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평북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연구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윤 매 령

<국문초록>

평북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연구
윤매령

본고에서는 중국 길림성 통화지역 집안현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평북 초산지역
이주민들의 발화를 통해 평북 초산 지역어에 나타나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장에서는 조사지역과 제보자에 관한
정보를 적었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할 불규칙 활용의 개념과 기저형의 설정 방법을 살펴보
았다. 본고에서 말하는 불규칙 활용이란 한 어사의 활용형에서 두 개 이상의 이형태
가 나타나고 이 두 이형태가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이 두 이형태
를 모두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저형의 설정 방법은 분절음 층
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저형 설정 기준과 최명옥(2008)에 제시된 기준을 따르
기로 하였다.
3장에서는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어의 음운목록과 특성, 음운현상, 그리고
본고 내용과 관련되는 이 지역어의 어미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자음목록은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ㅆ, ㅎ, ㅇ, ㆆ, ㅈ, ㅉ, ㅊ, ㅁ, ㄴ, ㄹ’ 등 20개로
나타났고 모음목록은 ‘이, 에, 애, 으, 어, 아, 우, 오, 위’와 같은 9개의 단순모음이
확인되었다.
4장에서는 이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다루었는데 이 지역어에는 ‘굵/굴구
-’(굵다)류, ‘걷/-’(걷다)류, ‘허/헤-’(허다)류, ‘많/마네-’(많다)류, ‘겉/거테-’(겉
다)류, ‘낟/나으-’(낫다)류, ‘잡숟/잡수-’(잡숫다)류, ‘덥/더우-’(덥다)류, ‘모르/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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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다)류, ‘다릏/달르-’(다릏다)류, ‘뛰/뛔-’(뛰다)류, ‘푸/퍼-’(푸다)류 등 12가
지 불규칙이 있다. 이 중 표준어에는 없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있는 불규칙 활용은
‘굵/굴구-’(굵다)류, ‘많/마네-’(많다)류, ‘겉/거테-’(겉다)류, ‘잡숟/잡수-’(잡숫다)
류, ‘다릏/달르-’(다릏다)류, ‘뛰/뛔-’(뛰다)류 등이다. 표준어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러한 불규칙 활용을 찾아낸 것은 본고의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장의 결론 부분은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였다. 그리고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
의 종류를 언급하였으며 표준어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초산, 지역어, 불규칙 활용, 복수 기저형, 교체, 음운규칙, 어간, 어미

학번: 2010-2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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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적
언어의 변화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언
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다
른 언어를 그 언어의 지역 방언이라 부른다. 물론 이 지역 방언들은 같은 언어에 속
하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도 가진다.
평안도 방언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역어만의 음운적, 문법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 표준어, 혹은 중앙어와 공통점을 많이 가지면서도 나름 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평안도 방언의 한
하위 방언이라 할 수 있는 초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용언의 불규칙 활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 지역에 가서 직접 방언 조사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본고에서는 중국 길림성 통화지역 집안현으로1) 이주해 살고 있는 평북 초산지역 이
주민들의 발화를 통해 평북 초산 지역어에 나타나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2)양상을 살
펴 볼 것이다.
북한에서 방언을 모두 ‘문화어’로 통일하려는 강력한 언어정책을 펴고 있어서 ‘전
통적인 방언’이 급속도로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한국 위성방송이 대부분 들어와 있고 또 9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방언을 고수하여 쓰는 사람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따라
서 이 지역의 방언을 수집, 정리하는 일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중국의 행정지역 명칭 ‘성(省), 시(市), 현(縣)’은 한국의 ‘도, 시, 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2) ‘불규칙 활용’을 ‘변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불규칙 활용’이란 용어를 사
용하며 인용할 경우에 한해서 ‘변칙’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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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평북 방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음운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형
태론과 통사론 분야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방언의 형태론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음운론적 고찰, 어휘론적 고찰과 더불어 특정 방언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형태론적 연구의
일부인 불규칙 활용 양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한 업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불규
칙 활용에 대한 업적으로 일찍이 알려진 평안방언의 ‘듣다’의 규칙 활용에 대한 연
구가 있고 표제어에 ‘불규칙동사’의 유형을 표기해 준 김이협(1981)이 있다. 하지만
방언사전인 김이협(1981)에서는 해당 표제어가 사용되는 지역들이 명확하게 제시되
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 사전에 실려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느 한 특정 지
역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각 방언은 중앙어, 혹은 다른 방언과 차이점을 가짐과 동시에 공통점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방언의 특정 현상에 대한 언급3)에서 해당 방언의 특징적인 측
면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공통되는 부분도 밝혀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산 지역어를 대상으로 이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초산 지역역어의 불
규칙 활용이 표준어와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며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사 개관
방언에 있어서의 불규칙 활용을 다룬 업적으로는 이익섭(1972), 박명순(1986),
최명옥(1980, 1982, 1988, 1993, 2006), 조항근(1986), 곽충구(1994), 곽충구
(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익섭(1972)는 강릉 방언의 형태음소적 교체를 면밀히 검토하여 중앙어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교체의 예들을 제시하였고, 박명순(1986)은 거창지역어에 있어서의
3) 특정 방언의 불규칙 활용의 특징을 연구하는 논저는 이익섭(1972), 박명순(1986), 최명옥
(1980, 1982, 1988, 1993, 2006), 조항근(1986), 곽충구(1994), 곽충구(2000) 등과 같이 꾸
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한 방언의 불규칙 활용 전체를 살펴보는 논저는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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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불규칙 활용의 예들을 검토하고 있다. 최명옥(1980)은 경북 동해안 방언의 음운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중의 일부로 불규칙 활용의 예도 함께 다루었고,
최명옥(1982)는 월성지역어의 전반 음운체계를 검토하면서 그 중의 일부로 불규칙
활용의 예들도 함께 다루었다. 최명옥(2006c)에서는 최명옥(2006a)에서 제시하고
최명옥(2006b)에서 실제로 적용해본 결과 수정이 필요한 기준을 수정하여 형태론에
서 주요 과제가 되는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설정 방법에 대하여 다시 객관적인 기
준을 제시하였으며 경주지역어의 어간말 형태음소를 기준으로 한 활용 어간 형태소
와 곡용어간 형태소의 유형별 설정에 대하여 논하였다. 조항근(1986)은 청원지역어
의 음운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그 중의 일부로 불규칙 활용의 예들도 다루
고 있다. 곽충구(1994)는 20세기 초 러시아의 kazan에서 간행된 문헌 자료를 바탕
으로 함북 육진 방언의 음운체계를 다루면서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일군의 어사
들의 교체 어간들을 제시하고 교체 유형과 기제를 밝히고 규칙화하였다. 이 외에도
개별방언의

음운체계를

다루면서

불규칙

활용을

부분적으로

다룬

것으로

Ramsey(1978), 이기동(1987)(함남 北淸方言), 권병로(1988)(무주지역어), 김광웅
(1988)(제주도 지역어), 정철(1988)(경북 의성방언) 등이 있다.
평안방언에 대한 광복 이전의 연구는 일본인 학자 小倉進平과 河野六郞에 의해
이루어졌다. 小倉進平(1929)은4) 평안도 각 지역의 방언 특징을 음운·어법·어휘로
?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어법’부분에서 ‘쪼-’는 ‘[ ʧo-a]’로 실현되고 ‘춥-, 맵-, 굽-’
과 같은 ‘ㅂ’ 말음 어간은 평안남북도에서는 모두 ‘w’나 모음으로 실현된다고 하였
다. 小倉進平(1940)는 ‘·’, 어중자음, 이중모음의 변화 등 통시적 관점을 취하여 한
국어 방언 구획을 시도하였고, 河野六郞(1945)은 기왕의 조사 자료와 수집한 자료
를 이용하여 ‘·’, ‘ㅿ’, ‘어중-g-의 소실’, ‘복합모음’과 같은 한국어 음운사의 주요
문제를 논의하면서 방언구획을 시도하였다.
광복 이후 본격적인 방언학 논저로는 북한의 한영순(1956a, b)과 남한의 김영배

4) 1928년10월11일~10월30일까지 1차조사를 마치고 1928년12월17일~26일에 걸쳐 2차조사를
진행하였다. 평안남북도 방언의 분포 상태를 대체로 명확히 할 수 있었지만 교통이 불편한
평안북도의 창성, 벽동, 초산, 위원 등 압록강에 접해 있는 지방과 평안남도의 덕천, 영원
지방을 답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小倉進平1929: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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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1997), 최명옥(1985a, b, 1986, 1987) 등이 대표적이다. 한영순(1956a, b)
에서는 평안북도 의주·피현 지역의 방언을 조사 연구하였는데 비교적 정밀한 음성전
사를 통해서 조사 지역 방언의 ‘어음론적 특성’ 을 밝히고 있다. 김영배(1973)은 중
앙어에서 ㄷ불규칙에 속하는 ‘듣다’라는 어사가 평안방언에서는 규칙활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김영배(1997)는 1968년부터 연구한 업적을 집대성한 평안방언
연구 자료집으로 이 지역어의 음운현상 및 음운과 문법 특징 등을 밝혔다. 최명옥
(1985a. b, 1986, 1987)은 19세기 말엽의 이 지역어가 반영됐다고 보는 Corean

Primer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 지역어의 통시 음운론적 연구이다. 최명옥의 일련의
글에서는 평북 의주지역어로 규정하고 그 사용 지점을 한정해서 논지를 전개했다.
이 밖의 최임식(1984)은 Corean Primer를 대상으로 한 이 지역어의 통시적 연구로
는 첫 시도이다.
중국 조선족의 방언에 대한 조사 연구는 1981년과 1982년에 조사하여 보고한 선
덕오 외<조선어방언조사보고>(1990)가 있으며 또 1982년 7~11월에 조사하여 보
고한 <중국조선어실태조사보고>(1985)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김병제의
《방언사전》(1980)과 최학근의 《한국방언사전》(1978)을 참고하여 집대성한 리
운규, 심의섭, 안운의 <조선어방언사전>(1992)이 있다.
원평북방언에
2003),

대한

정인호(2003),

본격적인

연구로는

정인호(2004),

신홍예(1997),

한성우(2003),

이병근·정인호(1999,

최명옥(2006b),

오영순

(2006), 이금화(2007) 등이 있다.
신홍예(1997)는 심양 인근의 반산 지역에 거주하는 평북 자성군, 평북 철산군 출
신 화자를 대상으로 한 음운론적 연구이다.
이병근·정인호(1999)는 요녕성 심양시 만융촌에서 조사 수집한 방언형들을 통시
음운론적 측면에서 모음론·자음론·운소론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병근·정인호(2003)는 심양 조선어의 음절말 어미와 종결어미의 형태·통사적 문
법 특징과 ‘ㅸ, ㅇ, ㅿ’ 의 세 유성마찰음에 초점을 맞추어 이 지역과 전남 화순 지
역어에서 어떠한 음운 대응 양상을 보이는지 고찰하였다. 정인호(2004)는 앞의 두
연구를 집대성한 것으로 두 지역어의 공시 음운론적 대조 연구를 토대로 두 지역어
의 음운변화와 양상에 대한 통시 음운론적 대조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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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우(2003)는 요녕성 단동 지역에 거주하는 의주 지역 출신 화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자료와 19세기 후기 이 지역어가 충실히 반영된 문헌인 Corean

Primer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역어의 음운체계와 형태소 내부, 파생과 합성어, 곡용
과 활용에서의 음운현상에 대해 두 시기 모두에 걸쳐 기술하고 비교하여 그 변화
양상을 고찰하였다.
최명옥(2006b)에서는 2004년 7월 30일에서 8월 15일까지 중국 길림성 반석시의
집선촌에서 직접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 평안북도 운전지역어의 활용 어간을
공시형태론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최명옥(2006a)에 제시된 형태소 설정기준을 실
제 언어자료에 적용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운전지역어가 가진 활용 어
간의 전체 유형을 밝혔으며 이 지역어 활용 어간의 어간말 형태음소목록을 밝혔다.
오영순(2006)에서는 요녕성 신빈현 지역에 거주하는 평북 강계, 정주, 선천, 초산
지역 출신 화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신빈 지역 방언의 공시적
음운 체계를 정립하고 음운 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운현상, 그리고 통시적인 음
운변화를 기술하였다. 이금화(2007)에서는 평양지역어의 어간과 어미의 기저형을
밝히고 공시적 음운현상을 분석·기술하였다.
정의향(2008)에서는 중국 요녕성 撫順市 順城區 前甸朝鮮族村에 이주해 온 평북
철산 지역 이주민의 발화를 통해 이 지역어 어미의 기저형을 설정하였으며 그 목록
이 본고의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어미 목록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김홍실(2009)에서는 중국 길림성 유하현 강가점지역에 이주해 온 평북 초산지역
이주민들의 발화를 통해 평북 초산지역어에 나타나는 종결어미의 형태를 설정하고
이 지역어의 종결어미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상과 같이 평북방언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음운현상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의 일부로 불규칙 활용의 예들을 제시한 정도였으므로 이 지역어의 불규칙 활
용 양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한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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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대상 및 자료

본고의 연구대상은 중국 길림성 환인현 와니전자촌의 방언이다. 이 지역사람들은
대부분 초산군5)에서 온 이주민들이며 조선족만 모여 사는 마을이다. 이주 전 고향
에 따라 그리고 이주 후 산재지역의 출신 지역 비율에 따라 본래 출신 지역어의 모
습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조선족
의 조선어는 현대한국어의 모습이 아닌 상당히 보수적인 옛날 한국어의 모습을 관
찰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와니전자촌의 지역어 조사를 통하여 원평북
초산군의 지역어를 엿볼 수 있다는 면에서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필자가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에 걸쳐 수집한 것이다. 음성자료는 주로 주제보자와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조사하고자 하는 어사와 관련된 화제로 발화를 유도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어형이
나타날 경우 부제보자에게 개별항목을 확인하여 고형을 판단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
행하였다. 주제보자가 마침 2012년 4월에 한국에 나와서 조사에 큰 편의를 가져다
주었기에 조사 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보충 및 확인조사를
수시로 반복하여 할 수 있었다.
주제보자는 필자의 외할머니(학력:初等)이어서 조사하는데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셈이다. 실제로 제보자를 구할 때 친지인 경우 일부러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또 훨씬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서 더욱 좋은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경계심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욱 자연스러운 자연발화를
들을 수 있었다. 주제보자는 텔레비전을 보기 좋아하지 않아서 외부환경으로부터 언
어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었다고 판단되었다.
주제보자는 북한 초산군의 화자가 많이 모여 살기로 잘 알려진 중국 길림성 집안
시(예전에는 통화시에 속한 한 개의 縣이었음)에서 태어났다. 시집을 가면서 40대
까지 원 평북방언 화자들이 모여 사는 와니전자촌에서 생활하다가 길림성 구태시
기타목현으로 여러 가구의 친척들과 함께 이사를 하였다. 이미 언어형성기6)를 훨씬
5) 이 지역사람들은 초산군에서 이주 해 온 사람들을 ‘초산골’에서 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
으며 고향이 초산이라는 의식이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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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났으며 그 동네 사람들도 거의 평북화자출신이고(한 가구만 함북출신) 주로 친척
들과 교류하였다. 또한 성격상 제보자는 주로 혼자서 다니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원
평북어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평북방언의 많은
고형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제보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예를 들면, 평
안방언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알려진 구개음화시키지 않는 어형들도 거의 고수하고
있었으며, 주격조사로는 표준어의 ‘이/가’에 대하여 ‘이/레’를, 속격조사 ‘의’에 대응해
서는 ‘에’를, 공동격조사 ‘와/과’에 대하여 음운론적 조건에 상관없이 ‘과’만 사용하고
있어서 평북 방언의 특징을 잘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부제보자는 주제보자의 아들인 김현걸 씨인데 조선족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말은 어렸을 때 하던 평안도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표준어 문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한국어 문법을 거의 몰랐다. 비록 나이는 40대 후반이지만 표준어문법을 접
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어휘와 조사의
사용도 거의 주제보자와 같았음). 또한 주관이 뚜렷하여 방언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전혀 차별감을 느끼지 않고 있어서 예전에 사용하고 있던 말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두 가지 어형이 나타났을 경우 그 어휘의 사용변화에 대하여도 정확하
게 기억하고 있어 고형을 식별해 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5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연구사를 살펴보고 조사지역·제보자 정보 등 조사 자료에
대하여 언급한다. 2장에서는 불규칙 활용의 개념과 기저형의 설정 방법에 대하여 논
한다. 3장에서는 조사지역의 음운목록 및 특징을 밝히며,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
6) 언어학자들은 뇌의 신경세포가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게 완전한 구조가 되는 시기
를 대개 7세 무렵으로 보고들 있다. 그리고 12~13세가 되면 음성기관은 쉽사리 변경하기
어려운 습관을 가지게 되며, 각 개인마다 제 나름대로의 음운체계가 확립되고, 문법체계도
대개 고정되며 평상시의 기본어휘의 대부분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를 언어형성기라 부른다
(김영배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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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고와 관련되는 자음어미, ‘아’계 어미, ‘으’계 어미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평북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유형별로 다룬다. 5장은 결론으로서 본고의 내용
을 간략하게 요약한 다음, 이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과 표준어에서의 불규칙 활
용 유형을 비교한 목록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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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규칙 활용의 개념과 기저형의 설정 방법
본고는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규칙 활용에
는 어간 때문에 나타나는 불규칙 활용과 어미 때문에 나나타는 불규칙 활용이 있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용언 어간 때문에 나타나는 불규칙 활용을 다루기로 한다. 그
런데 어떤 것이 규칙 활용이고 어떤 것이 불규칙 활용인지를 판단하려면 불규칙 활
용의 개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먼저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
자 한다. 한편 생성음운론적인 관점에서는 어간의 기저형이 단일하게 설정되느냐 복
수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결정되므로 기저형의 설정방
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2.1. 불규칙 활용의 개념

어떤 것이 규칙 활용이고 어떤 것이 불규칙 활용인지를 판단하려면 불규칙 활용
의 개념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한국어학내에서 활용상에서의 불규칙을 어떻게 이
해해 왔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문법적인 한국어연구에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첫째
어간과 어미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변화를 입느냐, 둘째 변화를 입는다면 어
떤 성격의 변화를 입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은 그리 타당한 것
도 아니었고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어간이나 어
미가 변화를 입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며 ‘놀-+-는 →노는’
은 불규칙 활용으로 보면서(어간말 ‘ㄹ’탈락) 왜 ‘없-+-고 →업꼬’는 불규칙 활용
으로 보지 않는지(어간말 ‘ㅅ’탈락)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학에 기술언어학이 도입되면서는 형태소의 이형태교체를 기준으로 규칙과
불규칙을 규정하려고 하였다. 대체로 교체의 유형 중에서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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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를 규칙, 불규칙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다. 즉 어간과 어미가
모두 자동적 교체를 보이면 규칙활용이고 어간과 어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비자동
적 교체를 보이면 불규칙 활용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불규칙의 개념 정의는 한정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받아
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대시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규칙,
불규칙의 문제를 자동적 교체, 비자동적 교체와 관련시키면 자동적 교체의 폭이 매
우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용언 어간말음 ‘ㅎ’은 모음어미와
통합될 때 규칙적으로 탈락하는데(좋으니 →조으니, 낳아 →나아), 이 경우 ‘ㅎ’이
탈락하지 않으면 한국어의 음운패턴이 깨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적 교체
는 아니다. 자동적 교체가 아니라면 이것은 불규칙 활용이다. 그러나 불규칙으로 보
기에는 ‘ㅎ’의 탈락이 너무나 규칙적이다. 따라서 규칙, 불규칙을 자동적 교체와 비
자동적 교체에 관련시키는 것은 그리 타당한 태도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 교체의 유형 중의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를 활용에서의 규칙, 불규
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서 불규칙 활용을 검토해 본 경우가 있다(송철의
2005). 거기에서는 불규칙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어간이나 어미 중 어느 한
쪽으라도 불규칙적 교체를 보이면 불규칙인데, 여기서 불규칙적 교체란 형태론적 조
건에 의한 교체이거나 또는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이되 이형태들의 관계가 공
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교체를 말한다.
그런데 기술언어학 시대에는 앞에서와 같이 형태소의 이형태 교체를 기준으로 불
규칙을 규정해 왔지만 생성문법, 그 중에서도 생성음운론에서는 불규칙 활용의 개념
이 달라졌다. 생성음운론에서는 형태론적 조건에 의한 교체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
직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교체만이 인정된다. 기술문법에서 형태론
적 조건에 의한 교체라고 했던 것들은 기저이형태로 설정된다. 그리하여 소위 불규
칙 활용을 하는 용언 어간들은 기저형이 복수로 설정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은
어간이 복수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용언들의 활용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이 지역어에서 ‘ㄹㄱ’ 말음을 가진 대부분의 용언은 규칙 활용을 하지만 ‘굵
다’는 불규칙 활용을 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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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늘꾸(늙-구), 늘떠니(늙-더니) (자음어미 앞)
늘거두(늙-어두), 늘걷따(늙-엇다)(‘아’계 어미 앞)
늘그문(늙-으문), 늘그니끼니(늙-으니끼니) (‘으’계 어미 앞)

b. 굴꾸(굵-구), 굴떠니(굵-더니) (자음어미 앞)
굴궈두(굴구-어두), 굴궏따(굴구-엇다) (‘아’계 어미 앞)
굴구문(굴구-으문), 굴구니끼니(굴구-으니끼니) (‘으’계 어미 앞)

(a)는 이 지역어에서 규칙 활용을 하는 예이고 (b)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예이다.
(a)의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서 어간이 ‘늙-’으로 분석되어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기저형을 /늙-/으로 단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늙-’은 규칙 활용
을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b)의 경우에는 자음어미와 결합한 활용형들로부터는
‘굵-’이, ‘아’계 및 ‘으’계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들로부터는 ‘굴구-’가 분석되어 나온
다. 그런데 이들 두 이형태의 관계는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를 기저형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 즉 복수기저형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생성음운론의 태도를 받아들여 어간의 기저형을 복수로 설정
해야 하는 경우들을 불규칙 활용의 예라 보고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그리하
여 다음 절에서는 기저형의 설정 방법을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2.2. 기저형의 설정 방법
기저형의 설정에 있어서 분절음 층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저형 설정 기준과
최명옥(2008)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기저형을 설정한다.
먼저 최명옥(2008: 42-52)에는 어간 형태소의 일반 기준과 세부 기준이 제시되
어 있다. 일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어떤 음운론적 환경에서도 변화가 없
는 것은 그 자체를 형태소로 본다는 것과, 음운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으면 잠정 형

- 11 -

태소를 설정하고, 모든 이형태를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형태소를
선정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공시적인 음운규칙에 의하여 잠정 형태소들의 어간
말 음소를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음소를 설정할 수 없다면 그 둘을 모두 어간말
음소로 인정해야 한다. 가령 ‘둥글허-/둥글헤-’가 그 예이다.

a. 둥글허구(둥글허-구), 둥글허더니(둥글허-더니), 둥글허문(둥글허-으문)
b. 둥글헤서(둥글허-어서), 둥글헫따(둥글허-엇다)
c. 먹어서(먹-어서, 食), 먹얻따(먹-엇다)

a에서는 기저형 ‘둥글허-’를 추출해낼 수 있고,

b에서는 기저형 ‘둥글헤-’를 추

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c와 같이 이 지역어에 ‘어’말음 어간이 ‘에’로 변하는 음운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둥글허다’의 활용형에서 추출해 낸 ‘둥글허’와 ‘둥글헤
-’의 어느 한 쪽을 기저형으로 설정하여도 이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는
다른 하나를 도출해낼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둥글허-’와 ‘둥글헤-’를 모두 기저
형으로 인정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형태소를 결정할 수 없을 때 세부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한국어의 다른 방언에서 단일화된 이형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기저형으로
설정한다. 가령 ‘걷다(步)’가 그 예이다.

a. 파묵꾸(파묻-구), 파묻떠니니(파묻-더니) (자음어미 앞)
파무더두(파묻-어두), 파무덛따(파묻-엇다)(‘아’계 어미 앞)
파무드문(파묻-으문), 파무드니끼니(파묻-으니끼니) (‘으’계 어미 앞)

b. 걱꾸(걷-구), 걷떠니(걷-더니) (자음어미 앞)
걸어두(걷-어두), 걸얻따(걷-엇다) (‘아’계 어미 앞)
거르문(걷-으문), 걸으니끼니(걷-으니끼니) (‘으’계 어미 앞)

이 지역어에서 ‘걷다(步)’는 위와 같이 규칙활용을 하는 ‘파묻다’에 비해 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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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양상을 보인다. 자음어미와 결합할 경우 ‘걷-’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아’계 어
미,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는 ‘-’ 또는 ‘거르-’중 어느 것으로 설정해도 b와 같
은 음성형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세부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걷-(步)’은
경상북도의 동북부 지역어와 함경남도 지역어에서 /-/로 단일화되었으므로 ‘걷-’
의 기저형은 ‘걷/-’로 되어야 한다. 즉 한 형태소의 두 이형태 중에 하나를 결정
할 때, 단일화한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기저형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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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산 지역어의 음운론과 형태론 개관
이 장에서는 이 지역어의 음소목록과 공시적인 음운현상, 그리고 활용 어미에 대
하여 간략하게 기술하기로 한다. 본고는 초산 지역어의 음운론이나 형태론 전반을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고 불규칙 활용을 기술하려는 것이므로 이 장에서는 불규칙
활용의 기술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만 음운론 및 형태론적 사실들을 언급하려 한
다.

3.1. 음소목록 및 음운특징
이 지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음은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ㅅ, ㅆ,
ㅎ, ㅇ, ㆆ, ㅈ, ㅉ, ㅊ, ㅁ, ㄴ, ㄹ’ 등 20개로 나타났다.
‘ㆆ’은 조사 자료에서 ‘들꾸(듣-구), 길꾸(긷-구), 걸꾸(걷-구)와 같이 소위 ‘ㄷ’
불규칙 활용 어간에서 나타났다. 이 지역어에서 ‘싣다, 신는다, 식꾸, 싣떠라, 시러
서, 시르니까’와 같이 활용하는 ‘싣다’의 어간 교체형 중에서 자음어미와 통합한 교
체형이 가지는 어간말 자음 [ㄷ, ㄴ, ㄱ]은 와 '아'계 어미와 통합한 교체형이 가지
는 어간말 유음 /ㄹ/는 어느 하나의 기저음소에서 도출된다는 것을 합당하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활용을 보이는 어간은 /X{ㄷ-ㄹㆆ}-/로 복수기저형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ㆆ/는 음운목록 중 유일하게 표면에 실현되지 않는 분절임
이기도 하다.
이 지역어는 ‘이, 에, 애, 으, 어, 아, 우, 오, 위7)(위생, 귀여워, 뒤(後), 쉬다(休
息))’와 같은 9개의 단순모음을 가지고 있다. 서북방언의 단순모음은 일반적으로
7) 한성우(2003)에서는 의주방언에서 ‘위’는 [wi], [ü], [uy] 세 가지 발음으로 나타났지만 초산
지역어에서는 모두 단모음만 확인되었다. 곽충구(2003:62)에서 ‘위’는 앞 자음이 무엇인가에
따라 단모음 또는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며, 동일 화자의 발화에서도 발화 환경 또는 ‘위’ 의
위치에 따라 음성적으로 [ü], [ɥi], [wi], [uy]로 실현되어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고 언급하였
다. 특히 중부·서북방언권에서 그러한 변이가 심하여 동일 지역어의 모음 음소 목록이 조사
자마다 다른 것은 그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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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위’를 제외한 ‘이, 에, 애, 으, 어, 아, 우, 오’ 8개라고 보고 있다(한영순
1956a:66-67, 김영배 1992). 중부방언에서 단순모음으로 분류되는 ‘외’는 초산 지
역어에서 이중모음 [wɛ]로 발음된다.
이 지역어에서는 y계 상향이중모음 ‘유, 예, 여, 요(요즘), 야’와 w계 상향이중모
음 ‘웨, 워（둔눠), 왜(돼:다 -成), 와(와기(上衣), 과도(過度))’가 확인되었다.
본고에서 기술할 이 지역어의 현상과 관련된 음운 특성은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표준어의 단모음 /ㅚ/가 평안방언에는 없고, 이중모음 [wɛ]로 대응된다.

되다(成) - 돼:다

대회 - 대홰

쇠다 - 쇄:다

(2) 표준어의 이중모음인 ‘ㅢ’가 없고 [ɯ], 또는 [i]로, 관형격의 ‘-의’는 [e]로 대응
된다.

의사(醫師) - 으:사

의논(議論) - 으논

의주 - 으:주

회의(會議) - 홰:이

의문(疑問) - 이문

의부(義父)- 이붇아바지

언니의(손) - 언니에

씌우다 - 씨우다

(3) 이 지역어에서는 공시적인 ‘ㄷ·ㄱ·ㅎ’ 구개음화 현상이나 통시적인 ㄷ구개음화 현
상도 없으며, 어두에서도 모음 [i·y] 앞에서 /ㄴ·ㄷ·ㄸ·ㅌ/이 탈락되거나 구개음화
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마(額) - 니마 영:감 - 넝:감

유:월 - 누:월

찌다(蒸) - 띠다

치다 - 티다

좋:다 - 돟:다

양켠-낭컨, 모양-모낭

저:기 - 더:기

(4) 이 지역어에서는 장음은 아래와 같이 1음절에서만 나타나고 2음절이상의 어간에
서는 장음이 변별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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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다(立): 세:서(세- + -어서), 세:두(세- + -어두)
베:다(斬): 베:서(베- + -어서), 베:두(베:- + -어두)

3.2. 음운 현상
공시적인 음운 현상은 이 논문의 논의와 관련 있는 것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내용은 교체, 첨가, 탈락의 순으로 제시하며, 자음동화(비음화, 유음화, 연구개음
화), 완전순행동화, 경음화, 모음조화, 원순음화, 활음화(‘이, 오, 우’의 활음화), 자음
군단순화, ㅎ-탈락, ‘으’탈락 등이 있다.

【1】자음동화
초산 지역어 활용에서의 비음화와 연구개음화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표준한국어
의 그것과 양상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비음화는 비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의 폐쇄음은 같은 조음위치의 비음으로 바뀐
다.

예: 낭는다(낚- + -는다, 釣), 민는다(믿- + -는다, 信),
감는다(갚- + -는다, 償), 난는다(낫- + -는다, 癒)

이 지역어의 활용에서 ‘ㄹㄴ’의 연쇄가 형성되어 유음화가 일어나는 순행적 유음
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 끓다(沸) : 끌른다(끓- + -는다)

cf. 끌쿠(끓- + ㅡ구)

늙다(老) : 늘른다(늙- + -는다)

cf. 늘거서(늙- + -어서)

긁다(搔) : 글른다(긁- + -는다)

cf. 글거서(긁- + -어서)

앓다(病) : 알른다(앓- + -는다)

cf. 알쿠(앓- + -구)

그러나 아래의 예문과 같이 ‘ㄹ’과 ‘ㄴ’이 직접 결합할 때는 유음화가 아닌 유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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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이 일어난다.
예: 사는(살- + -는, 生), 아는(알- + -는, 知)

연구개음화는 한국어의 빠른 발화나 비격식체에서 나타나는 위치동화이다. 초산
지역어의 활용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개음화의 예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싱꾸(신- + -구, 履), 믹꾸(믿- + -구, 信), 낭꾸(남- + -구, 餘),
녹꾸(높- + -구, 高), 직꾸(짓- + -구, 作)

【2】 경음화
초산 지역어에서 경음화는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와 용언어간말음 ‘ㄴ, ㅁ’ 뒤에
서의 경음화 두 가지가 있다.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는 모든 환경에서 확인되며 거
의 필수적이다. 용언어간말음 ‘ㄴ, ㅁ’ 뒤에서의 경음화는 ‘ㄴ, ㅁ’ 말음 어간에 평음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될 때 나타나는데 이것도 거의 필수적이다.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
예:

먹꾸(먹-+-구), 잡꾸(잡- + -구), 받떠라(받-+-더라)

용언어간말음 ‘ㄴ, ㅁ’ 뒤에서의 경음화
예: 신띠(신- + -디), 남띠(남- + -디) cf. 간다(가- + -은다)

【3】 모음조화
모음조화는 같은 부류의 모음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음운 현상이다. 현대한국어의
모음조화는 이미 그 세력이 약해진데 비해 초산 지역어에서는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아래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아’ 말음 어간: 가서, 가두, 가더라(가-, 去), 밝아서, 밝아두, 발떠라(밝-, 明)
‘어’ 말음 어간: 헤서, 헤두, 허더라(허-, 作), 먹어서, 먹어두, 먹떠라(먹-, 食)
‘오’ 말음 어간: 와서, 와두, 오더라(오-, 來), 높아서, 높아두, 높더라(높-, 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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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음 어간: 테:서, 테:두, 티더라(티-, 打), 싳어서, 싳어두, 싳더라(싳-, 洗)
‘애’ 말음 어간: 채서, 채두, 채더라(채-, 盜), 뱉어서, 뱉어두, 뱉더라(뱉-, 唾)
‘에’ 말음 어간: 헤:서, 헤:두, 헤:더라(헤:-, 點燈), 세:서, 세:두, 세:더라(세-, 立),
‘으’ 말음 어간: 써서, 써두, 쓰더라(쓰-, 苦), 긁어서, 긁어두, 긁더라(긁-, 掻)
‘위’ 말음 어간: 뛔:서, 뛔:두, 뛰더라(뛰-, 跳), 쉐:서, 쉐:두, 쉬더라(쉬-, 休)
‘우’ 말음 어간: a. 둬:서, 둬:두, 두더라(두-, 置), 눅어서, 눅어두, 눅더라(눅- 低
廉),
b. 담과서, 담과두, 담구구(당구-, 沈), 노놔서, 노놔두, 노놧더라
(노누-, 分)
c. 서꿔서, 서꿔두, 서꾸구(섞우-, 混), 심궈서, 심궈두, 심구구(심
구-, 植), 대줘서, 대줘두, 대주구(대주-, 告), 데워서, 데워두,
데우구(데우-, 烫)

위의 예문을 보면, ‘아, 오’ 말음 어간에서는 어미‘-아’가 선택되고 그 외에는 ‘어’가 선택된다. 여기서 ‘우’ 말음 어간은 모음조화를 이룰 때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우’ 말음 어간의 활용 양상은 어간의 음절수와 어간 앞 음절의 모음과 관련된다.
1음절 어간일 경우는, ‘우’ 말음 어간에 ‘아’계 어미가 결합될 때 무조건 ‘어’가 선택
된다. 2음절의 경우에는 어간말의 앞 음절이 양성모음(ㅏ, ㅗ)이면 ‘아’가 결합되며
앞 음절이 음성모음(ㅓ, ㅐ, ㅔ, ㅣ,)인 경우 ‘어’가 결합된다.

【4】 원순모음화
이 지역어에서 선행모음 ‘우’의 영향을 받아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가 자연발화에서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굵은(굵-+-은, 巨), 눅운(눅-+-은, 低廉)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음에 의한 원순모음화는 ‘우’ 말음 어간 뒤에 ‘으’ 계 어
미가 결합될 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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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완전순행동화
이 지역어에는 어간말 자음이 후음인 경우와 ‘에, 애’ 말음 용언 어간인 경우에 완
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

a. 도으문~도:문(돟-+-으문, 好), 봏으문~보:문(봏-+-으문, 粉)
b. 팯:따(패-+-어서, 打), 세:서(세-+-어서, 立)

a는 어간말 자음이 후음인 경우 뒤에 으-계 어미가 결합할 때 후음이 탈락한 후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b는 ‘애, 에’ 말음 용언 어간 뒤에 ‘아
-’계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의 완전순행동화가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6】 활음화
이 지역어의 활용에서 ‘이’ 또는 ‘오, 우’ 말음 어간이 ‘아’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
활음화가 적용되면서 장모음화가 적용된다. 이는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모음
‘이, 오, 우’를 같은 위치의 활음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 y-활음화: 테:서(티-+-어서, 打), 게:서(기-+-어서, 匍), 제:서(짓-+-어서,
作), 네:서(닣-+-어서, 揷)
w-활음화: 봐:서(보-+-아서, 看), 춰:서(추-+-어서, 舞)

그런데 아래와 같이 ‘이’ 말음 어간은 이 지역어에서 ‘아’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예:

모예서(모이-+-어서,

集),

고예서(고이-+-어서,

涠),

보예서(보이-+-어

서, 學)

즉 이 지역어에서 ‘이’ 말음 어간과 ‘아’계 어미가 결합하면 두 가지 결과가 나
타난다. 즉 하나는 어간말 음절 초성에 자음이 있으면 ‘에’로, 자음이 없으면 ‘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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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7】 자음군단순화
한국어에서 모음 사이에는 두 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고 휴지 앞에는 하나의 자
음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곡용이나 활용시 자음군을 말음으로 갖는 형태소가 자음
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되거나 휴지 앞에 놓일 때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는 자음
군단순화가 일어난다. 초산 지역어의 활용에서도 이러한 자음군단순화의 양상은 동
일하게 나타난다.
예: 늘꾸(늙- + -구, 老), 발꾸(밟- + -구, 踩), 글꾸(긁- + -구),
말꾸(맑- + -구, 淸)

【8】 ㅎ 탈락
이 지역어에서 ‘ㅎ’ 말음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될 때 ㅎ이 탈락
된다.
예: 나:서(낳- + -아서, 生), 나쿠(낳- + -구), 나터라(낳-+-더라)
떼:서(띻-+-어서, 搗), 띠쿠(띻-+-구), 띠터라(띻-+-더라)
도와서(돟-+-아서, 好), 도쿠(돟-+_구), 도터라(돟-+-더라)
힐어서(힗-+-어서, 失), 힐쿠(힗-+-구), 힐터라(힗-+_더라)

‘띻-어서’는 어간의 ‘ㅎ’이 먼저 탈락된 후 ‘이’말음 어간과 같은 활용 양상을 보
인다. ‘돟-아서’에서도 어간의 ‘ㅎ’이 탈락되면 ‘오’말음 어간과 같이 w첨가가 일어
나 ‘도와서’가 된다.

【9】 ‘으’ 탈락
이 지역어에서 어미초 ‘으’ 탈락은 활용에서 개음절 어간과 ‘으’로 시작되는 어미
가 결합될 때 어미의 ‘-으’가 탈락된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이듯이, ‘ㄹ’ 말음 어간
뒤에서는 수의적으로 ‘으’가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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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러(사-+-으러, 買), 보러(보-+_으러, 看), 꾸러(꾸-+_으러),
깨라(깨-+-으라, 破), 바꾸문(바꾸-+-으문, 換)
b. 날문(날-+-으문, 飛), 멀문(멀-+-으문, 遠), 빨문/빨으문(빨-+-으문, 洗),
쓸문/쓸으문(쓸-+-으문, 費), 만들문(만들-+_으문, 作), 붙들문(붙들-+-으문)

【10】 유기음화
한국어에서 유기음화는 ‘ㅎ’의 전후로 평음이 놓이게 되면 유기음으로 바뀌는 변
화가 일어난다. 이 지역어에서도 같은 환경에서 나타났다.

예: 도터라(돟-+-더라, 好), 만쿠(많-=-구, 多), 가티구(갇히-+-구, 閉),
누피구(눕히-+-구, 卧)

3.3. 초산 지역어의 활용어미
용언의 활용에서 주로 어간의 말음과 어미의 두음이 음운현상에 관여하므로 어간
의 활용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어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착적인 성격을 띤 한국어의 경우에 어미 두음의 음운론적 환경은 크게 세 가지
로 나뉜다. 어미의 두음이 자음인 경우, ‘으’계 어미인 경우, ‘아’계 어미인 경우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초산 지역어에서 쓰이는 활용어미를 본고와 관련된
것으로 간단히 제시해 보도록 한다.

자음어미
선어말어미: -던-, -갓전성어미: -기, -는, -던
연결어미: -구, -더니, -드(두 않는다)/디(말라), -느라구
종결어미: -ㄴ/는다, -더라, -디머(표준어의 ‘-지뭐’, -간, -두룩(표준어의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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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계 어미
선어말어미: -앗-/엇8)연결어미: -아/어, -아서/어서, 아두/어두, -여두(에두)
종결어미: -아요/어요/이요9)

‘으’계 어미
연결어미: -으문/믄/먼, -으니까니/니까네/니끼니, -으ㄹ래문, -으먼서/멘서/믄서, -으야
종결어미: -으라, -으ㄹ꺼다, -으ㄹ까

여기서 표준어와 다른 어미는 ‘으’계 어미인 ‘-으야’와 ‘-으라’이다. 이들은 각각
표준어의 ‘-아/어야’와 ‘-아/어라’에 대응된다. ‘-으야’는 ‘가야디, 오야디, (춤)추야
디, (물건을)주야디, 보이야디(看到), 먹으야디, 얻으야디, 입으야디, 말으야디, 살으
야(生活)디’와 같이 나타났다. ‘-으라’는 ‘보라, 먹으라, 신으라, 입으라, 듣으라’와
같이 쓰였다.

8) 이 지역어에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의 말음이 ‘ㅆ’이 아니라 ‘ㅅ’으로 나타난다.
9) 김홍실(2009)에서 밝혔듯이 이 지역어의 ‘-어요/아요’는 현대 한국어의 ‘-어요/아요’보다 쓰
이는 범위가 좁으며 ‘-어요/아요/이요’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 ‘-이요’는 ‘왓이요, 봣이
요, 하갓이요, 없이요’와 같이 선어말어미 ‘-앗-, -갓-’ 뒤나 용언어간의 말음절의 마지막음
소가 ‘ㅅ’일 경우 ‘-이요’가 통합된다. 그 나머지 부분은 ‘-어요/아요’가 분포한다.

- 22 -

4.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 양상

4.1. ‘굵/굴구-’(굵다)류
이 유형에 속하는 형용사 ‘굵다(厚)’의 활용형을 보이면 다음 (1)과 같다.

(1) a. 굴궈서, 굴구문, 굴군
b. 굴따, 굴띠, 굴꾸, 굴리

(1a)는 ‘아’계 어미나 ‘으’계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들인데, 이들로부터는 어간 형
태 ‘굴구-’를 분석해 낼 수 있다. ‘굴구- + -어서’에서 활음화 규칙이 적용되면
‘굴궈서’가 될 것이고, ‘굴구- + -으문’에 모음 뒤 ‘으’탈락 규칙이 적용되면 ‘굴구
문’이 될 것이며, ‘굴구- + -은’에 역시 모음 뒤 ‘으’탈락 규칙이 적용되면 ‘굴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어에서의 활음화와 ‘으’탈락에 대해서는 3장에서 기술
한 바 있다.
(1b)는 자음어미와 결합한 활용형들인데, 이들로부터는 어간 형태 ‘굵-’을 분석해
낼 수 있다. ‘굵- + -다’, ‘굵- + -디’, ‘굵- + -구’에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면 각각 ‘굴따’, ‘굴띠’, ‘굴꾸’가 될 것이고, ‘굵- + -니’에 유음화 규
칙과 자음군단순화 규칙이 적용되면 ‘굴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a)에서 분석되어 나오는 ‘굴구-’를 기저형으로 설정하면 이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1b)의 ‘굴따, 굴띠, 굴꾸’를 도출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1b)에서 분석되어 나오는 ‘굵-’을 기저형으로 하면 (1a)의 ‘굴궈서, 굴구면’을 도
출할 수 없다. (1b)의 ‘Xㄹㄱ-’을 기저형이라고 한다면 ‘아’계 어미 및 ‘으’계 어미
와 통합될 때 ‘우’가 첨가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규칙이 이 지역어에는 없으
며, (1a)의 ‘Xㄹ구-’를 기저형이라고 한다면 자음어미와 통합될 때 ‘우’가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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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규칙도 이 지역어에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굴구-’와
‘굵-’을 모두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제 위와 같은 어간 분석이 이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을 위배하지 않는지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어간을 규칙 활용을 보이는 어간과 대비하여 본다.

(2) a. (厚)굴따(굵-+-다), 굴띠(굵-+-디(않다)), 굴꾸(굵-+-구), 굴리(굵-+-니)
b. (老)늘따(늙-+-다), 늘띠(늙-+-디(않다)), 늘꾸(늙-+-구), 늘리(늙-+-니)

(2b)는 (2a)와 같은 ‘ㄹㄱ’ 말음 어간이 이 지역어에서 규칙 활용을 하는 어간이
다. (2b)에서

‘ㄹㄱ’ 말음 어간에 ‘ㄱ, ㄷ’으로 시작하는 자음어미가 결합하면 경음

화와 자음군단순화10)가 적용되어 ‘/늙- + -구/ → [늙꾸] →[늘꾸], /늙- + -더
니 → [늙떠니] → [늘떠니]’로 실현된다. [늘리]는 ‘늙- + -니’에 자음군단순화
규칙과 유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늘니]→[늘리]로 실현된다. (2a)의 ‘굵다’류도 정
칙 활용을 하는 ‘ㄹㄱ’ 말음 어간과 같이 경음화 규칙과 자음군단순화 규칙, 유음화
규칙이 적용되면 (2a)와 같은 음성형을 얻을 수 있다. 즉 ‘굵-+-구’에서 경음화
규칙이 적용되어 [굵꾸]로 된 다음, 자음군단순화규칙이 적용되면 [굴꾸]로 실현된
다. [굴리]는 자음군단순화와 유음화 규칙이 적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음어미
와 결합한 활용형들로부터 분석해 낸 어간 형태의 기저형은 ‘굵-’으로 설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이어서 (1a)에서 추출해낸 ‘굴구-’라는 기저형의 설정이 타당한지 본다. 이를 위
해 이 지역어에서의 ‘우’ 말음 어간의 규칙 활용 양상과 비교해 본다.

(3) a. 굵다(厚): 굴궈서(굴구-+-어서)

10) 한국어에서 모음 사이에는 두 개의 자음만이 올 수 있고 휴지 앞에는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다. 따라서 곡용이나 활용시 자음군을 말음으로 갖는 형태소가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
미와 결합되거나 휴지 앞에 놓일 때 하나의 자음만 발음되는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난다. 초
산 지역어에서도 이러한 자음군단순화의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어의 활용에서
‘ㄹC’를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의 경우 ‘ㄹ’이 아닌 자음(C)이 탈락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
늘꾸(늙-+-구, 老), 발꾸(밟-+-구, 踩), 글꾸(긁-+-구), 말꾸(맑-+-구, 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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딹다(短): 딸과서(딸구-+-아서)
b. 바꾸다(換): 바꽈서(바꾸-+-아서), 바꾸문(바꾸-+-으문)
데우다(烫): 데워서(데우-+-어서), 데우문(데우-+-으문)

(3a)의 ‘딹다(短)’는 ‘굵다’류에 속하는 어사이다. 그러나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굵-’은 ‘어’가 선택되는데 반해, ‘딹-’은 ‘아’가 선택된다. 이런 경우 과연 이 지역
어의 ‘우’ 말음 어간의 음운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지 보기로 한다. (3b)는 (3a)와
같은 ‘우’ 말음 어간이 이 지역어에서 규칙 활용을 보이는 어간들이다. (3b)와 같이
이 지역어에서 ‘우’말음 어간의 활용 양상은 어간의 음절수와 어간 앞 음절의 모음
과 관련된다. 2음절의 경우11)에는 어간말의 앞 음절이 양성모음(ㅏ, ㅗ)이면 ‘아’가
결합되며 앞 음절이 음성모음(ㅓ, ㅔ, ㅣ,)인 경우 ‘어’가 결합된다. 그다음 어간말의
‘우’가 활음화하여 w로 된 다음, ‘아-’계 어미와 결합하여 ‘워’로 실현된다. 따라서
어간 ‘굴구-’와 ‘딸구-’는 이와 같은 모음조화규칙에 따라 각각 ‘굴구-+-어서’, ‘딸
구-+-아서’가 된 다음 어간말의 ‘우’가 활음화되면 (3a)와 같은 활용형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으’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굴구-+-으문’에서 어미초 ‘으’ 탈락
규칙이 적용되면 (1a)의 ‘굴구면’과 같은 활용형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모음어미
와 결합한 활용형들로부터 분석해 낸 어간 형태의 기저형은 ‘굴구-’로 설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
이 지역어에 복수기저형 ‘Xㄹㄱ/Xㄹ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사는 ‘굵
다’외에 ‘딹다, 얅다, 넑다, 긹다’가 있다. 그 활용 양상은 아래의 [표1-가,나]와 같
다.

11) 1음절 어간일 경우는, ‘우’ 말음 어간에 ‘아’계 어미가 결합될 때 무조건 ‘어’가 선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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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가] ‘굵다’류의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다

-더라

-구

-디(않다)

-니

굵다 (厚)

굴따

굴떠라

굴꾸

굴띠

굴리

딹다 (短)

딸따

딸떠라

딸꾸

딸띠

딸리

얅다 (薄)

얄따

얄떠라

얄꾸

얄띠

얄리

넑다 (寬)

널따

널떠라

널꾸

널띠

널리

긹다 (長)

길따

길떠라

길꾸

길띠

길리

용언

[표1-나] ‘굵다’류의 ‘아’계 어미와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용언

-아/어두 -아/어서 -앗/엇다

-은

-으문

-으니끼니

굵다 (厚)

굴궈두

굴궈서

굴궏따

굴군

굴구문

굴구니끼니

딹다 (短)

딸과두

딸과서

딸괃따

딸군

딸구문

딸구니끼니

얅다 (薄)12)

얄과두

얄과서

얄괃따

얄군

얄구문

얄구니끼니

넑다 (寬)

널궈두

널궈서

널궏따

널군

널구문

널구니끼니

긹다 (長)13)

길궈두

길궈서

길궏따

길군

길구문

길구니끼니

12) 한영순(1956), 김이협(1981), 한성우(2006), 오영순(2006)에도 ‘얇’의 방언형이 ‘얅-’으로 등
재되어 있다.
13) 표준어의 ‘길다(長)’는 김영배(1997)에서 평남의 평원과 안주, 평북의 다수 지역에서 ‘긹어
서, 긹으문, 긹어’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서 역질문 방법으로 부제보자에게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길따, 길꾸, 길궈서, 길궈(보이다), 길궈두, 길궛다, 길구니끼니’와 같이 활용을 하
고 있었다.
예: 긹우(으)니 딹우(으)니 타발이 많네. (기니 짧으니 트집을 많이 잡네.)
부제보자에 제보에 의하면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는데 이와 같
은 용법을 자주 들었다는 것이다. 주제보자의 자연발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부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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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부류에 속하는 어간 ‘넑-, 딹-, 굵-, 얅-, 긹-’은 어떻게 형성된 것
일까? 본고에서는 이 지역어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을 대개는 PK교체의14) 결과로 본다.
PK-교체에 대해서 일찍이 이숭녕(1939)를 출발점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져 왔지
만 발생한 동인, 분포, 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은 소신애(2011), 이진호
(2012)이다. 소신애(2011), 이진호(2012)에서는 모두 PK-교체의 동인을 P와 K의
음향적 유사성([+grave])에 기인한 발화 해석상의 오지각(misperception)에 있다고
보았다. 즉 청자가 발화 해석 과정에서 P를 K로, 혹은 K를 P로 잘못 지각하여, 표
면형을 기저형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어휘부 내의 특정 형태소에 대하여 새로운
기저형(P>K형 혹은 K>P형)을 추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어에서는
‘ㅂ’뿐 아니라 같은 ‘아츰~아측(아침), 디파이~디까이(지팡이), 오좀~오종’와 같이
양순음 계열의 ‘ㅁ’, ‘ㅍ’도 유성음사이에서 연구개음 계열의 ‘ㄱ/ㄲ/ㅇ’으로 교체되었
다.
그리고 이진호(2012)에서 문헌자료와 방언자료를 살펴본 결과, 얅-(<얇-, 평안
도), 굷-(<굵-, 강원도), 땡기(<땡삐, 충청북도), 바둡(<바둑, 황해도)’ 등에서 보
듯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 PK-교체가 일어나는 단어들이 적
지 않다. 따라서 PK-교체는 최소한 서북 방언, 동북 방언, 남부 방언, 제주 방언의
네 방언권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고대국어시기부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대하여 중세한국어 시기의 고형과 연관시켜 해석하려는 의견
도 있다. 이현희(1987:47)에서는 ‘넑-, 딹-’이 PK-교체의 결과가 아니라 이들의
15세기 어형인 ‘너르-, 뎌르-’의 기원적인 재구형 ‘*너륵-, *뎌륵-’이 syncope를
자와의 확인으로 ‘긹-’이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확인되었다.
14) 한국어에는 ‘노부리~노구리(霞), 앞~앜(前)’ 등과 같이 양순 파열음(이하 P)과 연구개 파열
음(이하 K)이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두 계열의 자음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으로 변화한 결과이다. 이것을 흔히 PK-대응, PK-교체 등으로 부르고 있
다. PK-교체가 일어나는 자료의 유형에는 방언 자료, 문헌 자료(거붑~거북, 불다~굴다, 붚~
북, 브~브, 랍다/렵다~랍다/렵다, 솝~속, 일즙~일즉), 계통론 자료(p…l>kol
(忽), p…s>깃(巢), p…>그력(雁), p…r…>골(腦)1)), 한자음 자료(逼·偪(핍), 煏(픽)) 등이 있는
데 이 중 방언 자료가 가장 다양하다. (이진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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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 ‘넑-’, ‘닭-’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았다. 곽충구(1994)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았는데, ‘넑-, 딹-’을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던 어사들이 '아'계 어미 앞에서의
교체형으로 단일화한 예들로 보았다. ‘짧다, 넓다’의 어간 교체는 이 어사가 본디 자
음어미 앞에서는 ‘너르-’로, ‘-어’ 앞에서는 ‘넑-’으로 교체되다가 ‘넑-’으로 단일화
되어 재구조화된 다음, 다시 ‘널그->널구-’로 어간이 재구조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밝-’(剝)가 ‘바르-’와 ‘밝-’으로 교체되다가 ‘밝-’으로
재구조화된 사실이 방증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 ‘짧-, 넓-’을 ‘다르
-(異), 뚫-, 바르-(剝)’와 같이 중세한국어형이 ‘Xㄹㅇ-~X(르)-’로 교체되었다
는 점, 방언에 따라서 이들 어간들이 /ㄹㅂ/, /ㄹㅎ/, /ㄹㄱ/의 자음군으로 실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중세한국어형이 ‘Xㄹㅇ-~X
(르)’가 아닌 ‘얇-~얅-(평안도)’, ‘굵-~굷-(경기도)’의 교체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으며, ‘뚧’의 중세한국어형은 이들과 다르게 ‘Xㄹㅇ-~X(르)-’로 교체되지 않았
지만, 방언에서 /ㄹㅂ/, /ㄹㅎ/, /ㄹㄱ/의 자음군으로 실현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넑다, 딹다, 얅다’의 어간형성은 현재로서는 PK-교체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
‘긹다’에 대해서는 타방언, 혹은 문헌자료에서 PK-교체를 하는 양상은 찾아 볼
수 없었지만, 현재로서는 ‘굵다, 넑다, 딹다, 얅다’와 비슷한 발달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다. 또는 ‘긹다’가 ‘딹다’와 반의어 관계이기 때문에 ‘딹
다’에 감염15)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굵다’류의 어간 형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어에서
‘굵다’류만 ‘Xㄹㄱ-/Xㄹ구-’와 같은 교체형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영순
(1967), 곽충구(1994)에서 언급했듯이 서북방언에는 후설모음 ‘으’, ‘우’가 점차 대
립을 상실하고 중화되어가고 있다. 본고에서는 ‘Xㄹㄱ-/Xㄹ구-’와 같은 복수기저형
의 형성은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굵은(운), 넑은(운), 딹은
(운), 넑으(우)문, 길그(우)문’와 같이 ‘굵-, 넑-, 딹-, 얅-, 긹-’이 ‘으’계 어미와
통합할

경우

‘Xㄹㄱ-’가

‘Xㄹ구-’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본다.

김영배(1997:

15) 이 지역어에서 ‘얅다’의 반의어는 ‘두껍다’이며 ‘굵다’의 반의어는 ‘가늘다’이므로 이들은
감염일 가능성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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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50)에서 제시한 아래의 예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a. 좀 더 긹으문 되갓는데. (좀 더 길면 되겠는데.)
기당이 긹어서 도타. (기장이 길어서 좋다.)
b. 넑은(넑운) 방이 없다. (넓은 방이 없다.)
터가 넑으(우)문 더 크게 짓디. (터가 넓으면 더 크게 짓지.)
안방이 넑어서(넑워서) 돟다. (안방이 넓어서 좋다.)
c. 딹은 바디. (짧은 바지.)
딸구문 느레라. (짧으면 늘여라.)
그건 딸과서 안돼. (그건 짧아서 안 되어.)

(4a, b, c)는 각각 ‘으’계 어미와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이 서로 연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4a)는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이 ‘Xㄹㄱ-’
으로 나타났고, 이런 경우에는 ‘아’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도 ‘Xㄹ구-’가 아니라 ‘X
ㄹㄱ-’로 나타났다. (4b)는 ‘Xㄹ구-’로 변화해가는 중간단계라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 ‘넑은, 넑으문’과 ‘넑운, 넑우문’이 공존한다. 이런 경우
에는 ‘아’계어미와 결합할 때도 ‘넑어서’와 ‘넑워서’가 공존하였다. (4c)는 ‘으’계 어
미와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 모두 ‘Xㄹ구-’로 거의 바뀐 단계이다. 다만 ‘-은’과의
결합형이 아직은 ‘Xㄹㄱ-’형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으’, ‘우’가 점차 대립을 상
실한 관계로 ‘으’계 어미와 통합할 경우 ‘Xㄹㄱ-’가 ‘Xㄹ구-’로 재구조화되었다는
사실을 위의 예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초산 지역어에서는
‘으’계 어미와의 결합할 때 어간이 모두 ‘Xㄹ구-’로 나타났기 때문에 재구조화가 완
성된 단계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Xㄹㄱ-/Xㄹ구-’류 는 우선 PK-교체에 의하여 ‘넑다,
딹다, 얅다, 굵다, 긹다’로 나타난 다음,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에서 ‘/Xㄹㄱ-/ > /X
ㄹ구-’로 재구조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 ‘걷/-’(걷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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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어에서 ‘파묻다(埋), 믿다(信), 얻다(得), 닫다(閉)’ 등과 같은 ‘ㄷ’ 말음어
간은 표준어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한다. (4)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경우에는 '아'
계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어간말의 ‘ㄷ’이 ‘ㄹ’로 변화하지 않는다.

(5) 파묻다(埋): 파묻어서(파묻-+-어서), 파묻으문(파묻-+-으문),
파묻떠니(파묻-+-더니), 파묵꾸(파묻-+-구)
걷다(收): 걷어서(걷-+-어서), 걷으문(걷-+-으문),
걷떠니(걷-+-더니), 걱꾸(걷-구)
닫다(閉): 닫아서(닫-+-아서), 닫으문(닫-+-으문), 닥꾸(닫-+-구)
뜯다(재): 뜯어서(뜯-+-어서), 뜯으문(뜯-+-으문), 뜩꾸(뜯-+-구)
얻다(得): 얻어서(얻-+-어서), 얻으문(얻-+-으문), 억꾸(얻-+-구)

하지만 규칙활용을 보이지 않는 ‘ㄷ’말음 어간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바로 ‘걷/-’
류 어간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 ‘걷다’를 예를 들어 그 활용형을 제시하면 (4)
와 같다.

(6) a. 걷떠라(걷-더라), 걱꾸(걷-구), 건는다(걷-는다)(걷-, 步)
b. 거러서(걸-어서)
c. 거르문(-으문)

(6a)를 분석해 보면 어간 ‘Xㄷ-’을 얻을 수 있다. ‘걷-(步)’을 ‘ㄷ, ㄱ, ㄴ’으로 시
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각각 음성형 ‘걷~걱~건’으로 실현되는데, 이들은 ‘걷-’에
서 각각 연구개음화(걷→걱)와 비음화(걷→건)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b)는 ‘아’계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며 ‘걸-’ 또는 ‘-’이 추출된다. (6c)는
‘으’계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며 ‘-’ 또는 ‘거르-’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런 경
우에는 타 방언을 살펴봐야 하는데 경상북도의 동북부 지역어와 함경남도 지역어에
서 /:-/로 단일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어에서 ‘아’계 어미 및 ‘으’
계 어미와 결합하는 기저형은 ‘-’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지역어에서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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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꾸, 긷다~길꾸, 듣다~들꾸’의 활용형도 나타났는데, 이 지역어의 용언 활용에서
‘ㄹ’ 말음은 뒤에 오는 자음을 경음화시키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5)의 활용에서 기
저형 ‘Xㄷ-’과 ‘Xㄹㆆ-’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이 두 기저형의 설정이 타당
한지 보기로 한다. ‘걷-(步)’이 ‘ㄷ, ㄱ’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폐쇄음 뒤 경
음화가 발생하여 [걷꾸], [걷떠니]가 된다. 다음으로 [걷꾸]는 다시 어미초의 ‘ㄲ’
앞에서 연구개음화가 적용되어 [걱꾸]가 된다. 그리고 ‘걷-’이 어미초의 ‘ㄴ’ 앞에서
어간말의 ‘ㄷ’이 비음화하여 ‘걷-+-는다’는 [건는다]로 실현된다. 그 결과 (4a)의
활용형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이 어미 ‘-어X’, ‘-으X’와 결합하면 두 모음사이에서 ‘ㆆ’이 탈락한
다. 그 다음에는 남은 어간말의 ‘ㄹ’ 뒤에서 어미초의 ‘으’가 탈락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만, 어간말에 탈락규칙이 두 번 적용되면 어간의 의미가 파괴되므로 그것을 방
지하기 위한 대체 기제로서 그 경우에는 어미초의 ’으‘탈락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6b, c)의 활용형과 동일하다.
즉 우리는 ‘걷다’류의 기저형을 ‘X{ㄷ-ㄹㆆ}-’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걷다’류에 속하는 어간의 활용형을 제시하면 [표2-가, 나]와 같다.

[표2-가] ‘걷다’류의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다

-더라

-구

-디(않다)

-ㄴ/는다

걷다(步)

걷따

걷떠라

걱꾸

걷띠

건는다

긷다(汲)

긷따

긷떠라

긱꾸

긷띠

긴는다

묻다(問)

묻따

묻떠라

묵꾸

묻띠

문는다

싣다(載)

싣따

싣떠라

식꾸

싣띠

신는다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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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나] ‘걷다’류의 '아'계 어미와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어두

-어서

-앗/엇다

-으라

-으문

-으니끼니

걷다

거러두

거러서

거럳따

거르라

거르문

거르니끼니

긷다

기러두

기러서

기럳따

기르라

기르문

기르니끼니

묻다

무러두

무러서

무럳따

무르라

무르문

무르니끼니

싣다

시러두

시러서

시럳따

시르라

시르문

시르니끼니

용언

표준어에서 ‘ㄷ’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듣다(聽)’는 김영배(1997)와 여
러 논저들에서 언급했듯이 평북방언에서 규칙활용16)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
중 주제보자의 자연발화에서는 ‘듣따17), 득꾸, 듣떠라, 들어서, 들얻따’로 불규
칙 활용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부제보자를 포함해서 주제보자의 자연발화에서
도 ‘드더서(듣-+-어서), 드드니(듣-+-으니)’와 같은 규칙 활용 양상이 보
였다. 그리고 부제보자에게 확인한 결과 어렸을 때는 ‘듣으니(듣-+-으니),
드드라(듣-+-으라), 드더서(듣-+-어서)’와 같이 분명히 규칙활용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초산 지역어에서는 ‘듣다’가 규칙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걷-(步), 긷-(汲)’은 ‘걸구, 길구’로도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 대하
여 최명옥(1993)에서 언급하였듯이 '아'계 어미 앞에서의 음성실현형(걸어서,
걸으니)의 영향인 듯하다. 이 지역어에서 ‘걷-, 긷-’만 ‘걸구, 길구’로 실현되
고 ‘싣-, 묻-’은 ‘실구, 물구’로 활용되지 않은 것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간이 '아'계 어미 앞에서의 음성실현형으로 재구조화 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
16) 김영배(1973)에 의하면 평안방언은 물론 황해도 북부 지역까지 규칙활용을 보인다고 하였
다. 평남의 평양·대동·용강·강동·성천·양덕·덕천·개천·순천·평원·안주 지역, 평북의 전 지점(초
산포함)에서 ‘듣다’의 규칙활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17) 김홍실(2009)에서도 ‘듣구, 듣디두, 들어서, 들읍마, 듣스무다’와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한성우(2003)에서도 ‘득구, 들어서, 들어두’와 같이 규칙활용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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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해 둘 것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동일방언권 내에서는 동일한 음운규칙들의 적용에 의하
여 동일하게 변화할 것이 기대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곽충구 1994).
이 외에 ‘붇다(增)’는 이 지역어에서는 아래와 같이 ‘뿔-’로 규칙활용을 하고 있
었다.

예: 뿔구(뿔-+-구), 뿔더라(뿔-+-더라), 뿔문(뿔-+-으문), 뿌러서(뿔-+-어서),
뿌러두(뿔-+-어두), 뿌럳따(뿔-+-엇다)

타 방언에서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눋다(焦), 닫다(走), 겯다(編)’는 이 지역어에
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밥이 눌었다’는 ‘밥이 탓다’라고 하며 ‘닫다’는 ‘뛰다’로 사용
되어 표준어의 '달리기'는 이 지역어에서 '뛸래기'로 사용되고 있다. ‘바구니를 겯다’
의 뜻으로 쓰는 ‘겯다’는 ‘광주리를 틀다’와 같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4.3. ‘허/헤-’(허다)류(허다)류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 ‘허다(하다), 기다다허다(길다랗다), 시껌허다(시꺼멓다),
새빨허다(새빨갛다)’를 예를 들어 그 활용형을 제시하면 (6)과 같다.

(7) a. 허구(허-+-구, 作), 허더라(허-+_더라), 허문(허-+_으문),
허라(허-으라)
시껌허구(시껌허-+-구, 黑), 시껌허더라(시껌허-+-더라),
시껌허문(시껌허-+-으문)
새빨허구(새빨허-+-구, 赤), 새빨허더라(새빨허-+-더라),
새빨허문(새빨허-+-으문)

b. 헤:서(허-+-어서), 헤:두(허-+-어두), 헫:따(허-+-엇다)
시껌헤서(시껌허-+-어서), 시껌헤두(시껌허-+-어두),

- 33 -

시껌헫따(시껌허-+-엇다)
새빨헤서(새빨허-+-어서), 새빨헤두(새빨허-+-어두),
새빨헫따(새빨허-+-엇다)

이 지역어에 ‘어’ 말음 개음절 어간은 동사 ‘허다’ 및 ‘시껌허다’와 같은 ‘허다’로
파생된 어사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18).
(7a)는 자음어미 및 '으'계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며 기저형 ‘Xㅓ-’를 얻을 수
있다. (7b)는 ‘아-’계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이며 기저형 ‘Xㅔ-’를 얻을 수 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이 두 기저형의 설정이 타당
한지 보기로 한다. 아래의 (7)은 이 지역어에서 ‘에’ 말음 어간의 활용현상이다.

(8) a. 베:다(斬): 베:구(베:-+-구), 베:더라(베:-+-더라), 베:문(베:-+-으문)
세다(立): 세구(세-+_구), 세더라(세-+_더라), 세문(세-+-문)

b. 베:다(斬): 베:서(베-+-어서), 베:두(베:-+_어두), 벧:따(베:-+-엇다)
세다(立): 세:서(세-+-어서), 세:두(세-+-어두), 섿:따(세:-+-엇다)

(8a)를 보면 ‘에’ 말음 어간이 자음어미와 결합 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음운현상이
없으며 ‘으’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으’가 탈락한다. (6a)도 (7a)과 활용 양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b)를 보면 ‘에’ 말음 어간이 ‘아-’계 어미와 결합하면 어간말 모음에 어미 ‘어-’
가 완전순행동화된 후 동일모음축약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으며 어미초의 ‘어-’가
탈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8b)의 ‘세다’는 장음이 없는 어간이지만 ‘아
-’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 장음이 나타난다. 만약 어미 ‘어-’가 탈락된 것이라면 장
음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어에서는 어미 ‘어-’가 완전순행동화된
후 동일모음축약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7b)에서 추출 해낸 ‘X에-’도 마찬가지로 ‘아’계 어미와 결합하면 어미
18) ‘서다(立)는 이 지역어에서 ‘세다(立)’라고 쓰이며 그 활용형은 ‘세구, 세더라, 세:두, 세:문,
세라, 센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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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앞 모음에 완전순행동화된 후 동일모음축약이 일어나면 (8b)에서의 활용형
과 동일하다. ‘시껌허다, 새빨허다’와 같은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 장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어에서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는 장음이 변별력을 잃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허다’류의 기저형을 ‘X{ㅓ-ㅔ}-’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여기서 기저형 ‘Xㅓ-’가 '아'계 어미 앞에서 ‘Xㅔ-’로 교체되는 현상은 공시적
인 음운규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Xㅓ-’를 기저형으로 하는 경우 어간말의 ‘ㅓ’
가 '아'계 어미와 통합될 때 ‘ㅔ’로 실현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고, 반면에 ‘Xㅔ-’
를 기저형으로 하여서는 자음어미나 ‘으’계 어미와 통합될 때 어간말의 ‘ㅔ’가 ‘ㅓ’로
실현되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의 활용형을 제시하면 [표3
가, 나, 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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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가] ‘허다’류의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구

-게

-디

허다(作)

허구

허게

허디

신눌허다(黃)

신눌허구

신눌허게

신눌허디

시펄허다(綠)

시펄허구

시펄허게

시펄허디

시껌허다(黑)

시껌허구

시껌허게

시껌허디

새빨허다(紅)

새빨허구

새빨허게

새빨허디

쌔허다(白)

쌔허구

쌔허게

쌔허디

쌔말허다(淡)

쌔말허구

쌔말허게

쌔말허디

뿌이허다(白濁)

뿌이허구

뿌이허게

뿌이허더니

둥글허다(圓)

둥글허구

둥글허게

둥글허디

기다다허다(長)

기다다허구

기다다허게

기다다허디

쬬꼬마허다(小)

쬬꼬마허구

쬬꼬마허게

쬬꼬마허더라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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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나] ‘허다’류의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으문

-으니끼니

-으라

허다(作)

허문

허니끼니

허라

신눌허다(黃)

신눌허문

신눌허니끼니

×

시펄허다(綠)

시펄허문

시펄허니끼니

×

시껌허다(黑)

시껌허문

시껌니끼니

×

새빨허다(紅)

새빨허문

새빨니끼니

×

쌔허다(白)

쌔허문

쌔니끼니

×

쌔말허다(淡)

쌔말허문

쌔말니끼니

×

뿌이허다(白濁)

뿌이허문

뿌이니끼니

×

둥글허다(圓)

둥글허문

둥글니끼니

×

기다다허다(長)

기다다허문

기다다니끼니

×

쬬꼬마허다(小)

쬬꼬마허문

쬬꼬마니끼니

×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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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다] ‘허다’류의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허다(作)

헤서

헤두

헫따

신눌허다(黃)

신눌헤서

신눌헤두

신눌헫따

시펄허다(綠)

새팔헤서

새팔헤두

새팔헫따

시껌허다(黑)

시펄헤서

시펄헤두

시펄헫따

새빨허다(紅)

시껌헤서

시껌헤두

시껌헫따

쌔허다(白)

새빨헤서

새빨헤두

새빨헫따

쌔말허다(淡)

씨헤서

씨헤두

씨헫따

뿌이허다(白濁)

뿌이헤서

뿌이헤두

뿌이헫따

둥글허다(圓)

둥글헤서

둥글헤두

둥글헫따

기다다허다(長)

기다다헤서

기다다헤두

기다다헫따

쬬꼬마허다(小)

쬬꼬마헤서

쬬꼬마헤두

쬬꼬마헫따

용언

(3가, 나, 다)에서 ‘새빨허다’와 같은 색채류 형용사는 한국어에서 ‘새빠러다’와 같
이 유성음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빨허다’를 예를 들면, 이 지
역어에서도 [새빨허다]와 [새빠러다]의 두 가지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새빠러다]와 같이 ‘ㅎ’이 탈락하지 않는 발화의 빈도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신눌허
다, 새팔허다, 시펄허다, 둥글허다’도 마찬가지다. ‘시껌허다’도 [시껌허다]로 발화되
는 경우가 [시꺼머다]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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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하다’는 중세한국어에서 ‘고, 야’와 같이 활용되었는데
그 이후 ‘야’가 ‘여’로, 그리고 다시 ‘허여’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야’가 모두
‘여’로 바뀐 것은 아니고 ‘야’와 ‘여’가 오랫동안 공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여’가 ‘>헤’로 축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서남방언, 중부방언,
제주방언에서도 ‘허다’가 ‘에’변칙동사로 나타난다. 최명옥(1993)은 이들 방언에서는
동사 ‘-’가 ‘허-’로 변하여 ‘허구, 허니, 헤두’로 교체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이 지역어에서는 ‘->허-’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표준어에서 ‘까맣다/꺼멓다, 빨갛다/뻘겋다’ 등의 색채어류, ‘높다랗다, 기다랗다’
등의 ‘-다랗-’파생어류, ‘동그랗다/둥그렇다, 조그맣다’ 등의 몇몇 어사가 ‘ㅎ’불규칙
과 같은 활용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나, 이 지역어에서는 ‘/(X)허/(X)헤-/’류와 같
은 활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 모두 ‘X아/어 -’형식으
로부터 발달한 것이다. 아래의 예들을 통해서 표준어의 ‘그렇다, 거멓다, 허옇다, 둥
그렇다’의 기원적인 형태는 ‘그러다, 거머다, 허여다, 둥그러다’였음을 알 수
있다(송철의 2004).

(9) 理 그러고 <월석 十七59a>
이 일도  그러야 <남명 上 78b>
거머야 아디 몯 <남명 下 70a>
서근  허여야 <두시 重 十六33b>
얼굴이 둥그러니 <화포 7a>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둥그러여 아모 말도 못고 <윤하정삼문취록
24b>

중세한국어에서는 ‘X아/어 -’와 같은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
즉, ‘동사어간 + 아/어 -’ (너겨다: 너기- + -어 -)형식과 ‘형용사어간 +
-아/어 -’(거머다: 검- + -어 -) 형식이 모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
사어간 + -아/어 ’형식은 사라지고19) ‘형용사어간 + -아/어 -’ 형식만 살아
19) ‘보아하니’와 같은 예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 뿐이다(이현희 19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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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X앟/엏-’과 같은 형태로 발달하였다. (송철의 2004)
즉 이 지역어에서는 ‘검허다, 시눌허다, 새팔허다, 둥글허다’와 같이 ‘X앟/엏-’으로
변화하기 전의 중세한국어 어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머다’를
예로 보면, ‘거머다>거머허다>검허다’와 같은 발달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외에, 표준어의 ‘그러다’류와 ‘그렇다’류는 각각 ‘그리다’와 ‘그러다’에서 발
달해 온 것인데, 이 지역어에서 특이한 어간으로 발달하였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
와 같다.

(10) a. 그러다류:
기레서(기리-+-어서), 기리문(기리-+_으문), 기리구(기리-+-구)
이레서(이리-+_어서), 이리문(이리-+-으문), 이리구(이리-+-구)
디레서(디리-+-어서), 디리문(디리-+_으문), 디리구(디리-+-구)
b. 그렇다류:
기레서(기맇-+-어서), 기리문(기맇-+-으문),
기리쿠(기맇-+-구), 기리터라(기맇-+-더라)
이레서(이맇-+_어서), 이리문(이리-+_으문),
이리쿠(이맇-+-구), 이리터라(이맇-+-더라)
디레서(디맇-+-어서), 디리문(디맇-+-으문),
디리쿠(디맇-+-구), 디리터라(디맇-+-더라)

‘그러다’는 ‘그리다>그맇다>그리다>그러다’의 발달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
데(송철의 2004: 183), 이 지역어에서는 19세기말 20세기초기의 ‘그리다’에서 ‘리’
의 영향을 받아 ‘이’ 모음역행동화가 발생하여 ‘기리다’로 발달된 것일 수 있다. 그리
하여 지금은 이 지역어의 ‘이’ 말음 어간과 같이 ‘아’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 ‘에’로
활용된다.
‘그렇다’류는 ‘그러다>그렇다’의 발달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문헌자료를
보면 ‘그러다’는 형용사로도 기능하고 때로는 동사로도 기능하였는데, 동사로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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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경우에는 ‘그리다’와 의미상으로 구별되지 않았던 듯하다. 의미상의 동일성
때문이었는지 ‘그리다’의 활용형과 ‘그렇다’의 활용형이 구별 없이 쓰이는 양상(그리
면~그러면, 그리나~그러나)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송철의 2004) ‘그리다’와 ‘그렇
다’의 활용형이 구별 없이 쓰이는 과정에서 ‘그맇다’의 활용형들이 ‘그리다’의 활용형
들에 유추되어 ‘그렇다>그맇다’로 변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다음, ‘맇’의
영향으로 ‘이’모음역행동화가 발생하여 ‘기맇-’가 형성된 것일 수 있다.

4.4. ‘많/마네-’(많다)류
이 유형에 속하는 어사는 중세한국어형이 ‘-(>하-)’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허다’와 비슷한 활용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9)는 이 지역어에서 ‘ㄴㅎ, ㄹㅎ’ 말음
어간들이 규칙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이다.

(11) a. 망쿠(많-구, 多), 만터라(많-더라)

헐쿠(헗-구, 易), 헐터라(헗-더라)

b. 마느문(많-으문)

허르문(헗-으문)

c. 마네서(많-아서)

허레서(헗-어서)

(12) a. 괜탕쿠(괜탆-구), 괜탄터라(괜탆-더라),

끌쿠(끓-구), 끌터라(끓-더라)

b. 괜타느문(괜탆-으문),

끄르문(끓-으문)

c. 괜타나서(괜탆-아서, 無妨),

끄러서(끓-어서, 沸)

(11)은 각각 자음어미, ‘으’계 어미, ‘아’계 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우선 (11a)
에서 기저형 ‘많-, 헗-’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어간 말 ‘ㄴㅎ, ㄹㅎ’은 평자음어미와
결합하면 어미의 두음을 유기음화시키며 그 다음에 어간말의 ‘ㄴ’은 어미초의 ‘ㄱ’앞
에서 연구개음화하여 ‘ㅇ’으로 된다. 이는 (11a)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11b)에
서는 (11a)에서 추출한 어간과 같이 ‘많-, 헗-’으로 설정한 다음 그 타당성을 본
다. (12b)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어에서 ‘ㄴㅎ, ㄹㅎ’ 말음 어간은 ‘으’계 어미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한다, 그 결과 (11b)와 동일하다. 즉 (11a, b)에서 기저형 ‘X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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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11c)에서 기저형을 추출해 본다. 만약 ‘Xㅎ-’으로 설정한다면 (12c)와
같이 [마나서], [허러서]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허다’류에서 제
시한 ‘에’ 말음어간의 활용 양상과 동일하다. 여기서 [허레:서]와 같이 장음이 나타
나지 않은 것은 이 유형의 어사가 역사적으로 ‘다’가 결합한 파생어 ‘헐다’와 같
은 2음절 어간에서 발달해 온 것이며 이 지역어에서는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는 장
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11c)에서 기저형 ‘Xㅔ-’를 얻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많다’류의 기저형을 ‘X{ㅎ-ㅔ}-’로 설정해야 할 듯하다. 이
경우에 ‘Xㅎ-’를 기저형으로 설정하면 ‘아’계 어미 앞에서 ‘Xㅔ-’로 교체되는 현상
을 설명할 수 없고 ‘Xㅔ-’를 기저형으로 설정하면 자음어미 앞에서 ‘Xㅎ-’로 교체
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간의 활용형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4-가, 나]와 같다.

[표4-가] ‘많다’류의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구

-더라

-디

-으문

-으니끼니

-으야디

많다 (多)

만쿠

만터라

만티

마느문

마느니끼니

마느야디

싫다 (厭)

실쿠

실터라

실티

시르문

시르니끼니

시르야디

헗다 (易)

헐쿠

헐터라

헐티

허르문

허르니끼니

허르야디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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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나] ‘많다’류의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많다 (多)

마네서

마네두

마넫따

싫다 (厭)

시레서

시레두

시렏따

헗다 (易)

허레서

허레두

허렏따

용언

‘많다’, ‘겉다’, ‘싫다’, ‘헗다’는 어원적으로 ‘-(>허)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들
의 중세한국어형은 각각 ‘만다, 슬다, 헐다’20)로 모두 ‘다’가 통합된 파생형
이었다. 이 지역어에서는 이들 어간에 ‘아-’계 어미가 통합될 때는 여전히 ‘-’의
활용을 고수하고 있지만 '으'계 어미와 통합될 때는 자음어미의 통합형과 같게 나타
나고 있다.
어간이 음운 및 형태상의 변화(ㆍ>ㅏ, ㆍ>ㅣ, ‘->허-’ 따위)를 겪었지만 그
어간의 교체 방식은 여전히 ‘-’의 활용방식을 그대로 따른다. 공시문법의 틀 안에
서 이러한 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교체형을 각각 어휘화된 교체형으로 인
정해야 할 것이다.

20) 이 시기의 ‘만다, 슬다, 헐다’의 용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만야 罪 마 일리러니<용가 10:50. 123>
백성도 만며 有德고<월석 2:11>
十方天仙이 그내 더러우믈 슬야 다 머리 여희며<능엄 8:5>
가락 자며 筌 두미장 슬니라<월석, 어제 월인석보 서:22>
厭 슬 염 <천자문(석봉) 35>
肯忘人 니 헐 사<동해, 상:13>
忘性 니 헐 이...肯忘 니 헐다<한청 8:29>
(출처:《우리말 큰 사전》)
忘魂大的 니 헐 이<역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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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겉/거테-’(겉다)류
표준한국어의 동사 ‘같다(如)’에 해당하는 이 지역어의 동사 ‘겉다(如)’의 활용 양
상은 (13)과 같다.

(13) a. 걱꾸(겉-구), 걷떠라(겉-더라), 거트문(겉-으문)
b. 거테서(겉-아서), 거테두(겉-어두)

(14) a. 북꾸(붙-구, 附), 붇떠라(붙-더라), 부트문(붙-으문)
막꾸(맡-구, 任), 맏떠라(맡-더라), 마트문(맡-으문)
b. 부터서(붙-어서), 부터두(붙-어두)
마타서(맡-아서), 마타두(맡-아두)

(13)은 이 지역어의 ‘ㅌ’ 말음 규칙동사의 활용 양상이다. 자음어미와 결합할 경
우에는 (13a)와 (14a)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계 어미와 결합할 경
우에는 [거터서]가 아니라 [거테서]로 된다. 따라서 우리는 ‘겉-’이라는 단일한 기
저형으로는 [거테서]와 같은 활용형을 설명할 수 없다. ‘허다’류와 ‘많다’류에서와 같
이 ‘겉다’류도 ‘아’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는 ‘거테-’를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할 것
이다.
이 지역어에서 같은 유형에 속하는 어사는 ‘같다(同)’가 있다. 활용 양상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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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가] ‘겉다’류의 자음어미 및 매개모음과의 결합형
어미

-더라

-구

-디(않다)

-으문

겉다(如)

걷떠라

걱꾸

걷띠

거트문

같다 (同)

갇떠라

각꾸

갇띠

가트문

용언

[표5-나] ‘겉다’류의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겉다(如)

거테서

거테두

거텓따

같다 (同)

가테서

가테두

가텓따

용언

‘겉다(如)’가 이런 불규칙 활용 양상을 보이는 것은 어원적으로 ‘다’와 깊이 관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세한국어시기에 ‘겉다’는 ‘다’로 ‘다’의 파생형이었다.
따라서 [거테서]는 ‘겉다’가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여전히 ‘-’의 활용을 고수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의 문헌 자료의 예문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5) 너도 또 이 다<능엄 2:23>
누니 盲眼이 야뇨<금삼 2:10>
진질로 태자의 니르논 말와 냐<번소 9:46>

이 지역어에서 ‘겉다(如)’와 같다(同)’가 다르게 쓰이는 점은 흥미롭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6) a. 집까지 찾아 올거 겉에? (집까지 찾아 올 것 같아?)
채소겉은 건 돈이나 조금씩 주디, 내렌 안싸. (채소같은 것은 돈이나 조금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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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는 안 사.)
b. 값이 똑같에. (가격이 같애)
부체간이 오누이인가 기래, 생긴거이 같에. (부부가 오누이인가 그래, 생긴 것이
같애.)

4.6. ‘낟/나으-’(낫다)류
이 유형에 속하는 동사 ‘낫다’21)의 활용 양상은 (12)와 같다.

(17) a. 낙꾸(낟-+-구, 愈), 난는다(낟-+-는다), 낟떠라(낟-+-더라)
b.

나:두(나으-/나-+-아두),

나:서(나으-/나-+-아서),

나으문(나으-/나

-+-으문)

(17a)를 보면 자음어미 앞에서 ‘낫다’는 /낙-/~/난-/~/낟-/과 같이 교체된다. /낙
/과 /난/은 각각 /낟/에서 연구개음화와 비음화를 거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는 (17a)에서 ‘낟-’을 추출해 낼 수 있다. (17b)를 보면 '아'계 어미 및 '으'계 어미
와 결합할 때 어간말에서 자음이 실현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나으-’혹은 ‘나-’라는
어간 형태를 추출해 볼 수 있다.
그럼 이 지역어에서 ‘으’ 말음 어간과 ‘아’ 말음 어간이 ‘아’계 어미 및 ‘으’계 어미
와 결합할 때의 활용형을 보기로 하자.

(18) a. 모아서(모으-어서, 集), 모으문(모으-으문)
b. 가서(가-아서, 去), 가문(가-으문)
자서(자-아서, 宿), 자문(자-으문)

cf. 모:구, 모으디
cf. 가구, 가더라

cf. 자구, 자더라

(18b)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어에서 ‘아’ 말음 용언어간이 ‘아’계 어미 및
21) ‘낫다’는 이 지역어에서 ‘병이 낫다’와 ‘언니가 동생보다 낫다’라는 두 가지 의미의 경우 모
두 불규칙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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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 장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원인은 어미초의 ‘아/어’의
탈락이든지 혹은 어간말의 모음 ‘ㅏ’의 탈락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어에서
(17b)의 기저형을 ‘나-’로 설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17b)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어간 형태는 ‘나-’가 아니라 ‘나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나으-’를 어간 형태로 설정했을 경우에 (17b)의 활용형들이 이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보기로 한다. (18a)을 보면 ‘나으’와 같은
‘으’ 말음 어사인 ‘모으다’가 ‘아’계 어미와 결합하면 어간말 ‘으’가 탈락하여 ‘모으
-+-아서 → 모아서’가 되고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 어미초 ‘으’가 탈락하여 ‘모으
-+으문 →모으문 →모:문’이 된다. 따라서 ‘나으-’의 경우에도 '아'계 어미와 결합
할 때에는 어간말 으-탈락 규칙이 적용되고 매개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어미초
으-탈락 규칙이 적용되어서 (17b)와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 즉 ‘나으-+-아서
→나아서’, ‘나으-+-으문 →나으문’이 된다. ‘나아서’는 동일 모음 ‘아’가 연속되므
로 표면적으로는 [나:서]로 실현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낫다’류의 음성형에서 어간 형태 ‘낟-’과 ‘나으-’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 형태의 관계는 공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즉, 자음어미와 결
합할 때 나타나는 ‘낟-’을 기저형으로 잡으면 '아'계 어미 및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 ‘나으-’로 교체된 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나으-’를 기저형으로 설정했을 경
우에는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낟-’으로 교체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낫다’류를 ‘X{ㄷ-으}-’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사들은 [표6-가, 나]와 같은 것들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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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가] ‘낫다’류의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ㄴ/는다

-구

-더라

-디

긋다(劃)

근는다

극꾸

귿떠라

귿띠

붓다(注)

분는다

북꾸

붇떠라

붇띠

줏다(拾)

준는다

죽꾸

줃떠라

줃띠

짓다(作)

진는다

직꾸

짇떠라

짇띠

용언

[표6-나] ‘낫다’류의 '아'계 어미와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으야디

-으문

-으니끼니

긋다(劃)

거:서

거:두

걷:따

그:야디

그:문

그:니끼니

붓다(注)

붜:서

붜:두

붣:따

부:야디

부:문

부:니끼니

줏다(拾)

줘:서

줘:두

줟:따

주:야디

주:문

주:니끼니

짓다(作)

제:서22)

제:두

젣:따

지:야디

지:문

지:니끼니

용언

16세기 중기 이전까지 한국어의 자음체계에는 치마찰음 ㅅ, ㅆ,와 ㅿ가 기저음소
로 존재하였다. 이 시기에 지금의 ㅅ-불규칙동사들은 어간말 기저음소 ㅿ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16세기 초까지는 어미의 모음과 자음 앞에서 ㅿ~ㅅ의 교체를 보
이는 규칙동사였다. 그런데 15세기 후기에서 16세기 중기에 걸쳐 ㅿ가 완전히 소멸
됨으로써 자음체계 내의 치마찰음에는 ㅅ와 ㅆ만이 기저음소로 존재하게 되고, 또
22) ‘짓다’가 ‘아-’계 어미와 결합할 경우에 ‘제:서’와 같이 되는 것은 이 지역어에서 모든 ‘이’
말음 용언 어간이 아래와 같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예: 게:서(기-어서, 匍), 티다(티-어서, 飛)
즉 모음과 결합할 때의 기저형 ‘지으-’가 ‘지으-+-어서 →지어서 →제:서’로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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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말에서 ‘ㅅ’과 ‘ㄷ’이 중화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이때부터 어간말 기저음소
ㅿ를 가지고 있던 동사들은 현재의 ㅅ-불규칙동사와 동일한 어간의 교체를 보이게
되었다.(최명옥:1985) 즉, 이 유형의 어사들은 음운체계의 변화 결과로 발생된 것들
이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어에서 ‘낫다’류가 ‘ㅅ’ 말음 어간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
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X{ㄷ-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4.7. ‘잡숟/잡수-’(잡숫다)류
이 유형에는 ‘잡숫다’라는 한 어사만 있는데 그 활용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9) a. 잡숙꾸(잡숟-구, 食), 잡숟떠라(잡숟-더라), 잡순는데두(잡숟-는데두)
b. 잡솨서(잡수-아서), 잡수문(잡수-으문), 잡수라요(잡수-으라요)

(19)를 보면 자음어미 앞에서 ‘잡숫다’는 /잡숙-/~/잡숟-/~/잡순-/과 같이 교체
된다. /잡숙-/과 /잡순-/은 각각 /잡숟-/에서 연구개음화와 비음화를 거쳐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19a)에서 어간 형태 ‘잡숟-’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낫다’류
와 마찬가지로 이미 이 지역어에서는 ‘ㅅ’ 말음 어간이라는 것을 흔적을 찾을 수 없
기 때문에 ‘잡숟-’을 추출하게 된다. (19b)에서 우리는 어간 형태 ‘잡수-’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그럼 이 지역어의 공시적 음운규칙으로 이 둘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
는지 보기로 한다. ‘잡숟-’에서 연구개음화와 비음화를 겪으면 (19a)의 음성형과 동
일하게 나온다. 그다음 ‘잡수-’에 '아'계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조화와 활음화가 적용
되어 ‘잡수-+아서→잡수아서→잡솨서’가 된다. 앞 장에서 언급한 적이 있듯이, 이
지역어에서 모음조화는 어간이 2음절일 경우 첫 음절이 양성모음이면 양성모음어미
가 결합된다. 그래서 ‘잡수-’에는 양성모음어미가 결합된다. 이 지역어에서 ‘우’ 말
음 어간은 '으'계 어미와 결합하면 어미초의 ‘으-’가 탈락한다. 이러한 음운규칙들이
적용되면 (19b)와 같은 활용형들이 만들어진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잡숟-’과 ‘잡수-’ 두 개의 교체형을 추출해냈다. 그러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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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기저형이라 하여도 다른 한 쪽을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잡숫다’는 ‘잡수{ㄷ-∅}-’로 복수기저형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표7-가] ‘잡숫다’류의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용언
잡숫다

-더라

-더니

-디(말라)

-구

-는데두

잡숟떠라

잡숟떠니

잡숟띠

잡숙꾸

잡순는데두

[표7-나] ‘잡숫다’류의 '아'계 어미와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용언
잡수다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으문

-으니끼니

-으라요

잡솨두

잡솨두

잡솯다

잡수문

잡수니끼니

잡수라요

표준어에는 ‘잡수세요, 잡숫고, 잡수시니’와 같이 어간이 ‘잡숫-’으로 활용되고 있
다.
흔히 사전에서 ‘잡숫다’는 ‘잡수시다’의 준말로 처리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기
술이다. ‘잡숫다’의 선대형은 ‘(*잡다>) 잡다’로 ‘잡다>잡숩다>잡숫다’와 같
은 변화를 겪은 것이다(유필재 2000).
‘잡다’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으로
서 공손이나 겸양을 나타내는 ‘--’이나 ‘--’을 자꾸 첨가하게 된 것이다. 그다
음, ‘잡다’에서 모음 ‘’의 원순 모음화에 의하여 ‘잡숩다’로 되었다. 현대한국어의
‘잡수시다’는 ‘잡-’에서 변한 ‘잡숩-’에 주체존대 선어말 어미 ‘-시-’가 연결된
형태이다. ‘잡숩-’에 ‘-시-’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잡숩+으시’와 같이 매개 모음
‘으’가 필요하다. 그러면 ‘잡숩+으시다’에서 ‘숩’의 ‘ㅂ’은 ‘ㅂ-불규칙’활용을 하므로,
반모음 ‘오/우’와 매개 모음 ‘으’가 합하여 ‘잡수우시다’가 될 것이다. 그다음 ‘-수우

- 50 -

-’가 한 음절로 축약되어 최종적으로 ‘잡수시다’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잡숫
다’에 대해서는 ‘잡숩다’의 받침 ‘ㅂ’이 어간 형태에 대한 언중의 착각으로 인하여
‘ㅅ’으로 바뀐 결과로 해석하였다. 즉 ‘잡숩-’은 ‘잡숩고, 잡수워, 잡수우니’와 같이
활용하게 되는데, ‘잡수워’를 ‘잡수어’로, ‘잡수우니’를 ’잡수으니‘로 착각하게 되면 그
기본 형태를 ‘ㅅ-불규칙’형태인 ‘잡숫-’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방증으로
‘줏다’의 발달과정을 예로 들었다23)(김무림 2008).
한편, ‘잡수다’는 ‘잡숩-’에 어미 ‘-으니’가 연결되어 ‘잡수우니’가 되는 것이 정상
이지만, 역시 ‘수우’가 축약되어 ‘잡수니’가 된다. 이렇게 ‘잡수시다, 잡수니’와 같은
형태로부터 얻은 ‘잡수다’라는 기본 형태가 현대에 들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김무림 2008).
다시 말하면, 원래는 ‘잡숩고, 잡솨서, 잡수니’와 같이 ‘ㅂ-불규칙’ 활용을 해야 할
것이나 언중들의 오분석에 의하여 ‘잡숫-’과 ‘잡수-’의 두 교체형으로 불규칙 활용
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잡숫-’과 ‘잡수-’는 각각 ‘잡숩-’의 오분석에 의한 ‘잡숫-’과
‘-시-’가 추가되지 않은 '으'계 어미 ‘-으니’와의 통합형으로 재구조화된 ‘잡수-’가
쓰인다는 것이다.

4.8. ‘덥/더우-’(덥다)류

이 유형에 속하는 ‘덥다’의 활용형을 보면 (20)과 같다.

(20) a. 덕꾸(덥-구, 熱), 덥떠라(덥-더라), 덤니(덥-니)
b. 더워서(더우-어서), 더우문(더우-으문)

23) 현대한국어에서 ‘ㅂ-불규칙’ 용언인 ‘줍다’는 줍고, 주워, 주우니‘등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
줍다‘는 중세한국어에서는 ‘ㅅ-불규칙’ 용언인 ‘줏다’였으며 ‘줏고, 주, 주니’와 같이 활
용되다가 ‘ㅿ’이 소실된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줏고, 주어, 주으니’와 같이 활용하게 된다.
그런데 ‘주어, 주우니’는 어간 모음 ‘우’에 의한 모음 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그 발음이 ‘ㅂ불규칙’활용 형태인 ‘주워, 주우니’와 혼동되면서, 언중들은 ‘주어(주워), 주으니(주우니)’의
어간을 ‘줍-’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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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다(着): 이버서(입-어서), 이브문(입-으문), 익꾸(입-구), 입떠라(입-더라)
잡다(捕): 자바서(잡-아서), 자브문(잡-으문), 작꾸(잡-구), 잡떠라(잡-더라)
집다(抓): 지버서(집-어서), 지브문(집-으문), 직꾸(집-구), 집떠라(집-더라)

(21)은 이 지역어에서 ‘ㅂ’ 말음 규칙동사 어간들의 활용형이다. (20a)에서 기저
형을 ‘덥-, 덮-, 더ㅃ-’ 중의 어느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언을 살
펴보면 함경도 방언에서 ‘덥꼬, 더부니, 더바서’와 같이 규칙적인 활용 양상을 보인
다. 따라서 (20a)에서 ‘Xㅂ-’을 추출해낼 수 있다. (20b)에서는 기저형을 ‘덥/더우
-’24), ‘덥/더w-’의 어느 하나로 설정할 수 있다. 타 방언을 살펴보면 동남방언에
‘도우고, 도우니, 도와’와 같이 ‘도우-’로 기저형이 단일화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덥
/더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즉 우리는 (20b)에서 ‘X우-’를 추출해낼
수 있다. 그런데 ‘Xㅂ-’과 ‘X우-’ 중 어느 하나를 기저형으로 설정해서는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는 다른 하나를 도출해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복수기저형으로 인정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이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두 기저형의 설정이 타당한지 보
도록 한다. 먼저 자음어미와 결합하는 ‘Xㅂ-’을 보면, 어간말의 ‘ㅂ’이 어미초의 ‘ㄱ’
앞에서 연구개음화와 경음화가 적용되고(덥-+-구→[덕구]→[덕꾸]), 어미 초의
‘ㄷ’ 앞에서는 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만 적용되며 어미초의 ‘ㄴ’ 앞에서는 ‘ㅂ’이
‘ㅁ’으로 비음화한다. 그 결과 (20a)와 같게 나타난다. 다음, ‘X우-’는 ‘아’계 어미와
결합하면 이 지역어의 모음조화 규칙이 적용된다. ‘더우-’와 ‘흥거러우-’는 모두 2
음절 이상이며 앞 음절이 음성모음이기 때문에 이 지역어의 모음조화 규칙에 의하
면 ‘-어서’가 결합된다. 그 결과 (20b)와 동일하다. ‘X우-’가 ‘으’계 어미와 결합하
면 개음절 뒤에서 어미초 으-탈락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역시 (20b)의 음성형과
동일하게 나온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덥다’류의 기저형을 ‘X{ㅂ-우}-’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4) 방언에 따라서는 ㅂ-불규칙 활용을 ‘덥/더오-’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오
-’말음 어간이 음절에 상관없이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가 선택되기 때문에 ‘더오-’로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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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에 속하는 어사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더 있다.

[표8-가] ‘덥다’류의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구

-더라

-디 (않다)

-니

덥다(熱)

덕꾸

덥떠라

덥띠

덤니

눕다(臥)

눅꾸

눕떠라

눕띠

눔니

곱다(麗)

곡꾸

곱떠라

곱띠

곰니

돕다(助)

독꾸

돕떠라

돕띠

-

맵다(辛)

맥꾸

맵떠라

맵띠

맴니

페랍다(苛)

페락구

페랍더라

페랍띠

페람니

싱겁다(醈)

싱걱꾸

싱겁떠라

싱겁띠

싱검니

아깝다(惜)

아깍꾸

아깝떠라

아깝띠

아깜니

가찹다(近)

가착꾸

가찹떠라

가찹띠

가참니

뚜껍다(厚)

뚜꺽꾸

뚜껍떠라

뚜껍띠

뚜검니

벨나럽다(異常)

벨라럭꾸

벨라럽떠라

벨라럽띠

벨라럼니

미안스럽다(廉恥)

미안스럭꾸

미안스럽떠라

미안스럽띠

미안스럼니

흥거럽다(疲勞)

흥거럭꾸

흥거럽떠라

흥거럽띠

흥거럼니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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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나] ‘덥다’류의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으야디

-으문

-으니끼니

덥다(熱)

더우야디

더우문

더우니끼니

눕다(臥)

누우야디

누우문

누우니끼니

곱다(麗)

고우야디

고우문

고우니끼니

돕다(助)

도우야디

도우문

도우니끼니

맵다(辛)

매우야디

매우문

매우니끼니

페랍다(苛)

-

페라우문

페라우니끼니

싱겁다(醈)

싱거우야디

싱거우문

싱거우니끼니

아깝다(惜)

-

아까우문

아까우니끼니

가찹다(近)

가차우야디

가차우문

가차우니끼니

뚜껍다(厚)

뚜꺼우야디

뚜꺼우문

뚜꺼우니끼니

벨나럽다(異常)

-

벨나러우문

벨나러우니끼니

미안스럽다(廉恥)

-

미안스러우문

미안스러우니끼니

흥거럽다(疲勞)

-

흥거러우문

흥거러우니끼니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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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다] ‘덥다’류의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덥다(熱)

더워서

더워두

더웓따

눕다(臥)

누워서

누워두

누웓따

곱다(麗)

고와서

고와두

고왇따

돕다(助)

도와서

도와두

도왇따

맵다(辛)

매워서

매워두

매웓따

페랍다(苛)

페라워서

페라워두

페라웓따

싱겁다(醈)

시거워서

싱거워두

싱거웓따

아깝다(惜)

아까와서

아까와두

아까왇따

가찹다(近)

가차와서

가차와두

가차왇따

뚜껍다(厚)

뚜꺼워서

뚜꺼워두

뚜꺼웓따

벨나럽다(異常)

벨나러와서

벨나러와두

벨나러왇따

미안스럽다(廉恥)

미안스러워서

미안스러워두

미안스러웓따

흥거럽다(疲勞)

흥거러워서

흥거러워두

흥거러웓따

용언

ㅂ-불규칙은 자음체계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1450년대까지는 국어의
자음체계에는 ㅂ, ㅍ, ㅃ,와 ㅸ가 기저음소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현재의 ㅂ
-불규칙동사들은 어간말 기저음소 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 동사는, 어미의 모음
과 자음 앞에서 ㅸ~ㅂ의 어간 말음소의 교체를 보이는 규칙동사였다. 그러던 것이
1450년대 이후에 ㅸ가 w로 변하면서 기저음소 ㅸ는 소멸되고 한국어의 자음체계는
ㅂ, ㅍ, ㅃ만이 기저음소로 존재하게 되면서 어간말 기저음소 ㅸ를 가지고 있던 동
사들은 현재의 ㅂ-불규칙동사들과 동일한 어간의 교체를 보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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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모르/몰르-’(모르다)류
이 유형에 속하는 어사 ‘모르다’의 활용형을 제시하면 (22)와 같다. (23)은 이 지
역어에서 ‘ㄹ’ 말음 규칙 동사들의 활용 양상이다.

(22) a. 모르구, 모르더라, 모르문
b. 몰라서, 몰라두

(23) a. 따르다(追) : 따라서(따르-아서)
cf. 따르구, 따르더라, 따르문
b. 들르다(过) : 들러서(들르-어서) cf. 들르구, 들르더라, 들르문
골르다(擇) : 골라서(골르-아서) cf. 골르구, 골르더라, 골르문
길르다(養) : 길러서(길르-어서) cf. 길르구, 길르더라, 길르문
날르다(運) : 날라서(날르-아서) cf. 날르구, 날르더라, 날르문

(23)은 이 지역어의 규칙활용을 하는 동사들이다. (22)를 분석해 보면 ‘모르-’가
자음어미 및 으-계 어미와 결합할 때는 교체형 ‘모르-’로 나타난다.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의 교체형은 ‘Xㄹㄹ-’ 혹은 ‘Xㄹ르-’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초산 지역
어 및 타 방언을 보면 ‘Xㄹ르-’로 단일화(23b)한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Xㄹㄹ
-’는 ‘ㄹㄹ’이라는 자음군을 가진 어간이 한국어에는 없다는 조건을 어긴다(이진호
2008: 136). 그러므로 (22b)에서 추출되는 교체형은 ‘몰ㄹ-’이 아니라 ‘몰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설정한 두 교체형은 어느 것을 기저형으로 설정해도 다른
하나를 도출해 낼 수 없으므로 ‘X{르-ㄹ르}-’로 복수기저형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제 두 기저형의 설정이 타당한지 보기로 한다. 우선 ‘모르-’는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 직접 음성형으로 실현되고, ‘몰르-’는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말
으-탈락 규칙이 적용되어 ‘몰르-+-아서→몰ㄹ-+-아서→[몰라서]’가 된다. 즉 우
리는 복수기저형 ‘X{르-ㄹ르}-’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의 어사는 아래의 [표9-가, 나]와 같은 것들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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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가] ‘모르다’류의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ㄴ/는다

-구

-더라

-으문

-으라

모르다(不知)

모른다

모르구

모르더라

모르문

-

마르다(乾)

마른다

마르구

마르더라

마르문

마르라

따르다(切)

따른다

따르구

따르더라

따르문

따르라

부르다(呼)

부른다

부르구

부르더라

부르문

부르라

누르다(壓)

누른다

누르구

누르더라

누르문

누르라

바르다(塗)

바른다

바르구

바르더라

바르문

바르라

오르다(登)

오른다

오르구

오르더라

오르문

오르라

뚜르다(穿)

뚜른다

뚜루구

뚜르더라

뚜루문

뚜르라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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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나] ‘모르다’류의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不知)

몰라서

몰라두

몰랃따

마르다 (乾)

말라서

말라두

말랃따

따르다 (切)

딸라서

딸라두

딸랃따

부르다 (呼)

불러서

불러두

불럳따

누르다 (壓)

눌러서

눌러두

눌럳따

바르다 (塗)

발라서

발라두

발랃따

오르다 (登)

올라서

올라두

올랃따

뚜르다 (穿)

뚤러서

뚤러두

뚤럳따

용언
모르다

현재 표준어의 lɨ-변칙동사들은 중세 중부방언에서 ‘모-(不知): 모고(釋
9:11), 모샤(龍 9), 몰라(曲 84)’와 ‘흐르-(流): 흐르게(杜初 8:37), 흘러(曲
185)’와 같은 활용을 하여, 단일한 기저형에 의하여서는 설명할 수 없는 동사였다.
이들은 대부분의 동남방언과 일부의 서남방언에서 어미 -(ɨ)CX와 결합되는 어간이
Xli-로 재구조화되었으며 대부분의 중부방언에서는 Xllɨ-로 어간이 단일화되었다.
최명옥(1988:65)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이런 변칙동사의 교체형에 대하여 화자들
이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교체형을 단순히 기억하며 각 교체형과 그
교체형에 결합되는 어미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지역어
에서 (23)의 ‘들르다, 골르다, 길르다, 날르다’도 어간 ‘Xㄹ르-’로 단일화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표9]의 어사들 중에서 ‘누르구~눌르구, 바르구~발르구’와 같이 ‘누
르다, 바르다’는 두 어형이 공존하기도 하기에 이들은 ‘Xㄹ르-’로의 단일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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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알 수 있다. 또한 ‘길르다’도 ‘기르야돼’와 같이 나타나기도 하여 ‘Xㄹ르-’와
공존하며 ‘X르-’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는 (9)의 어
사들도 충분히 ‘Xㄹ르-’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표준어에서는 이런 교체현상을 ‘르’불규칙이라 한다. ‘르’불규칙이란 2음절 어간의
동사로서 어간말음절 ‘르’가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말의 ‘ㅡ’가 삭제되고 ‘ㄹ’
이 하나 더 실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동일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ㅡ’를 삭
제시키는 ‘치르다, 따르다, 다다르다’ 유형의 활용현상과 구별된다.
그러나 이 지역어에서는 ‘치르다, 다다르다’는 사용하지 않으며 각각 ‘시험을 치다,
어떤 일이 어느 정도까지 됏다’와 같이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
르다’는 사용하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이 사용범주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따르다’
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지역어에서는 ‘01-「3」’의
뜻으로는 ‘도와허다(좋아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따르다 02’의 의미로는 ‘(술
을)붓다’로 사용되었다. ‘01-「1」’의 의미로는 ‘따르구, 따르는데, 딸라서’와 같이
불규칙 활용 양상을 보였다.
따르다01〔따라, 따르니〕<동사>
「1」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
「2」앞선 것을 좇아 같은 수준에 이르다.
「3」좋아하거나 존경하여 가까이 좇다.
「4」【…에】【…을】관례, 유행이나 명령, 의견 따위를 그대로 실행하다.
「5」((‘따라(서)’ 꼴로 쓰여)) 일정한 선 따위를 그대로 밟아 움직이다.

따르다02〔따라, 따르니〕<동사>
【…에 …을】
그릇을 기울여 안에 들어 있는 액체를 밖으로 조금씩 흐르게 하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이와 같이 이 지역어에서 ‘르’ 정칙 활용 동사는 ‘따르다(01-「5」)’만 확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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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그 예문은 (19)와 같다.

(24) 내레 무슨 말을 허먼 데켄에서 그 말에 따라서 답복을 헤야 대는데 딴말허디
머.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에 따라서 답복을 해야 하는데 다른
말을 하지머.)

만약 ‘따르다’가 ‘01-「5」’의 의미까지 (22)와 같은 활용을 보이게 된다면 이 지
역어에서 ‘모르다’류는 기저형이 두 개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르-불규칙이 있다고
는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10. ‘다릏/달르-’(다릏다)류
이 유형에 속하는 ‘다르다’의 활용형을 보이면 (19)와 같다.

(25) a. 다르쿠(다릏-구), 다르터라(다릏-더라), 다르문(다릏-으문)
b. 달라서(달르-아서), 달라두(달르-아두)

(25)를 분석한 결과 ‘다르다’류는 자음어미 및 ‘으-’계 어미와 결합하면 ‘다릏-’
로 교체된다. 만약 (25b)에서 ‘다릏-’를 추출해 낸다면 ‘다릏-아서 (ㅎ탈락)→ 다
르-+-아서(으-탈락) →다ㄹ아서 →다라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르다’류와 마
찬가지로 (25b)에서 ‘달ㄹ-’로도 설정할 수 있지만 한국어에 ‘ㄹㄹ’ 말음 어간이 존
재하기 때문에 ‘달르-’로 분석해 볼 수 잇다. 그러나 이 두 교체형은 어느 하나를
기저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도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두 기저형은 둘
다 기저형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런 기저형의 설정이 타당한 지 보기로 한다. 우선 ‘다릏-’에 자음어미가
결합하면 어미초의 자음을 유기음화시키면 (25a)와 같다. 다음, 으-계 어미와 결합
하면 ㅎ-탈락 규칙이 적용되어 [다르문]으로 된다. 그 다음, ‘달르-’가 '아'계 어미
와 결합하면 으-탈락 규칙이 적용되어 ‘달르-+아서 →달ㄹ-+-아서→[달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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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그 결과 모두 (25)의 음성형과 일치하므로 ‘다{릏-ㄹ르}-’와 같은 기저형 설
정은 타당하다.
이 지역어에 ‘다{릏-ㄹ르}-’와 같은 복수기저형을 가진 어사는 ‘다릏다’ 하나 뿐
이다. 그 활용 양상을 더 보이면 아래 [표10-가, 나]와 같다.

[표10-가] ‘다릏다’류의 자음어미 및 매개모음과의 결합형
어미
용언
다릏다

-더라

-구

-디(않다)

-으문

-니

다르터라

다르쿠

다르티

다르문

다르니

[표10-나] ‘겉다’류의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용언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달라서

달라두

달랃따

다릏다

‘다릏다’는 중세한국어시기에 '아'계 어미 앞에서는 ‘Xㄹㅇ-’로, 자음어미 앞에서는
‘X(르)-’로 교체되던 어사이다. 중앙어에서는 ㄹ-불규칙 어간으로 변화했는데 이
지역어에서는 ‘다{릏-ㄹ르}-’로 변화하였다.

4.11. ‘뛰/뛔-’(뛰다)류
이 유형의 어사 ‘뛰다’의 활용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6) a. 뛰구(뛰-+-구), 뛰더라(뛰-+-더라), 뛰문(뛰-+-으문), 뛰라(뛰-으라)
b. 뛔:서(뛔-+-어서), 뛔:두(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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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a)를 분석해 보면 어간 ‘뛰-’를 얻을 수 있다. (26b)에서는 만약 어간을 ‘뛰-’
로 분석한다면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는 ‘위’ 말음 어간이 ‘아-’계 어미와 결합하면
‘웨’ 말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26b)의 어간을 ‘뛔
-’로 설정해 보기로 한다. 그러면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이 지역어의 어미초 어
-탈락 규칙이 적용되면 [뛔어서]가 된 다음, 완전순행동화가 적용되면서 [뛔:서]와
같이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26)에서 ‘뛰-’와 ‘뛔-’의 두 교체형을 추출해 냈으며 이들은
어느 하나를 기저형이라고 해도 다른 하나를 도출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X{위-웨}-’의 복수기저형을 가진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사
는 다음의 [표11-가, 나]와 같은 것들이 더 있다.

[표11-가] ‘뛰다’류의 자음어미와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ㄴ/는다

-더라

-구

-니

-으문

-으라

뛰다(馳)

뛴다

뛰더라

뛰구

뛰니

뛰문

뛰라

쉬다(休)

쉰다

쉬더라

쉬구

쉬니

쉬문

쉬라

쥐다(握)

쥔다

쥐더라

쥐구

쥐니

쥐문

쥐라

휘다(煣)

휜다

휘더라

휘구

휘니

휘문

휘라

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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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나] ‘뛰다’류의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뛰다(馳)

뛔:서

뛔:두

뛛:따

쉬:다(休)

쉐:서

쉐:두

쉗:따

용언

이 유형의 어사의 활용은 '위'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공시적으로도 서북방언의 많은 지역어에서는 ‘위’가 이중모음 ‘wi'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통시적으로도 한성우(2003)에서 밝힌바와 같이 Corean Primer와
최명옥(1986), 최임식(1984)를 살펴본 결과, 의주 지역에서는 ‘위’가 uy > wi > ü
의 변화과정을 밟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주제보자의 자연발화에서 단
어 ‘uyt'ong25)’이 나타났다. 이는 초산 지역어에도 적어도 어느 시기에는 ‘uy’로 나
타나던 시기가 있었는데 현재는 단모음화가 발생하여 ‘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
닌가란 추측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통시적으로 이 지역어에서도 uy 또는 wi가
충분히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뛰다’류가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뛔-/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uy’의 ‘y’ 혹은 ‘wi’의 ‘i’의 전설성의 영향으로 ‘뛰+어서
→ 뛰여서 → 뛔:서’의 용법이 잔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4.12. ‘ㅍ{ㅜ-ㅓ}’(푸다)류
이 유형의 어사 ‘푸다’의 활용 양상을 보면 아래와 같다.

(27) a. 푸구(푸-+-구), 푸더라(푸-+-더라), 푸문(푸-+으문)
b. 퍼서(퍼-+-어서), 퍼두(퍼-+-어두)
(27a)에서 ‘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푸-’는 ‘우’ 말음 어간이기 때문에 (27b)
25) 주제보자의 자연발화: 우읻동이로구나, 난 또 바디인가...(상의구나, 난 또 바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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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음화하여 [풔서]가 되어야 하는데 [퍼서]가 되었다. 따라서 (27b)에서는 교
체형을 ‘ㅍ-’, ‘프-’ 또는 ‘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도 지역에서 ‘퍼-’로
단일화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간을 ‘퍼-’로 추출한다.
(27b)에서 추출한 ‘퍼-’는 이 지역어의 어미초의 어-탈락 규칙이 적용되면 ‘퍼
서, 퍼두’와 같이 실현된다. 즉 (27b)에서 ‘퍼-’로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그러나 ‘푸-/퍼-’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기저형으로 설정하여도 다른 하나를 도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푸다’류는 복수기저형을 갖는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푸다’의 활용형을 더 보이면 다음의 [표12-가, 나, 다]와 같다.

[표12-가] ‘푸다’류의 자음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용언
푸다(汲)

-ㄴ/는

-구

-더라

-디

푸는

푸구

푸더라

푸디

[표12-나] ‘푸다’류의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용언
푸다(汲)

-으문

-으니끼니

-으야디

푸문

푸니끼니

푸야디

[표12-다] ‘푸다’류의 ‘아’계 어미와의 결합형
어미
용언
푸다(汲)

-아/어서

-아/어두

-앗/엇다

퍼서

퍼두

펃따

‘푸다’외에 이 지역어에서는 ‘기뿌다(기쁘다), 고푸다(고프다), 바뿌다(바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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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다(아프다), 나뿌다(나쁘다)’가 원순모음화가 발생하여 ‘푸다’와 같은 활용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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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고에서는 중국 길림성 통화지역 집안현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평북 초산 출
신의 화자로부터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기술하
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자료의 주제보자는 필자의 외할머니이기 때문에 일상대화를 나
누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연발화를 녹취하였다. 그리고 부제보자는 조선족 학
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이 지역어를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었다. 주제보자의 자연발화에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으면 부제보자에
게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불규칙 활용을 논하기 전에 본고에서 사용할 불규칙 활용
의 개념과 기저형의 설정 방법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말하는 불규칙 활용이란 한
어사의 활용형에서 두 개 이상의 이형태가 나타나고, 이 두 이형태가 공시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이 두 이형태를 모두 기저형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저형의 설정 방법은 분절음 층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저형 설정 기
준과 최명옥(2008)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즉 어떤 음운론적 환경
에서도 변화가 없는 것은 그 자체를 기저형으로 본다. 음운 환경에 따라 변화가 있
으면 잠정 기저형을 설정하고 이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지 확인한다. 만약 공시적인 음운규칙에 의하여 잠정 기저형들을 도출할 수 있는 하
나의 기저형을 설정할 수 없다면 그 둘을 모두 기저형으로 설정하였다. 가령 ‘둥글
허/둥글헤-’(둥글허다, 圓)가 그 예이다. ‘어’ 말음 어간이 ‘아’계 어미와 결합할 때
‘에’로 변화하는 공시적인 음운규칙이 이 지역어에는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잠정 기저형을 모두 기저형으로 인정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기저형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한국어의 다른 방언에서 단일화된 이형태가 있을 경우, 그것을
기저형으로 설정한다. 가령 ‘걷다(步)’가 그 예다. 이 지역어에서 ‘아’계 및 ‘으’계 어
미와 결합할 경우 잠정 기저형을 ‘-, 거르-’로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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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동북부 지역어와 함경남도 지역어에서 /:-/로 단일화된 사실을 고려해
서 ‘걿-’로 기저형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이 지역어의 음운목록과 특성, 음운 현상을 간략히 기술하고, 그리고
본고의 기술에 필요한 이 지역어의 어미들을 자음어미, ‘아’계 어미, ‘으’계 어미로
나누어 그 목록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초산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 양상을 다루었는데 이 지역어에는

(1) ‘굵/굴구-’(굵다)류
(2) ‘걷/-’(걷다)류
(3) ‘허/헤-’(허다)류
(4) ‘많/마네-’(많다)류
(5) ‘겉/거테-’(겉다)류
(6) ‘낟/나으-’(낫다)류
(7) ‘잡숟/잡수-’(잡숫다)류
(8) ‘덥/더우-’(덥다)류
(9) ‘모르/몰르-’(모르다)류
(10) ‘다릏/달르-’(다릏다)류
(11) ‘뛰/뛔-’(뛰다)류
(12) ‘푸/퍼-’(푸다)류

등 12가지 불규칙 활용이 있다. 여기서 ‘굵/굴구-’는 이 지역어에만 나타나는 특이
한 활용형이다. 기존의 평안방언 선행연구에서 ‘넑(寬)-, 얅(薄)-, 딹(短)-, 긹
(長)-’의 어간으로 나타난다는 내용은 언급한 적이 있지만 ‘긹-’이 ‘길궈서, 길구문’
과 같이 불규칙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로운 부분이다. ‘새깜허다(새까맣다,
黑), 둥글허다(둥그렇다, 圓)’와 같이 기원적으로 ‘다’에서 파생된 색채류와 모양
류 형용사는 이 지역어에서 ‘새깜허구, 새깜허문, 새깜헤서’와 같이 ‘허/헤-’(허다)류
에 속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고의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데, 다음으로 이 지역어의 불규칙 활용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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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표준어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어와 공통되는 것으로는

‘걷/-’(걷다)류

- ‘ㄷ’불규칙

‘낟/나으-’(낫다)류

- ‘ㅅ’불규칙

‘덥/더우-’(덥다)류

- ‘ㅂ’불규칙

‘모르/몰르-’(모르다)류 - ‘르’불규칙
‘푸/퍼-’(푸다)류

- ‘우’불규칙

등이 있다. 이들은 활용 양상에 있어서 표준어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없지
는 않으나 표준어와 같은 성격의 불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2) 표준어에는 없지만 이 지역어에는 있는 불규칙으로는

‘굵/굴구-’(굵다)류
‘많/마네-’(많다)류
‘겉/거테-’(겉다)류
‘잡숟/잡수-’(잡숫다)류
‘다릏/달르-’(다릏다)류
‘뛰/뛔-’(뛰다)류

등이 있다.

(3) 표준어와 이 지역어에 다 있기는 하지만 불규칙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는

‘허/헤-’(허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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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허다’류는 표준어의 ‘하다’류에 대응되는 것인데 표준어에서는 ‘하다’가
‘아’불규칙이지만, 이 지역어에서 ‘허다’는 ‘어’불규칙이고, 표준어에서는 ‘아’가 ‘애’로
교체되지만 이 지역어에서는 ‘어’가 ‘에’로 교체된다.

(4) 표준어에는 있지만 이 지역어에는 없는 불규칙으로는 ‘러’불규칙과 ‘거라’불규
칙, ‘너라’불규칙 등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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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불규칙 유형

개수

‘걷/-’(걷다)류 - ‘ㄷ’불규칙
‘낟/나으-’(낫다)류 - ‘ㅅ’불규칙
표준어와 공통됨

‘덥/더우-’(덥다)류 - ‘ㅂ’불규칙

5

‘모르/몰르-’(모르다)류 - ‘르’불규칙
‘푸/퍼-’(푸다)류 - ‘우’불규칙
‘굵/굴구-’(굵다)류
‘많/마네-’(많다)류
표준어에는 없음

‘겉/거테-’(겉다)류
‘잡숟/잡수-’(잡숟다)류

6

‘다릏/달르-’(다릏다)류
‘뛰/뛔-’(뛰다)류
표준어와 이 지역어에 다
있기는 하지만 불규칙의

‘허/헤-’(허다)류 - 어’불규칙

1

내용이 다름
표준어에는 있지만 이
지역어 에는 없음

‘러’불규칙
‘거라’불규칙
‘너라’불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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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关于平北楚山地方语不规则活用的研究
尹梅玲

本文的目的是通过调查从平北楚山地区迁居到中国吉林省通化地区集安县的移居民的
地方口语，从中找出平北楚山地方语的谓词的不规则活用现象。
本文共分为五章，首先在第一章里了解了关于该调查地区和信息提供者的相关内容。
在第二章了解了本文要使用的不规则活用的概念和底层形式的设定方法。本文所说的
不规则活用是指一个词汇的活用中出现两个以上的异形态，而这两个异形态无法用共时
性的音韵规则来说明时，就要把这两个异形态都设为底层形式。底层形式的设定方法是
按照分节音层面上的一般性底层形式的设定基准和崔明玉（2008）所提示的基准来设定
的。
第三章以调查资料为基础，提示了该地方语的音韵目录、特性、音韵现象，还有与本
文内容相关的该地方语使用的词尾。其结果，分别出现了20个辅音目录和9个单元音目
录。
第四章分析了该地方语的不规则活用现象。该地方语里面有“kulk/kulku-"(粗）类、
h
h
“kət/kəlʔ-”（走）类、“hə/he-”(做）类、“manh/mane-”（多）类、“kət /kət e-”

（像）类、“nat/naɨ-”类（愈）、“ʦapsut/ʦapsu-”（吃）类、“təp/təu-”(热)类、
“morɨ/mollɨ-”不知）类、“tarɨh/tallɨ-”（不同）类、“t'ü/t'we-”（跑）类、“pu/pə-”
（盛）类等12种不规则活用。其中标准韩国语里没有，而该地方语里却有的不规则活用
h
h
类型为“kulk/kulku-"(粗）类、“manh/mane-”（多）类、“kət /kət e-”（像）类、

“ʦapsut/ʦapsu-”（吃）类、“tarɨh/tallɨ-”（不同）类、“t'ü/t'we-”（跑）类等。找出的
这些在标准韩国语里看不到的不规则活用现象可以说是本文的一大收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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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作为本文的结论部分，简单归纳了本文的内容。另外记述了楚山地方语的不规
则活用种类，并揭示了与标准韩国语的共同点和不同点。

关键词: 楚山，地方语，不规则活用，复数底层形式，交替，音韵规则，词干，词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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