석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남 방언에서는 [RX0]의 특징 중 ‘첫 모라가 후행하
는 모라보다 확연히 낮다’는 부분이 계승되어 성조추이가 일어날 때 [LM2]
로 바뀌었다가 그 후 [LM2] > [LMMм0] > [LMм1]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북과 경남의 상성형 음조를 나누게 한 가장 큰 요인은 상성형의 
음운론적 재해석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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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절과 성조 
본 장에서는 동남방언의 굴절 패러다임에서 관찰되는 성조 변동 현상의 

지역적 차이를 기술하여, 그 분화의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5.1. 거성형 1음절 체언 + ‘-에X’의 성조 
거성형 1음절 체언 중의 일부 어휘가 ‘-에, -에서, -에게’ 등 조사(앞으로 

‘“-에X”계 조사’라고 약칭) 앞에서 두고형으로 바뀌는 현상이 동남방언에 존
재한다.  

 
(1)  거성형 1음절 체언의 곡용 패러다임 
 a. ˭손이[ʜʜ] ˭손까지[ʜʜM]  손˥에[HM] 손˥에서[HMM] 
 b. ˭물이[ʜʜ] ˭물까지[ʜʜM]  ˭물에[ʜʜ] ˭물에서[ʜʜM] 

 
거성형 1음절 체언 중에서 (1a)와 같이 비수평적인 패러다임을 보이는 어

휘를 ‘변칙체언’이라고 부르고, (1b)와 같이 수평적인 패러다임을 보이는 어
휘를 ‘규칙체언’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변칙체언의 존재는 일찍이 許雄(1955/63: /63: 279), 文孝根(1962: 57) 등
의 초기 연구에서 지적되었고, 후속연구를 통해서 동남방언의 일반적인 곡용 
패러다임임이 확인되었다. 변칙체언에 속하는 어휘는 방언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지역적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
었다. 

변칙체언은 중세어에도 존재했다(許雄1955/63). 5.1.2소절에서 살펴볼 것
처럼 중세 동남방언의 변칙체언 어휘는 15세기 중앙어와 거의 일치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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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어에서는 변칙체언과 규칙체언이 서로 혼동되는 쌍
방적인 합류가 일어난 데에 반해, 동남방언에서는 규칙체언이 변칙체언으로 
바뀌는 일방적인 합류가 일어났다. 현  동남방언에 존재하는 변칙체언 비율
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이 지역적 차이는 동남방언 고유의 일방적 변화만
을 겪은 중심지역과 일방적 변화에 더하여 중앙어에서 전파된 쌍방적 변화
까지 겪은 주변지역의 차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먼저 동남방언과 중세어 변칙체언의 양상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5.1.1. 동남방언의 변칙체언 양상 
먼저 동남방언의 변칙체언을 살펴본다. 다음은 필자가 조사한 방언에서 거

성형 1음절 체언이 변칙체언과 규칙체언으로 나타난 단어의 수와 비율을 집
계한 것이다. 

 
(2)  동남방언 거성형 1음절 체언의 변칙/규칙체언 비율 

도 시·군 변칙 규칙 동요 
강원 江陵 15 (83%) 3 (17%) 0 (0%) 

寧越김삿갓 17 (85%) 3 (15%) 0 (0%) 
충청 丹陽大崗 39 (67%) 17 (28%) 3 (5.2%) 

경북 

盈德 26 (81%) 5 (16%) 1 (3.1%) 
慶州 18 (90%) 2 (10%) 0 (0%) 
奉化 20 (100%) 0 (0%) 0 (0%) 
義城 58 (100%) 0 (0%) 0 (0%) 
高靈 17 (85%) 2 (10%) 1 (5.0%) 
尙州 16 (80%) 2 (10%) 2 (10%) 

경남 
梁山 52 (95%) 3 (5.4%) 0 (0%) 
咸安 14 (70%) 5 (25%) 1 (5.0%) 
統營 47 (80%) 10 (17%) 2 (0%) 
山淸 48 (76%) 12 (19%) 3 (4.7%) 
南海 15 (75%) 4 (20%) 1 (5.0%) 

 (평균) (83%) (1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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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언에서 변칙체언의 비
율이 규칙체언의 비율을 웃돌고 
있다. 지도 7에서는 규칙체언의 
비율이 평균치인 14% 이상이고 
변칙체언의 비율이 평균치인 
83% 이하인 방언을 ‘A’, 반 로 
규칙체언의 비율이 14% 이하이
고 변칙체언의 비율이 83%를 
이상인 방언은 ‘C’, 나머지 방언
을 ‘B’로 표시하 다.1 

변칙체언의 비율이 비교적 높
은 C지역은 경북 북부·남부·서부
와 경남 동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반면에 규칙체언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A지역은 충청도, 
경북 동해안, 경남 중서부 지역
에 분포되어 있으며, B지역은 강
원도에 분포되어 있다. 동남 방
언의 중심부에 C지역이 있고, 그 
남북을 A, B지역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새이다. 

동남방언 전체에서 변칙체언이 규칙체언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필
자의 조사 결과는 선행연구의 기술과 체로 일치한다. 최 미(2009)의 旌
善 방언, 김봉국(1998)의 三陟 방언, 김차균(1997)의 盈德 방언, 박숙희
                                           
1 평균을 기준으로 지역을 나누는 데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
히 지역을 몇 개로 나누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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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의 蔚珍, 盈德, 浦項, 慶州 방언, 林錫圭(1999)의 榮州 방언, 李赫和
(1994)의 金泉 방언, 文孝根(1962)의 大邱 방언, 許雄(1955/63)의 金海 舊
방언 등에서는 변칙체언의 비율이 규칙체언의 비율보다 높게 기술되었다.2 

각 방언에서 규칙체언으로 조사된 단어들은 어느 정도 공통적이다. 
 

(3)  규칙체언으로 조사된 어휘 
 a. 江陵(3): 꿈, 물, 불 
 b. 寧越김삿갓(3): 물, 배(船), 불 
 c. 丹陽大崗(17): 날, 남, 낮, 되, 딸, 말(斗), 맛, 물, 배(腹), 불, 붓, 

비, 열(十), 잔, 젖, 칼, 톱 
 d. 盈德(5): 때, 물, 밥, 불, 톱 
 e. 慶州(2): 물, 불 
 f. 高靈(2): 물, 불 
 g. 尙州(2): 못, 배(船) 
 h. 梁山(2): 물, 불, 열(十) 
 i. 咸安(5): 꿈, 물, 배(船), 배(腹), 불 
 j. 統營(10): 값, 꿀, 남, 딸, 때(垢), 배(船), 베(麻布), 불, 비, 열(十) 
 k. 山淸(12): 날, 담, 뜰, 맛, 물, 불, 비, 쌀, 열(十), 울(垣), 잎, 잔 
 l. 南海(4): 물, 배(船), 배(腹), 불 

                                           
2 필자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는 연구도 있다. 첫째, 김차균(1977/80: 172-176)에 따르면 茂朱
茂豊, 慶州(新), 昌原 방언에서는 변칙체언의 비율(茂豊 29%, 慶州 12%, 昌原 16%)보다 규칙
체언의 비율(茂朱茂豊 70%, 慶州 83%, 昌原 66%)이 훨씬 높다. 둘째, 김차균(1977/80: 
172-176), 曺廷換(2000)에 따르면 晋州, 昌寧 방언에서는 변칙~규칙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
는 체언이 많으며, 晋州 방언 97%(김차균 1977/80), 昌寧 방언 72%(曺廷換 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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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체언으로 나타난 단어는 방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물, 불, 배
(船), 배(腹), 열(十)’ 등의 단어가 자주 포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5.1.2. 중세어의 변칙체언 양상 
다음으로 중세어의 변칙체언 양상을 살펴본다. 중세어도 동남방언과 마찬

가지로 거성 1음절 체언 중 일부 어휘가 처격조사 {-애/에/예//의} 앞에
서 평성으로 바뀐다. 15~16세기 중앙어 문헌 자료를 상으로 조사한 결과, 
128개의 거성 1음절 체언이 처격조사와 결합한 형태가 확인되었다.3 128개 
체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4, 5 

 
(4)  중세어 거성 1음절 체언의 곡용 패러다임 규칙성에 의한 분류 
 a. 변칙체언(57개): 
  01, , , 02, , , , , , , , , 갏, 값, 곧01, 곻01, 굳, 

긑, 긶, 긿, 깆, 낛02, 날01, 낮, 낳, 논01, 눈02, 닢, 뎔01, 돐, 말01, 몸, 
못01, 뫃01, 박, 발01, 밤01, 법, 봄01, 봄02, 붑, 붚, 빗01, 셤01, 손02, 숳

                                           
3 한글학회(1992)를 참고하여 292개 1음절 거성 체언을 선정한 다음에, Uniconc를 이용하여 
15~16세기에 서울·경기도 지역에서 간행된 문헌 자료에서 처격형을 검색하고, 검색된 용례의 
성조를 인본이나 사진 자료로 확인하 다. 조사 문헌은 권말의 문헌자료 일람을 참조하기 바
란다. 전수 조사를 기본으로 하 으나, 처격형의 출현 횟수가 높은 단어는 한 권마다 한 용례씩 
성조를 확인하 다. 
4 동음이의어를 구별하기 위한 번호는 한글학회(1992)의 그것을 그 로 사용하 다. 
5 변칙/규칙체언의 차이는 분절음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거성 1음절 체언의 초성이 비음
이면 82.3%(14/17), 초성이 없으면 71.4%(5/7) 비율로 변칙체언이고, /ㅎ/이면 100%(5/5), 
유기음이면 69.2%(9/13) 비율로 규칙체언이다. 그리고 종성이 /ㅎ/이면 100%(7/7), 유기장애
음이면 100%(3/3), /ㄶ, ㅀ/이면 76.9%(10/13) 비율로 변칙체언이고, 종성 자음이 없으면 
96.1%(25/26), /ㄹ/이면 70.0%(14/20) 비율로 규칙체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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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않, 옷01, 욿02, 입01, 잎, 잫02, 졎, 짗, 텋, 품, 필01 
 b. 규칙체언(58개): 
  01, 01, 01, 01, 03, 03, , , , , , , 02, , , , 

, , , , 01, 02, 겨01, 결01, 겿, 고04, 글01, 놈, 돓01, 되01, 례, 
믈01, 바03, 뵈, 붇, 블01, 비01, 솔01, 쇠01, 쇼01, 술02, 약02, 엻, 져01, 
줄01, 쵸01, 춤02, 톄, 톱02, 틀, 편01, 푸, 플01, 플02, 피02, 혀01, 홰02, 
힘 

 c. 규칙체언 > 변칙체언(4개): 
  02, 니01, 맛01, 잣01  
 d. 변칙체언 > 규칙체언(3개): 
   담01, 밥, 잔  
 e. 단순히 동요를 보이는 어휘(6개): 
   귀01, , 덛, 빛, 살01, 신01  

 
(4a, b)는 모든 문헌에서 일관되게 변칙체언, 규칙체언으로 나타나는 어휘

들이다.6 중세어에서는 변칙체언의 수와 규칙체언의 수가 거의 같다. 이러한 
비율은 변칙체언이 압도적으로 많은 동남방언의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동남
방언에서 규칙체언이 차지하는 비율은 0~28% 정도에 불과하지만(5.1.1소절 
참조), 15세기 초·중엽 중세어에서는 무려 48%((58+4)/128)에 달한다. 

(4c, d)는 1480년 이전에 간행된 문헌에서는 일관되게 규칙체언, 변칙체언
으로 나타나다가 1480년 이후에 패러다임에 혼란이 생긴 어휘들이다. 변칙
체언으로 바뀐 규칙체언의 수(4c)와 규칙체언으로 바뀐 변칙체언의 수(4d)
가 비슷한 것으로 보면, 이 변화가 두 패러다임이 서로 혼동되는 쌍방적 합
                                           
6 15~16세기 전체 문헌에서 예외가 한 개만 발견된 경우에는 오각으로 처리하여 이 분류에 포
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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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e)는 변칙적 패러다임과 규칙적 패러다임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되, (4c, 

d)와는 달리 15세기초부터 혼란이 관찰되는 어휘들이다. 

5.1.3. 변칙체언화에 한 통시적 고찰 
본 연구에서는 이전 시기의 동남방언이 중세어와 동일한 변칙/규칙체언 

어휘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현  동남방언과 중세어의 변칙/
규칙체언 어휘를 비교해 보면 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관찰된
다.  

5.1.1소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남방언에서는 ‘물, 불, 배(船), 배(腹), 
열(十)’ 등이 규칙체언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 중에서 ‘물, 불, 배(船), 열
(十)’은 15~16세기에 일관되게 규칙체언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며, ‘배(腹)’ 
또한 15세기 초·중엽에는 규칙체언으로 나타났던 단어이다.7 

규칙체언이 비교적 많은 丹陽大崗, 統營, 山淸 방언의 변칙/규칙체언을 중
세어와 비교해도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丹陽大崗 방언 
         중세어
丹陽大崗 변칙 규칙 (합계) 

변칙 17 (77%) 15 (60%) 32 
변칙~규칙 0 (0%) 3 (12%) 3 

규칙 5 (23%) 7 (28%) 12 
(합계) 22 (100%) 25 (100%) 47 

                                           
7 ‘물, 불, 배(船), 배(腹), 열(十)’은 모두 종성이 /ㄹ/이거나 없는 단어이다. 중세어에서도 종성
이 /ㄹ/이거나 없는 단어는 부분 규칙체언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동남방언과 중세어는 같
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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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統營 방언 
         중세어
統營 변칙 규칙 (합계) 

변칙 24 (92%) 13 (65%) 37 
변칙~규칙 0 (0%) 2 (10%) 2 

규칙 2 (8%) 5 (25%) 7 
(합계) 26 (100%) 20 (100%) 46 

(7)  山淸 방언 
         중세어
山淸 변칙 규칙 (합계) 

변칙 22 (85%) 17 (71%) 39 
변칙~규칙 0 (0%) 2 (8.3%) 2 

규칙 4 (15%) 5 (21%) 9 
(합계) 26 (100%) 24 (100%) 50 

 
중세어-방언의 응관계를 보면 세 군데 방언 모두에서 변칙-변칙 응

의 비율이 규칙-변칙 응의 비율보다 높고(丹陽大崗 77%>60%, 統營 
92%>65%, 山淸 85%>71%), 규칙-규칙 응의 비율 또한 규칙-변칙 
응의 비율보다 높다(丹陽大崗 28%>23%, 統營 25%>8%, 山淸 
21%>15%). 즉 중세어와 세 방언 사이에는 변칙/규칙체언에 관한 상관관계
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이전 시기의 동남방언의 변칙/규칙체언의 어휘 구
성이 중세어와 유사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동남방언은 이전 시
기에 비해서 변칙체언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고, 5.1.1소절에서 확인한 동남
방언 내부의 지역적 차이는 규칙체언이 변칙체언으로 바뀌는 변화의 진행도
의 차이로 볼 수 있게 된다. 즉 C지역은 변칙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고, B
지역, A지역은 변칙화가 덜 진행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변칙화는 C지역
에서도 변칙체언 비율이 100%인 奉化, 義城 방언이 포함된 경북 북부 지역
을 진원지로 하여, 주변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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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남방언에서 일어난 변화가 변칙체언화뿐이었다면, 현재 남아 있는 
규칙체언은 모두 중세시기부터 그 로 유지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는 (5-7)에서 볼 수 있듯이 동남방언의 규칙체언 중에는 중세어의 변칙체
언에 기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동남방언 전체가 변칙화 변화와 반

 방향의 변화 즉 규칙화 변화도 같이 겪었다는 것은 의미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중세 중앙어에서 발생한 변화가 전파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즉 동
남방언은 모두 중앙어에서 일어난 규칙체언과 변칙체언이 혼동되는 변화를 
입었고, 그와는 별도로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변칙체언화가 전
파된 것이다.  

동남 방언에서 일어난 변화는 규칙적인 패러다임이 변칙적인 패러다임으
로 바뀌었다는 면에서 특이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태론적으로 부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데에는 음운론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2.2소절에서 살폈듯이 거성형의 [ʜʜM0]>[HM1] 변화와 마찬가지로 
[ʜʜM0]과 [HM1] 중에서 고조의 연속이 짧은 [HM1]이 음성적으로 더 무표
적이다. 동남 방언에서는 변칙체언과 규칙체언이 혼동되는 과정에서 처격형
이 무표적인 음조인 [HM1]으로 나타나는 변칙 패러다임이 선호되어 규칙체
언이 변칙체언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변칙·규칙체언에 관한 동북방언의 양상은 동남방언의 
비중심지역과 유사하다. 8  동북방언도 동남방언의 비중심지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전파된 변칙-규칙 혼동의 변화와 경북 북부·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8 Ramsey(1978: 167-9)의 北靑 舊방언, 곽충구(1994: 371-8)의 六鎭 舊방언, 전학석(1998: 
48-50)의 會寧, 鏡城, 咸州 舊방언, 河須崎英之(2008: 103-4)의 중국 조선족 新방언에 한 
기술은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변칙체언이 규칙체언보다 우세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규칙체언은 중세어의 규칙체언과 
어느 정도 비율로 응하지만 아주 큰 비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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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화의 두 가지 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9 

5.2. Class1·7·6 용언의 성조 패러다임 
3.4.3소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남방언에서 Class1 용언과 Class7 용

언은 ‘-으X’계 어미 앞에서 서로 다른 성조형을 보이는데, Class1에 속하는 
어휘와 Class7에 속하는 어휘는 방언마다 다르다. 그리고 Class6 용언이 ‘-
으X’계 어미 앞에서 가지는 성조 또한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 현상도 
Class1·7의 성조와 관련이 있다. 

Class1·7·6 용언 성조의 지역적 차이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다루어진 적은 없었다. 예컨  김차균(2002d: 
43)에서는 Class1·7 용언이 ‘-으X’계 어미 앞에서 취하는 성조형이 昌原 방
언에서는 두고형과 중고형이 반반으로 나타나고, 安東 방언에서는 부분의 
경우에 두고형으로 나타나지만 가끔 중고형으로도 나타난다고 기술하 다. 
이 기술은 어휘에 따라 취하는 성조형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10 

본 절에서는 각 방언의 Class1·7·6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과 소속 어휘 비
율을 기술하고, 나아가 지역적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5.2.1. 중세어 Class1·7·6 활용 패러다임과의 비교 
다음 표는 중세어에서 Class1에 속하는 ‘먹다’, Class7에 속하는 ‘듣다, 있

                                           
9 동북방언에서는 중세어에서 거성을 가졌던 1음절 체언뿐만 아니라 상성을 가졌던 1음절 체
언 중에도 변칙곡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동북방언에서 상성이 거성으로 합류하여 발생한 
유추 현상에 기인한다. 예컨  곽충구(1994: 372)에서는 ‘일에[LH]’(事), ‘골애[LH]’(谷)와 같
은 예가 보인다. 
10 김차균(2002a: 113)에서는 ‘있다’가 모든 동남방언에서 /MH-/만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다른 단어에 한 언급은 없다. 



 

92 

다’, Class6에 속하는 ‘안다’가 ‘-으면’과 결합할 때의 성조형을 필자가 조사
한 방언에서 제시한 것이다. 
 
(8)  ‘먹으면 들으면, 있으면, 안으면’의 성조 
 먹으면 들으면 있으면 안으면 
중세어 Class1 Class7 Class6 
山淸 HMM MHM MHM HMM 
江陵, 寧越김삿갓, 丹陽大崗, 慶州, 
奉化, 義城, 高靈, 尙州, 梁山, 
金海, 咸安11 

HMM HMM MHM HMM 
盈德 MHM MHM MHM HMM 
統營, 南海 MHM MHM MHM MHM 
 
위 표에서 중세어의 Class1·7이 방언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응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山淸 방언에서는 Class1의 ‘먹다’가 한 부류, Class7의 
‘듣다, 있다’가 한 부류이므로 중세어의 부류가 그 로 유지되었지만, 江陵 
방언 등에서는 중세어와는 달리 ‘먹다, 듣다’와 ‘있다’가 립하며, 盈德, 統
營, 南海 방언에서는 Class1·7이 같은 부류로 묶여 있다. 그리고 Class6 용
언 + ‘-으X’계 어미는 부분의 방언에서 두고형으로 나타나지만 統營, 南
海 방언에서만은 중고형으로 나타난다는 지역적 차이를 보인다.12 

위의 방언 중에서 고형을 유지하고 있는 방언은 山淸 방언이다. 이 사실은 
중세어와의 응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Class1·7·6은 중세어에서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을 보인다. 

                                           
11 文孝根(1962)의 大邱 방언도 이 방언들과 같은 패턴을 보인다. 
12 Class6은 ‘-CX’계, ‘-아/어X’계 어미 앞에서 상성형을 가지기 때문에 ‘-으X’계 앞에서 성조
형이 어떻게 나타나도 패러다임 전체가 Class1이나 Class7과 같아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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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세어 Class1·7·6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 
 ‘-CX’계 어미 ‘-으X’계 어미 ‘-아/어’계 어미 
Class1 먹·고 

<釋詳9:22b> 머·그·니 
<釋詳24:27a> 머·거 

<釋詳6:32a> 
Class7 잇·고 

<釋詳9:7a> 이시·니 
<釋詳13:59b> 이·셔 

<釋詳6:10a> 
Class6 :안·고 

<月釋8:100b> 아·며 
<杜詩19:23a> 아·나 

<月釋22:24a> 
 
중세어의 패러다임과 3.1절에서 살펴본 중세어-동남방언의 일반적인 성조 
응 관계에서 예상되는 동남방언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13  
 

(10)  중세어에서 예상되는 동남방언 Class1·7·6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 
부류 ‘-CX’계 어미 ‘-으X’계 어미 ‘-아/어’계 어미 

Class1 먹˥고 먹˥으니  먹˥어 
Class7 있˥고 있으˥니 있˥어 
Class6 ^안고 안˥으니  안˥아 
 
山淸 방언의 활용 패러다임은 중세어에서 예상되는 이 활용 패러다임과 

                                           
13 중세어에서는 Class1, 6이 주체높임의 선어말어미 ‘-/으시-’ 앞에서 다른 ‘-/으X’계 어
미 앞에서와 다른 성조 변동을 보인다. 가령 Class1 ‘닫다’는 일반적인 ‘-/으X’계 어미와 결합
하면 ‘다··니[LHH]’<月釋7:9b>처럼 ‘/으’가 고조로 나타나지만 ‘-/으시-’와 결합하면 
‘다·시고’<南明上43b>처럼 ‘으’가 저조로 나타나고, Class6 ‘걷다(步)’는 일반적인 ‘-/으X’
계 어미와 결합하면 ‘거·르·니[LHH]’<金三2:55a>처럼 어간이 저조로 나타나지만 ‘-/으시-’
와 결하하면 ‘:거·르시·니[RHLH]’<月釋2:37a>처럼 어간이 상승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남방
언에서는 Class1, Class6이 ‘-으시-’ 앞에서도 다른 ‘-으X’계 어미 앞에서와 같은 성조 변동을 
보인다. 가령 山淸 방언에서 Class1 ‘닫다’, Class6 ‘걷다’는 ‘닫˥으면[HMM], 닫˥으세요
[HMMM]’, ‘걸˥으면[HMM], 걸˥으세요[HMMM]’처럼 ‘-으시-’ 앞에서도 다른 ‘-으X’계 어미
와 같은 성조를 보인다. 이는 ‘-으시-’의 성조음운론적 기능이 다른 ‘-으X’계 어미로 합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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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山淸 방언에서는 Class1의 ‘-으X’계 어미 결합형이 두고형으로 
나타나서, 중고형으로 나타나는 Class7의 ‘-으X’계 어미 결합형과 구별된다. 
그리고 Class6의 ‘-으X’계 어미 결합형 또한 중세어에서 예상되는 두고형으
로 나타난다. 

山淸 방언은 Class1·7 용언의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각 부류에 소속하는 
어휘도 중세어와 일치한다. 필자가 조사한 중세어 Class1 용언 5개는 모두 
山淸 방언에서도 하나의 부류를 이루며, Class7 용언 7개도 모든 단어가 하
나의 부류를 이루었다.14 

 
(11)  山淸 방언 Class1·7·6 용언 ‘-으X’계 어미 결합형 성조 

부류 ‘-으X’계 어미 결합형 
Class1 두고형 묻˥으니께, 씻˥으면, 먹˥으니께, 입˥으면, 닫˥으면 (5) 
Class7 중고형 있으˥면, 지으˥면, 얹으˥면, 앉으˥면, 누우면˥은, 들으˥면, 

부으˥면 (7) 
Class6 두고형 안˥으면, 삶˥으면, 신˥으면, 걸˥으면, 물˥으면 (5) 
 
중세어와 일치하는 山淸 방언을 고형으로 가정하면 다른 방언들에서 관찰

되는 활용 패러다임은 유추에 의해 발달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 

5.2.2. Class7 > Class1의 변화 
義城 방언에서는 중세어의 Class7 용언 중의 일부가 Class1 용언으로 바

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으X’계 어미 앞에서 Class1·6 용언이 두고
형으로, Class7 용언이 단어에 따라 보수적인 중고형과 개신적인 두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4 이 사실은 주제보자뿐만 아니라 부제보자의 언어에서도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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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義城 방언 Class1·7·6 용언 ‘-으X’계 어미 결합형 성조 
중세어 義城 예시 
Class1 두고형

묻˥으마, 씨˥으니까, 입˥으마, 닫˥으마, 갚˥으니, 먹˥으마, 
믿˥으마, 잊˥으마 (8) 

Class7 낳˥을, 지˥으러, 옇˥으마, 놓˥으마, 부˥으마 (5) 
중고형 있으˥마, 앉이˥마, 누브˥니, 드르˥마 (4) 

Class6 두고형 안˥으마, 삶˥을, 신˥으마, ˥으마, 나˥으마, 걸˥으마, 
웃˥으마, 넘˥으마, 물으마 (9) 

 
소속 어휘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양상은 江陵, 寧越김삿갓, 丹

陽大崗, 慶州, 奉化, 高靈, 梁山, 金海, 咸安 방언에서도 동일하다.15 文孝根
(1962)의 大邱 방언도 기술 내용을 재분석하면 Class1·7·6의 활용이 義城 
방언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 중세어의 Class7 용언 중
에서 중고형으로 나타나는 단어와 두고형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방언마다 조
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있다. 가령 ‘있다, 앉다, 얹다’ 등
은 모든 방언에서 고형인 중고형으로 나타난다.17  

중세어의 Class7 용언들이 義城 방언 등에서 Class1의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은 유추적 확 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0)에서 볼 수 있듯이 Class1의 
패러다임과 Class7의 패러다임은 ‘-으X’계 어미 결합형에서만 차이를 보이
기 때문에 유추 변화가 일어날 소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Class7 용언이 
Class1 용언으로 바뀌는 변화의 방향성은 소속 어휘 개수의 차이로 설명할 

                                           
15 다만 필자가 조사한 奉化 방언에서 Class1 용언 중 ‘먹다’의 ‘-으X’계 어미 결합형만은 중고
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에 실시한 GYS 씨에 한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2011년에 실시
한 이만재 씨에 한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16 Class7 용언 중에서 ‘있다, 앉다, 얹다, 높다’ + ‘-으X’는 보수적인 중고형으로, ‘놓다, 듣다’ + 
‘-으X’는 개신적인 두고형으로 나타난다. 
17 특히 ‘있다’는 사용빈도가 아주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유추 변화의 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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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Ramsey(1986)에 제시된 중세어 Class1 용언은 152개, Class7 용
언은 25개이므로, Class1 용언이 6배 많다. 수가 적은 부류가 수가 많은 부
류로 합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18 

5.2.3. Class1 > Class7의 변화 
盈德 방언에서는 중세어의 Class1 용언이 Class7 용언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13)  盈德 방언 Class1·7·6 용언 ‘-으X’계 어미 결합형 성조 
중세어 盈德 예시 
Class1 중고형 입으˥모, 입으시˥거든, 닫을˥때, 닫으˥소 (2) 
Class7 누우˥모, 앉이˥모, 앉이˥소, 앉이˥시오 (2) 
Class6 두고형 나˥으모, 나˥으시모, 신˥으이께네, ˥으모, ˥으소 (3) 
 
義城 방언 등에서 Class7 용언이 Class1 용언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 

데에 비해 盈德 방언에서는 반 로 Class1 용언이 Class7 용언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19 

盈德 방언과 義城 방언 방향의 차이는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 요소의 차이

                                           
18 김성규(2006)는 중부 방언에서 고정적인 장음이나 단음으로 실현되던 1음절 어간들(여러 
class의 반사형)이 점차 수적으로 우세한 장단 교체 어간(class5의 반사형)으로 변화해 왔다고 
기술하고, 이러한 변화를 유추적 확장(analogical extension)으로 해석하 다. 이 변화는 본문에
서 다루는 class7 > class1의 변화와 동일한 기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 박숙희(2008: 384-398)에서 기술된 盈德 방언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Class1 용언의 ‘-으
X’계 어미 결합형이 55%의 비율로 중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자의 조사 결과와 완전히 일
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이 논문에서는 慶州 방언의 Class1 용
언 +‘-으X’계 어미 결합형이 39% 비율로 중고형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는 필자의 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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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볼 수 있다. 義城 방언에서 어휘의 수가 변화 방향을 결정했다면, 盈德 
방언에서는 음성학적인 유표성이 변화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다. ‘-으X’계 어
미 앞에서 Class1 용언은 두고형 [HM1]으로 나타나고 Class7 용언은 중고
형 [M1HM1]으로 나타난다. 두고형을 발음할 때에는 시작부터 성 를 빠르
게 진동시켜서 높은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발성에 힘이 드는 반면, 중고
형을 발음할 때에는 성 의 진동 속도를 서서히 올리면 되기 때문에 발성에 
힘이 덜 든다. 따라서 Class1의 두고형은 조음음성학적으로 덜 유표적인 
Class7의 중고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5.2.4. Class1·6 > Class7의 변화 
統營, 南海 방언에서는 Class1 > Class7의 변화가 Class6의 패러다임에까

지 향을 미쳤다. 즉 Class1·7 용언이 ‘-으X’계 어미 앞에서 중고형으로 나
타나는 것에 이끌려 본래 ‘-으X’계 어미 앞에서 두고형으로 나타났던 
Class6까지 중고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14)  統營 방언 Class1·7·6 용언 ‘-으X’계 어미 결합형 성조 
중세어 統營 예시 
Class1 

중고형
물으˥면, 씻으˥면, 입으˥면, 닫으˥면, 잡은˥께 (5) 

Class7 있으˥면, 지으˥면, 얹으˥면, 앉인˥ː께, 누우˥께, 들으˥면, 
부으˥면 (7) 

Class6 삶으˥면, 신으˥면, 걸으˥면, 물으˥면 (4) 
 

南海 방언도 統營 방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닫˥으면’ 등 일부 단어
에서는 보수적인 두고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통  방언과는 달
리 이 변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0 

                                           
20 김세진(2006a: 540-558)에서 기술된 泗川, 河東, 南海 방언의 Class1·7·6 용언의 ‘-으X’계 
어미 결합형은 체로 두고형보다 중고형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 체로 필자의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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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Class1·7·6 패러다임 변화의 통시적 분석 
위에서 살펴본 Class1·7·6의 ‘-으X’계 어미 결합형 성조의 변화를 지역별

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Class1·7·6 패러다임 관련 변화의 유무 
 방언 Class7>1 Class1>7 Class6변화 
A 山淸 × × × 
B 

江陵, 寧越김삿갓, 丹陽大崗, 
慶州, 奉化, 義城, 高靈, 尙州, 
梁山, 金海, 咸安 

△ × × 
C 盈德 × ○ × 
D 統營, 南海 × ○ ○ 
 
이 지역적 분포를 나타낸 것이 지도 8이다. 지도에서 A지역은 변화가 일

어나지 않은 방언이고, B지역은 Class7의 일부가 Class1로 합류한 방언이다. 
C지역은 Class1이 Class7로 합류한 방언이고, D지역은 C의 변화에 더해서 
Class6의 ‘-으X’계 어미 결합형이 Class7의 ‘-으X’계 어미 결합형의 성조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난 방언이다.  

B지역은 동남방언의 부분을 차지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20세기 초까지
만 하더라도 경남 동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許雄
(1958/70)은 金海 舊방언에서 Class1·7·6의 ‘-으’계 어미 결합형이 모두 중
고형을 가진다고 기술하 다. 21  이것은 필자가 조사한 1946년생 제보자의 
김해 방언과는 달리 제보자가 1918년생인 許雄(1958/70)의 金海 舊방언은 

                                           
와 일치한다. 
21 許雄(1958/70)의 [I-A型]은 Class1·7, [I-E型]은 Class6에 해당한다. 단 許雄(1955/63)의 
[I-A型]에는 Class1·7뿐만 아니라 Class4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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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지역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지도 8만을 보면 Class1 > 
Class7 변화의 진원지가 강원도 
혹은 경북 내륙 지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리
기 위해서는 동북방언의 양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Ramsey(1978: 189-90)에 따
르면 동북방언에 속하는 北靑 
舊방언에서 Class1 ‘먹다’, Class7 
‘눕다’, Class6 ‘감다’가 ‘-으X’계 
어미와 결합하면 ‘먹으믄[LHL], 
눕으믄[LLH]~눕으믄[LHL], 감
으믄[LHL]’과 같은 성조를 보인
다. 3.1절에서 살펴본 동북방언
과 동남방언의 일반적인 성조 

응 관계에 따르면 동북방언의 
[LHL]은 동남방언의 [HMM], 
동북방언의 [LLH]는 동남방언의 [MHM]에 응한다. 따라서 北靑 舊방언
의 ‘-으X’계 어미 결합형의 성조는 동남방언의 ‘먹˥으면, 눕˥으면~눕으˥면, 
감˥으면’에 해당한다. 이는 지도 8의 B지역과 일치하는 성조형이다. 

한편 곽충구(1994: 396)에 따르면 동북방언에 속하는 六鎭 舊방언에서 
Class1 ‘닙다’, Class 7 ‘잇다’, Class6 ‘웃다’가 ‘-으X’계 어미와 결합하면 ‘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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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LHL], 잇으문[LHL], 웃으면서[LHLL]’와 같은 성조를 보인다.22 이 어형
은 동남방언의 ‘입˥으면, 있˥으면, 웃˥으면서’에 해당한다. 모든 Class7 용언
이 Class1 용언으로 합류하 다는 점에서 六鎭 舊방언은 B지역보다 Class7 
> Class1의 변화가 훨씬 많이 진행된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Class7 > Class1 변화가 동북방언에서 발생하여 경북까지 내려왔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C지역과 D지역의 변화는 Class1 > Class7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리적
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진원지에서 발생한 변화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金海 방언이 이전 시기에 D지역에 속했던 것을 고려하면, 원래 동해
안과 남해안을 잇는 지역이 Class1 > Class7의 변화를 공유하 다가 나중에 
B지역의 침식을 당하여 분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증거가 충분하
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설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일단 Class1 > 
Class7의 변화는 C지역과 D지역에서 별도로 발생하 다고 보기로 한다. 

5.3. Class3·4 용언의 성조 패러다임 
‘가다, 오다, 하다, 이다, 지다’ 등은 결합하는 어미에 따라서 어간의 성조

가 평성형, 거성형, 상성형으로 바뀌는 복잡한 활용 패러다임을 보인다. 기
존의 연구에서는 이 부류를 크게 둘(본 연구 용어로는 Class3과 Class4)로 
나누어 기술하는 일이 많았다.23 그런데 福井玲(2012: 115-6)가 지적한 바

                                           
22 河須崎英之(2008: 125-6)에 따르면 중국 新방언에도 Class1과 Class7의 패러다임 차이는 
없다고 한다. 전학석(1998), 최명옥 외(2002), 朴眞赫(2013)에서는 Class1과 Class7의 합류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Class1과 Class7에 ‘-으X’계 어미가 결합하면 성조가 ‘MHM0’로 

나타난다고 기술하였다. 

23 Class3, Class4에 해당하는 용언을 許雄(1955/63)에서는 [I-B型], [I-A型]이라 불렀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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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1음절 모음어간 용언은 꼭 두 개의 큰 그룹으로 나뉘는 것은 아니
며, 이러한 차이는 현존하는 각지의 방언에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단어와 방언에 따른 Class3·4 
패러다임의 차이를 세 하게 기술하고, 차이를 가져온 변화의 동기와 개신파
의 지리적 확산 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5.3.1. Class3·4의 하위분류 
다음은 필자가 조사한 義城 방언의 Class3·4 용언 활용 패러다임이다. 
 

(16)  義城 방언의 Class3·4 용언 활용 패러다임 
 Class3 Class4 
-CX(弱) 가˥고 

[HM] 
보˥고 
[HM] 

하˥고 
[HM] 

이˥고 
[HM] 

서˥고  
[HM] 

-CX(强) =간다 
[ʜʜ] 

=본다 
[ʜʜ] 

=한다 
[ʜʜ] 

인˥다 
[HM] 

선˥다 
[HM] 

-으X(上) ^갈라 
[ʜːʜ] 

^볼라 
[ʜːʜ] 

^할라 
[ʜːʜ] 

일˥라꼬 
[HMM] 

설˥라꼬 
[HMM] 

-아/어X =가야 
[ʜʜ] 

=봤다 
[ʜʜ] 

=했ː다 
[ʜːʜ] 

= 지 
[ʜʜ] 

=섰다 
[ʜʜ] 

명령형 =가ː라 
[ʜːʜ] 

=봐라 
[ʜʜ] 

=해ː라 
 [ʜːʜ] 

=여라 
[ʜʜ] 

서˥라 
 [HM] 

 
Class3·4 용언은 어간이 측성형 즉 거성형이나 상성형으로 나타나는 비율

에 따라 측성형 비율이 높은 Class3과 비율이 낮은 Class4로 나눌 수 있다. 
위 표에서 Class3에 속하는 ‘가다, 보다, 하다’의 패러다임은 첫 음절 모음의 

                                           
차균(1977/80: 101-4)에서는 HM-1, HM-2라 불렀다. 단 許雄(1955/63)의 [I-A型]에는 
Class4뿐만 아니라 Class1·7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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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에서 차이가 날 뿐 성조는 서로 동일하다. 24  그러나 Class4에 속하는 
‘이다’와 ‘서다’의 활용은 명령형 성조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완전히 동일한 
패러다임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Class4 용언이 보이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차이는 여러 방언을 아울러 비
교하면 훨씬 더 확 된다. 물론 이러한 패턴이 무한 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
고, 어떤 계열 어미 앞에서 측성화를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Class4a~d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Class4a~d의 패러다임을 Class3과 Class1의 패러다임
과 함께 제시한 것이 다음 표이다. 이 표를 보면, Class4a~d가 측성화가 활
발한 Class3과 측성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Class1 사이의 여러 중간단계
를 반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7)  측성화를 기준으로 한 Class4의 하위부류 (○/×는 측성화 여부) 
 Class3 Class4a Class4b Class4c Class4d Class1 
(a)-아/어X ○ ○ ○ ○ ○ × 
(b)명령형 ○ ○ ○ ○ × × 
(c)-으X(상성 강어미) ○ ○ × × × × 
(d)-CX(거성 강어미) ○ × ○ × × × 
 
위의 부류에 따라서 필자가 조사한 각 방언의 Class3·4 소속 어휘 활용 

                                           
24 박숙희(2008: 105-7)에서는 ‘가다, 보다, 하다’가 각각 다른 하위 부류를 이룬다고 분석하

다. 본 연구와 달리 ‘가ː라’, ‘했ː다’, ‘해ː라’의 성조를 상성형으로 보기 때문에 세 용언의 패러다
임을 다르게 파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3.3.3소절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했ː다’, ‘해ː라’는 
통시적으로 장거성조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최보람(2013: 65)에서는 ‘가ː라’를 ‘가
-’에 ‘-거-’의 이형태인 ‘-아-’가 포함되어 있는 ‘-아라’가 결합한 것으로 보았다. 이 논의에 
따르면 ‘가ː라’는 모음축약에 인해 발생한 장오음과 거성형을 가지는 어절이기 때문에 장거성조
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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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기술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가다, 자다, 나다, 오다, 누다, 주다, 
보다, 하다’는 모든 방언에서 (16)의 Class3과 동일한 패러다임을 보이기 때
문에 생략하고, 방언에 따라 다양한 패러다임을 보이는 ‘사다, 서다, 지다, 
이다’만을 정리한다.25 

(18)  동남방언 ‘사다, 서다, 지다, 이다’의 활용 패러다임 
방언 사다 서다 지다 이다 
江陵 4b 4c 4c 4c 
寧越김삿갓 4b 3 3 3 
奉化 3 3~4a 3 3 
義城 4c 4c 4d 4d 
慶州 4c 4c 4c 4c 
高靈 4a 4a 4a 4a 
尙州 3 3 3 3 
梁山 4c 4c 4c 4c 
金海 4c 4c 4c 4c 
咸安 4a 4a 4a 4a 
統營 4a 4a 4a 4a 
山淸 3~4a 4c 4c 4c 
南海 4c 4c 4c 4c 

선행연구에서 기술된 ‘사다, 서다, 지다, 이다’의 패러다임을 본 연구의 기
술방법으로 변환한 것이 다음 표이다. 

                                           
25 이문규(2002: 133-5)는 安東 방언에서 ‘가다’ 등이 Class3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보인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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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동남방언 ‘사다, 서다, 지다, 이다’의 활용 패러다임(선행연구)  
선행연구 방언 사다 서다 지다 이다 

박숙희(2008) 
蔚珍 3 4a 3 3~4b 
盈德 4c 4c 4c 4c 
浦項 4c 4c 4c 4c 
慶州 4c 4c 4c 4c 

최 미(2009) 旌善 3 4b 4b - 
三陟 3 4b 4b - 

김차균(2001) 固城 4b~c 4b~c 4b~c - 
星州 4c 4c 4c - 

김세진(2006) 
泗川 - 4c 4c - 
河東 - 3~4c 4b~c - 
南海 - 3~4a 4b~c -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旌善, 三陟, 寧越김삿갓, 奉

化, 蔚珍 그리고 尙州에서는 ‘사다, 서다, 지다, 이다’의 전부 혹은 일부가 
Class3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음 소절에서 볼 중세어의 양상과 일치하는데, 
이는 이들 방언에서 오래된 패러다임이 보존된 것으로 보인다. 

5.3.2. 중세어의 Class3 
동남방언의 지역적 차이를 통시적으로 해석하기에 앞서 중세어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세어 Class3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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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세어 Class3 용언의 활용 패러다임 
가다 사다 디다26 셔다27 다28 쏘다 

가·고 
<月釋13:52b> 

사·고 
<杜詩8:23b> 디·고 

<月釋23:86a> 
셔·고 
<釋詳19:12b> 

·며 
<月釋13:61a> 

쏘·고 
<月釋4:9b> 

·가·아 
<釋詳6:1a> 

·사·아 
<釋詳6:8a> 

·뎌셔 
<杜詩20:24a> 

·셔·셔 
<月釋13:11a> 

··아 
<釋詳9:8a> 

·쏘·아 
<釋詳13:10a> 

·가시·니 
<釋詳11:21b> 

·사쇼셔 
<月釋8:94b> 

·디시·리로·다 
<月釋20:30b> ·셔시·니 

<月釋8:16a> 
·시·고 
<法華序15a> 

·쏘시·니 
<月釋10:29a> 

·가거 
<月釋22:71b> 

·사거· 
<육조上:03b> 

·디거· 
<月釋13:16b> 

·셔·니 
<楞嚴4:11b> 

··니 
<月釋11:50b> 

·쏘· 
<楞嚴8:120b> 

:가· 
<釋詳11:29b> 

:사 
<杜詩8:23b> 

:듐 
<楞嚴2:5b> 

:셔· 
<飜小3:4a> 

:· 
<月釋10:119b>

:쏘· 
<三綱런던忠28b> 

 
동남방언과는 달리 중세어의 Class3 용언은 완전히 동일한 패러다임을 보

인다. 그리고 중세어의 Class3은 동남방언에서 Class3, 4에 속하는 단어뿐만 
아니라 Class1, 2에 속하는 ‘펴다, 켜다, 쏘다’의 반사형 ‘펴다, 다, 쏘다’를 
포함한다. 

5.3.3. Class3·4 용언의 분화 
이전 시기의 동남방언에서도 중세어와 동일하게 Class3·4에 속하는 단어

들이 동일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면, 현  동남방언에서 
Class3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단어이고, Class4a~d로 
나타나는 단어는 변화가 일어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변화는 중세어에서 Class3에 속하는 단어의 일부에 유추적 수평화
(analogical leveling)가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Ramsey(1986: 189)에 

                                           
26 이 표에서는 ‘떨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된 용례를 모았다. 
27 福井玲(2012: 215)는 인본에서 ‘셔거·나’(석보 19: 5b5)로 보이는 부분이 디지털 한글박물
관의 사진으로는 ‘·셔거·나’로 보인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28 ‘끌다’의 의미로 쓰인 예와 ‘켜다’의 의미로 쓰인 예가 혼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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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중세어의 Class1 용언은 152개이고 Class3 용언은 28개이다. 하지만 
Class1 용언에는 모음어간 용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음어간으로
만 구성된 Class3이 자음어간으로만 구성된 Class1에 합류하는 변화가 일어
났다고 보기 어렵다. Class1의 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Class4에
서 일어난 변화의 주원인은 패러다임의 불규칙성을 해소하고, 기저형을 하나
로 통일하려는 수평화의 힘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변화는 (1)‘-으X’계 상성 강어미와 ‘-CX’계 강어미에서 먼저 일어나, 
그 다음으로 (2)명령어미, (3)‘-아/어X’계 어미 순으로 확 된 것으로 보인
다. 이 확  순서와 모순되는 패러다임을 보이는 단어, 예컨  ‘-아/어X’계 
어미 앞에서 평성형으로 나타나는데 ‘-CX’계 강어미 앞에서는 거성형으로 
나타나는 단어 등은 없다. 따라서 이 확  순서가 맞다고 확신할 수 있다.29  

지도 9는 (18)과 (19)의 내용을 지도에 투 한 것이다. ‘사다, 서다, 지다, 
이다’가 주로 Class3으로 나타나는 방언들을 ‘A’로, Class4a, b로 나타나는 방
언들을 ‘B’로, Class4c, d로 나타나는 방언들을 ‘C’로 표시하 다. 이미 5.3.1
소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보수적인 A지역이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접
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 남쪽에는 B, C지역이 분포되어 있는데 
경북의 부분 지역이 개신적인 C지역인 것으로 보아 이 변화는 경북에서 
발생하여 경남으로 전파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江陵 방언이다. 江陵 방언은 개신적인 C지역에 속해 있

                                           
29 필자의 조사항목만으로는 ‘-으X’계 거성 강어미의 변화 순서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박
숙희(2008)에서 기술된 포항, 경주 방언의 ‘사다, 서다’, 김차균(2001)에서 기술된 성주 방언
의 ‘사다, 서다, 지다’, 김세진(2006)에서 기술된 사천 방언의 ‘지다’ 등의 패러다임은 ‘-아/어X’
계 어미, ‘-으X’계 거성 강어미 앞에서 어간이 거성형으로, 기타 어미 앞에서 어간이 평성형으
로 나타난다.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어미가 (1)‘-으X’계 상성 강어미 및 ‘-CX’계 강어미와 
(2)명령어미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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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변화의 진원지인 경북과 
江陵 방언 사이에는 변화가 거
의 일어나지 않은 A지역이 끼어 
있다. 개신파가 江陵 방언까지 
도달한 경로는 두 가지를 고려
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모든 
한국어 방언이 여전히 성조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경북에서 
발생한 개신파가 A지역을 우회
하여 江陵 방언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는 동북방언에
서 발생한 동일한 변화가 江陵 
방언까지 도달하 다고 보는 것
이다.  

동북방언 성조를 다룬 선행연
구에 따르면 ‘서다, 지다’는 
Ramsey(1978: 192-200)의 北
靑 舊방언이나 곽충구(1994: 
398-401)의 六鎭 舊방언에서는 

Class1에 합류하고, 河須崎英之(2008)의 중국 新방언에서는 Class3과 

Class1 중간의 패러다임을 보인다.30 동남방언에서는 ‘서다, 지다’가 Class1
                                           
30 河須崎英之(2008)에서 기술된 龍井, 圖們, 汪淸, 牡丹江, 寧安, 鷄東의 6개 지점의 방언을 분

석하면 탈측성화가 일어나는 순서는 ‘-CX’계(‘-ㄴ다/는다’) 및 ‘-으X’계(‘-읍니다, -읍시다’) 
→ ‘-으시-’(‘-십니다’) → ‘-아/어X’(‘-아/어서, -았/었다’) 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5.3.3소절에서 본 동남방언의 변화 순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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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류한 방언이 없기 때문에 동북방언의 일부는 동남방언보다 변화가 진
행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북방언과는 별도로 동북방언에서 발생
한 Class3 > Class1의 변화가 江陵까지 도달했다고 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 

다만 두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지지하는 유력한 증거가 없으므로 
江陵 방언의 변화를 가져온 개신파의 진원지가 어디인가에 해서는 결론을 
보류하기로 한다. 

5.4. 조사·어미의 성조 
조사와 어미는 의존 형태소(bound morpheme)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발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조사와 어미의 성조를 알기 위해서는 미고형 어간과의 
결합형을 관찰할 수밖에 없다. 즉 동남방언에서 조사와 어미의 성조를 안다
는 것은 미고형 체언 어간의 곡용 패러다임과 미고형 용언 어간의 활용 패
러다임을 안다는 것과 같다. 

이 절에서는 미고형 곡용형과 미고형 활용형을 통해서 파악된 조사 성조
형의 지역적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5.4.1. ‘-같이, -치고, -처럼’의 성조 
조사 ‘-같이, -치고, -처럼’은 부분의 동남방언에서 중고형으로 나타나

지만 일부의 방언에서 거성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1)  ‘-같이, -치고, -처럼’ 성조의 지역적 차이 
 a. 義城   -=같이, -=치고, -=처럼 
 b. 梁山   -=같이, -치˥고, -=처럼 
 c. 盈德, 高靈, 咸安, 統營 -같˥이, -치˥고,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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盈德, 高靈, 咸安, 統營 방언에서는 ‘-같이, -치고, -처럼’이 모두 중고형
으로, 梁山 방언에서는 중고형과 거성형으로, 義城 방언에서는 모두가 거성
형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를 살펴봐도 이 조사들은 부분의 방언에서 중고
형으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 기술된 방언 중에서 義城, 梁山 방언과 같이 
‘-같이, -치고, -처럼’이 거성형을 가지는 방언은 慶州, 三陟, 蔚珍 방언뿐이
다(김차균 1980: 95, 김차균1999: 454). 따라서 세 조사가 거성형으로 나타
나는 방언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좁은 지역에 한정되는 셈이다. 

 
(22)  ‘-같이, -치고, -처럼’이 거성형을 가지는 방언 
 a. 慶州 -=치고 
 b. 三陟  -=같이 ; -처˥럼 
 c. 蔚珍 -=같이, -=처럼  

 
‘-같이, -치고, -처럼’은 각각 중세어 ‘··티, ·티·고, ·톄·로’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거성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조 응
에 따르면 동남방언에서 거성형을 가진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義城 방언의 
형태 ‘-=같이, -=치고, -=처럼’이 고형이고, 다른 방언에서 보이는 ‘-같˥이, 
-치˥고, -처˥럼’은 개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신적인 성조형은 일반규칙을 체하는 ‘代替規則’의 결과로 생긴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3)  성조결합 체규칙 
  미고형 + 측성형 → Pen.형 

 
이미 3.4.1소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성조결합에서는 미고형과 측

성형이 결합하면 선행 형태소의 마지막 모라가 고조를 가지는 중고형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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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체규칙은 같은 조합을 Pen.형으로 바꾸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체규칙이 적용된 결과로, 본래 거성형을 가지고 있었던 ‘-같이, -치고, 
-처럼’이 미고형 체언과 결합한 ‘집같˥이’ 등은 미고형 체언이 중고형 ‘-부
터’와 결합한 ‘집부˥터’ 등과 성조가 동일해졌다. 이에 따라 재해석이 일어나 
원래 거성형을 가졌던 조사의 성조가 중고형으로 바뀐다.31 

 
(24)  성조결합 체규칙의 적용 결과로 생기는 성조형 재해석 

a. //집 + =치고// 
         ↓ 체규칙 

/집치˥고/ 
         ↓ 재해석 

//집 + 치˥고// 

b. //집 + 부˥터// 
         ↓ 일반규칙 

/집부˥터/ 

 
그런데 이 체규칙은 모든 ‘체언+조사’ 결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

립형태소가 문법화돼서 생긴 조사가 체언과 결합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특징
이 있다. 이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5)  원시 한국어  동남방언 고형  동남방언 개신형 
 a. ··티    > -=같이    > -같˥이 
 b. ·티·고    > -=치고    > -치˥고 
 c. ·톄·로  > -=처럼  > -처˥럼 
 d. :마·다    > *-=마다   > -마˥다 
                                           
31 동남방언 조사에는 본문에서 다룬 지역적 차이 이외에도 ‘-=만은’과 ‘-만˥은’이나 ‘-=치고
는’과 ‘-치˥고는’과 ‘-치고˥는’과 같은 지역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 또한 체규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한 자료를 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
지 않고 차후의 연구 상으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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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보다·가 > *-=보다가 > -보다˥가 
 f. -·으·로  > -=으로  = -=으로 
 g. -·에·셔  > -=에서  = -=에서 
 h. -·이·나  > -=이나  = -=이나 
       성조추이     조사 Pen.화 

 
용언 ‘·-, ·티-, 보-’의 활용·파생형인 ‘··티, ·티·고, ·보다·가’ 및 형

식명사 ‘톄(體)’에 조사 ‘으로’가 결합한 ‘톄로’가 자립형태소에서 발달한 조
사임은 분명하고, ‘마다’ 또한 체언 뒤에서 상성을 유지하는 독립성으로 보아 
자립형태소에서 발달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으·로, -·
에·셔, -·이·나’는 원시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32 

동남방언에서 체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 ‘-같이, -처럼, -마다, -보다’는 
동북방언에서 ‘-가티[HL], -처럼[HL], -마다[HL], -보다[HL]’(Ramsey 
1978: 166-7), ‘-보다[HL], -텨르[HL]’(朴眞赫 2013: 90-1)처럼 모두 고
조로 시작된다. 3.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세어에서 측성으로 시작하는 
성조형은 동남방언에서 첫 음절의 고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응은 일반적
인 응이며, 동남방언과 같은 체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규칙이 발생한 동기에 해서는 6.1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동북방언에서 체규칙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체규칙의 발생 동기
를 논할 때에 중요한 논거가 된다. 

                                           
32 ‘-같이, -치고, -처럼’ 등의 성조형이 거성형에서 중고형으로 바뀐 이유를 ‘-부˥터, -조˥차, 
-하˥고, -보˥고, -밖˥에, - ˥로, -까˥지’와 같은 조사에 이끌린 유추 변화로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이 설명으로는 ‘-으로, -에서, -이나’가 변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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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만큼, -만치, -맹키로’의 성조 
동남방언에서 ‘-만큼, -만치’는 방언에 따라 서로 다른 성조를 갖는다. 
 

(26)  ‘-만큼, -만치’ 성조의 지역적 차이 
 a. 高靈, 咸安   -만˥ː큼, -만˥ː치 
 b. 寧越, 盈德, 慶州, 統營, 山淸 -만˥큼, -만˥치 

 
高靈, 咸安 방언에서는 ‘-만큼, -만치’가 제1음절에 장모음을 가지는 데에 

비해, 寧越, 盈德, 慶州, 統營, 山淸 방언에서는 단모음을 갖는다. 두 조사는 
선행연구에 기술된 부분의 방언에서 단모음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기
술 중에서 장모음을 가지는 방언은 昌原 방언(김차균1999: 675-6), 密陽 
방언(김차균2003b: 104-6)의 두 방언뿐이다. 따라서 동남방언 중에서 ‘-만
큼, -만치’가 장모음을 가지는 방언은 경남 중·동부를 중심으로 한 좁은 범
위에 한정되는 것 같다. 

‘-만˥큼 > -만˥ː큼’이나  ‘-만˥ː치 > -만˥치’와 같은 변화는 선정하기 어려
우므로, ‘-만큼, -만치’의 고형은 ‘-만˥ː큼, -만˥ː치’이고 개신형 ‘-만˥큼, -만
˥치’는 고형이 단모음화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
다. 그런데 동남방언 ‘-만치’에 응하는 중세어는 ‘-·만·치’이며, 장모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원시 한국어에 상성으로 시작하는 ‘*:만·큼, *:만
·치’가 존재하 다고 가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은 상성을 가지는 용언 
어간 ‘:많(多)-’에 어미 ‘-지, -곰’이 붙어서 생긴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원시 한국어가 중세 중앙어로 변하는 과정에서 상성이 거성으로 중화되어 ‘·
만·치’로 바뀌었으나, 동남방언의 일부에서는 장모음이 그 로 유지되어 ‘-
만˥ː치, -만˥ː큼’으로 바뀐 것이다. 

예컨  ‘집+만치’는 중세 동남방언에서 현  동남방언 사이에 성조추이가 
일어났을 때에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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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집만치’의 성조추이 
σ σ σ  σ σ σ
| /\ |  | /\ |
μ Μ μ μ  μ μ μ μ
L L H X  M H M M
| | | |  | | | |
집 만 ː 치 > 집 만 ː 치

 
‘집만ː치[LRX]>집만ː치[MFM]’의 변화는 음절 단위로 보면 특이해 보이지

만 모라 단위로 보면 ‘[LLHX]>[MHMM]’의 변화이기 때문에, ‘쥐며·느·리
[LLHX]>쥐며˥느리[MHMM]’와 같은 일반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성조추이에서 이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어중에서 상성을 유지하
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앒:뒤[LR]’(月曲上26a)와 같은 어절은 어중에 상
성을 가지고 있지만 응하는 동남방언은 ‘앞˥뒤[HM]’(김차균1977/80: 215)
이며, 성조추이가 일어나기 전에 상성이 거성으로 중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만·큼, *:만·치’에서 이러한 중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에 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5.4.3. ‘-도록’의 성조 
어미 ‘-도록’에는 다음과 같은 동요가 확인된다. 33, 34 

                                           
33 ‘-길래’도 같은 패턴의 동요를 보이지만 이 어미는 기원을 알 수 없어 분석하기가 어렵다. 
34 5.4.3소절의 자료는 다음 논저에 근거한 것이다. 

김세진(2006a: 273-87)  泗川, 河東, 南海 방언 
김세환(2005)   靑松 방언 
김차균(1977/80: 104-6) 昌原, 晋州, 慶州(김), 茂朱茂豊 방언 
김차균(1999: 463-9)  昌原, 蔚珍(김), 三陟 방언 
김차균(1999: 679-85)  大邱 방언 
김차균(2002a: 84)  固城, 星州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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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도록’ 성조의 지역적 차이 
 a. 三陟, 蔚珍(김), 大邱, 星州, 密陽, 固城,  -=도록 ~ -도˥록 
  泗川, 南海, 河東 
 b. 蔚珍(박), 盈德, 浦項, 慶州(박), 安東 -도˥록 

 
‘-도록’에 응하는 중세어는 ‘-·록’이다. 이 성조에서 일반적인 응관

계에 따라 예상되는 동남방언의 반사형은 ‘-=도록’이다. 따라서 ‘-=도록’이 
고형이고, ‘-도˥록’은 개신형이라고 판단된다. 

‘-=도록 > -도˥록’의 변화 원인은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규칙이
다. ‘록’은 형식명사 ‘’에 조사 ‘-록’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체규칙이 적용되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김차균(2003b: 108-116) 密陽, 安東 방언 
박숙희(2008: 317-321)  蔚珍(박), 盈德, 浦項, 慶州(박) 방언 
林錫圭(1999: 87-91)  榮州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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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와 성조 
본 장에서는 ‘X+용언’ 즉 용언이 선행하는 부사나 체언과 결합하여 하나

의 성조구를 이룰 때 적용되는 성조결합규칙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한다. 분
석 상은 부정문 중의 ‘부정부사+용언’의 결합, 설명의문문 중의 ‘의문사+
용언’의 결합, 그리고 ‘체언+용언’의 결합이다. 3.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 못’은 의존형태소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사+용언’
으로 이루어진 성조구는 ‘의문사+용언’이나 ‘체언+용언’과 달리 복수의 어절
로 이루어진 성조구라고 할 수가 없다. 1  그러나 중세어에서는 ‘아니, 몯’이 
후속 용언과 동일한 성조구를 이루지 않고 항상 독립적인 성조구를 형성하
므로 동남방언에서도 이전 시기에는 ‘안, 못’이 하나의 어절을 형성하 을 
가능성이 크다.2 게다가 이문규(2002, 2011)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부정부사+용언’의 성조는 ‘의문사+용언’과 ‘체언+용언’과 유사한 성격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부정부사+용언’을 ‘의문사+용언’, ‘체언+용
언’과 함께 다루기로 한다.3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체언+용언’의 성조가 보이는 공통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이들 구성은 보수적인 방언에서 일반적인 성조결합 규칙
                                           
1 가령 ‘별로 안 빨리 가던데’라는 문장 중의 ‘안 빨리 가던데’와 같은 문장이 하나의 성조구로 
발음되어야 비로소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진 성조구라고 할 수 있다. 
2  중세어에서 ‘아니’가 후속 용언과 성조구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아·니 :내·야<釋詳
19:30b06-07>, 아·니 ··거시·니·와<月釋1:12a07>, 아·니 ··다·다<法華2:178a02>, :몯 
·오··다<釋詳6:29b04>, :몯 :됴·니<釋詳13:28a05>’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일반부사+용언’이나 ‘관형사+체언’도 연구 상이 될 수 있으나 이에 해서는 조사 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필자가 조사를 못하 고, 참고할 선행연구 또한 충분하지 않으므로 분석 상에
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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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소절 참조)에 따라 성조가 결정되거나 아예 성조결합 자체가 일어나
지 않는다. 둘째, 이들 구성에는 개신적 방언에서 일반적인 성조결합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체적 규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공통점은 이문규(2002, 2011)에서 일찍이 지적된 바 있다. 본 장
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확 하는 의미에서 동남방언 전체를 상으로 한
다. 나아가서 ‘X+용언’에 한 체규칙의 적용 양상을 더 세 하게 분류하
고, 지역적인 차이를 바탕으로 변화 확산 경로를 분석하여 변화의 음운론적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 

6.1. ‘부정부사+용언’의 성조 
먼저 ‘부정부사+용언’의 성조부터 논의하기로 한다. 김차균(1977/80: 138)

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부정부사+용언’은 자연스러운 일상 화에서 항상 하
나의 성조구로 발음된다. 이 점이 ‘의문사+용언’이나 ‘체언+용언’과는 다른 
특징이다. 

본 장에서는 ‘안+용언’과 ‘못+용언’을 모두 분석 상으로 삼는다. ‘부정부
사+용언’ 성조의 지역적 차이를 다룬 첫 번째 연구인 大江孝男(1978)에서
는 ‘안+용언’과 ‘못+용언’을 모두 다루었으나, 이문규(1997a) 등의 이후 연
구에서는 ‘안+용언’만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이것은 ‘안+용언’에 적용되
는 성조결합규칙이 지역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못+용언’이 
晋州 방언을 제외한 부분의 동남방언에서 일반규칙을 따른다는 데에 이유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과 ‘못’은 의미적으로 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저성조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로 비교 상이 되므로 본 장에서는 
‘안’과 ‘못’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선행연구에서 기술된 방언 중에서 ‘부정부사+용언’의 성조가 가장 보수적
인 방언은 大江孝男(1978)의 安東 舊방언 및 박숙희(2008)의 蔚珍 방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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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장 개신적인 방언은 大江孝男(1978)의 晋州 방언이다. 4  大江孝男
(1978)의 安東 舊방언을 가장 보수적인 방언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 방언에
서 ‘부정부사+용언’에 적용되는 성조결합 규칙이 ‘일반규칙’(3.4.1소절)과 일
치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 로 大江孝男(1978)의 晋州 방언을 가장 개신
적인 방언으로 보는 것은 ‘부정부사+용언’의 성조가 기저성조와 상관없이 
모두 Pen.형으로 나타나고 일반규칙이 예상하는 성조와 전혀 맞지 않기 때
문이다. 

동남방언의 각 하위방언이 보이는 ‘부정부사+용언’의 성조 결정 규칙에는 
많은 유형이 존재한다. 이 차이는 일반규칙을 체하는 ‘ 체규칙’(5.4.1소절 
참조)이 적용되는 환경과 체규칙의 내용이 방언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
하 다고 분석할 수 있다.  

6.1.1. 義城 방언 등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大江孝男(1978)의 安東 舊방언 및 박숙희(2008)

의 蔚珍 방언 다음으로 ‘부정부사+용언’의 성조가 보수적인 방언은 義城, 盈
德, 奉化 방언이다. 義城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는 다음과 같은 성조
                                           
4 박숙희(2008)은 울진 방언에서 ‘안’이 수의적으로 상성을 가진다고 기술하 다. 중세어에서 
‘아니’의 성조가 ‘평거’ 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안’이 상성을 가지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중세어와 동남방언의 일반적인 성조 응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규칙적인 응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안}이 기저성조로 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 만약 울진 방언의 
{안}이 복수 기저성조의 하나로 상성을 가지고 있다면 후속 용언의 성조형과 상관없이 상성이 
일정한 빈도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보면 ‘안’이 장모음으로 실현되는 것
은 모두 후속 용언이 측성조를 가지는 때로 한정되어 있다. 즉 음조 [H:M0]은 항상 일반규칙
이 두고형 [HM0]을 예상하는 ‘부정부사+용언’에만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음조를 ‘안+(용언)’의 ‘안’이 강조될 때 음성적으로 길게 발음된 결과로 보고 ‘안’이 상성
을 기조성조로 가진다고 기술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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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1)  義城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결정 규칙 
조합 적용 규칙 성조형 

a. 안 + 측성형 
(Class3·4 + -아/어X 이외의 

강어미) 
체규칙 

~일반규칙
평성형(Ult.형)5 
~평성형(두고형) 

b. 안 + 측성형(기타 구성) 일반규칙 평성형(두고형) 
c. 안 + 평성형 일반규칙 평성형 
d. 못 + 모든 성조형 일반규칙 상성형 

 
義城 방언에서 ‘부정부사+용언’의 부분은 大江孝男(1978)의 安東 舊방

언과 마찬가지로 일반규칙에 따라 성조가 결정된다. 그러나 ‘안 + 측성형’ 
결합 중에서 용언 어간이 Class3·4이며 어미가 ‘-아/어X’계 어미 이외의 강
어미인 경우, 예컨  ‘안 + 한다, 안 + 하데요, 안 + 갑니다’ 등인 경우에
는 체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1a-e)의 각 조합의 예시를 보면 다음
과 같다. 

 
(2)  義城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예시 
 a. 안 + 한다[ʜʜ]   → 안˥ 한다[HMM] 
          ~ 안 한다˥[MMH] 
 b. 안 + =했ː다[ʜːʜ]  → 안˥ 했다[HMMM] 
  안 + =찾았다[ʜʜM]  → 안˥ 찾았다[HMMM] 
  안 + ^좋다[ʜːʜ]   → 안˥ 좋다[HMM] 
 c. 안 + 머˥어도[HMM]  → 안 머˥어도[MHMM] 
                                           
5 마지막(Ultimate) 음절에 고조를 가지는 평성형을 Ultimate형 혹은 Ult.형이라고 부르기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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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 하겠˥나[MHM]  → 안 하겠˥나[MMHM] 
 d. ^못 + 먹˥었어요[HMMM] → ^못 먹었어요[ʜːʜMMM]  
  ^못 + =찾았어요[ʜʜMM] → ^못 찾았어요[ʜːʜMMM] 
  ^못 + ^얻었어요[ʜːMMM] → ^못 얻었어요[ʜːʜMMM] 

 
義城 방언에서는 (1a)의 음운론적 환경에서 체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

되지만, 盈德, 奉化 방언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義城, 盈德, 奉
化 방언은 거시적으로 보면 동일 부류에 속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盈德, 奉
化 방언이 義城 방언보다 조금 더 변화가 진행된 개신적인 방언이라고 보아
야 한다. 

체규칙의 내용 또한 방언마다 차이를 보인다. 義城, 盈德, 奉化 방언에
는 각각 다음과 같은 상이한 체규칙이 존재하고, 이것이 ‘Class3·4 용언 
+ -아/어X 이외의 강어미’라는 환경에만 적용된다. 

 
(3)  ‘부정부사+용언’에 적용되는 체규칙  
 a. 하강위치유지 평성형화 규칙(‘하강유지 규칙’)  
  부정부사 + 용언 → 평성형 
  (단 용언의 -ʜM-의 하강위치를 -HM-으로 바꾼다) 
 b. Ultimate 평성형화 규칙 (‘Ult.화 규칙’) 
  부정부사 + 용언 → Ult.형 
 c. Penultimate 평성형화 규칙(‘Pen.화 규칙’) 
  부정부사 + 용언 → Pen.형 

 
위의 체규칙이 각 방언의 ‘부정부사+용언’에 적용된 구체적인 예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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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부사+용언’에 한 체규칙 적용 예시 
 a. 義城(Ult.화 규칙): 
  안 + =한다[ʜʜ]  → 안 한다˥[MMH] 
  안 + =갈란다[ʜʜM] → 안 갈란다˥[MMMH] 
 b. 盈德(하강유지 규칙): 
  안 + =하데[ʜʜ]  → 안 하데˥[MMH] 
  안 + =하더라[ʜʜM] → 안 하더˥라[MMHM] 
 c. 奉化(Pen화 규칙): 
  안 + =간다[ʜʜ]  → 안 간˥다[MHM] 
  안 + =갈라[ʜʜ]#=칸다 → 안 갈˥라[MHM]#=칸다 

 
이문규(1997a)의 蔚珍 방언, 이문규(2002)의 安東 방언, 박숙희(2008: 

422-8)의 盈德 방언도 필자가 조사한 義城 방언과 체규칙 적용 환경이 
일치한다. 세 방언은 모두 義城 방언과 마찬가지로 ‘안 + 측성형(Class3·4 
+ ‘-아/어X’ 이외의 강어미)’의 환경에서 체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된다.6 

선행연구 자료에서 확인되는 체규칙 또한 필자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
로 방언마다 다양하다. 이문규(2002)의 安東 방언에서는 하강유지 규칙과 
Ult.화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숙희(2008: 
422-8)에서 盈德 방언의 체규칙은 하강유지 규칙이며, 필자의 盈德 방언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7 

                                           
6 이문규(1997a: 57)의 蔚珍 방언은 Class3·4 용언이 ‘-니더, -디더, -니껴?, -디껴?’와 연결
하면 수의적으로 체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문규(2002)의 安東 방언의 예로는 ‘안  ˥가네~안 
가˥네’, 안  ˥가데~안 가데’˥, ‘안  ˥가드라~안 가드˥라’ 등을 들 수 있고, 박숙희(2008: 422-8)의 
盈德 방언의 예로는 ‘안 ˥가능구나 ~ 안 가능˥구나, 안 ˥가더라 ~ 안 가더˥라’ 등을 들 수 있다. 
7 이문규(1997a: 57)에서는 구체적인 성조형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蔚珍 방언의 체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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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慶州 방언 등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부정부사+용언’의 성조가 둘째로 보수적인 방언은 

慶州, 丹陽大崗 방언이다. 두 방언에서 ‘부정부사+용언’의 성조는 다음과 같
은 규칙으로 결정된다. 

 
(5)  慶州, 丹陽大崗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결정 규칙 
 적용 규칙 성조형 
a. 안 + 측성형 체규칙 평성형(여러 유형) 
b. 안 + 평성형 일반규칙 평성형 
c. 못 + 모든 성조형 일반규칙 상성형 

 
위의 규칙이 적용된 慶州 방언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6)  慶州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예시 
 a. 안 + =간다    → 안 간˥다[MHM] 
  안 + =갔다    → 안 갔˥다[MHM] 

  앤 + =꿨는데    → 앤 꿨는˥데[MMHM] 

  안 + =깜는다    → 안 깜는다˥[MMMH] 

 b. 안 + 먹는˥다   → 안 먹는˥다[MMHM] 
  안 + 씻˥을 + 때는  → 안 씻˥을 때는[MHMMM] 
 c. ^못 + 먹˥지요   → ^못 먹지요[ʜːʜMM] 
  ^못 + =찾았다[ʜʜM]  → ^못 찾았다[ʜːʜMM] 

義城 방언 등에서는 ‘안 + 측성형(Class3·4 + ‘-아/어X’ 이외의 강어미)’
라는 한정적인 환경에서만 체규칙이 적용되지만 慶州, 丹陽大崗 방언에서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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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 + 측성형’이라는 더 넓은 환경에서 체규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 
적용은 의무적이다. 

慶州 방언에서 지배적인 체규칙은 ‘안 간˥다, 안 갔˥다, 앤 꿨는˥데’ 등에
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Pen.화 규칙이지만, ‘안 깜는다˥’와 같이 Ult.화 규칙
의 존재를 암시하는 성조형이 관찰되기도 한다. 丹陽大崗 방언은 ‘안 쓰˥지, 
안 쓰더라˥고’ 등처럼 Pen.화 규칙만이 존재한다.8  

박숙희(2008)에서 기술된 慶州 방언과 박선진(2012: 47-50)에서 기술된 
慶州, 蔚山 방언의 ‘부정부사+용언’도 필자가 조사한 慶州, 丹陽大崗 방언과 
마찬가지로 ‘안+측성형’ 환경에서 체규칙이 적용된다. 박숙희(2008)과 박
선진(2012)의 慶州 방언은 Ult.화 규칙과 Pen.화 규칙을 모두 가진다는 점
에서 필자가 조사한 慶州 방언과 일치하지만, Ult.화 규칙이 Pen.화 규칙보다 
적용 빈도가 높다는 면에서 필자의 慶州 방언과 상반된다.9 이러한 차이는 
慶州 방언에 존재하는 개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1.3. 寧越김삿갓 방언 등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셋 째로 보수적인 방언은 江陵, 寧越김삿갓, 高靈, 

金海, 咸安, 統營, 山淸, 南海 방언이다. 이들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8 丹陽大崗 방언에서는 연결어미 ‘-고’로 끝나는 ‘부정부사+용언’이 ‘안 되고,˥ 안 하고,˥ 안 했
고’˥로 나타난다. ‘안’ 뒤에 연결하는 용언 활용형의 성조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성조결합의 결과로 나타난 Ult.형이 아니라 ‘중단 억양’(4.1.2소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박숙희(2008)의 자료를 재분석하면 ‘안’에 잇따르는 활용형이 2, 4음절인 경우에는 100%, 3
음절인 경우에는 90% Ult.화 규칙이 적용되고, Pen.화 규칙이 적용된 예는 3음절 중에서 10%
밖에 안 된다. 박선진(2012: 47-50)에서 제시된 Pen.규칙 적용형은 경주 방언의 ‘안 뽑노˥ː ’, 
울산 방언의 ‘안 뽑으˥나’가 각각 유일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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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寧越김삿갓 방언 등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결정 규칙 
 적용 규칙 성조형 
a. 안 + 측성형 체규칙 평성형(MMHM0) 
b. 안 + 평성형 체규칙 

~일반규칙 
평성형(Pen.형) 
~평성형 

c. 못 + 모든 성조형 일반규칙 상성형 
 

위의 규칙이 적용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8)  寧越김삿갓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예시 
 a. 안 + =간다   → 안 간다˥ 
  안 + =갈려고   → 안 갈려˥고 
 b. 안 + 입˥었으니까  → 안 입었으니˥까 
  안 + 먹었어요   → 안 먹었어˥요 ~ 안 먹˥었어요 
 c. ^못 + 먹˥었어요   → ^못 먹었어요[ʜːʜMMM] 
  ^못 + =찾았다[ʜʜMM]  → ^못 찾았다[ʜːʜMM] 

 
寧越김삿갓에서 ‘안+측성형’에는 하강유지 규칙이 의무적으로, ‘안+평성형’

에는 Pen.화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江陵, 高靈, 尙州, 金海, 
咸安, 統營, 山淸, 南海 방언에서는 ‘안+측성형’과 ‘안+평성형’ 모두에 Pen.
화 규칙이 적용되는데, 金海 방언에서는 ‘안+평성형’에 한 적용이 수의적
이고, 江陵, 高靈, 尙州, 咸安, 統營, 山淸, 南海 방언에서는 모든 적용이 의
무적이다. 특히 山淸 방언에서는 일반규칙으로는 중·미고형이 예상되는 ‘안+
평성형’이 모두 Pen.형으로 바뀐다. 이것은 4.1.1소절에서 본 바와 같이 山
淸 방언에서는 두고형을 제외한 평성형이 Pen.형으로 합류되었기 때문이다.  

김차균(1977/80: 151-2)의 昌原 방언, 大江孝男(1978)의 大邱 방언, 福
井玲(1998b)의 光陽津上 방언, 이문규(1997a, 2002)의 大邱 방언,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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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a: 463-5)의 泗川, 河東, 南海 방언, 박지희(2010: 64-6)의 高靈 방
언도 위의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안+임의 성조’가 체규칙의 적용 환경이
다. 이 중에서 泗川, 河東, 南海, 高靈 방언은 필자의 寧越김삿갓 방언 등과 
마찬가지로 Pen.화 규칙이 ‘안+측성형’에는 의무적으로, ‘안+평성형’에는 수
의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昌原, 光陽津上 방언은 필자의 江陵 방언 등과 
마찬가지로 Pen.화 규칙이 ‘안+임의 성조’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大江孝男(1978)과 이문규(1997a, 2002)의 大邱 방언은 이 두 유
형과 다른 복잡한 양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체규칙을 가지고 
있다.  

大江孝男(1978)의 大邱 방언에서는 ‘안+측성형’에 Pen.화 규칙과 하강유
지 규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안+평성형’에 Pen.화 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된다. 

 
(9)  大江孝男(1978)의 大邱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a. ‘안+측성형’    (하강유지 ~ Pen.화) 
  안 + =갔다  → 안 갔다 ~ 안 갔˥다 
  안 + =부리다가  → 안 부리˥다가 ~ 안 부리다˥가 
 b. ‘안+평성형’    (일반규칙 ~ Pen.화) 
  안 + 맨들˥민서  → 안 맨들˥민서 ~ 안 맨들민˥서 

 
한편 이문규(1997b, 2002)의 大邱 방언에서 ‘안+측성형’에는 Ult.화 규칙

과 Pen.화 규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안+평성형’에는 Pen.화 규칙이 수
의적으로 적용된다.10 이문규(2002: 116)에 따르면 1920-30년 에 태어난 
                                           
10 이문규(1997b: 60)에서는 ‘안 찼는갑˥다 ~ 안 찼는˥갑다’, ‘안 찼는갑습니˥더 ~ 안 찼는˥갑습
니더’와 같은 동요가 보고되었다. 뒤쪽 성조는 하강유지 규칙의 적용 예라고 할 수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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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방언에서는 ‘안+측성형’의 성조가 Ult.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
고, 1940~70년생에 태어난 화자의 방언에서는 Pen.형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11 

 
(10)  이문규(1997b, 2002)의 大邱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 
 a. ‘안+(측성형)’ 
  안 + ^곱드라  → 안 곱드˥라 
        ~ 안 곱드라˥ 
 b. ‘안+(평성형)’ 
  안 + 잡˥으이끄내 → 안 잡˥으이끄내 
        ~ 안 잡으이끄˥내 

6.1.4. ‘부정부사+용언’ 성조의 지역적 차이 분석 
6.1.1~6.1.3소절에서 살펴본 각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성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 △, ×’는 체규칙의 적용 여부를 나타내는데, ‘○’
는 의무적 적용을, ‘△’는 수의적 적용을, ‘×’는 체규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안 찼는˥가#ㅂ다’, ‘안 찼는˥가#ㅂ습니더’와 같이 개방 연접(open juncture)을 가정하면 Pen.화 
규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11 이문규(2002)와 大江孝男(1978)의 구 방언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에 기인하
는 것일까? 제보자의 생년은 大江孝男(1978)이 1935~55년, 이문규(1997)이 1926~74년
(30~40년 가 중심)이므로 세  차이가 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大江孝男(1978)
의 제보자는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다. 이문규(2002)에서는 제보자의 학력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방언조사를 할 때에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사람을 제보자로 삼
기 때문에 이문규(2002)도 그랬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성조 차이는 학력 차이
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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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 방언군의 ‘부정부사+용언’ 체규칙 적용 양상 

  
안+용언 

못+용언 안+측성형 
(Class3·4+ 

‘-아/어X’ 이외의 
강어미) 

안+측성형 
(기타 구성) 안+평성형 

A- 
義城 △ (Ult) × × × 
蔚珍 △ (?) × × × 
安東 △ (하강~Ult) × × × 
盈德(박) △ (하강) × × × 

A 盈德 ○ (하강) × × × 
奉化 ○ (Pen) × × × 

B 
慶州 ○ (Pen~Ult) ○ (Pen~Ult) × × 
丹陽大崗 ○ (Pen) ○ (Pen) × × 
慶州(박), 
蔚山 ○ (Ult~Pen) ○ (Ult~Pen) × × 

C- 

寧越김삿갓,  ○ (하강)  ○ (하강) △ (Pen) × 
金海, 泗川, 
河東, 
南海(김), 
高靈(박) 

○ (Pen) ○ (Pen) △ (Pen) × 

大邱(大江) ○ (하강~Pen) ○ (하강~Pen) △ (Pen) × 
大邱(이) ○ (Pen~Ult) ○ (Pen~Ult) △ (Pen) × 

C 
江陵, 高靈, 
尙州, 咸安, 
統營, 山淸, 
南海, 昌原, 
光陽津上 

○ (Pen) ○ (Pen) ○ (Pen) × 

D 진주 ○ (Pen) ○ (Pen) ○ (Pen) ○ (Pen) 

‘부정부사+용언’ 성조의 지역적 차이를 체규칙이 적용되는 환경과 체
규칙의 내용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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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10 ‘부정부사+용언’ 체규칙 
적용 환경 

지도 11 ‘부정부사+용언’ 체규칙 
내용 

 
먼저 체규칙의 적용 환경이다. 지도 10은 (11)의 정보를 김주원(2000)

의 지도로 보충한 것이다. 김주원(2000)에서 ‘안+=울다’가 ‘안˥ 울다’로 실
현되는 지역을 (11)의 A-, A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12 
                                           
12 김주원(2000)에서 ‘안+=울다’가 ‘안 울˥다’ 혹은 ‘안 울다’˥로 실현되는 지역은 (11)의 B~D
에 응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도 10에 반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김주원(2000)에서 ‘안 + 울다’가 ‘안˥울다’로 나타나는 지역은 다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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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면 경북 북부·동해안 지역이 비교적 보수적인 지역(A)에 해당되
고, 북쪽의 강원도 지역과 서남쪽의 경북 남부·서부, 慶州, 경남 지역이 비교
적 개신적인 지역(B, C)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변화는 동남방언 외부에서 
발생하여 북쪽과 남쪽에서 동남방언 지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13 

다음으로 체규칙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1)의 내용에 이문규
(2011)의 정보를 보충하여 작성한 것이 지도 11이다.14 ‘P’는 Pen.화 규칙, 
‘U’는 Ult.화 규칙, ‘F’는 하강유지 규칙을 나타낸다. 

체규칙의 지리적인 분포를 보면 Pen.화 규칙이 넓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반면에, Ult.화 규칙은 경북 내륙 지역과 慶州, 蔚山에만 분포하고, 하강유지 
규칙은 盈德, 安東, 大邱에만 분포된다. 그리고 체규칙 적용 환경 기준으
로 가장 보수적인 지도 10의 A지역에서 하강유지 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
으로 보수적인 지도 10의 B지역에서 Ult.화 규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체
규칙을 오래된 순서로 배열한다면 ①하강유지 규칙, ②Ult.화 규칙, ③Pen.화 
규칙의 순서일 가능성이 높다.  

伊藤貴祥(201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개신파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다’가 ‘안˥하다’로 나타나는 지역과 ‘안하˥다’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나뉜다고 하 다. 이들은 
각각 본 연구의 A-, A에 응하는데 구체적인 경계선이 기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에 반
할 수가 없었다. 
13 동북방언을 다룬 선행연구 중에서 유일하게 ‘부정부사+용언’의 성조를 기술한 朴眞赫(2013: 
111)에 따르면 함북 慶興 방언에서 ‘안+용언’과 ‘못+용언’은 모두 ‘HM0’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慶興 방언에서는 동남방언과 같은 체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14 이문규(2011)은 경상남북도 접경지역 방언에서 ‘안+측성형’이 가지는 성조를 기술한 것이
다. 이에 따르면 慶州, 蔚山, 達城, 靑道 방언은 ‘안+측성형’이 Ult.형 혹은 Pen.형으로 나타나되 
Ult.형이 우세형이고, 居昌, 高靈, 金泉, 密陽, 星州, 昌寧, 陜川 방언은 ‘안+측성형’이 Pen.형으
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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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방언에 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 安東 방언과 大邱 방언은 각각 A지
역과 B지역에 속하지만, 개신적인 청년층 安東 방언과 大邱 방언은 B지역, 
C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 방언에 보이는 지리적 분포가 개신
파의 전파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본 연구의 가정을 뒷받침한다. 

6.2. ‘의문사+용언’의 성조 
이 절에서는 설명의문문 중의 ‘의문사+용언’의 성조를 기술한다.15 ‘부정부

사+용언’이 모든 방언에서 하나의 성조구를 형성하는 것과는 달리 설명의문
문 중의 ‘의문사+용언’은 방언과 환경에 따라 성조구 결합이 의무성 여부에
서 차이가 나고, 결합 후의 성조를 결정하는 규칙 또한 방언마다 다르다.16 
따라서 ‘의문사+용언’은 체규칙이 적용되는 환경과 적용되는 체규칙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중세어에서는 ‘의문사+용언’이 하나의 성조구를 이루는 일이 없으므로 
체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방언을 가장 보수적인 방언이라고 가정한다. 즉 성
조결합의 환경이 확 되면 될수록 개신적인 방언이 된다. 

                                           
15 설명의문문은 ‘어디 가노?’와 같은 용언 술어문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고?’와 같은 체언 
술어문일 때도 있다. 본 장에서는 부사/체언과 결합한 용언끼리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문문에 한 분석도 기본적으로 용언 술어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설
명 의문문에서는 ‘누가 오늘 철수하고 희가 역부로 구에 간다고 니한테 말했˥노?’(久保智之 
1993: 100)처럼 의문사와 용언 사이에 많은 어절이 개입된 문장도 포함되지만, ‘부정부사+용
언’이나 ‘체언+용언’과의 비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의문사+용언’의 단순한 구조를 중심으
로 다룰 것이다. 
16 설명의문문의 ‘의문사+용언’과는 달리 판정의문문의 ‘의문사+용언’은 모든 방언에서 성조구
의 결합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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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江陵 방언 등의 설명 의문 용언구 성조 
필자가 조사한 江陵, 寧越, 丹陽, 盈德, 奉化, 尙州 방언에서는 ‘의문사+용

언’의 성조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12)  奉化 방언 등의 ‘의문사+용언’ 성조 결정 규칙 
 a. 평성형 의문사 + 용언 → 성조구 결합 수의적(일반규칙) 
 b. 측성형 의문사 + 용언 → 성조구 결합 수의적(일반규칙) 

 
奉化 방언 등에서는 모든 ‘의문사+용언’에서 성조구 결합이 수의적으로 

이루어지고, 결합되었을 때에 적용되는 규칙은 일반규칙이다. 위의 규칙이 
적용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3)  奉化 방언의 ‘의문사+후행성분’ 성조 예시 
 a. =언제 =온다는겨? 
  → =언제 온다는겨?[ʜʜ MMMM] 
 b. =누가 + =왔디ː껴? 
  → =누가 =왔디ː껴?[ʜʜ#ʜFM] 
  =언제 + =온다는겨? 

 → =언제 온다는겨?[ʜʜ MMMM] 
 
정원수(2000)에서 기술된 醴泉 방언, 이문규(2001: 15)에서 기술된 榮州, 

英陽, 醴泉, 安東, 靑松, 盈德, 蔚珍 방언, 박숙희(2008: 122-4)에서 기술된 
蔚珍, 盈德, 浦項 방언에서도 ‘의문사+용언’이 위와 같은 성조를 가진다. 

6.2.2. 義城 방언 등의 설명 의문 용언구 성조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江陵 방언보다 덜 보수적인 방언은 義城, 慶州,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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靈, 梁山, 南海 방언이다. 이 방언들에서는 평성형 의문사가 용언과 결합할 
때에 두 어절이 하나의 성조구로 결합되는데, 그 성조는 Pen.화 규칙 혹은 
Ult.화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14)  慶州 방언 ‘의문사+후행성분’ 성조 결정 규칙 
 a. 평성형 의문사 + 용언 → 의무적 결합(Pen.화, Ult.화 규칙) 
 b. 측성형 의문사 + 용언 → 수의적 결합(일반규칙) 

 
江陵 방언 등에서는 모든 ‘의문사+용언’이 성조구 결합을 보이지 않거나, 

보인다고 해도 일반규칙에 따라 성조가 합성된다. 그러나 義城, 慶州, 高靈, 
梁山, 南海 방언의 ‘평성형 의문사 + 용언’은 성조구 결합이 의무적이며, 그 
성조는 일반규칙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Pen.형 혹은 Ult.형이다. 義城 방언
에서는 Ult.형뿐만 아니라 Pen.형으로도 나타나고, 慶州, 高靈, 梁山, 南海 
방언에서는 Pen.형으로만 나타난다. 

다음은 義城 방언과 慶州 방언의 ‘의문사+후행성분’의 성조 예시이다. 
 

(15)  義城 방언의 ‘의문사+후행성분’ 성조 예시 
 a. 어˥디 ^갈라 =카니꺼? 
  → 어디 갈ː라 카니˥꺼[MM MːM MHM]? 
 어˥디 가노? 
 → 어디 가노˥[MM MH]? 
 b. =우에 +  알˥았노 
  → =우에 알˥았노[ʜʜ HMM]? 
  =왜 + 그래 + 자꾸 + 누노? 
  → =왜 그래 자꾸 누노?[ʜ ʜM M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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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慶州 방언의 ‘의문사+후행성분’ 성조 예시 
 a. 뭘˥로 먹˥고 싶˥노 
  → 뭘로 먹고 싶˥노[MM MM HM]? 
  어˥디서 =왔읐는교 
  → 어디서 왔읐는˥교[MMM MMHM]? 
 b. =누가 =왔었노? 
  → =누가 =왔었노[ʜʜ ʜʜM]? 
  =어찌 ^아는데요? 
  → =어찌 아는데요[ʜʜ MMMM]? 
 

(15a)와 (16a)의 성조는 義城 방언과 慶州 방언에 다음과 같은 체규칙
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義城 방언은 Pen.화 규칙(17a)과 Ult.화 규칙
(17b)를 둘 다 가지는 방언이고, 慶州 방언은 Pen.화 규칙(17a)만을 가지는 
방언이다. 
 
(17)  ‘의문사+용언’ 체규칙 
 a. 평성형 + 임의 성조 → Pen.형 
 b. 평성형 + 임의 성조 → Ult.형 
 

박숙희(2008: 122-4)에서 기술된 慶州 방언, 이문규(2011: 224)에서 기
술된 慶州, 蔚山, 靑道, 達城 방언, 박선진(2012: 50-54)에서 기술된 慶州, 
蔚山 방언은 ‘두고형 의문사+용언’이 Ult.형 혹은 Pen.형으로 나타나므로 필
자의 義城 방언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17 
                                           
17 이문규(2011: 224)은 慶州·達城·蔚山·靑道 방언의 ‘의문사+용언’이 Ult.형만을 보인다고 기
술하면서, Pen.형과 동요를 보인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용언}과 {의문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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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균(1975: 179-80)에서 기술된 昌原, 晋州, 漆谷 방언, 김차균
(1977/80: 147-51)에서 기술된 昌原 방언, 김세진(2006a: 460-2)에서 기
술된 泗川, 河東, 南海 방언, 이문규(2011: 224)에서 기술된 金泉, 居昌, 高
靈, 密陽, 星州, 昌寧, 陜川 방언은 ‘의문사+용언’이 Pen.형으로 나타나므로 
필자의 慶州 방언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6.2.3. 山淸 방언 등의 설명 의문 용언구 성조 
필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남방언 중에서 ‘의문사+용언’의 성조가 

가장 개신적인 방언은 咸安, 統營, 山淸 방언이다. 이 세 방언에서는 ‘의문사
+용언’ 성조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결정된다. 

 
(18)  咸安, 統營, 山淸 방언의 ‘의문사+용언’ 성조 결정 규칙 
 a. 평성형 의문사 + 용언 → 의무적 결합(Pen.화 규칙) 
 b. 측성형 의문사 + 용언 → 수의적 결합(일반규칙, Pen.화 규칙) 

 
義城 방언 등에서는 ‘평성형 의문사+용언’에만 체규칙이 적용되지만, 山

淸 방언 등에서는 ‘측성형 의문사+용언’에까지 체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
된다. 

위의 규칙이 山淸 방언에 적용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  山淸 방언의 ‘의문사+용언’ 성조 예시 
 a. 무˥엇이 먹˥고 접˥노? → 무엇이 먹고 접˥노[MMM MM HM]? 
  어˥디 있습니˥까? → 어디 있습니˥까[MM MMHM]? 
                                           
속 성분}에 나타나는 성조형 변동은 그 변동의 결과나 지역 분포의 양상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문규(2011)이 조사한 방언에서도 Ult.형과 Pen.형 사이의 동요가 존
재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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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누가 먹었˥노?  → 누가 먹었˥노[MM MHM]? 
  =누가 이˥겼어?  → =누가# 이˥겼어[ʜʜ#HMM]? 

 
山淸 방언에서는 ‘=누구, =왜, ^어찌, ^얼마, ^언제’의 모든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사+용언’에 체규칙이 적용되지만, 統營과 咸安 방언에서 체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의문사가 상성형의 ‘^얼마, ^언제’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따
라서 ‘의문사+용언’의 성조에 한정한다면 山淸 방언이 세 방언 중에서 가장 
개신적인 방언이다. 

6.2.4. ‘의문사+용언’ 성조의 지역적 차이 분석 
위의 세 방언군을 상으로 하여 ‘의문사+용언’의 성조를 결정하는 규칙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설명 의문구 체규칙의 적용 환경과 내용 
 지역 적용 환경 내용 평성형 측성형

A 
江陵, 寧越, 丹陽, 盈德, 奉化, 
尙州, 醴泉, 榮州, 英陽, 安東, 
靑松, 盈德, 蔚珍, 浦項 

× × - 

B 
義城, 慶州(김), 蔚山, 靑道, 達城

○ × 
Ult.화~Pen.화 

慶州, 高靈, 梁山, 南海, 昌原, 
晋州, 漆谷, 泗川, 河東, 金泉, 
居昌, 密陽, 星州, 昌寧, 陜川 

Pen.화 
C 咸安, 統營, 山淸 ○ △ Pen.화 

체규칙의 적용 환경과 내용을 기준으로 방언의 분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의 지도 12, 지도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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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2 ‘의문사+용언’ 체규칙 
적용 환경 

지도 13 ‘의문사+용언’ 체규칙 
내용 

 
지도 12에서는 보수적인 방언(A)과 개신적인 방언(B, C)으로 이분되어 있

다. 보수적인 방언(A)이 동북쪽인 강원도, 충청도, 경북 내륙 북부, 경북 동
해안에 분포되어 있고, 개신적인 방언(B, C)이 동남쪽인 경북 내륙 남부, 경
북 서부, 경남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가장 개신적인 C지역이 경남 중서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변화가 경남 중서부에서 시작하여 동북쪽으로 확
산되었다고 추정된다. 

지도 13을 6.1.4소절의 지도 11과 비교해 보면 Pen.화 규칙과 Ult.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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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의 지리적 분포가 일치한다. 따라서 ‘의문사+용언’의 체규칙도 ‘부정부
사+용언’의 체규칙과 마찬가지로 Ult.화 규칙이 오래된 규칙이고, Pen화 
규칙이 새로운 규칙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청년층 방언에서는 체규칙의 적용 범위가 더 확 된 모습이 관찰된다. 
安東 방언의 노년층에서는 체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필자가 조사
한 1986년생과 1987년생 제보자 중에서 1987년생 제보자는 ‘평성형 의문사
+용언’에 Pen.화 규칙을 수의적으로 적용했다. 大邱 방언 제보자 4명 중에
서 1명(90년생)도 ‘측성형 의문사+용언’에 Pen.화 규칙을 수의적으로 적용
했다. 釜山 방언 제보자 세 명 중에서 두 명(89년생, 92년생)도 모든 ‘측성
형 의문사+용언’에 Pen.화 규칙을 적용했다. 따라서 安東은 A지역에서 B지
역으로의 변화가, 大邱, 釜山은 B지역에서 C지역으로의 변화가 진행 중이라
고 할 수 있다.18  

6.3.  ‘체언+용언’의 성조 
이 절에서는 ‘체언+용언’의 성조를 기술한다. ‘부정부사+용언’은 모든 방언

에서 의무적으로, ‘의문사+용언’은 방언과 환경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성조구
의 결합이 일어난다. ‘체언+용언’은 ‘맛+있다’나 ‘힘+들다’와 같이 어휘화된 
일부 결합을 제외하고는 항상 수의적으로 성조구 결합이 일어난다.  

필자의 조사에서는 ‘체언+용언’을 충분히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절
에서는 김차균(2003a)와 김세진(2006), 이문규(2011)의 자료를 토 로 동
남방언의 ‘체언+용언’의 성조를 분석하기로 한다. 

                                           
18 久保智之(1993)에서 기술된 1958년생 제보자의 釜山 新방언과 1972년생 제보자의 晋州 新
방언에서는 ‘=누가 ˥구에 가˥노? ~ 누가 구에 가˥노?’처럼 의문사가 측성일 때에도 Pen.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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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언+용언’이 하나의 성조구를 이룰 때에 성조 조합과 상관없이 항상 일
반규칙에 따라 성조 합성이 일어나는 安東 방언 등을 가장 보수적인 방언으
로 보고, 보수적인 순서로 각 방언군의 ‘체언+용언’ 성조 결정 규칙을 살펴
보기로 한다. 

6.3.1. 安東 방언 등의 ‘체언+용언’ 성조  
김차균(2003a)에 따르면 江陵, 三陟, 蔚珍, 安東, 大邱 방언에서 ‘체언+용

언’이 하나의 성조단위를 이룰 때에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성조가 결정
된다. 

 
(21)  安東 방언의 ‘체언+용언’ 성조 결정 규칙 

조합 적용 규칙 성조형 
a. 평성형 + 평성형 일반규칙 평성형 
b. 평성형 + 측성형 일반규칙 평성형 
c. 측성형 + 평성형 일반규칙 측성형 
d. 측성형 + 측성형 일반규칙 측성형 
 
위의 규칙이 安東 방언에 적용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22)  安東 방언의 ‘체언+용언’ 성조 예시 
 a. 노˥래 + 하˥고  → 노˥래 하고  
  문 + 닫˥아도  → 문 닫˥아도  
  고래 + 잡˥아도  → 고래 잡˥아도   
 b. 노˥래 + =한다  → 노˥래 한다  
  노˥래 + ^할라꼬  → 노˥래 할라꼬  
  팔 + =빠진다  → 팔˥ 빠진다 
  공부 + =하는  → 공부˥ 하는 
  판따리 + =빠진다 → 판따리˥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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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 ^얻기  → 보리˥ 얻기 
  공부 + ^할라꼬  → 공부˥ 할라꼬 
 c. =학교ː + 가˥고  → =학교ː 가고  
  ^구경[ʜːʜ] + 가˥고 → ^구경 가고[ʜːʜMM] 
 d. =학교ː + =간다  → =학교ː 간다   
  =학교ː + ^갈라꼬 → =학교ː 갈라꼬   
  ^구경[ʜːʜ] + 가˥고 → ^구경 가고[ʜːʜMM] 
  ^구경[ʜːʜ] + ^갈라꼬 → ^구경 갈라꼬[ʜːʜMMM] 

 
이문규(2011: 225)에서 기술된 慶州, 蔚山, 靑道 방언의 ‘미고형 체언+측

성형 용언’의 성조도 위의 安東 방언과 일치한다. 

6.3.2. 密陽 방언 등의 ‘체언+용언’ 성조  
김차균(2003a)에 따르면 密陽, 星州 방언의 ‘체언+용언’이 하나의 성조단

위를 이룰 때에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성조가 결정된다. 
 

(23)  密陽 방언의 ‘체언+용언’ 성조 결정 규칙 
조합 적용 규칙 성조형 

a. 평성형 + 평성형 일반규칙 평성형 
b. 중·미고형 + 측성형 일반규칙 평성형 
c. 미고형 + 측성형 일반규칙 

~Pen.화 규칙 
평성형 
평성형(Pen.형) 

d. 측성형 + 평성형 일반규칙 측성형 
e. 측성형 + 측성형 일반규칙 측성형 

위의 규칙이 密陽 방언에 적용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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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密陽 방언의 ‘체언+용언’ 성조 예시 
 a. 노˥래 + 하˥고  → 노˥래 하고 
  문 + 닫˥아도  → 문 닫˥아도 
  고래 + 잡˥아도  → 고래 잡˥아도 
 b. 노˥래 + =한다  → 노˥래 한다 
  노˥래 + ^할라꼬  → 노˥래 할라꼬  
 c. 팔 + =빠진다  → 팔˥ 빠진다 ~ 팔 빠진˥다 
  공부 + =하는  → 공부˥하는 ~ 공부하˥는 
  판따리 + =빠진다 → 판따리˥ 빠진다 ~ 판따리 빠진˥다 
  보리 + ^얻기  → 보리˥ 얻기 ~ 보리 얻˥기 
  공부 + ^할라꼬  → 공부˥ 할라꼬 ~ 공부 할라˥꼬 
 d. =핵교ː + 가˥고  → =핵교ː 가고 
  ^기경[ʜːʜ] + 가˥고 → ^기경 가고[ʜːʜMM] 
 e. =핵교ː + =간다  → =핵교ː 간다  
  =핵교ː + ^갈라꼬 → =핵교ː 갈라꼬  
  ^기경[ʜːʜ] + =간다 → ^기경 간다[ʜːʜMM]   
  ^기경[ʜːʜ] + ^갈라꼬 → ^기경 갈라꼬[ʜːʜMMM]  

 
安東 방언과 密陽 방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체언이 미고형이고 용언 활

용형이 측성형인 경우이다. 예컨  안동 방언에서 ‘팔+=빠진다, 공부+=한다’
는 기본규칙에 따라 ‘팔˥빠진다, 공부˥한다’로 나타나기도 하고, 기본규칙을 
따르지 않고 Pen.형 ‘팔빠진˥다, 공부한˥다’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부정
부사+용언’이나 설명 의문 용언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구조에도 체규
칙인 Pen.화 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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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Pen.화 규칙 (密陽 방언) 
 a. 체언 + 용언 → Pen.형 
 b. 팔 + =빠진다 → 팔 + 빠진˥다 → 팔 빠진˥다 

 
이문규(2011: 225)에 따르면 達城, 密陽, 昌寧 방언의 ‘미고형 체언+측성

형’의 성조도 위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한다. 

6.3.3. 昌原 방언 등의 ‘체언+용언’ 성조  
김차균(2003a)에 따르면 昌原, 金泉, 金海, 晋州 방언의 ‘체언+용언’이 하

나의 성조단위를 이룰 때에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성조가 결정된다. 
 

(26) 昌原 방언의 ‘체언+용언’ 성조 결정 규칙  
조합 적용 규칙 성조형 

a. 평성형 + 평성형 일반규칙 평성형 
b. 중·미고형 + 측성형 일반규칙 평성형 
c. 미고형 + 평성형 일반규칙 

~Pen.화 규칙 
평성형 
평성형(Pen.형) 

d. 측성형 + 평성형 일반규칙 측성형 
e. 측성형 + 측성형 일반규칙 측성형 

 
위의 규칙이 昌原 방언에 적용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27)  昌原 방언의 ‘체언+용언’ 성조 예시 
 a. 노˥래 + 하˥고  → 노˥래 하고  
  문 + 닫˥아도  → 문 닫˥아도  
  고래 + 잡˥아도  → 고래 잡˥아도   
 b. 노˥래 + =한다  → 노˥래 한다   
  노˥래 + ^할라꼬  → 노˥래 할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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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팔 + =빠진다  → 팔 빠진˥다  
  공부 + =하는  → 공부 하˥는  
  판따리 + ·빠진다 → 판따리 빠진˥다   
  보리 + ^얻기  → 보리 얻˥기  
  공부 + ^할라꼬  → 공부 할라˥꼬   
 d. =핵구 + 가˥고  → =핵구 가고   
  ^기잉[LM] + 가˥고 → ^기잉 가고[LMMм]  
 e. =핵구 + =간다  → =핵구 간다  
  =핵구 + ^갈라꼬 → =핵구 갈라꼬  
  ^기잉[LM] + =간다 → ^기잉 간다[LMMм] 
  ^기잉[LM] + ^갈라꼬 → ^기잉 갈라꼬[LMMмм]  

 
김세진(2006:46-64)에서 기술된 泗川, 河東, 南海 방언, 이문규(2011: 

224-6)에서 기술된 高靈, 星州, 陜川, 居昌, 金泉 방언의 ‘미고형 체언+측
성형 용언’의 성조도 위의 창원 방언 패턴과 일치한다. 

6.3.4. ‘체언+용언’ 성조의 지역적 차이 분석 
이상의 논의를 표와 지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8)  ‘체언+용언’ 성조의 지역적 차이 
 지역 체규칙 적용 환경 체규칙 

내용 미고형+측성 기타 구성 
A 江陵, 三陟, 蔚珍, 安東, 

大邱, 慶州, 蔚山, 靑道 × × - 
B 密陽, 星州(김), 達城, 昌寧 △ × Pen.화 
C 

昌原, 金泉, 金海, 晋州, 
泗川, 河東, 南海, 高靈, 
星州(이), 陜川, 居昌 

○ × Pen.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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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언+용언’에 한 체규칙 
적용 환경으로 방언을 분류하
면, 체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A지역, 체규칙이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B지역, 체규칙이 의
무적으로 적용되는 C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체규칙이 적용
되는 환경은 B, C 모두 ‘미고형
+측성형’이며, 체규칙의 내용
은 모두 Pen.화 규칙이다. 

A, B, C지역의 분포를 지도로 
그린 것이 지도 14이다. 체규
칙이 적용되지 않는 보수적인 
방언(A)이 동북쪽에, 적용되는 
개신적인 방언(B, C)이 서남쪽
에 분포하는 것은 ‘ 의문사+용
언’과 일치한다. 그러나 체규
칙이 적용되지 않는 A지역의 
범위가 아주 넓으므로 ‘X+용언’
의 세 가지 중에서 ‘체언+용언’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6.4.  ‘X+용언’의 성조 비교 
지금까지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체언+용언’에 체규칙이 적용

되는 환경과 적용되는 체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세 가지 
‘X+용언’ 구성에 적용되는 성조결합 규칙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체규칙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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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통시적 순서와 음운론적인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  

6.4.1. ‘X+용언’ 체규칙의 비교 
6.1~6.3절에서 분석한 결과로,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체언+용

언’에 체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에는 다음과 같은 지역별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29)  ‘부정부사+용언’ 체규칙 적용 환경의 지역별 유형 
 a. 미고형(‘안’) + 측성형(Class3·4 + ‘-아/어X’ 이외의 어미) 
 b. 미고형(‘안’) + 측성형 
 c. 미고형(‘안’) + 임의 성조 
 d. 임의 성조(‘안, 못’) + 임의 성조 
 
(30)  ‘의문사+용언’ 체규칙 적용 환경의 지역별 유형 
 a. (적용 환경 없음) 
 b. 두고형 + 임의 성조 
 c. 임의 성조 + 임의 성조 
 
(31)  ‘체언+용언’ 체규칙 적용 환경의 지역별 유형 
 a. (적용 환경 없음) 
 b. 미고형 + 측성형 

(29)~(31)은 ‘X+용언’의 세 가지 구성에 체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을 범
위가 좁아지는 순서로 보인 것이다. 이 순서는 바로 ‘X+용언’에 체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 통시적으로 확 해 간 순서를 반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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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용언’에 한 체규칙의 적용은 초기에 음운론적인 동기로 일어난 
‘초기적용’과, 초기적용이 일어난 후에 그 적용 결과에 유추되어 일어난 ‘유
추적용’으로 나눌 수 있다. (29b)와 (31b)의 ‘미고형 + 측성형’이나 (30b)
의 ‘두고형 + 임의 성조’ 등에 한 체규칙의 적용을 ‘초기적용’으로 보고, 
그것에 이어 일어난 (29c, d)와 (30c)의 ‘임의 성조 + 임의 성조’에 한 
체규칙 적용을 ‘유추적용’으로 보는 것이다. 6.1~6.3절에서는 체규칙 적용
의 환경이 확 되어 가는 단계를 구성에 따라 개별적인 기준으로 분류했지
만, 초기적용과 유추적용이라는 기준을 사용하면 이러한 단계를 통일된 기준
으로 기술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체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 확
되는 단계를 ①초기적용이 발생하기 전, ②초기적용이 진행하는 중, ③초기
적용이 완료했지만 유추적용이 발생하기 전, ④유추적용이 진행 중이거나 완
료된 상태의 네 가지로 나누면, 지도 10, 지도 12, 지도 14에서 알파벳으로 
분류한 각 지역들을 다음과 같이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32)  ‘X+용언’에 한 체규칙의 초기적용과 유추적용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체언+용언’ 
(ⅰ)초기적용 미발생 - A A 
(ⅱ)초기적용 진행 중 A - B 
(ⅲ)초기적용 완료 B B C 
(ⅳ)유추적용 C, D C - 

 
각 구성에 한 초기적용의 향력은 초기적용이 확산된 지역 즉 (32ⅱ~

ⅳ)의 넓이에서 측정할 수 있다. ‘X+용언’의 세 가지 중에서 초기적용의 확
산 지역이 가장 넓은 것은 동남방언 전체가 초기적용의 향을 받은 ‘부정부
사+용언’이다. 이와 반 로 초기적용을 겪지 않은 지역(A)이 가장 넓은 ‘체
언+용언’은 초기적용이 가장 늦게 시작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 가지
에 한 초기적용의 향력이 강한 순서는 ①‘부정부사+용언’, ②‘의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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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③‘체언+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3) ‘X+용언’에 한 체규칙의 초기적용과 유추적용 지도 

지도 10 ‘부정부사+용언’ 지도 12 ‘의문사+용언’ 지도 14 ‘체언+용언’ 
 
유추적용의 향력 또한 적용을 받은 지역의 넓이 즉 (32ⅳ)에서 측정할 

수 있다. 유추적용을 받은 지역이 넓은 조합은 ‘부정부사+용언’(C, D지역)이
며, 그 다음이 ‘의문사+용언’(C지역)이다. ‘체언+용언’은 유추적용이 일어난 
지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추적용의 향력이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추적용의 향력이 강한 순서는 초기적용의 향력과 마찬가지로 
①‘부정부사+용언’, ②‘의문사+용언’, ③‘체언+용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6.4.2. ‘X+용언’ 체규칙의 초기적용 
체규칙의 초기적용은 두 가지 동기에 의해 발생하 다고 할 수 있다. 첫

째는 유표적인 성조형인 두고형을 회피하는 것이고, 둘째는 단독형에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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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위치에 음조의 내림이 생긴다는 점에서 음운론적으로 부자연스러
운 규칙인 ‘미고형+측성형→평성형(고조는 선행성분의 마지막 음절)’ 규칙
을 더 자연스러운 규칙으로 체하는 것이다. 

첫째 동기인 두고형의 회피는 5.2.3소절에서 살펴본 로 Class1이 
Class7로 합류하는 현상의 동기이기도 하다. 盈德, 統營, 南海 방언에서 일
어난 ‘먹˥으니 > 먹으˥니’의 변화는 본질적으로 두고형의 회피가 동기가 되
어 일어난 변화이다. ‘부정부사+용언’의 초기적용은 ‘안+측성형’에서 먼저 
일어났고, ‘ 의문사+용언 ’ 의 초기적용은 ‘두고형+용언’에서 먼저 일어났다. 
‘안’은 미고형이기 때문에 ‘안+측성형’에 일반규칙이 적용되면 두고형이 된
다. 그리고 ‘의문사+용언’의 ‘두고형+용언’ 또한 일반규칙이 적용되면 두고
형이 된다. 가령 ‘안+=갔습니다’와 ‘어˥디+=가노?’는 일반규칙이 적용되면 
‘안˥ 갔습니다’, ‘어˥디 가노?’가 된다. 따라서 ‘부정부사+용언’과 ‘의문사+용
언’에 한 체규칙의 초기적용은 모두 두고형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난 변
화라 할 수 있다. 

6.1.4소절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부정부사+용언’에 적용된 체규칙의 내
용은 통시적으로 ‘하강유지 규칙 > Ult.화 규칙 > Pen.화 규칙’ 순으로 적용
되었다고 추측된다. 하강유지 규칙은 두고형을 피하면서 최 한 원래 성조의 
음성적인 특징을 보존하려고 하는 규칙이다. ‘안[H] + =갔습니다[ʜʜMM] → 
안 갔습니다[MMHMM]’에서는 거성형이 가지는 음고 하강 위치가 출력형에 
그 로 보존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 Ult.화 규칙이 적
용된 것은 원래 음성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부정>이나 <설명의문>이라는 
문법범주임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성조를 출력형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안 + ^갈란다’, ‘어˥디 + =가노?’ 등에 Ult.화 규칙이 적용된 ‘안 갈란다
[MMMH]’(義城), ‘어디 가노?[MMMH]’(義城) 등이 된다. 다른 용언 활용형
이 가지지 않는 Ult.형이라는 특수한 성조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조를 
듣기만 해도 부정문 혹은 설명의문문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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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화 규칙이 적용된 것은 음운론적으로 무표적인 Pen.형을 출력형으로 선
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안 + =간다’, ‘어˥데 + 댕˥기노?’ 등에 Pen.화 규
칙이 적용된 ‘안 간˥다’(統營), ‘어데 댕기˥노?’(統營) 등은 모두 가장 무표적
인 성조형인 Pen.형을 가지고 있다.  

‘부정부사+용언’과 달리 ‘의문사+용언’에 적용된 추가규칙은 ‘Ult.화 규칙 
> Pen.화 규칙’이라는 내용 변화만을 보인다. 그러나 ‘의문사+용언’의 ‘두고
형+임의 성조’라는 조합에 하강유지 규칙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는 일반규칙의 적용 결과와 동일하게 두고형이 되기 때문에 이 규칙은 관찰 
자체가 불가능하다. 가령 ‘어˥디 + =갑니까?’에 일반규칙이 적용되면 ‘어˥디 
갑니까?’가 되지만 하강유지 규칙이 적용되어도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부정부사+용언’과 ‘의문사+용언’의 체규칙 내용 변화의 순서는 본질적으
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정부사+용언’에서는 ‘안+측성형’ 전체에 체규칙이 적용되는 전단계로, 
‘안+측성형(Class3·4 + ‘-아/어X’ 이외의 어미)’에만 체규칙이 적용되는 
단계가 관찰된다. 가령 義城 방언에서는 ‘안 + =한다’에는 체규칙이 적용
되어 ‘안 한다[MMH]’가 되지만, ‘안 + =찾았다’에는 보수적 방언과 같이 일
반규칙이 적용되어 ‘안˥ 찾았다’가 된다. 이것은 Class3·4의 불규칙적인 패러
다임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활용형이 평성형/거성형/상성형을 가지
는 Class1·7/Class2/Class5나 불규칙적이지만 성조변동 환경이 비교적 단순
한 Class6과는 달리, Class3·4는 활용형이 평성형~거성형~상성형 사이에서 
변동되며 그 환경 또한 복잡하다(자세한 패러다임은 3.4.3소절을 참조). 따
라서 Class3·4가 가지는 불규칙성을 해소하는 힘이 적용되어 Class3·4에만 
먼저 규칙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어X’계에만 체규칙이 적용되
지 않은 것은 Class6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변동의 환경이 비교적 단순하
여 패러다임의 혼동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CX’계 어미와 ‘-으X’계 
어미는 약어미와 강어미를 포함하지만 ‘-아/어X’계 어미는 모두 강어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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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분절음이 바로 성조 변동의 환경이 되어 있다. 따라서 언중들은 ‘안
+Class3·4+아/어X’의 성조를 다른 ‘안+Class3·4 활용형’에 비해 쉽게 기억
하여 그만큼 변화가 늦게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동기인 일반규칙의 회피는 5.4.1소절에서 본 ‘-=같이 > -같˥이’와 
같은 조사 성조 변화와 5.4.3절에서 본 ‘-=도록 > -도˥록’과 같은 어미 성
조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부정부사+용언’과 ‘체언+용언’의 ‘미고형+측성형’
에 적용되는 체규칙은 ‘미고형+측성형→평성형(고조는 선행성분의 마지막 
음절)’ 규칙에 한 체규칙으로 발달한 것이다. 이 일반규칙은 단독형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서 음조가 내려간다는 점에서 음운론적으로 부자연스
러운 규칙이며, 체규칙은 그러한 부자연스러움을 해소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6.4.1소절에서 본 바와 같이 초기적용의 향력은 ‘부정부사+용언’ > ‘의
문사+용언’ > ‘체언+용언’ 순으로 강하다. 첫째 동기와 둘째 동기가 체규
칙을 야기하는 힘을 편의상 2와 1로 가정해 보자. 두 동기가 모두 해당되는 
‘부정부사+용언’에서는 초기적용을 받는 힘이 3이고, 첫째 동기만 해당되는 
‘의문사+용언’에서는 받는 힘은 2이며, 둘째 동기만 해당되는 ‘체언+용언’에
서는 받는 힘이 1이 된다. 이것은 실제 지역적 상황이 보이는 향력과 일
치한다. 

6.4.3. ‘X+용언’ 체규칙의 유추적용 
‘X+용언’의 세 구성 중에서 ‘안+용언’과 ‘의문사+용언’에서는 체규칙의 

초기적용이 일어난 후에 확  적용이 일어났다. 이것은 체규칙이 본래 적
용되는 성조론적인 환경을 무시하여 모든 ‘안+용언’ 및 ‘의문사+용언’ 구성
으로 적용 환경이 확 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확  적용의 원인은 문법범주를 기준으로 하는 유추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적용이 완료된 결과 <단순부정>이라는 문법범주를 가지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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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은 높은 비율로 Pen.형을 가지게 되었다. ‘안+평성형’은 ‘안 먹˥었습니다’
와 같이 보수적인 성조형을 보이지만, ‘안+측성형’은 모두 ‘안 찾았습니˥다’와 
같이 Pen.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변화의 다음 단계에서는 본래 

체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안+평성형’도 ‘안+측성형’의 성조형에 이끌
려서 Pen.형을 가지게 되어 ‘안 먹˥었습니다 > 안 먹었습니˥다’ 등의 유추변
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단순부정>=Pen.형’이라는 도식이 형성된 후에는 
의미적으로 가까운 <능력부정>에까지 이 유추가 확 되어 ‘^못 먹었습니다 
> 못 먹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 못 찾았습니˥다’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의문사+용언’도 동일한 방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초기적용이 완료된 결과 
<설명의문>이라는 문법범주를 가지는 ‘의문사+용언’이 높은 비율로 Pen.형
을 가지게 되었다(어디 갑니˥까?, =누가 갑니까?). 그리고 이에 다시 이끌려 
본래 체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측성형 의문사+용언’에까지 유추 변
화가 일어나 Pen.형을 가지게 된 것이다(=누가 갑니까? > 누가 갑니˥까?).19 

위와 같이 기술할 때에 ‘체언+용언’이 ‘부정부사+용언’이나 ‘의문사+용언’
과 유사한 구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유추적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당연
하다. ‘부정부사+용언’이 <부정>, ‘의문사+용언’이 <설명의문>이라는 동일
한 문법범주를 공유하는 데에 비해 ‘체언+용언’은 뚜렷한 문법범주를 공유
하지 않는다. 이 차이로 말미암아 ‘체언+용언’에서는 유추적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6.4.1소절에서 본 바와 같이 유추적용의 향력은 ‘부정부사+용언’ > ‘의
문사+용언’ > ‘체언+용언’ 순으로 강하다. 이러한 향력은 각 ‘X+용언’ 구
                                           
19  이문규(2002)에서도 ‘안+용언’과 ‘의문사+용언’에 체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 확 되어 
가는 현상을 ‘성조형 단일화 현상’이라고 보았다. <부정>이나 <설명의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발화 의도를 담고 있는 구 이상의 문장 성분 결합체를 같은 높낮이 가락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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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가지는 ‘가능한 조합의 수’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행성분인 
‘용언’의 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조합의 수는 선행성분의 수로 결정된다. 부
정부사는 ‘안, 못’ 두 개, 의문사는 ‘무엇, 어디, 누구, 언제, 얼마, 어디, 어찌, 
어떻게, 무슨, 어느, 몇’ 등 10개 내외에 불과하다. 반면에 체언은 무수히 존
재하므로 가능한 조합의 수가 상당히 많다. ‘부정부사+용언’과 ‘의문사+용언’
은 조합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유추적용의 향력이 강한데, 그 중에서도 
선행성분이 2개밖에 없는 ‘부정부사+용언’이 10개 내외 있는 ‘의문사+용언’
보다 강한 향을 받는다. 그리고 가능한 조합의 수가 아주 많은 ‘체언+용
언’은 유추적용의 향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아예 적용이 일어나지 않는
다. 

6.4.4. ‘X+용언’ 체규칙 적용 양상의 정리 
6.4.1~6.4.3소절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정부사+용언’, ‘의문사

+용언’, ‘체언+용언’에 체규칙이 적용된 첫째 동기는 두고형의 회피라고 
할 수 있고, 둘째 동기는 ‘미고형+측성형→평성형(고조는 선행성분의 마지
막 음절)’ 규칙의 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동기는 둘째 동기보다 강한 힘
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체언+용언’의 초
기적용 향력을 결정하 다. ‘부정부사+용언’과 ‘의문사+용언’이 최종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체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문법범주에 이끌린 유추 변
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체언+용언’에서 유추적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 
구성이 공유하는 뚜렷한 문법범주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부사+용언’
에 한 체규칙 적용의 향력이 ‘의문사+용언’보다 강한 것은 부정부사
의 수가 의문사보다 적고 한 번 일어난 변화가 확산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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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조 변화의 기제와 지리적 전파 
본 장에서는 제4장~제6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조 변화의 기제

와 개신파의 지역적 전파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7.1. 성조 변화의 기제 
성조 변화의 기제는 음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음성학적, 형태론

적, 통사·의미론적일 때가 많다. 현재까지 동남방언 성조 변화 연구가 변화
의 기술에만 머물고 변화의 원인을 제 로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성조 변화
를 음운론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기인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성조 변화를 일으키는 음운학적 기제는 음운 규칙과 관련된 기제와 유표
성과 관련된 기제가 포함된다. 그리고 형태론적인 기제는 ‘유추적 수평
화’(analogical leveling)와 ‘유추적 확 (analogical extension)’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1, 2 

7.1.1. 조음음성학적 기제 
조음음성학적 기제에 의한 성조 변화란 조음에 힘이 드는 음조가 음성적

으로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조음에 힘이 덜 드는 음조로 바뀌는 변화를 일컫
는다. 두고형 음조 [HM1], 거성형 음조 [ʜʜM0], 경북형 상성형 음조 
[ʜːʜM0], 경남 중서부 상성형 음조 [LMм0], 중고형 [RM1], 장거성조 
                                           
1 두 용어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Haspelmath(2010)의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구체적인 정의에 해서는 7.1.4소절 및 7.1.5소절을 참조하기 바란다. 
2 한국어에서 일어난 패러다임 내에서의 유추 변화와 패러다임 간에서의 유추 변화에 한 논
의는 金京芽(2008)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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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ʜːM1] 등이 다른 음조로 바뀌는 현상은 모두 이 기제에 의한 변화이다.  
두고형 [HM1]은 같은 평성형에 속하는 중고형 [M1HM1]이나 미고형 

[M1H]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HM1]을 발음할 때에는 성조구의 시작부터 
성 를 긴장시켜서 높은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중간 높이로 시작하여 소
리를 서서히 올려가면 되는 중고형 [M1HM1]이나 미고형 [M1H]에 비해서 
상 적으로 발화 시점의 조음부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HM1]>[MHM0]의 변화는 盈德, 統營, 南海 방언의 Class1 활용 패러다
임이 Class7 패러다임으로 합류하는 변화에서 발견된다(5.2절). 이 변화의 
결과로 Class1 용언과 ‘-으X’계 어미의 결합형이 ‘잡˥으면[HMM]’에서 ‘잡으
˥면[MHM]’으로 바뀐다. 서로 닮은 Class1과 Class7이 합류할 때에 합류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형태론적인 힘이 아니라 조음음성학적인 동기이다. 
Class1의 활용형 ‘잡˥으면’과 Class7의 활용형 ‘들으˥면’ 중에서 ‘들으˥면’이 
더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에 Class1 패러다임이 Class7 패러다임으로 합류한 
것이다. 따라서 이 변화는 7.1.5소절에서 다룰 유추적 확 로 인한 Class7 > 
Class1의 변화와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지만 합류의 동기가 조음음성학적
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HM1]의 변화는 ‘안+측성형 용언’과 ‘두고형 의문사+용언’에 한 체규
칙의 적용에서도 발견된다(제6장). 이 변화는 경남 중서부에서 발생하여 동
남방언의 많은 지역으로 전파되었고, 고형 ‘안˥ 간다[HMM], 어˥디 가
노?[HMMM]’ 등을 ‘안 간다[MMH], 안 간˥다[MHM], 어디 가노?[MMMH], 
어디 가˥노?[MMHM]’ 등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의 동기는 조음음성학
적으로 에너지를 더 요구하는 두고형을 회피하려는 것이다.3 변화 후의 성조
형을 결정하는 규칙인 체규칙으로는 하강유지 규칙, Ult.화 규칙, Pen.화 규
                                           
3 6.4절에서 본 바와 같이 ‘안+측성형 용언’의 변화는 두고형의 회피가 유일한 동기가 아니라 
‘미고형+측성형→평성형(고조는 선행성분의 마지막 음절)’을 회피하려는 동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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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이 있는데, 이 규칙들의 공통점은 모두 출력형이 중고형 혹은 미고형, 즉 
두고형보다 조음에 힘이 덜 드는 음조라는 점이다. 

거성형 음조 [ʜʜM0]은 [HM1]이나 [MHM0]으로, 상성형 음조 [ʜːʜM0]은 
[ʜʜM0], [ʜːM1], [MːH1]으로 변화했다. [ʜʜM0], [ʜːʜM0]은 모두 [ʜ]의 음조
가 성조구의 시작부터 2~3모라 지속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ʜ]의 높이가 요
구하는 성 의 긴장 상태를 2~3모라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조들은 [ʜ]의 길이가 짧아지는 방향으
로 변화하게 된다. 

거성형 [ʜʜM0]이 [HM1]로 바뀌는 변화는 山淸, 南海 방언에서 수의적으
로 일어난다(4.2.2소절). [ʜʜM0]은 [ʜ]의 음조를 시작부터 2음절에 걸쳐 유
지해야 하지만 [HM1]은 첫 음절만 순간적으로 소리를 높이면 되기 때문에, 
[ʜʜM0]보다 [HM1]이 상 적으로 조음시 힘이 덜 드는 음조라 할 수 있다. 

거성형 [ʜʜM0]이 [HM1]로 바뀌는 변화는 동남방언 거성형 1음절 규칙체
언을 변칙체언으로 바꾸기도 하 다(5.1절). 거성형 1음절 체언은 ‘=물이
[ʜʜ], =물을[ʜʜ], =물에[ʜʜ], …’처럼 모든 곡용형이 거성형을 가지는 규칙체
언과 ‘=안이[ʜʜ], =안을[ʜʜ], 안˥에[HM], …’처럼 ‘-에X’계 조사 앞에서 두
고형을 보이는 변칙체언으로 나뉜다. 규칙체언이 변칙체언으로 바뀌는 변화
는 경북 북부를 진원지로 하여 동남방언 전체에 전파되었다. 이 변화에서 변
칙체언이 규칙체언보다 선호된 이유는 [HM1]의 조음이 [ʜʜM0]의 조음에 
비해 힘이 덜 들기 때문이다. 이 변화 역시 유추적 확 의 일종이라고 볼 수
도 있지만, 합류의 방향을 결정한 요인은 조음음성학적인 요인이다. 

거성형 [ʜʜM0]>[MHM0]의 변화는 江陵, 寧越김삿갓, 丹陽大崗 방언에서 
발견된다(4.2.2소절). [ʜʜM0]을 발음하기 위해서는 [ʜ]를 시작부터 2음절에 
걸쳐 유지해야 하지만, [MHM0]은 성조구의 중간에서 순간적으로 높은 소리
를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변화 역시 조음상의 힘을 덜 들이는 방향으
로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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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형 [ʜːʜM0]>[ʜʜM0]의 변화는 경북 남부·서부에서 진행 중이다 
(4.3.1소절). 경북 남부·서부 방언에서는 첫 음절의 모음 길이가 짧아지면서 
[ʜˑʜM0]을 거쳐서 거성형 [ʜʜM0]으로 합류하는 경향을 보인다. [ʜːʜM0]은 
3모라를 발음하는 동안 [ʜ]의 높이에 필요한 성  긴장을 유지해야 하지만, 
[ʜˑʜM0]은 2.5모라 동안만, [ʜʜM0]은 2모라 동안만 긴장을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조음에 드는 힘이 적다. 

상성형 [ʜːʜM0]>[ʜːM1]의 변화는 경북 동해안 방언에서 일어났다 (4.3.2
소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3모라의 긴장을 2모라로 줄일 수 있다. 

상성형 [LMм0]은 경남 중서부의 일부에서 [MHM0]으로 바뀌었다(4.3.1
소절). [LMм0]에서는 전체적으로 [L~м]의 낮은 역의 소리를 내야 하지만, 
[MHM0]은 전체적으로 중간 높이의 소리를 내고 순간적으로만 높은 소리를 
내면 되기 때문에 조음이 더 쉬운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방언에서는 [RM1]>[HːM1]>[FM1]이라는 연속적인 변화가 관찰된다. 
[RM1]>[HːM1]은 동남방언 전반의 ‘개ː미’類 체언(3.3.2소절) 및 성조추이 
이전의 경북 방언(4.3.4소절)에서, [RM1]>[HːM1]>[FM1]은 江陵 방언의 
‘개ː미’類 체언(3.3.2소절)에서, [HːM1]>[FM1]은 江陵 방언의 장거성조
(4.2.3소절)에서 관찰된다. 平山久雄(2005)의 ‘還流說’에 따르면 이러한 변
화는 중국어의 여러 방언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조음음성학적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남방언에서 일어난 조음음성학적 변화 
  [RM1]  [HːM1]  [FM1] 

[ʜːʜM1] [MːHM1] 
   [ʜʜM1]  [HM1]  [M0H] 
   [LMм0]    [MH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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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음운 규칙 관련 기제 
동남방언에서는 일반적 성조결합 규칙의 일부인 ‘미고형+측성형→평성형

(고조는 선행성분의 마지막 음절)’ 규칙이 다른 규칙으로 체되면서 일어난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로는 측성형 조사 및 어미의 Pen.화(5.4절)와 ‘부
정부사+용언’ 및 ‘체언+용언’에 한 체규칙의 초기적용(제6장)을 들 수 
있다. 

‘미고형+측성형→평성형(고조는 선행성분의 마지막 음절)’ 규칙은 가령 
‘집[H]+=같이는[ʜʜM]’을 ‘집˥같이는[HMMM]’으로, ‘안[H]+=같습니다
[ʜʜMM]’를 ‘안˥ 같습니다[HMMMM]’로, ‘공부[MH]+^할라고[ʜːʜM]’를 ‘공
부˥ 할라고[MHMMM]’로 바꾸는 규칙이다. 그런데 이 성조결합에서는 결합 
전의 단독형 즉 미고형 [M0H]와 측성형 [ʜʜM0]에 존재하지 않던 내림 [-
HM-]이 결합 후의 평성형에 출현한다. 이미 3.3.1소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HM-]은 평성형의 하위분류를 변별하는 음향단서(acoustic cue)이므
로 그것의 존재 여부는 음운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결
합 전에 없던 [-HM-]이 결합 후에 생기는 이 현상은 음운론적인 층위에
서 봤을 때 아주 부자연스럽다. 물론 거성형이나 경북형 상성형이 시작하는 
높이 [ʜ]나 경남형 상성형이 시작하는 높이 [L]은 미고형의 마지막 [H]보
다 낮기 때문에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 내림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단독형을 연달아 발음할 때에 발생하는 내림이며, 단
독형 내부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내림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규칙이 음운론적으로 부자연스럽다면 애초에 규칙의 존재 자체에 의문
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 이 규칙은 이전에는 자연스러운 규칙이었으나 성조
추이(3.1절 참조)의 결과로 부자연스러운 규칙으로 바뀐 것이다. ‘나무’와 
‘가지’의 성조결합을 예로 성조추이가 일어나기 전의 동남방언과 일어난 후
의 동남방언의 성조결합 규칙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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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무’와 ‘가지’의 성조결합 
 a. 중세어:  나모[LL] + 가지[HX] → 나못가지[LLHX] 
 b. 현  동남방언: 나무[MH] + 가지[ʜʜ] → 나뭇가지[MHMM] 

 
(2a)의 중세어에서는, ‘나모’와 ‘가지’의 결합전 성조와 결합후 성조가 동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된 성조결합 규칙은 자연스러운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방언도 성조추이가 일어나기 전에는 중세어와 동일한 규칙을 가지
고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성조추이로 인해 결합 전의 어형이 각
각 ‘나모[LL] > 나무[MH]’, ‘가지[HX] > 가지[ʜʜ]’로 바뀌고, 결합 후의 어
형이 ‘나못가지[LLHX] > 나뭇가지[MHMM]’로 바뀌었다. 이러한 성조추이
의 결과로 결합 전의 성조와 결합 후의 성조의 관계가 (2b)처럼 변화하 다. 
이 새로운 성조 관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미고형+측성형→평성형(고조는 
선행성분의 마지막 음절)’이라는 규칙을 얻게 된다. 즉 이 규칙은 원래 동남
방언에 존재했던 규칙이 아니라, 성조추이의 결과로 새로워진 성조결합 양상
을 재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인 성조 변화 과정으로 인해 생긴 이 부자연스러운 규칙 신에 새
로 적용된 체규칙이 하강유지 규칙, Ult.화 규칙, Pen.화 규칙이다. 하강유
지 규칙은 거성형 [ʜʜM0]에 존재하는 [-ʜM-]을 평성형의 내림 [-HM-]
으로 해석하는 규칙이다. 예컨  ‘안[H]+같습니다[ʜʜMM]’에 이 규칙이 적
용되면 ‘안 같습˥니다[MMHMM]’가 된다. Ult.화 규칙은 미고형과 거성형에 
평성형의 내림 [-HM-]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림이 없는 것에 주목하여 출
력형에도 내림을 만들지 않는 규칙이다. 예컨  ‘안[H]+같습니다[ʜʜMM]’
에 이 규칙이 적용되면 ‘안 같습니다[MMMMH]’가 된다. Pen.화 규칙은 기
저성조와는 상관없이 음운론적으로 가장 무표적 성조형인 Pen.형을 부여하
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  ‘안[H]+같습니다[ʜʜMM]’에 이 규칙이 
적용되면 ‘안 같습니˥다[MMMHM]’가 된다. Pen.형의 무표성에 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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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소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7.1.3. 유표성 관련 기제 
유표성과 관련된 기제로 일어난 성조 변화로는 평성형이 Pen.형으로 바뀐 

변화를 들 수 있다. 평성형>Pen.형의 변화는 경북 서부와 경남 중서부에서 
일어난 중·미고형의 합류(4.1절)와 ‘X+용언’에 적용되는 체규칙 중의 하
나인 Pen.화 규칙(제6장)에서 찾을 수 있다. 

중·미고형의 합류가 일어난 강원도, 충청도, 경북 서부, 경남 중서부 방언 
중에서 경북 서부, 경남 중서부 방언에서는 합류 후의 성조형이 Pen.형으로 
나타난다. 이 합류의 결과로 경북 서부, 경남 중서부 방언에서는 보따리
[MMH]>보따˥리[MHM], 나뭇˥가지[MHMM]>나뭇가˥지[MMHM] 등의 변
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X+용언’에 적용되는 체규칙에는 하강유지 규칙, 
Ult.화 규칙, Pen.화 규칙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적용되는 것은 Pen.화 규칙이다. 이 규칙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로 경남 중서
부의 가장 개신적인 방언에서는 ‘안 갔습니˥다’와 같은 ‘부정부사+용언’, ‘어
디 가십니˥까?’와 같은 ‘의문사+용언’, ‘보리 얻˥기’와 같은 ‘미고형 체언+측
성형 용언’이 모두 Pen.형을 가지게 되었다. 

김차균(2003: 91)은 Pen.화를 ‘(외적)순행평성동화 규칙’과 ‘끝음절 측성
화’로 설명하 다. 그러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석은 변화의 동기
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문규(2011: 227-8)에서 지적된 바와 같
이 이 변화의 출력으로 Pen.형이 선택된 이유는 순수하게 이 성조형이 동남
방언에서 가장 무표적인 성조형이기 때문이다. 

유표성 척도 중의 하나로 분포를 들 수 있는데, 동남방언에서 Pen.형은 단
순어(simple word)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조인 동시에(辻野裕紀 
2008), 첫 음절과 말음절이 경음절(light syllable)인 외래어에서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성조형이다(Kenstowicz 외 2001, 全鎬璟 2005). 그리고 유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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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 봤을 때 Pen.형이 범언어적으로 가장 무표적인 성조라는 것에 
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4 

7.1.4. 유추적 수평화 
본 연구에서는 Haspelmath(2010)에 따라 ‘유추적 수평화’를 ‘어떤 단어 

형태가 동일 어휘소에 속하는 다른 단어 형태를 쫓아 바뀌는 유추 변화의 
일종’이라고 정의한다.5 이러한 변화로는 동남방언의 거의 모든 방언에서 일
부 Class3 용언의 패러다임이 규칙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현상(5.3절)을 
들 수 있다. 

Class3 활용 패러다임은 어간이 약어미 앞에서 평성형을, 거성 강어미 앞
에서 거성형을, 상성 강어미 앞에서 상성형을 가지는 패러다임이다. 그런데 
동남방언에는 ‘사다, 서다, 지다, 이다’와 같은 일부 단어가 강어미 앞에서 
측성형을 취하지 않고 평성형을 취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변화는 (1) ‘-CX’계 강어미와 ‘-으X’계 상성 강어미, (2)‘-으X’계 거성 
강어미, (3)명령어미, (4)‘-아/어X’계 어미 순으로 진행되었다. 좀 더 단순화
하면 ‘-CX’계 > ‘-으X’계 > ‘-아/어X’계 순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순서는 각 계열을 구성하는 약어미, 거성 강어미, 상성 강어미를 서로 구별
하는 것이 쉬운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기억하기 어려운 계열일수록 변화가 
일찍 일어나고, 기억하기 쉬운 계열일수록 변화가 늦게 일어난다.  

‘-CX’계 어미에는 ‘-다, -고, -지’ 등의 약어미, ‘-더라, -거든, -는데’ 등

                                           
4 다만 범언어적으로 무표적인 성조가 모든 언어의 음운체계에서 무표적인 것은 아니다. 예컨

 스웨덴어의 고유어에서는 첫(initial) 음절 악센트가 무표적이고, 일본어의 외래어는 뒤에서 
세 번째(antepenultimate) 모라 악센트가 무표적이다. 
5 원문은 ‘a kind of analogical change in which a word-form is changed based on another 
word-form belonging to the same lexeme’(Haspelmath 외 2010: 3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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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성 강어미가 속해 있다. 이 계열의 약어미와 강어미의 응은 문법적인 
기능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Class3 어간은 ‘-CX’계 거성 강어미 앞에서 이른 시기에 거성형이 아니라 
평성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으X’계 어미에는 ‘-으니, -으면, -을’ 등의 약어미, ‘-읍니다, -읍시다, 
-으시-’ 등의 거성 강어미, ‘-다, -으려고’ 등의 상성 강어미가 속해 있다. 
‘-CX’계 어미보다 어미의 종류가 많지만 어미의 종류와 문법적인 기능이 강
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미를 구분해 내는 것은 오히려 용이하다. 거성 
강어미에 속하는 ‘-읍X’는 <청자높임>, ‘-시-’는 <주체높임>의 기능을 가
지고 있으며, 모두 우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상성 강어미에 속하는 ‘-
을X’는 모두 <의지>와 관련이 있는 어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Class3 어
간이 ‘-으X’계 어미 앞에서 평성형으로 바뀌는 시기는 ‘-CX’계 어미보다 늦
었던 것이다. 

명령형 어미를 포함한 ‘-아/어X’계 어미에는 ‘-아/어, -았/었다, -아/어라’
와 같은 거성 강어미만이 속한다. 이 계열의 어미는 애초에 어미의 종류를 
구별할 필요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Class3 어간이 ‘-아/어X’계 어미 앞에서 
평성형으로 바뀌는 시기는 세 계열 중에서 가장 늦다. 

이러한 현상에서, 하나의 활용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각 활용형은 서로 등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계열의 어미끼리 더 긴 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활용 패러다임 안에는 어미의 계열
에 따라 하위 패러다임으로 재구분할 수 있는 활용형의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추적 수평화는 그 하위 패러다임을 단위로 일어날 수 있다. 
예컨  ‘가다’의 활용 패러다임 ‘가˥고, =가더라, 가˥면, =가시고, ∧가려고, =가
도, =가ː라, …’는 ‘-CX’계 어미의 ‘가˥고, =가더라, …’, ‘-으X’계 어미의 ‘가˥면, 
=가시고, ∧가려고, …’, ‘-아/어X’계 어미의 ‘=가도, =가ː라, …’의 세 소패러다임
으로 나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령 ‘-CX’계 어미의 소패러다임에 유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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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화가 일어나면 이 하위 패러다임에 속하는 활용형은 모두 ‘가˥고, 가더˥

라, …’와 같이 평성형을 가지게 되지만 이 변화가 당장 다른 하위 패러다임
에 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유사한 변화 순서가 ‘안+Class3 용언’에서 일어난 성조 변화에서도 관찰
된다. 이 구성에 체규칙이 적용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안+Class3+-CX계 
강어미’와 ‘안+Class3+-으X계 강어미’에만 체규칙이 적용되고, ‘안
+Class3+-아/어계 강어미’에는 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안+Class3 
활용형’이 가지는 여러 성조구의 집합을 ‘부정형 패러다임’이라는 일종의 유
사 활용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이 패러다임도 ‘{안 가˥고, 안˥ 가더라, …}, 
{안 가˥면, 안˥ 가시고, 안˥ 가려고, …}, {안˥ 가도, 안˥ 갔다, …}’와 같이 어미
의 계열에 따라 세 개 소패러다임의 집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6 세 하위 패
러다임 중에서 ‘-CX’계 소패러다임과 ‘-으X’계 소패러다임에만 하강유지 규
칙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전체 패러다임은 ‘{안 가˥고, 안 가더˥라, …}, 
{안 가˥면, 안 가시˥고, 안 가려˥고, …}, {안˥ 가도, 안˥ 갔다, …}’처럼 바뀔 것
이 예상되는데 이는 동남방언에서 초기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패러
다임 변화와 일치한다. 따라서 ‘안+Class3 용언’에 체규칙이 적용되는 과
정에서도 소패러다임은 중요한 역할을 하 다고 볼 수 있다.  

7.1.5. 유추적 확  
본 연구에서는 Haspelmath(2010)에 따라 ‘유추적 확 ’를 ‘이미 존재하는 

형태론적 패턴이 다른 어휘소나 새로운 어휘소에 적용되는 유추 변화의 일

                                           
6 3.2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안’은 독립형태소보다 의존형태소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Class3 활용형’이 보이는 여러 형태를 하나의 활용 패러다임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그다지 무리한 분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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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라고 정의한다.7 이러한 변화로는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에서 미고형 
곡용 패러다임이 중고형의 패러다임으로 합류한 현상(4.1.2소절), 東海·三陟 
방언에서 중고형의 곡용 패러다임이 거성형의 패러다임으로 합류한 현상
(4.2.1소절), 蔚珍 방언에서 Class2·3·4의 ‘-아/어X’계 어미 결합형의 성조
가 [ʜːM1]에서 [ʜːʜM0]으로 바뀐 변화(4.2.3소절), 강원, 경북 남부·북부·서
부, 경남 동부에서 Class7 활용 패러다임이 Class1의 패러다임으로 합류한 
변화(5.2.2소절), 盈德 방언의 Class6 활용 패러다임의 Class1·7의 패러다임
으로의 부분적인 합류(5.2.4소절)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江陵·南海·統營山陽 방언에서는 원래 ‘보따리[MMH], 보따리˥가[MMHM]’
와 같은 패러다임을 가졌던 미고형 체언이 미고형>Pen.형 변화의 결과로 
‘보따˥리[MHM], 보따리˥가[MMHM]’로 바뀌었다. 그 후 중고형 체언의 패러
다임인 ‘아버˥지[MHM], 아버˥지가[MHMM]’가 미고형의 패러다임에 유추적
으로 확 되어 미고형의 패러다임을 ‘보따˥리[MHM], 보따˥리가[MHMM]’와 
같이 바꾸었다. 

東海·三陟 방언에서는 [ʜʜM0]>[MHM0]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 거성형 체
언의 패러다임이 ‘=구름[ʜʜ], =구름까지[ʜʜMM]’에서 ‘=구름[MH], =구름까
지[MHMM]’로 바뀌었다. 이 패러다임이 중고형 체언의 패러다임 ‘다리
[MH], 다리까˥지[MMHM]’에 유추적으로 확 되어 중고형의 패러다임을 ‘다
리[MH], 다리˥까지[MHMM]’처럼 바꾸었다. 

Class2·3·4 어간과 ‘-아/어X’계 어미의 결합형이 첫 음절에 장모음을 가지
는 경우에 그 결합형은 ‘=쳤ː다[ʜːM], =했다[ʜːM]’처럼 장거성조를 가진다. 
따라서 장거성조를 가지는 Class2는 ‘=치고[ʜʜ], =쳤ː다[ʜːM]’, Class3·4는 
‘하˥고[HM], =했ː다[ʜːM]’와 같은 패러다임을 보인다. 蔚珍 방언에서는 장거
                                           
7 원문은 ‘a kind of analogical change in which an existing morphological pattern is applied to a 
different or new lexeme’(Haspelmath 외 2010: 3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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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를 가지지 않는 Class2 ‘=뜨고[ʜʜ], =떴다[ʜʜ]’, Class3·4 ‘가˥고[HM], =

갔다[ʜʜ]’가 장거성조를 가지는 패러다임에 유추적으로 확 되어 ‘-아/어X’
계 어미의 결합형을 ‘=쳤ː다[ʜːʜ]’, ‘=했ː다[ʜːʜ]’로 바꾸었다. ‘=떴다[ʜʜ]’, ‘=
갔다[ʜʜ]’에서 제2음절까지 [ʜ]를 가지는데, 이것이 ‘쳤ː다, 했ː다’에 확 된 
것이다. 이문규(1998: 66)에서는 울진 방언의 ‘쳤ː다[ʜːʜ], 했ː다[ʜːʜ]’와 같
은 성조에 해서 ‘ 구방언의 상승조형을 차용한 것으로 설명하거나, 울진·
삼척방언도 과거에는 구방언과 같은 상승조를 가졌던 것으로 볼만한 흔적
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 다. 그런데 활용형 중의 일부만을 차
용한다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실제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
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쳤ː다[ʜːʜ], 했ː다[ʜːʜ]’가 ‘쳤ː다[ʜːM], 했ː다
[ʜːM]’보다 고형이라고 보는 시각은 4.2.3소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통시
적인 관점에서 부정될 뿐만 아니라 이 활용형에서만 그 고형이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득력이 거의 없다. 

강원, 경북 남부·북부·서부, 경남 동부 방언에서는 Class1의 패러다임 ‘잡˥

고, 잡˥으면’이 Class7 ‘듣˥고, 들으˥면’으로 확 되어 Class7의 패러다임을 
‘듣˥고, 들˥으면’으로 바꾸었다. 이 변화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있다, 앉다, 
얹다’ 등의 일부 단어에서는 본래 로의 Class7 패러다임이 유지되어 있다. 

統營·南海 방언에서는 Class1이 Class7로 합류한 결과로 중세어에서 
Class1에 속했던 용언과 Class7에 속했던 용언이 모두 구별없이 ‘잡˥고, 잡
으˥면’, ‘듣˥고, 들으˥면’과 같은 Class7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었다. Class6의 
보수적인 패러다임은 ‘=묻고, 물˥으면, 물˥었다’이지만 盈德 방언에서는 
Class1·7 패러다임 중에서 ‘-으X’계 어미의 패러다임이 Class6으로 확 되
어 Class6의 패러다임이 ‘=묻고, 물으˥면, 물˥었다’로 바뀌었다. 이 변화에서
는 한 계열의 어미와의 결합형으로 형성된 소패러다임이 마치 하나의 패러
다임처럼 변화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6.1.4소절에서 논의한 소패러다임의 존
재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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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방언에서 한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확 될 때 확 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로 소속 어휘의 수와 규칙성을 들 수 있다. 미고형>중고형 곡
용 패러다임 합류와 Class7>Class1 활용 패러다임 합류는 소속 어휘가 많
은 중고형 패러다임과 Class1의 패러다임이 소속 어휘가 적은 미고형 곡용 
패러다임과 Class7로 확 된 결과로 일어났다. 그리고 중고형>거성형 곡용 
패러다임 합류는 고조의 위치가 제2(peninitial) 음절로 고정되어 있는 거성
형 곡용 패러다임이 고조의 위치가 유동적인 중고형 곡용 패러다임으로 확

된 결과로 일어났다. 
음운변화와 형태론적 변화의 관련성에 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

고형>중고형’의 패러다임 합류, 장거성조를 가지는 Class2·3·4 패러다임의 
변화, ‘중고형>거성형’의 패러다임 합류는 미고형의 Pen.화, 모음축약, 거성
형의 [MHM0]화라는 선행하는 다른 음운변화에 이끌려 일어난 변화이다. 그 
반면에 ‘Class7>Class1’의 패러다임 합류는 다른 변화의 향 없이 독립적
으로 일어났다는 차이가 있다.  

7.1.6. 통사·의미론적 기제 
통사·의미론적인 기제로 일어난 성조 변화로는 ‘부정부사+용언’과 ‘의문사

+용언’에 한 체규칙의 유추적용(6.4.3소절)을 들 수 있다. 경남 중서부 
방언에서는 모든 ‘부정부사+용언’과 ‘의문사+용언’이 Pen.형을 가지는데, 이
는 <부정>, <설명의문>이라는 문법범주가 Pen.형이라는 성조형과 연결된 
결과이다. 

이문규(2002)는 ‘안+용언’과 ‘의문사+용언’에 일어난 변화를 ‘성조형 단
일화 현상’이라고 보았다. <부정>이나 <의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발화 의
도를 담고 있는 구 이상의 문장 성분 결합체를 같은 높낮이 가락으로 실현
시킴으로써 전달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미 6.4절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 설명은 변화의 후반에 일어난 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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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환경의 확 에 한 설명으로서는 타당하지만 변화 전반에 한 설명
으로는 부적합하다. 두 변화는 모두 조음음성학적인 동기로 인해 시작되었고, 
문법범주와 관련된 유추 변화는 그 후에 일어난 변화이다. 

‘부정부사+용언’의 성조 변화는 먼저 두고형의 회피와 ‘미고형+측성형→
평성형’ 규칙의 적용 회피라는 두 가지 음성적인 기제로 일어났다. 이 변화
가 완료된 후에 <단순부정>이라는 문법범주에서 유추 변화가 일어나서 모
든 ‘안+용언’이 Pen.형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으로 문법범주가 <능력
부정>으로까지 확 되면서 모든 ‘부정부사+용언’이 Pen.형으로 나타나게 되
었다. 

‘의문사+용언’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일어났다. ‘의문사+용언’에서는 먼저 
두고형 회피가 원인이 되어 ‘두고형 의문사+용언’이 Pen.형을 가지게 되었
다. 그 뒤에 유추가 일어나 <설명의문>을 나타내는 모든 ‘의문사+용언’이 
Pen.형을 가지게 되었다. 

이 변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성조(tone)가 마치 억양(intonation)과 같이 
문법범주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성조와 억양은 둘 다 소
리의 높이(pitch)와 관련된 운율적 요소이지만 성조가 ‘어휘 의미의 변별 기
능을 수행하는 높이’인 반면에 억양은 ‘어휘 의미의 변별 기능은 수행하지 
않지만 문법 기능, 화자의 감정 및 태도 전달 기능’을 수반한다(이호  
1996: 194). 따라서 <설명의문>과 같은 문법범주는 성조보다 억양으로 표
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음절성조언어인 중국어나 악센트언어인 일본어에서
는 억양이 음절성조나 악센트 위에 씌워지는 형태로 실현된다. 그런데 동남
방언의 일부 방언에서는 <설명의문>이라는 문법범주가 억양이 아니라 성조
로 표시된다. 이는 유형론적으로 볼 때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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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성조 변화의 지리적 전파 
이 절에서는 제2~5장에서 다룬 성조 변화를 개신파가 광범위하게 전파된 

변화와 개신파가 국소적으로만 전파된 변화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각 하
위방언 사이에 존재하는 역학적 관계도 논의하고자 한다. 

7.2.1. 광범위한 전파 
광범위한 전파 중에서 진원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1)경북 북부 지

역에서 시작된 1음절 거성형 체언의 규칙체언>변칙체언 변화, (2)경북 서부 
지역과 경남 중서부 지역의 접경지역에서 시작된 중·미고형의 합류, (3)경남 
중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체언+용언’에 한 

체규칙 적용의 세 가지이다. 
1음절 거성형 체언의 규칙체언>변칙체언 변화(5.1절)는 경북 북부 지역

에서 발생하여 동남방언 전체에 향을 미쳤다. 이 변화는 북쪽으로는 강원
도, 서쪽으로는 경북 서부, 남쪽으로는 경북 남부 및 경남 동부(지도 7의 B·
C)로 강한 향을 미쳤고, 거리가 멀거나 지리적 장벽을 사이에 둔 충청도, 
경북 동해안, 경남 중서부(지도 7의 A)에도 약한 향을 미쳤다. 

Class7 패러다임이 Class1 패러다임으로 합류하는 변화(5.2절)와 장거성
조 [ʜːM1]이 상성형 음조 [ʜːʜM0]으로 바뀌는 유추 변화(4.2절)의 두 가지 
변화는 진원지를 알 수 없지만 변화의 확산 지역이 규칙체언>변칙체언 변
화 지역과 유사하다. 두 변화가 확산된 범위(지도 8의 B와 지도 6의 B)는 
강원도, 경북 북부·남부·서부, 경남 동부이며, 이 범위는 규칙체언>변칙체언 
변화가 강한 향을 미친 범위(지도 7의 B·C)와 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이 두 변화의 진원지 또한 경북 북부 지역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8 
                                           
8 이미 논한 바와 같이 두 변화의 진원지를 동북방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에 해
서는 일단 보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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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7 (5.1절) 지도 8 (5.2절) 지도 6 (4.2절) 
 
경북 북부 지역을 진원지로 하는 변화가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전파된 데

에는 安東 방언의 위세(prestige)와 洛東江의 수운능력이 큰 역할을 했을 것
으로 보인다. 경북 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安東은 조선시 에 大都護府가 있
었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강한 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육
로에서 수레의 이용이 용이하지 않았던 조선시 에 수운은 상당히 편리한 
운송로 는데, 낙동강은 하구에서 344km 상류의 안동 부근까지 해발고도가 
90m에 불과할 정도로 경사가 완만하여 이곳까지 선박의 운행이 가능하 다
(오세창 2000: 10). 安東에서 배를 타고 하류로 내려가면 경북 서부의 尙州, 
경북 남부의 大邱를 지나서 경남 동부 金海까지 갈 수 있다. 경북 북부를 진
원지로 하는 변화가 경북 서부, 경북 남부, 경남 동부에 퍼진 것은 개신파가 
낙동강 유역지역에 퍼진 다음에 다시 인근 지역으로 육로를 통해서 전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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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라고 볼 수 있다.9 반 로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변화가 경북 동해
안이나 경남 중서부 지역에 잘 전파되지 않았던 이유도 두 지역이 낙동강에
서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Class3 패러다임의 유추적 수평화(5.3절)는 경북이 진원지인 것이 확실하
지만 위에서 거론한 변화와는 상이한 확  범위를 보인다. 이 변화는 강원도
와 경북의 접경지역과 尙州를 제외한 동남방언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
한 특이한 분포는 이 변화가 경북 북부가 아닌 다른 지역, 예컨  경북 남부 
지역 등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진원지를 확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중·미고형 합류(4.1절)의 개신파는 소백산맥을 따라 전파되었다. 이는 경
북 서부 지역과 경남 중서 서부 지역에서 소백산맥의 동쪽 기슭을 따라 사
람들의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이 지역은 산이 많은 지역이며, 
조선시 에 큰 도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혜은(1976)에 따르면 조선시 에 한반도에는 9大 幹線道路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상도를 지나가는 것은 漢城-釜山路인 第4路, 漢城-統營路(尙
州 경유)인 第5路, 漢城-統營路(全州 경유)인 第6路의 세 길이었다. 지도 
15는 이혜은(1976: 9)의 ‘그림 1’의 경상도 부분만을 보인 것이다. 이들 간
선도로에는 소백산맥 동쪽 기슭을 잇는 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
백산맥 동쪽 기슭을 잇는 교통로가 정말 존재했다면 그것은 大路가 아니라 
작은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의 지리적 변화를 전달할 정도로 왕래가 
잦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왕래가 商圈이었는지, 通婚圈이었는지 등을 밝히
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과제로 남긴다. 
                                           
9 오세창(2000: 12)에 따르면 주요 상행선박은 尙州의 洛東을 거의 정착지로 했다. 그러나 安
東까지 선박이 자주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육로를 통해서 尙州까지 전파된 개신파가 더 
넓은 범위에 퍼지는 데에는 낙동강을 이용한 수운 교통이 틀림없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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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4.1절) 지도 15 第4~6路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체언+용언’에 한 체규칙의 적용(제6

장)은 경남 중서부에서 시작하여 ‘부정부사+용언’은 동남방언 전체에, ‘의문
사+용언’은 경남 전체와 경북의 남쪽반, ‘체언+용언’은 경남 전체에 전파되
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변화는 지리적인 방해를 크게 받지 않고 북동 
방향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부정부사+용언’에 체규칙이 적용되는 환경
이 ‘안+측성형 용언’의 일부에서 전체로 확 되는 변화(지도 10에서 ‘A’→
‘B’)의 개신파는 경북 북부·동해안 지역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 지역을 우회
하여 충청도, 강원도로 전파되었다.10 이는 경북 북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모
                                           
10 실제로 경북 남부와 경북 북부 사이에 개신파를 막을 만한 큰 지리적 장애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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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북 남부로 전파된 것과 조적이다. 
 

  지도 10 ‘부정부사+용언’ 지도 12 ‘의문사+용언’ 지도 14 ‘체언+용언’ 
 
경북 북부의 변화는 남부로 전파되지만 경북 남부의 변화는 북부로 전파

되기 어렵다는 비 칭적 현상은 양 지역의 위세 차이에 말미암은 것이다. 경
북 북부의 중심인 安東은 유교문화의 중심지이며, 조선시 에는 경북 남부의 
중심인 大邱보다 문화적 위세가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경북 북부 사람들은 
경북 남부 사람들의 말을 세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성조 변화에 쉽게 
동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흔히 안동 방언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 방언을 보수적이라고 한다. 그
런데 적어도 성조 변화의 과점에서 살펴 보면, 경북 북부 방언의 보수성은 
‘외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뿐이고, ‘고형을 고수한다’라
는 의미가 아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북 방언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
났다. 단지 경북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변화가 너무나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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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마치 동남방언의 공통적인 특징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다. 

7.2.2. 국소적인 전파 
국소적인 전파를 보이는 변화는 강원도, 경북 동해안, 경남 중서부에서 일

어났다. 강원도에서 일어난 변화는 거성형이 [ʜʜM0]에서 [MHM0]로 바뀌
는 변화(4.2.1소절) 한 가지이다. 그리고 경북 동해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상
성형이 [ʜːʜM0]에서 [ʜːM1]로 바뀌는 변화(4.3.2소절)와 Class1의 패러다
임이 Class7의 패러다임으로 합류하는 변화(5.2.3소절)의 두 가지이다. 마지
막으로 경남 중서부에서 일어난 변화는 거성형이 [ʜʜM0]에서 [HM1]로 바
뀌는 변화(4.2.2소절)와 Class1·6의 ‘-으X’계 어미 결합형이 [HM1]에서 
[MHM0]로 바뀌는 변화(5.2.4소절), 상성형이 [LMMм0]에서 [LMм1]로 바
뀌는 변화(4.3.3소절)의 세 가지이다.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에서 일어난 변화의 개신파는 모두 각 소방언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경북 북부를 진원지로 하는 변화가 강원도에 많이 들어오
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강원도 동 방언의 위세가 경북 북부 방언에 비해 상 적으로 낮았기 때문
이다. 앞 소절에서도 본 바와 같이 경북 북부 방언은 많은 개신파를 인근 방
언에 전파시키는 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개신파의 향을 쉽게 받지 않는 
방언이다. 

경북 동해안은 밖으로 변화가 전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
난 변화 또한 거의 들어오지 않는 방언이다. 경북 동해안 방언에는 위세가 
높은 방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고립적인 성격은 경북 동해안 지역
과 경북 남·북부 지역 사이에 있는 태백산맥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백산맥 때문에 외부와의 왕래가 차단되어 인근 방언과 서로 언어적 

향을 주고 받지 못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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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서부 방언에서 발생한 변화 중에서 ‘X+용언’에 한 체규칙의 
적용은 아주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었지만, 거성형의 [ʜʜM0]>[HM1] 변화, 
‘Class1·6+-으X’의 [HM1]>[MHM0] 변화(5.2.4소절), 상성형의 
[LMMм0]>[LMм1] 변화는 소방언권 밖으로 전파되지 않았다. ‘부정부사+용
언’과 ‘의문사+용언’에 한 체규칙의 적용과 ‘Class1·6+-으X’의 
[HM1]>[MHM0] 변화는 모두 두고형의 회피가 동기가 되어 일어난 변화이
지만 그 전파 범위는 서로 다르다. 사실 ‘Class1·6+-으X’의 
[HM1]>[MHM0] 변화는 소방언권 안에서도 충분히 전파되지 않았다. 예컨

 山淸 방언에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같은 동기에서 일어난 
변화의 범위가 이렇게 다른 것은 변화의 발생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
고 추정할 수 있다. 즉 ‘X+용언’에 한 체규칙 적용은 비교적 이른 시기
에 일어났고, ‘Class1·6+-으X’의 [HM1]>[MHM0] 변화는 비교적 늦은 시기
에 일어났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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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남방언에 존재하는 성조 분화 양상을 기술하고, 그 분화

를 가져온 성조 변화를 방언지리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의 기제와 지리
적 전파 과정을 논의하 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신하고자 한다. 

8.1. 요약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1.1. 본 연구의 목적은 동남방언에서 지역적 분화를 가져온 성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변화의 발생 기제를 밝히는 역사언어학적인 관점과 개신파
의 지리적 전파 과정을 밝히는 방언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동남방언의 성조 
변화를 분석하 다. 

1.2. 동남방언 성조의 연구는 1950년 에 시작되어 여러 방면에서 발전되
어 왔다. 그러나 최근 20년간의 연구는 개별 방언의 성조 체계를 공시적으
로 기술하는 데에 치우쳐 있고, 본 연구와 같이 통시적 관점에서 여러 동남
방언을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1.3. 본고에서 성조 자료를 분석할 때에 특별히 중요시한 것은 음성적 실
현, 굴절 패러다임, 중세어 및 동북방언과의 비교, 조사 시기와 제보자의 연
령 등이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언 성조 자료에 해서 논의하 다. 
2.1. 필자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江陵, 寧越김삿갓, 丹陽大崗, 盈德, 

慶州, 奉化, 義城, 高靈, 尙州, 梁山, 咸安, 統營, 山淸, 南海의 14지점에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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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조사를 실시하 다. 
2.2. 본 연구에서는 위의 자료 이외에 필자가 이전에 조사한 三陟, 奉化, 

浦項, 金海의 중·노년층 방언 성조 자료, 浦項, 慶州, 安東, 大邱, 金泉, 釜山, 
昌原, 統營, 晉州의 청년층 방언 성조 자료와 선행연구에서 공개된 방언 성
조 자료를 보조자료로 이용하 다. 

2.3. 기존 연구와 필자 조사 결과를 토 로, 본고에서는 ‘동남방언’의 범위
를 경상도에 강원도 襄陽郡 縣南面, 江陵市, 東海市, 旌善郡, 三陟市, 太白市, 
寧越郡 김삿갓면, 충청도 丹陽郡 大崗面, 전라도 茂朱郡 茂豊面, 光陽市 동
부를 더한 지역이라고 정의한다. 

 
제3장에서는 성조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논의를 하 다. 
3.1. 중세어-동북방언-동남방언 간에는 규칙적인 성조 응 관계가 존재

한다. 
3.2. 본 연구에서는 동남방언 성조의 최소단위를 ‘성조형(tonemic pattern)’

으로 보고, 성조형이 얹히는 음운론적인 단위를 ‘성조구(tonal phrase)’로 본
다. 동남방언의 성조구는 ‘하나 또는 복수 어절로 이루어진 음운론적인 구’
이다. 

3.3. 동남방언의 성조형은 먼저 ‘平聲型’과 ‘仄聲型’으로 나뉜다. 평성형은 
고조를 가지는 위치에 따라 ‘頭高型, 中高型, 尾高型’으로 나뉘고, 측성형은 
음성적인 특징에 따라 ‘去聲型’과 ‘上聲型’으로 나뉜다. ‘개ː미[RM]’와 같은 
음조는 ‘개ː미’에 [MHM]이 모라 단위로 얹힌 것이고, ‘했ː다[нːM]’와 같은 
음조는 ‘했ː다’에 거성형이 얹힌 ‘長去聲調’이다. 

3.4. 동남방언에는 성조가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 
체언과 조사의 성조결합은 부분 이 일반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언과 어미의 성조결합은 일반규칙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패러
다임 자체를 기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음절 용언의 분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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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1986, 1991)의 Class1~7을 사용하 다. 
 
제4장에서는 평성형, 거성형, 상성형의 지역적 분화를 살펴보았다. 
4.1. 동남방언의 일부 방언에서는 중·미고형이 합류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 변화는 먼저 미고형이 Pen.화하고, 그 다음으로 중고형이 Pen.화하는 순
서로 진행된다. 변화의 진원지는 경북 서부와 경남 중서 서부의 접경지역이
고, 소백산맥을 따라 경북 서부 지역과 경남 중서부 지역으로 즉 남북으로 
전파되었다. 

4.2. 거성형의 고형은 [ннM0]이다. 강원도에서는 거성형이 수의적으로 
[MHM0]으로 나타나고, 경남 중서부의 일부에서는 수의적으로 [HM1]로 나
타난다. 이것은 모두 조음음성학적인 노력을 줄이기 위한 변화이다. 장거성
조의 고형은 [нːM1]이다. 장거성조는 강원도, 경북 북부·남부·서부, 경남의 
일부에서 [нːнM0]으로 바뀌었다. 이 변화는 첫 음절이 장음이라는 음성적 
유사성에 이끌려서 장거성조가 상성형으로 합류한 결과이다. 

4.3. 경북과 경남의 상성형 분화는 ‘성조추이’ 이전에 일어났다. ‘성조추이’
란 동남방언의 성조체계가 중세어의 성조체계에서 현  동남방언의 성조체
계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경북에서는 상성형이 [RX1]에서 [HːX1]으로 변하
고, 성조추이 때에 [HːX1]>[нːнM0]의 변화를 겪었다. 이것은 거성형에 일어
난 [HX1]>[ннM0]의 변화와 평행한 변화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변화 뒤에 조음의 노력을 줄이기 위해 [нːнM0]>[нːM1]의 변화가 일어났다. 
경남에서는 상성형이 하나의 성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RX2]에서 [LM2]
로 변하고 그후 경남 전체에서 [LM2]>[LMMм0], 경남 중서부의 일부에서 
[LMMм0]>[LMм1]의 변화를 겪었다. 

 
제5장에서는 굴절에 나타나는 성조 변동 양상의 지역적 분화를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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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거성형 1음절 체언 중에는 ‘-에X’계 조사 앞에서 평성형으로 바뀌는 
‘변칙체언’과 거성형을 유지하는 ‘규칙체언’이 있다. 동남방언은 원래 15세기 
중세어처럼 규칙체언과 변칙체언의 비율이 반반이었다. 그리고 규칙체언과 
변칙체언이 혼동되는 변화가 일어났고, 그것과 별도로 경북 북부를 진원지로 
규칙체언이 변칙체언으로 변하여 그 개신파가 동남방언 전체에 전파되었다. 

5.2. 山淸 방언은 중세어의 Class1·7 구별을 그 로 유지하지만 다른 방언
은 모종의 변화를 겪었다. 강원도, 경북 북부·남부·서부, 경남 동부는 Class7
의 일부가 Class1로 바뀌는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는 소속 어휘가 많은 
Class1에 이끌린 유추적 확 이다. 반 로 경북 동해안에서는 Class1이 
Class7로 바뀌는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는 조음에 노력이 필요한 두고형을 
피하려고 하는 동기에서 일어난 패러다임 합류이다. 경남 중서부의 統營, 南
海 방언에서는 Class1이 Class7로 바뀌고, ‘Class6+-으X’의 성조가 
‘Class7+-으X’의 성조에 이끌려서 [HM1]에서 [MHM0]로 바뀌었다. 

5.3. 중세어의 Class3은 동남방언에서 Class3과 Class4로 나뉜다. Class4
는 불규칙적인 패러다임을 가지는 Class3이 수평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역사적 변화 과정을 반 한 패러다임이다. Class4의 변화가 진행함에 따라 
거성형으로 나타났던 활용형이 평성형으로 바뀐다. 이 변화는 (1)‘-으X’계 
상성 강어미와 ‘-CX’계 강어미, (2)명령어미, (3)‘-아/어X’계 어미 순으로 
일어났다. 강원도와 경북의 접경 지역 방언과 尙州 방언은 이 변화를 거의 
겪지 않았다. 이 변화는 경북의 어딘가에서 발생하여 위 지역을 제외한 동남
방언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5.4. 조사 ‘-같이, -치고, -처럼’의 고형은 거성형이고 현 의 부분 방
언에서 관찰되는 [HM]은 ‘미고형+측성형→평성형(고조는 선행성분의 마지
막 음절)’ 규칙이 Pen.화 규칙으로 바뀐 결과로 생긴 성조이다. ‘미고형+측
성형→평성형’ 규칙은 결합 전에는 없었던 내림 [-HM-]이 결합 후에 생긴
다는 점에서 음운론적으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 무표적인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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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변한 것이다. 어미 ‘-도록’의 고형은 ‘-=도록’이고, 개신형 ‘-도˥록’
은 위의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고형+측성형→평성형’ 규칙이 Pen.형
으로 체된 결과이다. 

 
제6장에서는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체언+용언’의 성조결합에 적

용되는 성조 규칙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 다. 이 세 가지 ‘X+용언’ 구성
에 적용되는 규칙의 변화는 모두 경남 중서부에서 시작되어 동북쪽으로 전
파되었다. 

6.1. ‘부정부사+용언’에 적용되는 규칙의 변화는 처음에는 ‘안+측성형
(Class3·4 + ‘-아/어X’계 이외의 어미)’에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안+측
성형’, ‘안+임의 성조’, ‘안/못+임의 성조’로 범위가 확 되었다. ‘안+측성형’
에 ‘ 체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음성학적인 동기에 의한 ‘초기적용’이고, 그 
후의 적용은 통사·의미론적 동기에 의한 ‘유추적용’이다. 

변화 초기에 ‘안+측성형’에 체규칙이 적용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
는 결합 후에 나타나는 두고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고형
+측성형→평성형’ 규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안+측성형(Class3·4 
+ ‘-아/어X’계 이외의 어미)’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것은 Class3·4의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에 비해 복잡하고, 그만큼 변화를 통해서 단순화되
려는 동기가 강했기 때문이다. ‘-아/어X’계 어미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
았던 것은 다른 계열의 어미와 달리 ‘-아/어X’계 어미에는 강어미만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형태와 성조변동이 강하게 연관되어 때문이다. 

초기적용이 완료되고 ‘안+측성형’이 모두 Pen.형을 가지게 된 후에 유추
적용이 일어났다. <단순부정>이라는 문법범주의 성조구가 보이는 Pen.형에 
이끌려서 본래 음성학적으로 Pen.형을 가질 이유가 없는 ‘안+평성형’까지 
Pen.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추적용은 ‘못+용언’에도 확  적용되
어 가장 개신적인 진주 방언에서는 모든 ‘부정부사+용언’이 Pen.형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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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6.2. ‘의문사+용언’에 적용되는 규칙의 변화는 처음에는 ‘두고형+용언’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는 ‘의문사+용언’ 전체로 범위가 확 되었다. ‘두고형+
용언’에 한 체규칙의 적용은 조음에 노력이 필요한 두고형을 피하기 위
한 초기적용이고, ‘의문사+용언’ 전체에 한 체규칙의 적용은 <설명의문
문>이라는 문법범주를 가지는 Pen.형 성조구에 이끌린 체규칙의 유추적
용이다. 

6.3. ‘체언+용언’에 적용되는 규칙의 변화는 ‘미고형+측성형’ 구성에서만 
일어났다. 이것은 ‘미고형+측성형→평성형’ 규칙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규칙
의 체이다. ‘체언+용언’에는 체규칙의 유추적용이 없었다. 

 
제7장에서는 성조 변화의 기제와 개신파의 지리적 전파 양상을 논의하

다. 
7.1. 동남방언에서 일어난 성조 변화의 기제는 음성학적, 음운론적, 형태

론적, 통사·의미론적 기제로 나눌 수 있다. 음성학적인 기제로 일어난 성조 
변화로는 [ʜʜM0] 회피, [ʜːM1] 회피, [ʜːʜM0] 회피, [HM1] 회피를 들 수 있
다. 음운론적인 기제로 일어난 성조 변화로는 ‘미고형+측성형→평성형’ 규칙 
회피와 보편적으로 무표적인 성조인 Pen.형의 지향을 들 수 있다. 형태론적
인 기제로 일어난 변화로는 유추적 수평화(analogical leveling)와 유추적 확

(analogical extension)가 있다. 통사·의미론적인 기제로 일어난 변화로는 
<부정>, <설명의문>이라는 동일한 문법범주를 나타내는 성조구끼리 동일
한 성조를 가지게 되는 변화를 들 수 있다. 

7.2. 성조 변화의 확산 양상을 근거로 보았을 때, 安東을 중심으로 한 경
북 북부 방언이 동남방언 중에서 가장 높은 위세(prestige)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 북부에서 일어난 변화는 낙동강을 따라 강원도, 경북 
서부·북부, 경남 동부로 널리 전파되었지만 인근 지역에서 일어난 변화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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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북부에 전파된 예는 많지 않다. 동남방언에서 가장 고립적인 방언은 경북 
동해안 방언이다. 이 지역은 외부에서 일어난 변화의 향을 거의 받지 않고,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가 외부로 전파되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면서
도 독특한 성조를 가지게 되었다.  

8.2. 남은 문제들 
이 절에서는 본 연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정리함으로써 이 분야

의 연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야ː(이 아이), 자ː(저 아이)’의 성조와 장거성조의 관계

(4.2.3소절), ‘長上聲調’의 부재 문제(3.3.3소절), ‘-만ː큼, -만ː치’의 형성 과
정(5.4.2소절) 등의 중세어형 성조체계가 현  동남방언의 성조체계로 바뀔 
때에 일어난 성조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해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 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장모음과 관련되어 있다.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
던 이러한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중세어와 동남방언 사이에 일어난 성조 
변화에 음장 변화가 미친 향에 해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진원지가 가지는 전파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나 개신파의 전
파를 막는 기제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다섯 가지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조사지점의 확충이다. 동남방언 내부의 조사지점을 늘리는 것도 중
요하지만, 그밖의 지역을 상으로 음조를 조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재 
변별적인 성조를 가지지 않는 방언들도 이전 시기에는 성조를 가지고 있었
을 것이며, 성조 변화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고 개신파가 지나가기도 했을 것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성조 방언들의 음조 분포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성조 개신파의 전파 경로를 정확하게 논할 수 있다. 전라도 방언의 일부 지
역에 해서는 이미 김차균(2001b, 2002c) 등의 연구가 있지만, 강원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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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방언을 상으로 이러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 단어의 성조와 합성어 성조 결합 규칙의 지역적 차이를 더 자

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분석 상으로 삼는 변화의 종류가 증가하면 그만
큼 더 정확한 논의에 도달할 수 있다. 

셋째, 중앙어에서 15~16세기 사이에 일어난 성조 변화를 더 자세히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동남방언이 겪은 변화가 15~16세기 중앙어에서도 일어났
는지 확인함으로써 논의를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성형 
1음절 체언의 변칙체언화에 해서만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 지만, 다른 항
목에 해서도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다.1 

넷째, 성조의 지역적 분화 양상에 한 분석을 분절음·문법·어휘 등의 지
역적 분화 양상에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
한 작업을 통해서 성조 변화의 전파가 보이는 언어지리학적 특징의 일반성
과 특수성을 밝힐 수 있다. 

다섯째, 동남방언의 역사·지리에 한 지식을 더 확충해야 한다. 개신파의 
향력에 직접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 수, 교통편, 문화적 위세, 

경제적 위세 등을 예상할 수 있는데, 동남방언 지역의 각 시·군이 가지는 이
러한 요소의 역사적 변화에 한 역사학적·지리학적 지식이 있어야 언어지
도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김한별(2013)에서는 경기도 방언에서 관찰되는 Class6 > Class5 등의 변화가 16세기 중앙어
에서 이미 시작된 상태 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180 

참고문헌 
<한국어> 
곽충구(1991), 「함북 길주 지역어 성조의 상승조에 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 國語硏究會, 
서울大學校 大學院[편], 서울, 民音社. 

곽충구(1994), 『咸北 六鎭方言의 音韻論』, 서울, 태학사. 
곽충구(1997), 「연변 지역의 함북 길주ㆍ명천 지역 방언에 한 조사 

연구 : 어휘ㆍ문법ㆍ음운ㆍ성조 조사 자료」, 『애산학보』 20, 
애산학회, 179-274. 

곽충구(근간), 『두만강 유역 조선어 방언사전』.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 사전』, 두산동아. 
金京芽(2008), 「패러다임 간의 類推에 따른 語幹 再構造化」, 『語文硏究』 

36(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3-29. 
김봉국(1998), 「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봉국(2001), 「강원도 방언」, 『方言學 事典』, 방언연구회[편], 서울, 

태학사, 29-38. 
김봉국(2004), 「함북 육진방언의 복합성조」, 『국어교육』 113, 

한국어교육학회, 525-43. 
김성규(1994), 「尊經閣本 呂氏鄕約諺解의 聲調」, 『진단학보』 77, 진단학회, 

111-37. 
김성규(2007), 「중세국어의 형태 분석과 성조」, 『한국어학』 37, 한국어학회, 

19-45. 
김성규(2011), 「성조에 의한 어미의 분류  :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口訣硏究』 27, 口訣學會, 243-95. 



 

181 

김세진(2004), 「우리말 방언 성조 체계 설정 방법」, 『語文硏究』 44, 
어문연구학회, 79-124. 

김세진(2006a),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세진(2006b), 「창원 방언과 남해 방언의 성조 체계 비교」, 『한글』 274, 

한글학회, 5-62. 
김세진(2007), 「사천 방언과 하동 방언 평측형 풀이씨의 형태성조론적 

고찰」, 『한글』 277, 한글학회, 47-99. 
김세환(2005), 「청송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金永萬(1966), 「慶南 方言의 聲調 硏究」,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21-51. 
金完鎭(1982), 『中世國語 聲調의 硏究』, 서울, 塔出版社. 
김주원(2000), 「 남 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語文學』 69, 

韓國語文學會, 91-114. 
김주원(2003), 「강원도 동해안 방언 성조의 특성」, 『民族文化論叢』 27,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49-83. 
김차균(1969), 「전남 방언의 성조」, 『한글』 144, 한글학회, 437-68. 
김차균(1970), 「경남방언의 성조 연구」, 『한글』 145, 한글학회, 111-52. 
김차균(1975), 「 남· 동 방언의 성조」, 『한글』 155, 한글학회, 145-85. 
김차균(1977/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서울, 과학사. 
김차균(1990), 「국어 한자어의 방점법과 성조의 응관계」, 『語文硏究』 20, 

어문연구학회, 207-65. 
김차균(1993), 『우리말의 성조』, 서울, 역락. 
김차균(1999), 『우리말 방언 성조의 비교』, 서울, 역락. 
김차균(2001a), 「고성 방언과 성주 방언 성조의 비교」, 『한글』 253, 

한글학회, 5-102. 
김차균(2001b), 「담양 방언의 운율」. 



 

182 

김차균(2002a), 『국어방언 성조론』, 서울, 역락. 
김차균(2002b), 「 양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의 비교」,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323-489. 
김차균(2002c), 『 호남 방언운율 비교 』, 서울, 역락. 
김차균(2002d), 「창원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의 비교」, 『우리말 글』 25, 

우리말글학회, 1-80. 
김차균(2003a), 「 남 방언 및 동 방언에서 순행평성동화의 조적 

연구」, 『우리말 글』 29, 우리말글학회, 1-105. 
김차균(2003b), 『 남 방언 성조 비교』, 서울, 역락. 
김차균(2006), 『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 서울, 글누림. 
김차균 and 강흥구(2009), 「광양시 진상 방언의 성조형과 음조형」, 『한글』 

285, 한글학회, 5-70. 
김한별(2013), 「중세 국어 고정적 상성 어간의 성조 변화」, 『국어학』 68, 

국어학회, 445-74. 
남기심(1985), 「학교문법에 나타나는 문법 단위 '어절' (語節)에 하여」, 

『연세교육과학』 26, 연세 학교 교육 학원. 
한민국학술원(1997), 『한국 언어 지도집』, 서울, 성지문화사. 

文孝根(1962), 「大邱方言의 高低・長短」, 『人文科學』 7, 연세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3-103. 

文孝根(1969), 「 동 방언의 운율적 자질에 관한 연구」, 『人文科學』 22, 
연세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17. 

文孝根(1974), 「한국 방언의 복합 성조 연구」, 『延世論叢』 11(1), 
연세 학교 학원, 1-44. 

박선진(2012), 「경주방언과 울산방언의 성조 비교 연구」, 경북 학교 
석사학위논문. 



 

183 

박숙희(2003), 「동사 운율구의 내부 구조와 음조 실현」, 『語文學』 80, 
韓國語文學會, 77-103. 

박숙희(2008),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서울, 역락. 
박지희(2010), 「고령 방언의 성조 체계 연구」, 경북 학교 석사학위논문. 
朴眞赫(2013), 「咸北 慶興 地域語의 聲調論」, 서강 학교 박사학위논문. 
福井玲(1998a), 「전남 광양시 방언의 액센트 체계와 그 지리적 분포에 

하여」, 『국어학』 31, 국어학회, 271-93. 
신기상(1999), 『동부경남방언의 고저장단 연구』, 서울, 月印. 
이문규(1997a), 「경북방언 {안+용언} 의 성조 현상」, 『한글』 238, 

한글학회, 33-66. 
이문규(1997b), 「 구방언의 성조 중화 현상」, 『문학과 언어』 18(1), 

문학과언어연구회, 21-44. 
이문규(1998), 「동해안 세 방언의 성조 연구」, 『문학과 언어』 20(1), 

문학과언어학회, 51-74. 
이문규(2000), 「성조 방언의 운율 유형」, 『문학과 언어』 22(1), 

문학과언어학회, 43-68. 
이문규(2001), 「경북 방언 의문문의 성조 연구」, 『한글』 252, 한글학회, 5-

44. 
이문규(2002), 「 구방언과 안동방언의 성조 비교 연구」, 『語文學』 77, 

韓國語文學會, 101-49. 
이문규(2011), 「경남북 접경 지역 방언의 성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203-32. 
이병건(1986), 「자립 자립분절음 음운론」, 『語學硏究』 22(3), 서울 학교 

어학연구소, 255-350. 
이상녀(2005), 「江原道 嶺東 方言의 音韻에 한 社會 言語學的 硏究」, 

강원 학교 박사학위논문. 



 

184 

이승재(2004), 『방언 연구 : 자료에서 이론으로』, 서울, 태학사. 
이익섭(1981), 『 동 서의 언어분화』, 서울, 서울 학교 출판부. 
이토 다카요시(2010), 「한국어 동남방언 20  화자들의 성조체계」, 제37회 

국어학회 전국학술 회. 
이토 다카요시(2011),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국어학』 

60, 국어학회, 182-210. 
李赫和(1994), 「金陵方言의 聲調 硏究」,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혜숙(1985), 「慶南方言 聲調의 自立分節 音韻論的 연구」, 『언어』 10(2), 

한국언어학회, 203-30. 
이혜은(1976), 「조선시 의 교통로에 한 역사지리적 연구 : 한성-

의주간을 사례로」,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호 (1996),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이호 (1997), 『국어운율론』, 서울, 韓國硏究院. 
林錫圭(1999), 「榮州 地域語의 音韻論的 硏究」,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전학석(1998), 『함경도방언의 음조에 한 연구』, 哈尔滨,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鄭然粲(1975/77), 『慶尙道方言聲調硏究』, 서울, 塔出版社. 
鄭榮浩(1993), 「南海島 方言의 聲調硏究」, 남 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원수(1993), 「경북방언의 단어형성에 나타나는 성조변동 연구」, 

『語文硏究』 24, 충남 학교 문리과 학 어문연구회, 531-49. 
정원수(2000), 「경북 예천 방언의 문장 성조 분석」, 『우리말 글』 20, 

우리말글학회, 63-83. 
최계 (2007), 「15세기 국어 용언 활용형의 성조」, 서울 학교 석사학위. 
崔明玉(1982), 『月城 地域語의 音韻論』, 경산, 嶺南大學校 出版部. 
崔明玉(1998), 「現代國語의 聲調素體系」, 『국어학』 31, 국어학회, 23-52. 



 

185 

崔明玉(1999), 「現代國語의 聲調型과 그 分布」, 『진단학보』 88, 진단학회, 
555-81. 

최명옥 외(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서울, 태학사. 
최보람(2013), 「경북 방언의 용언 성조형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최 미(2009), 「정선방언의 성조 체계와 그 역사적 변천에 한 연구」, 

건국 학교 박사학위논문. 
崔鉉培(1929/75), 『우리말본』, 서울, 正音社. 
하시모도 만따로오(1973), 「한국어 accent의 음운론」, 『한글』 151, 

한글학회, 173-204.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4옛말과 이두』, 서울, 어문각. 
한선희(1988), 「경상 방언 성조의 자립 분절 음운론적 연구」, 『언어연구』 8, 

경희 학교 언어연구소, 41-64. 
許雄(1954), 「경상도방언의 성조 연구」, 『崔鉉培先生 還甲記念論文集』, 

崔鉉培先生還甲記念論文集刊行會[편], 서울, 思想界社. 
許雄(1955/63), 「旁點 硏究 : 慶尙道 方言 聲調와의 比較」, 『동방학지』 2,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37-194. 
許雄(1958/70), 『國語音韻學』, 서울, 正音社. 
許雄(1963), 『中世 國語 硏究』, 서울, 正音社. 
Ramsey, S. Robert(1974), 「咸鏡 慶尙 兩方言의 액센트 硏究」, 『국어학』 2, 

국어학회, 105-32. 
 
<일본어> 
伊藤貴祥(2011), 「韓国語東南方言における否定文アクセントの世代差」, 第62回

朝鮮学会大会. 

李文淑(2003), 「韓国語全州方言のアクセント」, 『東京大学言語学論集』 22, 東京

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157-73. 



 

186 

大江孝男(1976), 「大邱方言におけるアクセントの型と長母音」, 『言語研究』, 日

本言語学会, 69, 16-35. 

大江孝男(1977), 「大邱方言におけるアクセントの型と長母音(補説)」, 『言語研

究』 72, 日本言語学会, 87-97. 

大江孝男(1978), 「否定の副詞an, modとアクセント」, 『東洋学報』 59, 東洋文庫, 

29-54. 

小倉進平(1944/74), 『朝鮮語方言の硏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小倉新平 (1944), 東京, 岩波書店의 인본）. 

河須崎英之(2000), 「中国で話されている朝鮮語のアクセント」, 『東京大学言語

学論集』 19, 東京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129-82. 

河須崎英之(2002), 「中国で話されている朝鮮語の動詞アクセント」, 『東京大学

言語学論集』 21, 東京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123-45. 

河須崎英之(2006), 「中国黒竜江省で話されている朝鮮語のアクセント」, 『東京

大学言語学論集』 25, 東京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61-81. 

河須崎英之(2008), 「中国で話されている朝鮮語のアクセント」, 東京大学 博士

学位論文. 

菅野裕臣(1972), 「朝鮮語慶尚道方言アクセント体系の諸問題」, 『アジア・アフ

リカ語学院紀要』,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3, 

83-96. 

姜英淑(2004), 「西部慶尚南道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 : 竹島・欲知島、忠武、晋

州を中心に」, 『東京大学言語学論集』 23, 東京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45-70. 

姜英淑(2008), 「韓国語慶尚南道諸方言のアクセント研究」, 東京大学 博士学位

論文. 



 

187 

久保智之(1993), 「疑問詞のスコープを表わす高く平らなピッチ : 朝鮮語釜山方

言・晋州方言についての報告」, 『アジア・アフリカ文法研究』, 東京外国

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22, 93-108. 

孫在賢(2007), 「韓国語全羅南道光州方言のアクセント」, 『音声研究』 11(3), 日

本音声学会, 87-93. 

孫在賢(2011), 「江原道平昌·旌善郡のアクセント」, 『日本硏究』 47, 韓國外國語

大學校 外國學綜合硏究센터 日本硏究所, 233-43. 

田村宏(1955), 「朝鮮語全羅南道麗水市方言のアクセントについて」, 『九州大学

言語学研究室報告』 6, 九州大学言語学研究室, 47-55. 

車香春(2004), 「朝鮮語龍井方言の名詞のアクセント体系」, 『東京大学言語学論

集』 23, 東京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1-22. 

曺廷換(2000), 「韓国語昌寧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 : 体言を中心に」, 『韓国語ア

クセント論』, 福井玲[編], 東京,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 21-

49. 

全鎬璟(2005), 「釜山方言の外来語のアクセント・パターンを決めるもの : 分節

音の情報と音節構造」, 『九州大学言語学論集』 25·26. 

辻野裕紀(2008), 「韓国語大邸方言における名詞のアクセント体系」, 『朝鮮学報』 

209, 朝鮮学会, 47-84. 

羅聖淑(1974), 「韓国語大邱方言の音韻 : アクセントを中心に」, 『言語研究』 66, 

日本言語学会, 1-44. 

橋本萬太郞(1978/90), 『言語類型地理論』, 學古房. 

服部四郎(1935), 「朝鮮語動詞の使役形と受身可能形」, 『藤岡博士功績記念言語

学論文集』, 藤岡, 勝二[編], 東京, 岩波書店. 

服部四郎(1968), 「朝鮮語のアクセント・モーラ・音節」, 『ことばの宇宙』 3(5), 

東京言語研究所ラボ教育センター, 83-90. 

服部四郎(1986), 『アルタイ諸言語の研究』, 東京, 三省堂. 



 

188 

早田輝洋(1999), 『音調のタイポロジー』, 東京, 大修館書店. 

福井玲(1992), 「慶尚南道居昌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 『明海大学外国

語学部論集』 4, 明海大学外国語学部, 15-24. 

福井玲(1998b), 「全羅道光陽市津上面のアクセント」, 『アジア・アフリカ文法研

究』 27,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75-113. 

福井玲(2000), 「朝鮮語諸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 『韓国語アクセント

論叢』, 福井, 玲[編], 東京,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附属文化交

流研究施設東洋諸民族言語文化部門, 1-20. 

福井玲(2012), 『韓国語音韻史の探求』, 東京, 三省堂. 

 
<중국어> 
平山久雄(2005), 「“声调调值变化环流说”的形成和应用过程」, 

『语言学论文集』, 北京, 商务印书馆. 

 
< 어> 
Goldsmith, John (1976), Autosegmental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Gussenhoven, Carlos (2004), The Phonology of Tone and Inton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spelmath, Martin and Sims, Andrea(2010),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 

Routledge. 

Hayata, Teruhiro (1974), Accent in Korean : Synchronic and Diachronic Studies, Gengo 

Kenkyū 66, Nihon Gengo Gakkai, 73-116. 

Kenstowicz, Michael and Sohn, Hyang-Sook (2001), Accentual adaptation in North 

Kyungsang Korean, A life in language, Kenstowicz, Michael (Ed.), Cambridge, 

MIT Press, 239-70. 



 

189 

Kim, Gyung-Ran (1988), The pitch-accent system of the Taegu dialect of Korean with 

emphasis of tone sandhi at the phrasal leve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Lehmann, Winfred Philipp (1962/99), Historical Linguistics : An Introduc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Narahara, Tomiko (1985), The Accentual System of the Kyeongsang Dialect, Harvard 

Studies on Korean Linguistics(1), Kuno, Susumu (Ed.), Seoul, Hanshin, 257-69. 

Ramsey, S. Robert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Seoul, Tower 

Press. 

Ramsey, S. Robert (1986), The Inflecting Stems of Proto-Korean, Language Research 

22(2), Seoul National University Language Research Institute, 183-94. 

Ramsey, S. Robert (1991), Proto-Korean and the Origin of Korean Accent, Studies in 

the Historical Phonology, Shapiro, Michael J and Boltz, William J (Ed.), 215-

38. 

Yip, Moira (2002), Ton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 

문헌자료 
≪訓民正音諺解≫  
―  서강 학교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釋譜詳節≫  
권3(복)  천병식 소장본 (아세아문사 인본, 1985) 
권6, 9  국립도서관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권11(복) 호암미술관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 
권13, 19 국립도서관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권20, 21 호암미술관 소장본 (홍윤표 교수 촬  사진) 
권23, 24 동국 학교 소장본 (동국 학교출판부 칼라 인본, 2009) 
≪龍飛御天歌≫  
권1(복)  서울 학교 규장각 소장본[奎 1846] (규장각 공개 사진) 
권1, 2(복) 세종 왕기념사업회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권3, 4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권5(복)  세종 왕기념사업회 소장본 (『세종학연구』제6호, 1991) 
권6(복)  세종 왕기념사업회 소장본 (『세종학연구』제7호, 1992) 
권7~10(복) 규장각 소장본[奎 1846] (규장각 공개 사진) 
≪月印千江之曲≫  
권上  호암미술관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 
≪月印釋譜≫  
권1, 2  서강 학교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권4(복)  김병구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권7, 8  동국 학교 소장본 (세종 왕기념사업회 인본, 1991) 
권9, 10 김민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 
권11, 12 호암미술관 소장본 (국가문화기록 공개 사진) 
권13, 14 연세 학교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권15  淳昌 龜巖寺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권17, 18 平昌 月精寺 소장본 (국가문화기록 공개 사진) 
권19  가야 학교 소장본 (세종 왕기념사업회 인본, 2008) 
권20  임흥재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 
권21(복)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권21(복) 이건희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 
권22(복) 김종규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 
권23  김종규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 
권25  長興 寶林寺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191 

≪楞嚴經諺解(木版)≫ 
권1～10 동국 학교 소장본 (세종 왕기념사업회 인본, 1996~1998) 
≪法華經諺解≫ 
권1～7 동국 학교 소장본 (세종 왕기념사업회 인본, 2000~2003) 
≪金剛經諺解≫ 
―  불갑사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般若心經≫ 
―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上院寺重創勸善文≫  
―  월정사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禪宗永嘉集≫ 
권上  동국 학교 도서관 소장본 (세종 왕기념사업회 인본, 2007) 
권下(후) 김민  씨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 
≪阿彌陀經諺解(木版)≫ 
―  단양 구인사 소장본 (국가기록유산 공개 사진) 
≪圓覺經諺解≫ 
권上1-1~下3-2 서울 학교 嘉藍文庫 (세종 왕기념사업회 인본, 2002~2008) 
≪救急方諺解≫ 
권上(복) 서울 학교 嘉藍文庫 소장본 (규장각 공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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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7(복)  남 학교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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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上   서울 학교 一簑文庫 소장본 (세종 왕기념사업회 인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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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刊法華經諺解≫ 
권1,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長壽經諺解≫ 
―  구 개인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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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上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 (국립국회도서관 공개 사진) 
≪呂氏鄕約諺解(校書館版)≫ 
―  서울 학교 一石文庫 소장본 (서울 학교 도서관 공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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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8~9(복)  고려 학교 晩松文庫 소장본 (홍문각 인본, 1983) 
권10(복)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디지털 한글박물관 공개 사진) 
≪法集別行錄節要諺解≫ 
―  誠庵文庫 소장본 (『서지학보』22)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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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서울 학교 一簑文庫 소장본 (홍문각 인본,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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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語諺解≫ 
권1~4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 제각 인본, 1976)  
≪大學諺解≫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 제각 인본,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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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14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문화박물관 ( 제각 인본, 1976)  
≪中庸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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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要約 

東南方言声調の地域的分化研究 

 

ソウル大学校大学院 

言語学科 

伊藤貴祥 

 

 

本研究の目的は、韓国語東南方言に地域的分化をもたらした声調変化を

分析することにある。本研究では、変化の発生メカニズムを分析対象とす

る歴史言語学的な観点と、改新波の地理的伝播過程を分析対象とする言語

地理学的な観点の2つから東南方言の声調変化を分析する。研究に必要な資

料は、筆者が現地で直接調査した江陵、寧越、丹陽、盈德、奉化、義城、

慶州、高靈、尙州、梁山、咸安、統營、山淸、南海方言の資料を主とし、

先行研究において公開された資料も補助的に用いる。 

東南方言において起きた声調変化のメカニズムは、音声学的、音韻論的、

形態論的、統語・意味論的メカニズムに分類される。 

音声学的メカニズムに基づく声調変化としては、[ʜʜM0], [ʜːʜM0], [HM1]

の回避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これらが回避される理由は、調音時に比較

的多くのエネルギーを要するためである。 

音韻論的メカニズムに基づく声調変化としては、Pen.型（Penultimate位

置に高調をもつ平声型）への収束と、「尾高型＋仄声型→平声型（高調は先

行成分の 後の音節）」規則の代替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慶北西部、慶南

中西部方言では、中高・尾高型がPen.型に合流した。また、慶南方言では

「否定副詞＋用言」、「疑問詞＋用言」、「体言＋用言」の結合が持つ声調が、

一般的な声調結合規則によって予想される声調型からPen.型に変化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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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南方言においてPen.型が好まれる理由は、Pen.型が音韻論的に無標な声調

型であることに起因する。そして、「尾高型＋仄声型→平声型」規則が避け

られる理由は、結合前にはなかった降下[-HM-]が結合後に生じるという点

において、この規則が音韻論的に不自然であるためだ。このような不規則

性は、中世韓国語式の声調体系が現代東南方言式の声調体系に変わる声調

推移の過程において生じたものである。 

形態論的メカニズムに基づく変化は、類推的水平化と類推的拡大に分け

られる。類推的水平化による変化としては、「서다（立つ）」類（Class4）

用言のパラダイムの水平化があげられる。「서다」類 は「서다（立つ）、사

다（買う）、이자（頭に載せる）、지다（背負う）」を含む用言クラスであり、

東南方言のほぼ全ての方言でパラダイムが部分的に水平化した。また、類

推的拡大に該当する変化としては、尾高型の曲用パラダイムが中高型のパ

ラダイムに合流する現象（江陵、南海、統營山陽）、中高型の曲用パラダイ

ムが去声型のパラダイムに合流する現象（東海、三陟）、「듣다（聞く）」類

（Class7）の活用パラダイムが「먹다（食べる）」類（Class1）のパラダイ

ムに合流する現象（江原道、忠清道、慶北北部・南部・西部、慶南東部）

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類似した2つのパラダイムが合流するときは、所属

語彙の少ないパラダイムが所属語彙の多いパラダイムに合流するか、非水

平的なパラダイムが水平的なパラダイムに合流する場合がほとんどである。 

統語・意味論的メカニズムによる変化としては、同一の文法範疇を表す

声調句が同一の声調を持つようになる類推的変化をあげることができる。

慶南中西部では、全ての「否定副詞＋用言」と「疑問詞＋用言」の声調が

Pen.型に変化した。変化の初期段階では「안＋仄声型の用言」、「頭高型の

疑問詞＋用言」という条件でのみPen.化が起きたが、後に＜否定＞、＜説

明疑問＞という文法範疇に引かれ、全ての「否定副詞＋用言」と「疑問詞

＋用言」がPen.型を持つよう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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声調変化の震源地として も強い影響力を持っていた方言は安東を中心

とする慶北方言である。慶北方言で起こった変化は、洛東江沿いに北は江

陵、南は金海まで広く伝播したが、隣接地域で起きた変化が慶北方言に影

響を与えることは殆どなかった。このような伝播の一方向性は、安東方言

が持っている言語的な威信によるものである。逆に、東南方言において

も孤立的な方言は慶北東海岸方言である。慶北東海岸は太白山脈によって

外部から隔絶されており、外部で生じた変化の影響をほとんど受けず、内

部で生じた変化が外部に伝播しない地域である。 

 

キーワード：東南方言、声調、地域的分化、変化のメカニズム、伝播 

学籍番号：2008-3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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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tonal changes that have caused geographical differentiations in 

Southeastern Korean dialects. Tonal changes are analyzed from two perspectives: the 

mechanisms of tonal change are revealed from an historical linguistic perspective, while the 

geographical dissemination of linguistic innovations is clarified through linguistic-

geographical methods. This study focuses on the tonal data gathered by the author through 

field research in the following geographical locations: Gangneung, Yeong-weol, Danyang, 

Yeongdeok, Bonghwa, Uiseong, Gyeongju, Goryeong, Sangju, Yangsan, Haman, Tong-

yeong, Sancheong and Namhae. In addition, data from previous studies is used to supplement 

the author’s primary data set.  

The mechanisms of tonal change in Southeastern Korean are classified as follows: 1) 

Phonetic, 2) Phonological, 3) Morphological and 4) Syntactic/Semantic. 

The phonetic mechanism can be seen in the avoidance of the tonal patterns (hereafter 

abbreviated TP) [ʜʜM0], [ʜːʜM0] and [HM1]. These tonal patterns are avoided because they 

are relatively difficult to articulate. 

The phonological mechanism can be seen in the following two types of changes: the 

convergence observed for the Penultimate TP (Level tonal pattern where the penultimate 

syllable has a high pitch) and the circumvention of the "Ultimate plus Oblique rule." 

There are two types of convergence for the Penultimate TP. First, Non-initial TP (Level 

tonal pattern where a high pitch is found on any non-initial syllable) can be shown to have 

merged into Penultimate TP in the western area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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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area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Second,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the 

constructions of ‘negative adverb + verb/adjective’, ‘interrogative adverb + verb/adjective’ 

and ‘noun + verb/adjective’ display Penultimate TP, rather than the TP which we might 

predict based on general tonal combination rules. Southeastern Korean prefers Penultimate 

TP because it is phonologically unmarked. 

In the "Ultimate plus Oblique rule," a Level tonal pattern with a high pitch on the 

ultimate syllable (Ultimate TP) followed by an Oblique tonal pattern (Oblique TP) would 

result in a Level TP with a high pitch on the last syllable of the first morpheme. The "Ultimate 

plus Oblique rule" is supplanted by other rules because it is phonologically unnatural (due to 

its producing of a new falling of pitch [-HM-] in the output which does not exist in the inputs). 

The morphological mechanism effects tonal changes through analogical leveling and 

analogical extension. The leveling of the paradigm of seoda(to stand)-type (Class4) verbs is 

a sort of analogical leveling. This class includes the verbs seoda(to stand), sada(to buy), 

ida(to carry on the head) and jida(to carry on the back). These verbs are seen to have 

undergone analogical leveling in most of Gyeongsang dialects. Further, there are three 

examples of analogical extension. First, the declensional paradigm of nouns with Ultimate 

TP merged into the paradigm of nouns with Non-initial-non-ultimate TP in Gangneung, 

Namhae and Tong-yeong Sanyang dialects. Second, the paradigm of nouns with Non-initial-

non-ultimate TP merged into the paradigm of nouns with Departing TP in Donghae and 

Samcheok. Third, the conjugational paradigm of deutda(to hear)-type verbs/adjectives 

merged into the paradigm of meokda(to eat)-type verbs/adjectives in both Gangwon province 

and Chungcheong province, as well as in the northern, southern and western areas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the eastern part of South Gyeongsang province. In most cases, 

when two similar paradigms coexist, that with the fewer number of lexical items tends to 

merge into that with the greater, while non-level paradigms tend to merge into level 

paradigms. 

The syntactic/semantic mechanism effects analogical change in unifying the tonal 

patterns of tonal phrases which belong to the same grammatical category. In central and 

western South Gyeongsang province, all constructions of ‘Negative Adverb + Verb/Adjective’ 

and ‘Interrogative Adverb + Verb/Adjective’ have Penultimate TP. In the early stages of this 

change, Penultimate TP occurs only within the context of ‘an + Verb/Adjective with Oblique 

TP’ or ‘Interrogative Adverb with Initial TP + Verb/Adjective’. Later, all ‘Negative Adverb 



199 

+ Verb/Adjective’ and ‘Interrogative Adverb + Verb/Adjective’ acquired Penultimate TP due 

to their grammatical categories. 

The dialects of northern North Gyeongsang province, where the central city is Andong, 

have been the most influential as an origin point for tonal changes. Changes that initially 

occurred in northern North Gyeongsang province spread along the route of the Nakdong 

River, stretching northward to Gangneung and southward to Gimhae. However, changes that 

occurred in neighboring areas did not spread as easily into northern North Gyeongsang 

province. This unidirectionality of diffusion can be understood as stemming from the 

linguistic prestige of the Andong dialect. Meanwhile, the most isolated dialects are the 

eastern coastal dialects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Due to geographical isolation 

resulting from the position of the Taebaek mountain range, these dialects were seldom 

influenced by external changes, while internal changes had little opportunity to diffuse 

beyond the immediate area.  

 

Keywords: Southeastern Korean dialects, tone, geographical differentiation, mechanism of 

change, diffusion 

Student Number: 2008-3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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