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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김 동 은

이 논문은 개별 방언 간의 비교 연구로서, 같은 대방언권인 동남방언의 하위방언
으로서의 경북 동부 방언과 경남 서부 방언을 비교·대조하여 방언 간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를 대상으로
음운 목록을 확정하고 어미와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한 후 공시적인 음운 현상을 기
술하였다.
본고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밝
혔으며 조사 및 연구의 방법과 논문의 구성을 설명하고 기존 논의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음소·운소에 대해 기술하였다. 경주 지역
어의 단모음 체계는 6모음 체계이고, 하동 지역어는 7모음 체계를 보이며 경주와
하동 모두 활음 /j, w/를 갖고 있다. 경주 지역어는 /ㆆ/을 포함한 19개의 자음, 하
동 지역어는 /ㅆ/과 /ㆆ/을 포함한 20개의 자음을 갖고 있다. 경주와 하동 모두 고조
와 저조가 대립하는 2단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경주 지역어에서는 저고복합조가 발
견되지만 하동 지역어에서는 복합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3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기저형을 살펴보았다. 조사 및 어미의 기저형과 체언·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각각 단일기저형과 복수기저형으로 나누었다. 조사 및 어미는 개음
절과 폐음절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고, 체언 및 용언의 어간은 어간 말음에 따라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공시적인 음운 현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모음에 관련된 현상을 대치·탈락·첨가·축약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자음에 관련된 현
상도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모음에 관련된 음운 현상을 살펴보면, 경주 지역어
와 하동 지역어의 완전순행동화 규칙과 원순모음화 규칙은 같다. 다만 하동 지역어
에는 /ㅁ/ 말음 어간의 일부가 원순모음화를 겪지 않는다. 경주 지역어는 개음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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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모음 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에 모음조화를 지키며, 폐음절 어간에는 어미 ‘-아
도’만이 결합한다. 하동지역어는 개음절 어간과 폐음절 어간 모두 모음조화를 지킨
다. 두 지역의 동모음 탈락과 모음 축약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인다.
두 지역어의 자음에 관련된 음운 대치 중에서는 음절말 평폐쇄음화와 비음화, 치
조비음화, 유음과, 경음화 및 구개음화가 서로 같다.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의 경우,
양 지역의 노년층 화자에게는 필수적인 현상이지만 중·장년층 화자에게서는 수의적
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자음 탈락 중 후음 탈락은 두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고,
자음군단순화·유음 탈락·어간 말 /ㅇ[ŋ]/, /ㄴ/ 탈락은 그 양상이 서로 달랐다. 구
(句) 구성의 /ㄴ/ 첨가는 양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축약 중 /ㆆ/에 후행하
는 평음의 경음화는 양 지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났으며, 격음화의 경우 경주 지역어
에서는 순행적 격음화와 역행적 격음화가 모두 일어나고 하동 지역어에서는 순행적
격음화만이 일어난다.
5장은 결론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와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경주, 하동, 음운 체계, 기저형, 대치, 탈락, 첨가, 축약
학 번: 2013-2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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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주제와 목적
본고는 개별 방언 간의 비교 연구로서, 같은 대방언권인 동남방언의 하위방언으로
서의 경북 동부 방언과 경남 서부 방언을 비교·대조하여 방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를 대상으로 음
운 목록을 확정하고 어미와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한 후 공시적인 음운 현상을 기술
하였다. 그 결과, 경주와 하동 두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목록의 공통점과 차이
점, 기저형과 음운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인 동남방언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강원도 영동
지역을 아우르는 구역의 방언을 일컫는다.1) 일반적으로 동남방언의 하위방언으로
경북방언과 경남방언을 꼽는데, 경북방언과 경남방언에 대한 많은 개별 연구에서 이
두 방언이 각각 동서로 대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그러한 까닭으로 본고에서는
동남방언권 내에서 동/서, 남/북의 대립을 모두 보이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
를 비교·대조하여 동남방언의 특징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한다.

1) 이기문(1961) 이래 ‘동북방언, 서북방언, 중부방언, 동남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과 같은
명칭이 쓰이기 시작했다. 대방언권의 구획은 방언연구회(2011), 정승철(2013)을 따랐다.
2) 동남방언은 가장 많이 연구된 방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방언에 대한 업적이
많이 축적되어 있다. 경북 방언의 하위방언권 구획에 관한 논의는 이기백(1969), 박지홍
(1983), 최명옥(1994), 정철(1997) 등이 있고 경남 방언의 하위방언권 구획에 관한 논의로는
박지홍(1983), 김택구(1991), 박정수(1992), 최명옥(1994), 김정대(2000, 2012) 등이 있다.
이 논의들은 개별 군(郡)들이 어느 하위 방언권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경북 방언과 경남 방언을 다시 동부와 서부(또는 동부와 중부, 서부)로 나누는 데에는 이견
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최명옥(1994)에서는 경북 방언을 경북 중동부 방언과 경북
서부 방언으로 나누었고, 경남 방언을 경남 동부 방언과 경남 중서부 방언으로 나누었는데,
음운·어휘·어법 전반을 고려하여 방언 구획을 시도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구획을 따르기로
한다.

- 1 -

1.2. 조사 및 연구 방법
본고는 경주 및 하동 지역 방언에 대한 공시적인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그
리하여 연구의 바탕이 되는 현지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사 항목
을 선정한 후 질문지를 만들고, 경주와 하동 각각의 지역에서 80대, 50대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제보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보자

연령

출생지

조사일시

조사지점

M1

81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2015. 5. 12.

경주시 인왕동

M2

56

〃

2015. 5. 12.

〃

M3

51

〃

2015. 2. 4.

〃

F1

81

〃

2015. 2. 4.

〃

M4

6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2015. 2. 2.

하동군 금남면

M5

53

〃

〃

F2

78

〃

2015. 5. 11.
2015. 2. 2.
2015. 5. 11.

〃

[표 1] 조사 정보
이 논문의 보조 재료는 국립국어원의 <2010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와
<2011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이다. <2010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의
조사 지점은 경상북도 경주시 보문동이며, <2011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의
조사 지점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로 필자가 조사한 지역과 동일한 시군
에 속한다. 필자가 현지 조사를 진행한 장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과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이다. 해당 조사 지역과 관련된 지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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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경주시 및 하동군의 조사 지역

이 외에도 기존의 방언 자료들을 이용하였는데, 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
구실에서

펴낸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을

참고하였으며

김주석·최명옥

(2001), 하동문화원에서 펴낸 <하동의 토속어>(2006) 등을 보조 자료로 삼았다.
또한 김정대(2000), 김택구(1991), 최명옥(1982), 황병순(1996) 등에 나타난 어휘
자료도 참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 및 기존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자
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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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확보된 방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어의 음운 목록을 확정하고, 어간과 어
미의 기저형을 살펴보았다. 기저형 설정에 있어서는 최명옥(2006)에 제시된 방법을
따랐다.
이러한 기저형을 바탕으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그 경계에서 나타나는 공시
적인 음운 현상을 기술하고, 이것이 두 지역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음운 현상은 모음과 관련된 현상, 자음과 관련된 현상을 묶어 설명하며 각각 대치와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3. 연구사 검토
경북 방언의 음소 체계에 관한 연구는 모음 /애/와 /에/의 변별, /으/와 /어/의 변
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명옥(1980)에서는 경주의 서면과 감포읍에서 /으/와 /
어/의 중화로 나타난 Ǝ가 i역행동화나 i와 축약되면 E나 i로 실현된다는 것을 들어
이 지역의 단모음 체계를 7모음 체계(i, E, Ǝ, ɜ, u, o, a)로 보았다. 경북 방언에서
/으/와 /어/가 변별된다는 논의는 서보월(1984), 정철(1989), 김세환(2005)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최명옥(1982)에서는 경주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를 6모음 체
계(i, ɛ, ɜ, u, o, a)로 보았다.
경남 방언의 음소 체계에 관한 연구는 김영송(1974)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논의
에서는 경남 방언의 모음 중 /으/와 /어/가 중화되고 /에/와 /애/가 중화되어 결과적
으로 6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류영남(1982), 배병인(1983), 강정미
(1989)는 각각 남해, 산청, 거창 방언을 대상으로 한 논의인데 여기서도 이를 뒷받
침하고 있다. 한편 /으/와 /어/의 대립이 있다는 7모음 체계도 주장되었는데, 이는
정정덕(1982)의 거제 방언에 관한 논의에서 나타난다. 전광현(1979), 김형주
(1983) 등은 각각 함양과 남해 방언이 8모음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논의이다. 김영
송(1963)에서는 경남 방언의 자음 체계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남 동부 방언
권은 /ㅅ/와 /ㅆ/가 변별되지 않으므로 18자음 체계를 가지며 그 외 지역은 19자음
체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김재문(1977)과 박정수(1992) 등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
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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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에 대한 논의들은 크게 성조론과 악센트론으로 나뉘는데, 중세국어와 방언의
성조를 연관시킨 전자의 논의로 김차균(1994), 박숙희(1999, 2008) 등이 있고 방
언의 성조가 어절 단위에 부과된다는 후자의 업적으로는 Ramsey(1974), 김주원
(1991) 등이 있다. 경북 방언의 성조에 대한 연구로는 김차균·천기석(1974), 김무
식(1999), 김차균(1994), 박숙희(2008), 이문규(2002), 최보람(2013) 등이 있다.
허웅(1954)에서는 경남 방언의 성조를 ‘고조-중조-저조’의 3단 체계로 인식하였
는데, 김영송(1963), 김차균(1970, 1975, 1977, 1985, 1992, 1993), 정영호(1993)
등이 이 견해를 따른다. 반면 정연찬(1963, 1974)에서는 경남 방언의 성조를 ‘고조
-저조’를 가진 2단 체계로 인식하였고, 안상철(1991) 등이 이를 따른다.
경북 방언 개별 지역어의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업적들이 있다.
신승원(1982)에서는 용언의 활용을 중심으로 의성 지역어의 음운 현상을 다루었으
며, 세대별 화자의 특징을 규명하여 기저형의 변화가 있음을 밝혔다. 최명옥(1980)
은 영덕 지역에 대한 논의로, 사회적 계층에 따른 음소 목록의 분화와 음운 현상을
밝힌 바 있다. 이동화(1983), 조신애(1985) 등은 안동 지역어의 음운 체계와 음운
현상에 대해 논하였다. 정철(1989)에서는 의성 지역어를 중심으로하여 전반적인 음
운론을 다루었다. 김세환(2005)에서는 청송 지역어의 음소와 성조, 그리고 음운 현
상을 논의하였다.
경주 지역어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는 최명옥(1982)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경주
지역어에 대한 통시음운론과 공시음운론을 아우른 논의인데, 이 지역의 음운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음운 규칙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에 관한 연구로는 비모음화를 다룬 이병선(1967), 모음조
화를 다룬 이병선(1971), 음소 체계와 경음화를 논의한 김재문(1977) 등이 있다.
개별 지역어의 음운론으로는 삼천포 방언을 다룬 최명옥(1974), 남해 방언을 논의
한 유구상(1975), 함양 지역어를 다룬 전광현(1979), 거제 방언의 음운 현상을 밝
힌 정정덕(1982), 진해 방언의 움라우트를 다룬 서정목(1983), 산청 지역어의 음운
론에 대한 연구인 배병인(1983)과 이현정(2008), 거창 방언을 다룬 강정미(1989)
등 수많은 업적이 있다.
한편 하동은 경남 방언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하동 지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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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조에 관한 연구로 김세진(2007)과 강흥구(2011) 등이 있고, 경어법에 관한
연구로 이정복(1992, 2004) 등이 있지만 음소체계와 음운규칙 전반에 관한 음운론
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를 비교·대조함으로써 이 두 지역어가 속한
소방언권의 특징, 나아가서는 대방언권인 동남 방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음운론적 대비 연구로서 아래
와 같이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주제와 목적, 조사 및 연구 방법과 대상 자료에 대한
소개, 기존 논의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수집한 방언 자료에 근거하여 이 지역의 음운 체계에 대해 기술한다.
음소 체계는 모음과 자음에 대한 기술로 구성되었으며 운소 체계 부분에서는 성조
와 음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어미 및 조사와 어간의 기저형에 대해 살펴본다. 공시적인 음운 현상
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가장 잘 드러나므로,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체
언 어간·조사, 용언 어간·어미의 기저형에 대해 상술한다. 또한 어미와 어간의 기저
형이 통시적으로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
서도 탐구한다.
제4장은 두 지역 방언의 공시적인 음운 현상에 대해 기술한 장이다. 각 지역의 음
운 현상과 음운 규칙이 어떤 면에서 동일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 차이가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모음 및 활음에 관련된 음
운 현상과 자음에 관련된 음운 현상을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을 대치·탈락·첨가·축약
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각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며,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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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운 체계
2.1. 음소 체계
2.1.1. 모음
경주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는 아래와 같은 최소대립쌍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1)

ㄱ.

김ˇ(焄) : 감ˇ(柹) : 곰ˇ(熊)

ㄴ.

선´(線) : 순´(筍) : 손´(痘)

ㄷ.

기ˇ(蟹) : 게ˇ(犬)

(1ㄱ)의 예를 통해 ‘이:아:오’의 대립을, (1ㄴ)을 통해 ‘어:우:오’의 대립을, (1ㄷ)
의 예를 통해 ‘이:에’의 대립을 알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설모음
평순모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원순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이

어

에

원순모음
우
오

아

[표 1] 경주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
경주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는 6모음 체계로 볼 수 있다. 이는 최명옥(1982:23)에
서 제시한 월성지역어의 제3기 모음체계와 같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본 조사에서 이 지역의 50대 화자들이 /으[ɯ]/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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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ə]/를 변별한다는 사실이다.3) 동남방언권 중 동부 지역에서는 /으[ɯ]/와 /어[ə]/의
구별이 없는 6모음 체계를 보인다는 종래의 연구4)와는 어긋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교육을 통한 표준어의 영향5)으로 보이는데, 50대의 화자가 /으[ɯ]/와
/어[ə]/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발음할 수 있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주 지역어에는 /으
[ɯ]/와 /어[ə]/의 분별이 없다고 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한편 /에[e]/와 /애
[ɛ]/의 변별이 없고 대체로 개구도가 작은 /에[e]/와 비슷한 발음을 하는 것은 세대
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하동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는 아래와 같은 최소대립쌍을 통해 알 수 있다.

(2)

ㄱ.

비(雨) : 베(布) : 배(船)

ㄴ.

잠´(寢) : 점´(點)

ㄷ.

선´(線) : 순´(筍) : 손´(痘)

(2ㄱ)을 통해 ‘이:에:애’의 대립을, (2ㄴ)의 예를 통해 ‘아:어’의 대립을, (2ㄷ)을
통해 ‘어:우:오’의 대립을 각각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M1과 F1은 으[ɯ]와 어[ə]를 변별하지 못하였고, M2와 M3은 /으[ɯ]/와 /어[ə]/를 변별하
였다. M2는 30대 이후 부산 지역에서 20여 년간 거주하였기 때문에 방언접촉에 따라 변화
가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M3은 경주 지역에서만 거주하였는데도 /으[ɯ]/와 /어[ə]/를 변
별할 수 있었다. 따라서 M2와 M3이 /으[ɯ]/와 /어[ə]/를 변별할 수 있는 것은 언어를 습
득할 때 교육 또는 대중 매체를 통해 표준어를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4) 김영송(1963)에서는 경남의 서부 지역은 8모음 체계, 동부 지역은 6모음체계를 가진다고 밝
힌 바 있다. 이후 백두현(1992), 이상규(1994), 곽충구(2003) 등에서도 동남 방언의 동부 지
역은 6모음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5) 김덕호(2001), 조규태(2002), 곽충구(2003)에서 이미 동남 방언권의 동부 지역에서 젊은층의
화자들이 /으[ɯ]/와 /어[ə]/를 변별하며, 이는 언어 내적으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분기이
며 교육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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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모음
평순모음
고모음

이

중모음

에

저모음

애

원순모음

후설모음
평순모음
어

원순모음
우
오

아

[표 2] 하동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
/에[e]/와 /애[ɛ]/의 변별은 70대 이상의 화자에게서는 가능하나, 50대 화자에게
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6) 이 지역에서 /에[e]/와 /애[ɛ]/가 음성적으로 구분
이 되지 않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은 타 방언과의 접촉과 같은 지역적 이유보다는
세대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중부 방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
에[e]/와 /애[ɛ]/가 합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
로는 70대 이상 화자의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는 /에[e]/와 /애[ɛ]/의
변별이 있다고 볼 것이다. 특별히 세대 차이를 반영할 만한 항목이 있을 때에는 따
로 언급하기로 한다.
이 지역어에서 /으[ɯ]/와 /어[ə]/의 변별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저
하게 /으[ɯ]/로 들리거나 /어[ə]/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발화의 경우 /
으[ɯ]/와 /어[ə]/의 변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주 지역어와 마찬가지로 하동 지역어에서도 /으[ɯ]/와 /어[ə]/의 변별에 있어
세대 차이가 드러난다. 70대 이상 화자에게서는 현저하게 /으[ɯ]/나 /어[ə]/로 들리
는 발음이 거의 없는 반면, 50대 화자에게서는 /으[ɯ]/와 /어[ə]/가 음성적으로 어
느 정도 구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보다 많은 제보자를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이 지역어에 나타나는 ‘/으[ɯ]/․

/어[ə]/’ 변별의 문제는 추후

의 논의로 미루어 두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주 지역어와 마찬가지로 70대 이상의
6) 이는 50대 제보자에게 /에[e]/와 /애[ɛ]/를 변별할 수 있느냐고 직접 물어보고, /게(蟹)/와
/개(犬)/를 연속하여 발음하게 한 후 내린 결론이다. 한편 국립국어원(2011)에서는 70대 화
자에게서 /에[e]/와 /애[ɛ]/가 변별된다고 보았다. 필자가 조사한 70대 화자인 F2 역시 /에
[e]/와 /애[ɛ]/를 변별할 수 있었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는 하동 지역에서 /에[e]/와 /애[ɛ]/가 분명한 대립을 가지는 별개의
음소로 인정받고 있다. 김재문(1977), 김택구(1991), 박정수(1992), 김정대(2012) 등의 논의
에서 공통적으로 /에[e]/와 /애[ɛ]/가 변별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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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변별을 기준으로 삼아 특별히 /으[ɯ]/와 /어[ə]/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어[∃]/(이하 /어/)로 볼 것이다. 한편 기원적으로 /으[ɯ]/인 모음이
/어[∃]/로 실현되는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어/로 표기하기로 한
다.

70대 이상의 화자를 기준으로 한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는 /
에[e]/와 /애[ɛ]/의 변별 유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다. 다만 50대 화자에게서는 모
음 체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 차와 세대 차를 비교하여 살피기 위해 /에
[e]/와 /애[ɛ]/, /으[ɯ]/와 /어[ə]/의 변별을 중심으로 양자의 변별 양상을 표로 정
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에[e]/ · /애[ɛ]/의 변별

/으[ɯ]/ · /어[ə]/의 변별

경주

하동

경주

하동

70대

X

O

X

X

50대

X

X

O

O

[표 3] 지역과 세대에 따른 음소 변별 양상
한편 두 지역어에는 활음 /j/, /w/가 존재하는데, 이는 양 지역에 존재하는 이중모
음을 검토함으로써 알 수 있다.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이중모음 또한 작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핵모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활음의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두 지역의 활음 /j/, /w/의 존재는 아래 (3)과 같은 최소대립쌍을 통해
알 수 있다.

(3)

왕´(王) : 양´(羊)

한편 두 지역의 이중모음 목록은 핵모음의 차이에 따라 자연히 달라진다. 먼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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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역어의 이중모음 목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4)

ㄱ.

/야, 여, 요, 유, 예/

ㄴ.

/와, 워, 웨/

이 지역의 이중모음은 대체로 선행자음이 없을 때 실현된다(방언연구회 편
2001). 다만 한자어에서는 선행자음이 있더라도 이중모음이 실현되는 모습을 강하
게 보인다. 자음과 활음이 공기되는 경우도 보인다. ‘교통’, ‘규칙’, ‘효자’ 등이 그 예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요’나 ‘유’처럼 핵모음이 원순모음
일 경우 자음 뒤 이중모음의 실현이 보다 자유롭다.
/j/계 상향이중모음을 살펴보면, /얘/가 목록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어에서는 /에/와 /애/의 대립이 없기 때문으로, 자연히 /예/와 /얘/의 대립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j/계 하향이중모음인 /의/는 이 지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어와 비교해 볼
때, 어두의 /의/나 비어두의 자음 뒤 /의/는 /이/로 실현되고([이논], [무니]), 속격조
사 /의/는 주로 /에/로 실현된다.
/w/계 이중모음은 /와/, /워/, /웨/가 있는데, /왜/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얘
/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든 것과 같이 /에/와 /애/의 변별이 없기 때문이다.
/위/는 어두·비어두와는 상관없이 선행자음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실현된다. 중앙
어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위’, ‘바위’, ‘사위’ 등과 같이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에는
/우/로 실현되고, ‘뒤’, ‘쥐’, ‘잡귀’ 등과 같이 선행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 실현
된다. 다만 선행자음 없이 /위/로 시작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이/로 나타난다([이
로](慰勞), [이장](僞裝)).

하동 지역어의 이중모음은 다음과 같다.

(5)

ㄱ.

/야, 여, 요, 유, 얘, 예/

ㄴ.

/와, 워,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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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어에서도 이중모음은 선행자음이 없을 때 주로 나타난다. 어두 위치에서는
자음이 선행하면 이중모음이 실현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게헥](計劃), [호자](孝
子)). 비어두에서도 마찬가지로 한자어와 고유어에 관계없이 자음 뒤에서 이중모음
이 실현되지 않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데, 예외적으로 /ㄴ/ 뒤에서는 이중모음이
실현되기도 한다([구녕](穴), [성뉴](石榴)).
하동 지역어에서는 /애/와 /에/가 변별되기 때문에(70대 이상 화자), /j/계 상향이
중모음으로 /얘/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w/계 상향이중모음 /왜/도 존재해야 하는
데, 이 지역에서는 [애란](倭亂), [해뿔](횃불)과 같이 /왜/는 실현되지 않는다. 또
한 경주 지역어와 마찬가지로 이중모음 /의/나 /위/는 나타나지 않는다.

2.1.2. 자음
경주 지역어의 자음 체계는 아래와 같다.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평음

ㅂ

경음
격음

조음 방법
폐쇄음

연구개음

후두음

ㄷ

ㄱ

ㆆ

ㅃ

ㄸ

ㄲ

ㅍ

ㅌ

ㅋ

평음
장애음

마찰음

경구개음

ㅅ

경음
격음

파찰음

공명음

비음
유음

ㅎ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ㅁ

ㄴ
ㄹ

[표 4] 경주 지역어의 자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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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4]에 제시된 이 지역어의 자음 목록은 아래와 같은 최소대립쌍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6)

ㄱ.

달´(月) : 딸´(女) : 탈´(面) ⇒ ㄷ, ㄸ, ㅌ

ㄴ.

불´(沙) : 뿔´(角) : 풀´(草) ⇒ ㅂ, ㅃ, ㅍ

ㄷ.

짐´(負) : 찜´(蒸) ⇒ ㅈ, ㅉ

ㄹ.

절´(寺) : 철´(時) ⇒ ㅈ, ㅊ

ㅁ.

공´(空) : 꽁´(雉) : 콩´(豆) ⇒ ㄱ, ㄲ, ㅋ

ㅂ.

목´(頸) : 혹´(癭) ⇒ ㅎ

ㅅ.

말´(斗) : 날´(日) ⇒ ㅁ, ㄴ

ㅇ.

발´(足) : 방´(房) : 밤´(夜) : 반´(班) ⇒ ㄹ, ㅇ[ŋ], ㅁ, ㄴ

cf.

살´(米) : 살´(膚) ⇒ ㅅ, ㅆ의 구별이 없음

경주 지역어 및 이를 포함한 동남방언권의 동부 지역어에 음소 /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7)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최명옥(1982)에서는 월성어에 후음 /ㆆ/
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최명옥(1998)의 방법론을 따라 다음 예들을 살펴보면 후음
/ㆆ/의 존재를 알 수 있다.

(7)

a

b

c

ㄱ. /자다/ (寢-)

[잔다]

[자도]

[자더라]

ㄴ. /삣다/ (梳-)

[삔는다]

[삐사도]

[삐떠라]

ㄷ. /짓다/ (作-)

[진는다]

[지아도]

[지떠라]

(7ㄷ)의 어간은 일단 /지X-/로 둘 수 있다. (7ㄱa)와 비교했을 때 (7ㄷa)는 어미
/-는다/와 결합하므로 X는 자음으로 보아야 한다. (7ㄴb)와 (7ㄷb)를 살펴보면 모
7) 경남 동부 방언권에 /ㅅ/과 /ㅆ/의 변별이 없다는 것은 김영송(1963, 1974), 김재문(1977),
박정수(1992) 등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또한 최명옥(1992)에서는 나아가 /ㅅ/과 /ㅆ/의 대
립 여부가 동남방언을 동부 동남방언과 서부 동남방언으로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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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미와 결합했을 때 개재하는 자음이 없으므로, X는 유성음 사이에서 탈락하는
후음이 된다. 만약 X가 /ㅎ/이라면 (7ㄷc)는 격음화하여 [지터라]가 되어야 할 것인
데, 어미 /-더라/와의 결합형은 [지떠라]로 실현된다. 후음 중 평음과 이웃할 때 경
음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음소는 /ㆆ/이므로, X는 /ㆆ/으로 볼 수 있다.

하동 지역어의 자음 체계는 아래와 같다.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평음

ㅂ

경음
격음

조음 방법
폐쇄음

장애음

마찰음

연구개음

후두음

ㄷ

ㄱ

ㆆ

ㅃ

ㄸ

ㄲ

ㅍ

ㅌ

ㅋ

평음

ㅅ

경음

ㅆ

경구개음

격음
파찰음
비음

공명음

유음

ㅎ

평음

ㅈ

경음

ㅉ

격음

ㅊ
ㅁ

ㄴ

ㅇ

ㄹ
[표 5] 하동 지역어의 자음 체계

[표 5]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다음 (8)과 같은 최소대립쌍에서 자음의 목록을
확인하였다.

(8)

ㄱ.

불´(沙) : 뿔´(角) : 풀´(草) ⇒ ㅂ, ㅃ, ㅍ

ㄴ.

달´(月) : 딸´(女) : 탈´(面) ⇒ ㄷ, ㄸ, ㅌ

ㄷ.

살(膚) : 쌀(米) ⇒ ㅅ, ㅆ

ㄹ.

지´고(負) : 찌´고(蒸) : 치´고(打) ⇒ ㅈ, ㅉ, ㅊ

ㅁ.

공´(空) : 꽁´(雉) : 콩´(豆) ⇒ ㄱ, ㄲ,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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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할´(弓) : 말´(斗) : 날´(日) ⇒ ㅎ, ㅁ, ㄴ

ㅅ.

발´(足) : 방´(房) ⇒ ㄹ, ㅇ[ŋ]

하동 지역어에는 /ㅆ/이 최소대립쌍을 가지는 음소로서 존재한다. 이 지역의 자음
의 특징 역시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8)의 최소대립쌍들을 통해
이 지역의 자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주 지역어에서 /ㆆ/을 도출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하동 지역어에서도 /ㆆ/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2.2. 운소 체계
2.2.1. 성조
경주와 하동 두 지역 모두 고조와 저조의 두 성조소를 가지고 있다. ‘말(馬)’, ‘말
(斗)’, ‘말(語)’의 최소대립쌍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

(9)

ㄱ. 말-이 → [마리HL] (馬)
ㄴ. 말-이 → [마리HH] (斗)
ㄷ. 말-이 → [마리L·HH] (語)

(9)는 최명옥(1998c)에 제시된 예로, 경북 지역어의 성조이다. ‘말(馬)’과 ‘말
(斗)’의 곡용은 그 성조가 각각 HL과 HH로 별다른 논란이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말(語)’의 성조는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음’인데, 이를 하나의 독립된 성
조소인 상승조로 보는 견해(최명옥 1990, 이기문 외 1991 등), 저조와 고조의 복합
성조인 저·고복합조로 보는 견해(정연찬 1977, 최명옥 1998c 등)가 있다. 이 논의
에서는 곡용에서 나타나는 성조 규칙에 대한 설명력 등을 고려하여 저·고복합조로
보는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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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말-이 → [마리HL] (馬)
ㄴ. 말-이 → [마리HH] (斗)
ㄷ. 말-이 → [마리LH] (語)

(10)은 마찬가지로 최명옥(1998c)에 제시된 경남 지역 방언의 성조를 보여주는
예다. 허웅(1954) 이래로 경남방언의 성조소를 고조·중조·저조의 3단 체계로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 실제 화자들의 언어 생활에서 하나의 어절 안에 고조와 중조, 저
조가 모두 분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최명옥 1998c). 따라서 기저 성조
를 3단 체계로 설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운소로서의 성조소를 논의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운소란 개념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단이나 고
저, 억양 등의 초분절음이므로, 의미 구별은 물론이고 화자와 청자가 인식하지 못하
는 성조는 논의의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경남 방언에서 LM과 MH의 성
조 차이로만 변별되는 최소대립어를 찾지 못하는 한 중조를 설정할 필요는 없는 것
으로 보인다.8)
한편 경주 지역어에서 저고복합조를 가지는 1음절 어간의 경우, 하동 지역어에서
는 장음으로 실현되며 대체로 저조인 것으로 보인다. (10ㄷ)의 ‘말(語)’이나 ‘눈
(雪)’ 등이 그 예다.

2.2.2. 음장
성조언어의 음장은 저고복합조나 고저복합조에 수반되는 잉여적인 것으로 의미를
변별하는 운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 지역어에서도
장음이 실현되지만, 늘 저고복합조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운소로서 기능하지는 못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동 지역어의 음장은 성조와 함께 운소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8) 이에 대해서는 최명옥(1998)과 임석규(2003)에서 자세히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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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ㄱ. 눈(L) (眼) : 눈ː(L·H) (雪)
ㄴ. 눈(L) (眼) : 눈ː(L)

(雪)

(11ㄱ)과 (11ㄴ)은 각각 경주 지역과 하동 지역에서 ‘눈(眼)’과 ‘눈(雪)’을 어떻
게 변별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둘은 경주 지역어에서는 성조, 하동 지역어에서는 음
장으로 서로 구분된다. 경주 지역어의 장음은 저고복합조에 수반되는 잉여적인 것이
지만, 하동 지역어에서는 저고복합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음장이 운소로서 의미를
변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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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저형
공시적인 음운과정은 기저형과 실제 발음되는 음성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음운
과정을 통해 음성형이 도출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시음운론적
기술을 위해서는 먼저 어간과 조사·어미의 기저형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
기저형 설정 기준은 최명옥(2006)에서 제안된 것을 따르도록 한다. 필연적으로
어미의 기저형의 수가 어간의 기저형의 수보다 적을 것이므로 우선 조사와 어미의
기저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조사와 어미
3.1.1. 조사의 기저형
두 지역어에서 사용되는 조사의 기저형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어의 어간과 조사
결합형의 유형에 따라 ① 어간 말음이 장애음인 경우 ② 어간 말음이 유음인 경우
③ 어간 말음이 모음인 경우를 각각 조사하였다. 두 지역어에서 체언 어간 ‘옷(衣)’,
‘쌀(米)’, ‘차(車)’에 조사가 결합된 음성형을 형태음소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주 지역어
(1)

ㄱ. 옷-이, 옷-얼, 옷-에, 옷-어로, 옷-도, 옷-마
ㄴ. 살-이, 살-로, 살-에, 살-로, 살-도, 살-마
ㄷ. 차-가, 차-로, 차-에, 차-로, 차-도, 차-마

경주 지역어의 조사는 (1)에 나타나는 곡용형들로부터 알 수 있다. (1)은 이 지
역에서 쓰이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 중 음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예들을 골라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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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가’, ‘-얼~-로’, ‘-에’, ‘-어로’, ‘-도’, ‘-마[ma~]’9) 등을 중심으로
이 지역어에서 쓰이는 조사의 기저형과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조사 ‘-이’, ‘-가’의 교체는 표준어의 그것과 같다. 표준어의 조사 ‘-을’, ‘-를’은
장애음 뒤에서 ‘-얼’, 유음 및 모음 뒤에서 ‘-로’로 나타났다. 이는 이 지역어에 /으
[ɯ]/와 /어[ə]/의 변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 화자들이 ‘-얼’과 ‘을’을 의식적인 구분 없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준어에서 대격조사 ‘-을’과
‘-를’은 각각 규칙적으로 폐음절과 개음절에 결합하는데, 경주 지역어에서는 ‘ㄹ’을
제외한 자음 말음 어간에 ‘-얼’이 결합하고 /ㄹ/ 말음 어간 또는 모음 말음 어간에
‘-로’가 연결되는 점이 흥미롭다.
처격조사 ‘-에’의 경우 /ㅇ[ŋ]/ 뒤에 연결되었을 때 /ㅇ[ŋ]/ 탈락에 이은 완전순행
동화를 보인다. 이는 4.1.1.1.절(완전순행동화)에서 상술할 것이다. ‘-어로’, ‘-도’
역시 표준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보조사 ‘-마[ma~]’의 경우에는 음절 말음인
비음 /ㄴ/이 인접 모음에 비음성을 더해 주고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하동 지역어
(2)

ㄱ. 옷-이, 옷-얼, 옷-에, 옷-어로, 옷-도, 옷-마
ㄴ. 쌀-이, 쌀-로10), 쌀-에, 쌀-로, 쌀-도, 쌀-마
ㄷ. 차-가, 차-로, 차-에, 차-로, 차-도, 차-마

하동 지역어에 나타나는 조사의 기저형은 ‘-이~-가’, ‘-얼~-로’, ‘-에’, ‘-어
로’, ‘-도’, ‘-마’로 볼 수 있다.
주격조사 ‘-이’와 ‘-가’의 교체는 표준어와 같다. 대격조사의 경우 /ㄹ/외의 자음
뒤에서 ‘-얼’이 나타나며 /ㄹ/과 모음 뒤에서는 ‘-로’가 나타난다. 조사 ‘-에’, ‘-어
로’, ‘-도’ 역시 두드러지는 음운 현상은 보이지 않고, ‘-마’는 경주 지역어의 조사
‘-마’와는 달리 비모음화 없이 /ㄴ/이 탈락한다.
9) 보조사 ‘-만’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을 고려하면, ‘-마[ma~]’는 음절 말의 /ㄴ/이 선행하
는 모음에 비음성을 더해주고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10) 50대 화자는 유음 /ㄹ/ 뒤에서도 대격조사 ‘-얼’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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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하동 지역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조사의 기저형은 대동소이하다. 이를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가

-을/를

-에

-으로

-도

-만

경주

-이/가

-얼/로

-에

-어로

-도

-마[ma~]

하동

-이/가

-얼/로

-에

-어로

-도

-마

[표 9] 경주와 하동 지역어의 조사

3.1.2. 어미의 기저형
어미의 기저형 설정은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용언의 어간 ‘익-(熟)’, ‘날(飛)’, ‘서-(立)’, ‘곱-(麗)’, ‘달-(甘)’, ‘시-(饐)’, ‘하-(爲)’에 각각 어미가 결합한
음성형을 형태음소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주 지역어
(3)

ㄱ. 익-더라, 익-고, 익-어먼, 익-어이, 익-아도, 익-아라
ㄴ. 날-더라, 날-고, 날-먼, 날-어이~니, 날-아도, 날-아라
ㄷ. 서-더라, 서-고, 서-먼, 서-이, 서-어도, 서-라
ㄹ. 곱-더라, 곱-고, 곱-어먼, 곱-어이, 곱-아도, 곱-아라
ㅁ. 달-더라, 달-고, 달-먼, 달-어이~니, 달-아도, 달-아라
ㅂ. 시-더라, 시-고, 시-먼, 시-이, 시-이도, 시-라
ㅅ. 하-더라, 하-고, 하-먼, 하-이, 해-도, 해-라

(3)은 경주 지역어의 활용어미 목록을 추출하기 위해 나열한 용언의 활용형이다.
조사한 활용형 중에서 음운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우선 평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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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뒤 경음화나 비음 뒤 경음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음어미로 표준어의 ‘-더라’, ‘고’에 대응하는 항목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음 탈락이나 비모음화 등을 보여주는 모
음어미로는 표준어의 ‘-으면’, ‘-으니’에 대응하는 항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은 모
음조화나 완전순행동화, 모음 탈락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모음어미인데, 표준어
의 ‘-아도’, ‘-어도’ 그리고 ‘-아라’, ‘-어라’에 대응하는 어미를 관찰하였다. 그 결
과 이 지역의 어미의 기저형은 ‘-더라’, ‘-고’, ‘-어먼’, ‘-어이’, ‘-아도’, ‘-아라’로
볼 수 있다.
‘-더라’, ‘-고’는 표준어와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인다. ‘-어먼’과 ‘-어이’는 어간말
음이 유음일 때 /-어-/가 탈락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한다. 표준어에서는 유음과
모음 뒤에서 일제히 /-으-/가 탈락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표준어의 모음어미
‘-아도’, ‘-어도’ 또는 ‘-아서’, ‘-어서’가 모음조화를 지키는 데 반해 경주 지역에
서 표면형에 나타나는 모음어미로는 양성모음을 가진 어미만이 있다. 그러나 모음
축약 등을 통해 음성모음을 가진 어미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4.1.1.3.
절(모음조화)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하동 지역어
(4)

ㄱ. 익-더라, 익-고, 익-어모, 익-어니께~익-엉께, 익-어도, 익-어라
ㄴ. 날-더라, 날-고, 날-어모, 날-어니께~날-엉께, 날-아도, 날-아라
ㄷ. 서-더라, 서-고, 서-모, 서-니께(네)~서-엉께(네), 서-어도, 서-라
ㄹ. 곱-더라, 곱-고, 곱-어모, 곱-어니께~곱-엉께, 곱-아도, 곱-아라
ㅁ. 달-더라, 달-고, 달-어모, 달-어니께~달-엉께, 달-아도, 달-아라
ㅂ. 시-더라, 시-고, 시-모, 시-니께(네)~시-엉께(네), 시-이도, 시-라
ㅅ. 하-더라, 하-고, 하-모, 하-니께(네)~하-엉께(네), 해-도, 해-라

이 지역의 어미는 ‘-더라’, ‘-고’, ‘-어모’, ‘-어니께(네)~-엉께(네)’, ‘-어도~아도’, ‘-어라~-아라’를 기저형으로 한다.
‘-더라’와 ‘-고’는 특기할 만한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어모’와 ‘-어니께’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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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자음 뒤에서는 ‘-어모’와 ‘-어니께’가, 유음과 모음 뒤에서는 ‘-모’와 ‘-니
께’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니께’와 ‘-엉께’는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해 교체되는 어미가 아니다. 한 화자
내에서도 ‘-어니께’와 ‘-엉께’가 공존하며, 선행하는 어간의 음절 수나 개음절·폐음
절 여부와 관계없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대별로
어느 정도 경향성은 보이고 있는데, 70대 이상의 화자는 ‘-엉께’를 주로 사용하며
50대 화자는 ‘-어니께’와 ‘-엉께’ 모두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어도~-아도’

경우 모음조화에 따라 음성모음 뒤에서는 ‘-어도’, 양성모음 뒤

에서는 ‘-아도’가 나타나며 [시이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순행동화를 보인다. ‘-어
라~-아라’는 모음조화를 따르며 동모음탈락을 보이는 예가 있다.

경주와 하동

경주 지역과 하동 지역의 용언 활용에서 쓰이는 일부 어미의 기저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더라

-고

-으면

-으니까

-아/어도

-아/어라

경주

-더라

-고

-어먼

-어이~-니

-아/어도

-아/어라

하동

-더라

-고

-어모

-어니께(네)
~-엉께(네)

-아/어도

-아/어라

[표 13] 경주와 하동 지역어의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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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체언과 용언
3.2.1. 체언 어간의 기저형
체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기 위해 어간말음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단일기
저형과 복수기저형이 모두 나타난다.
먼저 체언 어간의 단일기저형을 설정하도록 한다.

경주 지역어
(5) ㄱ. /Xㅂ/류 : [지비, 지벌, 지베, 지부로, 집또, 짐마]

(家)

ㄴ. /Xㅍ/류 : [아피, 아펄, 아페, 아푸로, 압또, 암마]

(前)

ㄷ. /Xㅁ/류 : [보미, 보멀, 보메, 보무로, 봄도, 봄마]

(春)

ㄹ. /Xㅅ/류 : [오시, 오설, 오세, 오서로, 옫또, 온마]

(衣)

ㅁ. /Xㅌ/류 : [꺼치, 꺼털, 꺼테, 꺼터로, 껃또, 껀마]

(終)

ㅂ. /Xㄴ/류 : [노니, 노널, 노네, 노너로, 논도, 논마]

(沓)

ㅅ. /Xㄹ/류 : [사리, 살로, 사레, 살로, 살도, 살마]

(米)

ㅇ. /Xㅈ/류 : [나지, 나절, 나제, 나저로, 낟또, 난마]

(晝)

ㅈ. /Xㄱ/류 : [소기, 소걸, 소게, 소거로, 속또, 송마]

(內)

ㅊ. /Xㄲ/류 : [베끼, 베껄, 베께, 베꺼로, 벡또, 벵마]

(外)

ㅋ. /Xㅇ/류 : [강이, 강얼, 강에, 강어로, 강도, 강마]

(江)

(6) ㄱ. /Xㄳ/류 : [넉시, 넉설, 넉세, 넉서로, 넉또, 넝마]

(魂)

ㄴ. /Xㄻ/류 : [살미, 살멀, 살메, 살무로, 삼또, 삼마]

(生)

(7) ㄱ. /X이/류 : [끼가, 끼로, 끼에, 끼로, 끼도, 끼마]

(食)

ㄴ. /X에/류 : [베가, 베로, 베에, 베로, 베도, 베마]

(布)

ㄷ. /X어/류 : [터가, 터로, 터에, 터로, 터도, 터마]

(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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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X아/류 : [차가, 차로, 차에, 차로, 차도, 차마]

(車)

ㅁ. /X우/류 : [방구가, 방구로, 방구에, 방구로, 방구도, 방구마] (巖)
ㅂ. /X오/류 : [소가, 소로, 소에, 소로, 소도, 소마]

(牛)

(5)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단일기저형, (6)은 자음군을 가지는 체언의 단일
기저형, (7)은 모음을 말음으로 갖는 체언의 단일기저형을 보여준다. (5ㅁ)의 [꺼
치]는 조사 ‘-이’와 결합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예로 볼 수 있으므로, /ㅌ/을 단
일기저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방언에서는 특이하게도 구개음화를 모르는 어형인
‘잩(곁)’이라는 경우가 하나 발견된다. 이 어사의 곡용은 하동 지역어에서도 동일하
다.11) 한편 (5ㅅ)과 (7)의 예를 통해 유음 /ㄹ/이나 모음 뒤에는 ‘-어로’가 아닌 ‘로’가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수영(2014)에 따르면 경북 지역 방언에서는 체언의 어간말 자음군이 총 6
개 나타난다고 하는데, /ㄱㅅ/, /ㅂㅅ/, /ㄹㄱ/, /ㄹㅂ/, /ㄹㅅ/, /ㄹㅋ/이 그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ㄹㅋ/이 경북 선산, 칠곡 등 서부 지역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경북 동부 지방인 경주 지역어를 연구한 본 조사에서는 /ㄹㅅ/과 /
ㄹㅋ/은 나타나지 않았다. /ㄹㅅ/은 이 자음군을 가진 어간의 유일한 예인 ‘돐(期)’이
이미 ‘돌’로 단순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며, /ㄹㅋ/은 동부 동남방언에 속하는 경주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ㅄ/과 /ㄼ/ 역시 본 조사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 ‘값’은 이 지역에서 [갑]으로 나타나고 ‘여덟’은 [여덜]로 나타난다(최
명옥 1982).
또한 최명옥(1992)에서는 체언 어간말의 자음군 /ㄹㄱ/이 /ㄹ/로 단순화되거나 /
ㄱ/을 포함한 /ㅋ/으로 단순화됨으로써 동부 동남방언과 서부 동남방언으로 분화되
었다고 밝히고 있다. 동부 동남방언은 /ㄹ/, 서부 동남방언은 /ㄱ/ 또는 /ㅋ/으로 단
순화되었다는 것이다. 필자의 조사에서도 서부 동남방언인 하동 지역에서는 /ㄹㄱ/
이 /ㄱ/으로 단순화되고, 동부 동남방언인 경주 지역어에서는 /ㄹ/로 단순화된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11) ‘잩(곁)’의 곡용 : [자티, 자털, 자테, 자트로, 잗또, 잔망]. 이는 4.2.1.절(대치)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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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앙어에서 /ㅄ/을 말음으로 가진 어간 ‘값’은 이 지역어에서는 [갑]으로 재
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값에’ 등의 관용구로 쓰일 때에는 예외적으로 /
ㅄ/이 나타난다.12) 공시적으로 어간 ‘갑’과 ‘-에’가 연결될 때에는 [가베]로 실현되
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관형형 ‘ㄹ’까지 포함한 ‘~ㄹ 값에’ 형태로 어휘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시적인 음운규칙만으로는 기저형으로부터 표면형들을 도출해낼 수 없는 경우에
복수기저형을 설정한다. 이 지역의 복수기저형은 다음 예와 같다.

(8)

ㄱ. /X{ㅅ-ㅊ-ㅌ}/류 : [수시, 수털, 수체, 수터로, 숟또, 숨마] (炭)

(8)은 ‘숯’이 모음어미와 결합하였을 때 [수시], [수털], [수체] 등 하나의 기저형
으로부터는 도출해낼 수 없는 표면형을 보인다. 이를 통해 이 지역어의 ‘숯’은 ‘숫~
숯~숱’이라는 복수기저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동 지역어
(9) ㄱ. /Xㅂ/류 : [지비, 지벌, 지베, 지부로, 집또, 짐마]

(家)

ㄴ. /Xㅍ/류 : [아피, 아펄, 아페, 아푸로, 압또, 암마]

(前)

ㄷ. /Xㅁ/류 : [보미, 보멀, 보메, 보무로, 봄도, 봄마]

(春)

ㄹ. /Xㅅ/류 : [오시, 오설, 오세, 오서로, 옫또, 온마]

(衣)

ㅁ. /Xㅌ/류 : [꺼치, 꺼털, 꺼테, 꺼터로, 껃또, 껀마]

(皮)

ㅂ. /Xㄴ/류 : [노니, 노널, 노네, 노너로, 논도, 논마]

(沓)

ㅅ. /Xㄹ/류 : [싸리, 쌀로, 싸레, 쌀로, 쌀도, 쌀마]

(米)

ㅇ. /Xㅈ/류 : [나지, 나절, 나제, 나저로, 낟또, 난마]

(晝)

ㅈ. /Xㄱ/류 : [쏘기, 쏘걸, 쏘게, 쏘거로, 쏙또, 쏭마]

(內)

ㅊ. /Xㄲ/류 : [바끼, 바껄, 바께, 바꺼로, 박또, 방마]

(外)

ㅋ. /Xㅇ/류 : [강이, 강얼, 강에, 강어로, 강도, 강마]

(江)

12) 예) 내앵줴에야 유치장아 갈 깝세, 배가 고푸니꺼네 위섬 묵꼬나 보자(나중에야 유치장에
갈 값에, 배가 고프니까 우선 먹고나 보자)(김주석·최명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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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 /Xㅂㅆ/류 : [갑씨, 갑썰, 갑쎄, 갑써로, 갑또, 감마]

(價)

ㄴ. /Xㄱㅆ/류 : [넉씨, 넉썰, 넉쎄, 넉써로, 넉또, 넝마]

(魂)

ㄷ. /Xㄻ/류 : [살미, 살멀, 살메, 살무로, 삼도, 삼마]

(生)

(11)ㄱ. /X이/류 : [지가, 지로, 지에, 지로, 지도, 지마]

(鼠)

ㄴ. /X에/류 : [게가, 게로, 게에, 게로, 게도, 게마]

(蟹)

ㄷ. /X애/류 : [배가, 배로, 배에, 배로, 배도, 배마]

(船)

ㄹ. /X어/류 : [터가, 터로, 터에, 터로, 터도, 터마]

(基)

ㅁ. /X아/류 : [차가, 차로, 차에, 차로, 차도, 차마]

(車)

ㅂ. /X우/류 : [바구가, 바구로, 바구에, 바구로, 바구도, 바구마] (巖)
ㅅ. /X오/류 : [소가, 소로, 소에, 소로, 소도, 소마]

(牛)

(9)는 자음을 말음으로 갖는 체언의 단일기저형, (10)은 어간말에 자음군을 가지
는 체언의 단일기저형, (11)은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단일기저형의 예다. 여기서
도 (9ㅅ)과 (11)을 통해 유음이나 모음 뒤에서는 향격/구격조사 ‘-어로’에서 /-어
-/가 탈락한 형태인 ‘-로’가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2)

ㄱ. /X{ㅌ-ㅅ}/류 : [꼬치, 꼬털, 꼬세, 꼬터로, 꼳또, 꼰마] (花)
ㄴ. /X{ㅈ-ㅅ}/류 : [저지, 저설, 저세, 저서로, 젇또, 전마] (乳)
ㄷ. /X{ㅊ-ㅅ}/류 : [수치, 수철, 수세, 수서로, 숟또, 순마] (炭)

(12)는 이 지역어에서 복수기저형을 갖는 어사를 분류한 것이다. 주격조사 /-이/
가 결합했을 때의 활용형을 i 앞에서 구개음화된 결과로 본다면 (12ㄱ)은 /꽅/과 /
꼿/을 복수기저형으로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간의 말
음 /ㅌ/, /ㅈ/, /ㅊ/이 모두 /ㅅ/으로 재구조화된 곡용형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재구조화는 어사에 따라 다르며 정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처격조사
/-에/가 결합할 때는 모두 /ㅅ/으로 재구조화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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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간에 어떤 조사가 연결되느냐에 따라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에 일정한 규칙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지 이 지역어에 이러
한 복수기저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X{ㅌ-ㅅ}/류에는
/꽃/, /윷/, /밭/, /솥/ 등이 있으며 /X{ㅈ-ㅅ}/류에는 /젖/이 있고 /X{ㅊ-ㅅ}/류에는
/낯/, /숯/ 등이 있다.

3.2.2. 용언 어간의 기저형
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활용형을 제시하여 어미를 제외한
부분을 도출해 내도록 한다. 먼저 어간 말음이 자음인 것과 모음인 것으로 나누고,
여기서 다시 단일기저형을 가진 어간과 복수기저형을 가진 어간을 나누어 살펴보았
다.

경주 지역어
(13)

ㄱ. /Xㅂ/류 : [십떠라, 식꼬, 시부먼, 시부이, 시바도, 시바라] (咀)
ㄴ. /Xㅍ/류 : [집떠라, 직꼬, 지푸먼, 지푸이, 지파도, 지파라] (深)
ㄷ. /Xㅁ/류 : [넘떠라, 넝꼬, 너무먼, 너무이, 너마도, 너마라] (越)
ㄹ. /Xㄷ/류 : [묻떠라, 묵꼬, 무더먼, 무더이, 무다도, 무다라] (埋)
ㅁ. /Xㅌ/류 : [갇떠라, 각꼬, 가터먼, 가터이, 가타도, 가타라] (如)
ㅂ. /Xㅅ/류 : [낟떠라, 낙꼬, 나서먼, 나사이, 나사도, 나사라] (癒)
ㅅ. /Xㄴ/류 : [신떠라, 싱꼬, 시너먼, 시너이, 시나도, 시나라] (履)
ㅇ. /Xㄹ/류 : [팔더라, 팔고, 팔먼, 파이~파러이, 파라도, 파라라](賣)
ㅈ. /Xㅈ/류 : [찯떠라, 착꼬, 차저먼, 차저이, 차자도, 차자라] (索)
ㅊ. /Xㄱ/류 : [묵떠라, 묵꼬, 무거먼, 무거이, 무가도, 무가라] (食)
ㅋ. /Xㄲ/류 : [복떠라, 복꼬, 보꺼먼, 보꺼이, 보까도, 보까라] (㶤)
ㅌ. /Xㅎ/류 : [여터라, 여코, 여어먼, 여어이, 여아도, 여아라] (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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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Xㆆ/류 : [푿떠라, 푹꼬, 푸우먼, 푸우이, 푸아도, 푸아라]13)(喫)

(13)은 경주 지역어의 용언 활용형 중 어간 말음절이 폐음절인 것들을 어간 말음
에 따라 나누어 본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연구개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
에 어미 ‘-고’와 연결되었을 때 어간 말의 치조음과 양순음이 연구개음으로 변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의 용언 활용형을 분석하여 어미를 제거하면 어간의
기저형을 확정할 수 있는데, 어간 말음에 따라 기저형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4)
ㄱ. /Xㅂ/류 : 꼽-(揷), 꿉-(炙), 뽑-(選), 업-(負), 입-(着衣), 잡-(執), 접(折), 찝-(拈), 까랍-(挖), 곱-(麗), 덥-(暑), 몹-(辛), 밉-(憎),
십-(易), 십-(苦), 짭-(醎), 쫍-(狹), 찹-(冷), 칩-(寒), 개갑(輕), 개잡-(近), 떠겁-(熱), 마럽-(尿意), 무섭-(恐), 더럽-(汚),
사납-(猛), 아십-(不滿), 어덥-(暗), 에럽-(孤), 에럽-(難), 추접
-(醜), 건지랍-(癢), 새구랍-(酸), 어지랍-(眩), 연구랍-(煙), 부
꺼럽-(恥), 시꺼럽-(騷) 등
ㄴ. /Xㅍ/류 : 갚-(報), 엎-(反), 짚-(㨁), 싶-(咀), 덮-(蓋), 짚-(深) 등
ㄷ. /Xㅁ/류 : 감-(捲), 깜-(沐), 남-(餘), 담-(捄), 뿜-(噴), 숨-(隱), 품-(抱), 참
-(忍), 더덤-(摸), 따덤-(整), 보덤-(抱), 시다덤-(捫), 껌-(黑) 등
ㄹ. /Xㄷ/류 : 닫-(閉), 묻-(埋), 믿-(信), 받-(受), 얻-(得) 등
ㅁ. /Xㅌ/류 : 맡-(任), 밭-(唷), 붙-(附), 같-(如) 등
ㅂ. /Xㅅ/류 : 낫-(癒), 붓-(腫), 빗-(梳), 솟-(湧), 웃-(笑), 잇-(連), 잇-(有),
줏-(拾) 등
ㅅ. /Xㄴ/류 : 신-(履), 안-(抱) 등
ㅇ. /Xㄹ/류 : 날-(飛), 널-(增), 달-(甘), 덜-(除), 말-(捲), 불-(吹), 빨-(吮),
살-(住), 실-(埽), 알-(知), 울-(泣), 쭐-(縮), 지울-(傾), 까불(諴), 맨덜-(作), 맹걸-(作), 멀-(遠), 질-(長), 가널-(細), 가물13) 다 :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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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旱), 더물-(稀), 야물-(堅) 등
ㅈ. /Xㅈ/류 : 낮-(低), 맞-(逢), 맞-(的), 맺-(結), 벚-(脫衣), 젖-(潤), 짖(吠) 등
ㅊ. /Xㄱ/류 : 녹-(解), 막-(防), 묵-(食), 죽-(死), 익-(熟), 식-(冷), 찍-(精), 작
-(小), 뿌직-(抝) 등
ㅋ. /Xㄲ/류 : 깎-(削), 꺾-(折), 낚-(釣), 딲-(抆), 뽂-(炒), 섞-(混), 싞-(洗),
엮-(編) 등
ㅌ. /Xㅎ/류 : 놓-(産), 놓-(放), 땋-(辮), 가둫-(囚), 거둫-(收), 내뤃-(降), 눌
뤃-(壓), 따뤃-(注), 마춯-(組合), 말뤃-(乾燥), 모둫-(集), 무꿓
-(束), 바꿓-(變), 뿌숳-(粉碎), 뿔궇-(增), 얼궇-(冷凍), 이숳(系), 좋-(好), 낭궇-(餘), 전줗-(照準), 당궇-(沈) 등
ㅍ. /Xㆆ/류 : -(注), -(作),  (引),  (喫煙), 장-(閉) 등

(14)는 경주 지역어에서 어간 말음이 폐음절인 용언 어간을 어간 말에 어떤 자음
을 가지느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전술한 것은 단일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며, 자음군으로 끝나는 어간은 따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5)

ㄱ. /Xㄵ/류 : [안떠라, 앙꼬, 안저먼, 안저이, 안자도, 안자라] (坐)
ㄴ. /Xㄶ/류 : [만터라, 만코, 마너먼, 마너이, 마나도, 마나라] (多)
ㄷ. /Xㄺ/류 : [볼떠라, 볼꼬, 볼거먼, 볼가이, 볼가도, 볼가라] (剔)
ㄹ. /Xㄼ/류 : [발떠라, 발꼬, 발부먼, 발부이, 발바도, 발바라] (踏)
ㅁ. /Xㄾ/류 : [할터라, 할코, 할터먼, 할터이, 할타도, 할타라] (舐)
ㅂ. /Xㅀ/류 : [알터라, 알코, 아러먼, 아러이14), 아라도, 아라라](痛)
ㅅ. /Xㅯ/류 : [엄떠라, 엄꼬, 엄서먼15), 엄서이, 엄사도, 엄사라](無)

14) 공명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지만, 원래 어간 말음에 ‘ㄹ’만을 가진 어간과는 활용형이
다르다. ‘빨-(吮)’의 경우 [빠러이] 뿐 아니라 [빠이]로도 실현되는데, ‘앓-(痛)’은 [아러이]로
만 나타나고 [아이]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이는 종성의 /ㄹ/ 뒤에는 ‘-어이’ 또는 ‘-니’가
결합할 수 있고, 그 외의 자음인 경우에는 ‘-어이’만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5) 비음 /ㅁ/ 뒤의 /ㅅ/은 음성적으로는 어두의 /ㅅ/과 달리 /ㅆ/에 가깝게 들린다. 필자는
/ㅅ/과 /ㅆ/의 변별이 있는 경남 지역 출신인데, 필자에게는 경주 지역 제보자들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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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Xㅁㅁ /류 : [삼떠라, 삼꼬, 삼머먼, 삼머이, 삼마도, 삼마라] (烹)

(15)의 예들을 통해 모음어미가 연결되었을 때 자음군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
수 있으며, 자음어미가 결합하였을 때 격음화나 경음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어간 말음의 자음군에 따라 용언의 어간을 나누면 다음과 같
다.

(16)
ㄱ. /Xㄵ/류 : 앉-(坐), 얹-(戴) 등
ㄴ. /Xㄶ/류 : 많-(多), 껂-(絶) 등
ㄷ. /Xㄺ/류 : 갉-(搔), 넑-(老), 딹-(磨), 읽-(失), 굵-(太), 맑-(淸), 밝-(明),
볽-(摘出) 등
ㄹ. /Xㄼ/류 : 뚧-(穿), 밟-(踏), 넓-(廣), 떫-(澁), 섧-(哀) 등
ㅁ. /Xㄾ/류 : 핥-(舐), 훑-(擼) 등
ㅂ. /Xㅀ/류 : 앓-(痛), 딿-(消耗), 싫-(嫌) 등
ㅅ. /Xㅯ/류 : -(無)
ㅇ. /Xㅁㅁ/류 :  (膿),  (飢),  (似),  (烹),  (移),  (少),  (負)
등

이제 모음을 말음으로 갖는 어간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지역어의 모음은 /이/, /
에/, /어/, /아/, /우/, /오/의 6모음 체계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모음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의 활용형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17)

ㄱ. /X이/류 : [기더라, 기고, 기먼, 기이, 기이도, 기이라] (匍匐)
ㄴ. /X에/류 : [께더라, 께고, 께먼, 께이, 께에도, 께에라] (覺)

뒤에서 /ㅆ/ 발음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만약 이러한 음성적인 차이로 말미암아 의미
가 구별된다면 이 /ㅅ/을 음소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엄서먼]으
로 기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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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X어/류 : [서더라, 서고, 서먼, 서이, 서도, 서라]

(立)

ㄹ. /X아/류 : [가더라, 가고, 가먼, 가이, 가도, 가라]

(行)

ㅁ. /X우/류 : [두더라, 두고, 두먼, 두이, 도:도16), 도:라] (置)
ㅂ. /X오/류 : [오더라, 오고, 오먼, 오이, 와도, 와라17)] (來)

이 지역의 용언 어간을 (17ㄱ)-(17ㅂ)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8)
ㄱ. /X이/류 : 기-(匍匐), 띠-(走), 띠-(分離), 비-(斬), 비-(枕), 시-(饐), 시(休), 시-(强), 이-(戴), 이-(葺), 지-(負), 지-(敗), 찌-(蒸), 찌
-(霧), 치-(打), 치-(舞), 치-(試), 티-(跳), 피-(開), 갈기-(打),
내삐-(捨), 뎅기-(行), 뗑기-(引), 사기-(交), 세기-(欺), 엥기(抱), 이기-(勝), 쩰기-(放尿), 전디-(忍), 디디-(踏), 다리-(熨),
데리-(熨), 달리-(走), 베리-(惡), 자리-(及), 제리-(鹽), 개비(湛), 기리-(畫), 껄리-(沸)18), 끼리-(湯), 애리-(痛), 채리-(備),
쎄리-(打), 비비-(搓), 마시-(飮), 껀지-(救), 떤지-(投), 다치(傷), 마치-(終), 건치-(止), 곤치-(改), 문치-(助味), 훔치-(盜),
싱키-(裝), 어지리-(散), 도디키-(盜), 뚜디리-(敲), 지다리-(待),
꾸부리-(屈), 시부리-(喧), 시알리-(算), 히-(白), 꼬시-(皀), 따
시-(溫), 떠시-(溫), 너리-(廣), 예비-(瘦) 등
ㄴ. /X에/류 : 께-(覺), 께-(破), 데-(化), 데-(硬), 데-(脫盡), 메-(除草), 꾸게
-(皺), 동게-(疊), 문떼-(摩), 지데-(依支) 등

16) (17ㄱ)의 예에서 ‘기이도’, ‘기이라’와 같이 완전순행동화를 겪은 어미의 음절을 유지한 것
과 반대로, 모음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난 경우에는 장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일상 발화에서는 명령형 종결어미가 결합한 경우 [온나]를 많이 쓰며, 인사말의 경우 [와
라]를 쓰기도 한다.
18) 최명옥(1982)에는 ‘끓이다(沸)’에 해당하는 경주 지역의 말로 어간 말에 lk를 갖는 ‘껅-’이
제시되어 있고, 김주석·최명옥(2001)에서도 ‘끍다’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필자의 조사에서
는 해당 어사의 활용형이 [껄리더라, 껄리고, 껄리먼, 껄리이, 껄레도, 껄레라]로 나타났으므
로 어간의 기저형을 ‘껄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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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X어/류 : 떠-(浮), 서-(立), 건너-(渡) 등
ㄹ. /X아/류 : 가-(行), 까-(孵化), 사-(買), 사-(低廉), 자-(宿), 차-(佩), 타(乘), 파-(掘) 등
ㅁ. /X우/류 : 꾸-(借), 누-(尿), 두-(置), 주-(授), 에우-(暗記), 치우-(除去),
메우-(塡), 사우-(爭) 등
ㅂ. /X오/류 : 오-(來), 보-(見)

한편 하나의 기저형을 설정하여서는 공시적인 음운 규칙으로 모든 활용형을 설명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어간들은 흔히 불규칙활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데, 이 때 복수기저형을 설정하면 공시적인 음운 규칙만으로 기저형으로부터 음성형
을 도출해낼 수 있다.

(19)

ㄱ. /X{ㄷ-ㄹ}-/류 :
[묻떠라, 묵꼬, 무러먼, 무러이, 무라도, 무라라] (問)
ㄴ. /X{이-라/러}-/류 :
[다리더라, 다리고, 다리먼, 다리이, 달라도, 달라라](異)
[부리더라, 부리고, 부리먼, 부리이, 불러도, 불러라](呼)

(19)는 이 지역어의 용언 어간 중 복수기저형을 갖는 어간이다. (19ㄱ)은 흔히
ㄷ-불규칙 활용이라 부르는 것으로, 자음어미가 결합할 때는 어간 말음이 /ㄷ/이고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는 /ㄹ/로 나타난다. (19ㄴ)은 이른바 르-불규칙 활용인데, 이
지역에서는 어간의 기저형에서 전설고모음화가 일어나 /르/가 아닌 /리/로 발음된다.
어미 ‘아도/어도’가 연결될 때는 선행음절의 모음이 ‘아’ 또는 ‘오’인 경우에는 /-라
-/가, 그 외의 모음인 경우에는 /-러-/가 나타난다. 한편 중앙어의 우-불규칙 활
용은 단일 어사 ‘푸다’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지역어에서는 ‘퍼-’가 기저형이기
때문에 ‘퍼-’는 규칙 활용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복수 기저형을 가진 어간들을 분류하면 다음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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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ㄱ. /X{ㄷ-ㄹ}-/류 : 무{ㄷ-ㄹ}-(問), 누{ㄷ-ㄹ}-(熬), 더{ㄷ-ㄹ}-(聽) 등
ㄴ. /X{이-라/러}-/류 : 달{이-라}-(異), 말{이-라}-(乾燥), 몰{이-라}-(不
知),

짤{이-라}-(斷),

물{이-러}-(燂),

불{이-러}-

(呼), 헐{이-러}-(流) 등

한편 표준어에는 전술한 불규칙 활용과 더불어 ㅂ-불규칙 활용과 ㅅ-불규칙활용
도 있는데, 이들은 경주 지역어에서 어간 말음으로 각각 /ㅂ/, /ㆆ/을 갖는다.

(21)

ㄱ. [덥떠라, 덕꼬, 더부먼, 더부이, 더바도, 더바라] (덥-, 暑)
ㄴ. [짇떠라, 직꼬, 지어먼, 지어이, 지아도, 지아라] (-, 作)

(21ㄱ)과 같은 소위 ㅂ-불규칙 활용 어간은 이 지역어에서 규칙 활용을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21ㄴ)의 경우 어간의 말음을 /ㆆ/으로 설정하였는데, 이 또한 다른
폐음절 어간과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인다.

하동 지역어
(22)

ㄱ. /Xㅂ/류 : [씹떠라, 씩꼬, 씨부모, 씨붕께, 씨버도, 씨버라] (苦)
ㄴ. /Xㅍ/류 : [집떠라, 직꼬, 지푸모, 지풍께, 지퍼도, 지퍼라] (深)
ㄷ. /Xㅁ/류 : [넘떠라, 넝꼬, 너머모, 너뭉께, 너머도, 너머라] (越)
ㄹ. /Xㄷ/류 : [묻떠라, 묵꼬, 무더모, 무덩께, 무더도, 무더라] (埋)
ㅁ. /Xㅌ/류 : [갇떠라, 각꼬, 가터모, 가텅께, 가타도, 가타라] (如)
ㅂ. /Xㅅ/류 : [뺃떠라, 빽꼬, 빼서모, 빼성께, 빼서도, 빼서라] (奪)
ㅅ. /Xㄴ/류 : [신떠라, 싱꼬, 시너모, 시넝께, 시너도, 시너라] (履)
ㅇ. /Xㄹ/류 : [폴더라, 폴고, 폴모, 포렁께, 포라도, 포라라]

(賣)

ㅈ. /Xㅈ/류 : [찯떠라, 착꼬, 차저모, 차정께, 차자도, 차자라] (索)
ㅊ. /Xㄱ/류 : [묵떠라, 묵꼬, 무거모, 무겅께, 무거도, 무거라] (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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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Xㄲ/류 : [뽁떠라, 뽁꼬, 뽀꺼모, 뽀껑께, 뽀까도, 뽀까라] (炒)
ㅌ. /Xㅎ/류 : [여터라, 여코, 여어모, 여엉께, 여어도, 여어라] (入)
ㅍ. /Xㆆ/류 : [푿떠라, 푹꼬, 푸우모, 푸웅께, 푸아도, 푸아라] (喫)

(22)는 하동 지역어의 폐음절 용언 어간을 어간말 자음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경주 지역어와 대동소이하다.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 모두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평
폐쇄음 뒤 경음화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한편 경주 지역어에서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는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았는데, 하동 지역어에서는 /-아-/나 /-어-/로 시작하
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모두 모음조화를 지킨다. 위의 기준에 따라 폐음절 용언 어
간들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23)
ㄱ. /Xㅂ/류 : 꼽-(揷), 꿉-(炙), 뽑-(選), 업-(負), 입-(着衣), 잡-(執), 접(疊), 찝-(拈), 까랍-(挖), 곱-(麗), 냅-(煙), 덥-(暑), 몹-(辛),
밉-(憎), 씹-(易), 씹-(苦), 짭-(醎), 쫍-(狹), 찹-(冷), 칩-(寒),
개갑-(輕), 떠겁-(熱), 마럽-(尿意), 무섭-(恐), 더럽-(汚), 싸납
-(猛), 아섭-(不滿), 어덥-(暗), 에럽-(孤), 에럽-(難), 추접(醜), 건지럽-(癢), 부꺼럽-(恥), 시구럽-(酸), 시꺼럽-(騷), 어지
럽-(眩) 등
ㄴ. /Xㅍ/류 : 갚-(報), 엎-(反), 짚-(㨁), 싶-(咀), 덮-(蓋), 짚-(深) 등
ㄷ. /Xㅁ/류 : 감-(捲), 깜-(沐), 남-(餘), 담-(捄), 뿜-(噴), 숨-(隱), 품-(抱), 참
-(忍), 더덤-(摸), 따덤-(整), 보덤-(抱), 씨다덤-(捫), 껌-(黑) 등
ㄹ. /Xㄷ/류 : 닫-(閉), 묻-(埋), 믿-(信), 받-(受), 얻-(得) 등
ㅁ. /Xㅌ/류 : 맡-(任), 밭-(唷), 붙-(附), 같-(如) 등
ㅂ. /Xㅅ/류 : 낫-(癒), 벗-(脫衣), 붓-(腫), 빗-(梳), 솟-(湧), 웃-(笑), 잇(連), 줏-(拾), 잇-(有) 등
ㅅ. /Xㄴ/류 : 신-(履), 안-(抱) 등
ㅇ. /Xㄹ/류 : 날-(飛), 널-(增), 덜-(除), 말-(捲), 불-(吹), 빨-(吮), 살-(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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씰-(埽), 알-(知), 울-(泣), 쭐-(縮), 지울-(傾), 까불-(諴), 맨덜
-(作), 맹걸-(作), 멀-(遠), 질-(長), 가널-(細), 가물-(旱), 더물
-(稀), 야물-(堅) 등
ㅈ. /Xㅈ/류 : 맞-(逢), 맺-(結), 젖-(潤), 짖-(吠), 낮-(低), 맞-(的) 등
ㅊ. /Xㄱ/류 : 녹-(解), 막-(防), 묵-(食), 죽-(死), 익-(熟), 식-(冷), 작-(小) 등
ㅋ. /Xㄲ/류 : 깎-(削), 꺾-(折), 낚-(釣), 딲-(抆), 뽂-(炒), 썪-(混), 엮-(編) 등
ㅌ. /Xㅎ/류 : 놓-(産), 놓-(放), 땋-(辮), 찧-(精), 좋-(好), 가둫-(囚), 거둫(收), 내뤃-(降), 눌뤃-(壓), 따뤃-(注), 마춯-(組合), 말뤃-(乾
燥), 모둫-(集), 뿌숳-(粉碎), 뿔궇-(增), 얼궇-(冷凍) 등
ㅍ. /Xㆆ/류 : -(注), -(作),  (引),  (喫煙) 등

단일 자음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은 경주 지역어와 대동소이하였지만, 자음군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24)

ㄱ. /Xㄵ/류 : [안떠라, 앙꼬, 안저모, 안정께, 안자도, 안자라] (坐)
ㄴ. /Xㄶ/류 : [만터라, 만코, 마너모, 마넝께, 마나도, 마나라] (多)
ㄷ. /Xㄺ/류 : [익떠라, 익꼬, 일거모, 일겅께, 일거도, 일거라] (讀)
ㄹ. /Xㄼ/류 : [봅떠라, 봅꼬, 볼부모, 볼붕께, 볼바도, 볼바라] (踏)
ㅁ. /Xㄾ/류 : [홀터라, 홀코, 홀터모, 홀텅께, 홀타도, 홀타라] (舐)
ㅂ. /Xㅀ/류 : [알터라, 알코, 아러모, 아렁께, 아라도, 아라라] (痛)
ㅅ. /Xㄻ/류 : [삼떠라, 삼꼬, 살무모, 살뭉께, 살마도, 살마라] (烹)
ㅇ. /Xㅯㅅ /류 : [엄떠라, 엄꼬, 엄써모, 엄썽께, 엄써도, 엄써라](無)

(24)는 하동 지역어어에서 어간말에 자음군을 가진 용언의 활용을 정리해 둔 것
이다. 경주 지역어와 비교하여 눈에 띄는 차이점은 /ㅁ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또한 자음군 단순화 양상이 다른 것은 /ㄺ/과 /ㄼ/에서 어떤 음소가 탈락하는
지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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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ㄱ. /Xㄵ/류 : 앉-(坐), 얹-(戴) 등
ㄴ. /Xㄶ/류 : 많-(多), 껂-(絶) 등
ㄷ. /Xㄺ/류 : 갉-(搔), 넑-(老), 굵-(太), 몱-(淸), 볽-(明), 볽-(摘出) 등
ㄹ. /Xㄼ/류 : 뚧-(穿), 볿-(踏), 넓-(廣), 떫-(澁), 섧-(哀) 등
ㅁ. /Xㄾ/류 : 홅-(舐), 훑-(擼) 등
ㅂ. /Xㅀ/류 : 껋-(沸), 닳-(磨), 딿-(消耗), 앓-(痛), 잃-(失), 싫-(嫌) 등
ㅅ. /Xㄻ/류 : 곪-(膿), 굶-(飢), 닮-(似), 삶-(烹), 옮-(移), 젊-(少), 짊-(負) 등
ㅇ. /Xㅯㅅ /류 : -(無)

(25)는 어간 말의 자음군에 따라 용언을 분류해 둔 것이다. ‘볽-’이나 ‘볿-’ 등
중세국어에서 /ㆍ/를 가졌던 용언 어간이 이 지역어에서는 /오/를 가지는 어간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6)

ㄱ. /X이/류 : [비더라, 비고, 비모, 빙께, 비이도, 비이라] (見)
ㄴ. /X에/류 : [떼더라, 떼고, 떼모, 뗑께, 떼에도, 떼에라] (分離)
ㄷ. /X애/류 : [매더라, 매고, 매모, 맹께, 매애도, 매애라] (係)
ㄹ. /X어/류 : [서더라, 서고, 서모, 성께, 서도, 서라]

(立)

ㅁ. /X아/류 : [가더라, 가고, 가모, 강께, 가도, 가라]

(行)

ㅂ. /X우/류 : [두더라, 두고, 두모, 둥께, 도:도, 도:라]

(置)

ㅅ. /X오/류 : [오더라, 오고, 오모, 옹께, 와도, 와라]

(來)

(26)은 모음 말음 어간의 활용형이다. 이 지역의 7-80대 화자에게는 모음 /에/와
/애/의 변별이 있으므로 /X에/류와 /X애/류를 모두 설정하였다.

(27)
ㄱ. /X이/류 : 기-(匍匐), 띠-(走), 시-(靠), 시-(休), 이-(戴), 이-(葺), 지(負), 지-(敗), 찌-(蒸), 찌-(霧), 치-(打), 치-(舞), 치-(試),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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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跳), 갈기-(打), 댕기-(行), 땡기-(引), 사기-(交), 쎄기-(欺),
앵기-(抱), 이기-(勝), 짤기-(放尿), 전디-(忍), 디디-(踏), 다리
-(熨), 대리-(熨), 달리-(走), 베리-(捨), 제리-(鹽), 개리-(選),
기리-(畫), 애리-(痛), 채리-(備), 쎄리-(打), 끼리-(湯), 비비(搓), 쎄비-(盜), 마시-(飮), 껀지-(救), 떤지-(投), 다치-(傷), 마
치-(終), 씨치-(洗), 쪼치-(追), 후치-(散), 건치-(止), 곤치(改), 문치-(助味), 훔치-(盜), 싱키-(裝), 껀티-(絶), 어지리(散), 뚜디리-(敲), 지다리-(待), 꾸부리-(屈), 씨부리-(喧), 자래
이-(接), 시-(酸), 히-(白), 꼬시-(皀), 따시-(溫), 떠시-(溫), 푸
리-(靑), 너리-(廣), 예비-(瘦) 등
ㄴ. /X에/류 : 데-(化), 데-(硬), 데-(脫盡), 떼-(分離), 베-(斬), 베-(枕), 세(算), 쎄-(强), 페-(開) 등
ㄷ. /X애/류 : 깨-(覺), 깨-(破), 매-(除草), 꾸개-(皺), 동개-(疊), 만내-(遇),
문때-(摩), 지대-(依支) 등
ㄹ. /X어/류 : 떠-(浮), 서-(立), 건너-(渡) 등
ㅁ. /X아/류 : 가-(行), 까-(孵化), 사-(買), 싸-(低廉), 자-(宿), 차-(佩), 타(乘), 파-(掘) 등
ㅂ. /X우/류 : 꾸-(借), 누-(尿), 두-(置), 주-(授), 에우-(暗記), 치우-(除去),
메우-(塡), 싸우-(爭), 키우-(養育), 낭구-(餘), 저누-(照準), 당구
-(沈), 장구-(閉) 등
ㅅ. /X오/류 : 오-(來), 보-(見)

(27)은 하동 지역어의 개음절 어간을 어간 말음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 목록
역시 경주 지역어와 대동소이하다.
한편 복수기저형을 갖는 어간의 종류는 경주 지역어와 다소 다르다. 경주 지역어
에서는 표준어의 르-불규칙 활용 어간에 대응하는 용언 어간의 모음 /으/가 모두
전설고모음화를 겪어 /이/로 바뀐 데 비해, 하동 지역어에서는 일부 어사에서는 전
설고모음화가 일어나고 일부 어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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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ㄱ. /X{ㄷ-ㄹ}-/류 :
[묻떠라, 묵꼬, 무러모, 무렁께, 무러도, 무러라] (問)
ㄴ. /X{어-라/러}-/류 :
[다러더라, 다러고, 다러모, 다렁께, 달라도, 달라라] (異)
[허러더라, 허러고, 허러모, 허렁께, 헐러도, 헐러라] (流)
ㄷ. /X{이-라}-/류 :
[모리더라, 모리고, 모리모, 모링께, 몰라도, 몰라라] (不知)

(28)은 복수기저형을 갖는 어간의 활용형을 나열한 것이다. (28ㄱ)은 경주 지역
어와 동일하나 (28ㄴ)과 (28ㄷ)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8ㄴ)은 전설고모음화를
겪지 않은 어사들이며 (28ㄷ)은 전설고모음화를 겪은 어사들이다.

(29)
ㄱ. /X{ㄷ-ㄹ}-/류 : 무{ㄷ-ㄹ}-(問), 누{ㄷ-ㄹ}-(熬), 더{ㄷ-ㄹ}-(聽) 등
ㄴ. /X{어-라/러}-/류 : 달{어-러}-(異), 말{어-러}-(乾燥), 물{어-러}-(燂),
불{어-러}-(呼), 헐{어-러}-(流) 등
ㄷ. /X{이-라}-/류 : 몰{이-라}-(不知), 짤{이-라}-(斷) 등

(29)는 복수 기저형의 유형에 따라 하동 지역어의 어간을 분류한 것이다. (29ㄴ)
은 모음조화에 따라 /라/와 /러/가 교체되므로 ‘/X{어-라/러}-/류’로 설정하였으며,
(29ㄷ)에는 어간의 첫 음절에 모음 /아/나 /오/를 가진 예만이 존재하므로 ‘라/러’의
교체를 상정할 필요 없이 /X{이-라}-/류로 묶으면 된다.
하동 지역어도 경주 지역어와 같이 ㅅ-불규칙 활용과 ㅂ-불규칙 활용이 없고 모
두 규칙 활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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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운 현상
4.1. 모음 및 활음과 관련된 현상
4.1.1. 대치
4.1.1.1. 완전순행동화

국어의 완전순행동화는 후행하는 모음이 선행 음절의 모음과 같아지는 음운 현상
을 말한다.19) 후행 모음이 탈락하고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활용형에서만 어미초의 모음이 탈락한다고 설명하기보다는 동화로 보
는 편이 일관적인 설명이라 할 수 있다(이진호 2002). 특히 성조를 가진 방언에서
는 어미의 성조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모음 탈락에 이은 보상적 장모음화보다
는 모음의 완전순행동화(임석규 200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방언형을 통해
완전순행동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주 지역어
(1)

ㄱ.

ㄴ.

cf.

비-어도 → 비´이도

(空)

찌-어도 → 찌이´도´

(霧)

기-어도 → 기이´도´

(匍匐)

사기-어도 → 사게´도

(交)

베리-어도 → 베´레도

(惡)

지-어도 → 저´도´

(敗)

치-어도 → 처´도´

(打)

19) 이는 최명옥(1982)의 술어로, 곽충구(1994)·임석규(2006)에서는 ‘모음동화’, 김봉국(2002)에
서는 ‘모음순행동화’로 표현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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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ㄱ)은 1음절 어간의 말음 /이/와 어미 ‘-어도’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완전순행
동화이다. 이 때 어미초의 /-어-/가 완전순행동화를 겪어 선행 음절과 같은 모음인
/이/로 변한다. 어간 말음절은 필연적으로 개음절이어야 하며, 1음절 어간에서만 실
현된다. (1ㄴ)의 예를 살펴보면, 2음절 이상의 어간은 어미 ‘-어도’와 연결되었을
때 활음화에 이은 모음 축약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어의
음운 현상들이 가지는 규칙의 순서를 알 수 있는데, 축약이 완전순행동화보다 선행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행 자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와 [처도]처
럼 어간 말음절의 초성이 경구개음인 경우 완전순행동화를 겪지 않고 활음화와 활
음탈락을 차례로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ㄱ)의 [찌이도]는 완전순행동화를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원적인 경구개음 /ㅉ/이 아니라 모음 /이/ 앞에서 구
개음화된 자음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즉 이 방언에서는 어간 말음절에 기원적으로
경구개음을 가진 어간의 경우 완전순행동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2)

ㄱ.

께-어도 → 께에´도´

(覺)

ㄴ.

주께-어도 → 주께´에도

(嚾)

(2ㄱ)은 1음절 어간의 말음 /에/와 어미 ‘-어도’가 결합할 때 완전순행동화가 일
어난 예다. (2ㄴ)을 보면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간의 음절 수가 2음절 이상이라도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

ㄱ.

ㄴ.

서-어도 → 서´도´

(立)

가-아도 → 가´도´

(行)

주-어도 → 조ˇ도´

(授)

보-아도 → 바ˇ도´

(見)

(3ㄱ)은 동모음탈락이 일어나는 예이며, (3ㄴ)은 활음화에 이은 모음 축약이 일

- 40 -

어나는 예다. (3)의 모음들이 완전순행동화를 입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음절의 완
전순행동화는 어간 말음이 전설모음 /이/, /에/일 때에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주 지역어에서는 어간 말의 전설모음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완전순
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이다.20)

(4)

찧-어먼 → 찌´이먼

(精)

땋-어먼 → 따´아먼

(辮)

놓-어먼 → 노´오먼

(産)

바꿓-어먼 → 바꾸´우´먼

(變)

(4)는 후음 말음 어간과 어미 ‘-어먼’이 연결될 때 일어나는 완전순행동화이다.
(4)는 어간의 음절 수나 모음의 종류가 이 음운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을 보인다. 또한 (4)의 예를 통해 후음 말음 어간의 완전순행동화는 선행 모음의 전
설성이나 원순성에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ㄱ.

ㄴ.

놓-아도 → 나´:도

(産)

옇-아도 → 여´아도

(入)

모둫-아도 → 모다´:도

(集)

눌뤃-아도 → 눌라´:도

(壓)

(5ㄱ)은 1음절 후음 말음 어간에 어미 ‘-아도’가 연결될 때 후음이 탈락하는 예
다. 이 때에는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지 않고, 모음 사이에서 후음이 탈락하거나 원
20) 한편 앞서 경주 지역어에서는 /으[ɯ]/와 /어[ə]/의 변별이 없다고 하였는데, ‘-어면’과 ‘아도’, ‘-어도’ 등이 보이는 교체 양상으로부터 이 방언 화자들이 원래부터 /-어-/를 가지
고 있던 ‘어’계 어미와 기원적으로 /-으-/를 가지고 있던 ‘으’계 어미를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모음어미는 양성모음 뒤에서는 어미초에 /-아-/
를 갖고 그 외의 모음 뒤에서는 /-어-/를 갖는다. 이 지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없고 모든
모음 뒤에서 어미초에 /-아-/를 가지는데, 음운론적인 환경만 따진다면 ‘-어면’도 ‘-아면’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예는 완전순행동화에 의해 [-아먼]으로 바뀐 것 외에는 전혀 발견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시적으로 똑같이 어미초에 /-어-/를 가진 어미라 하더라도 ‘-어먼’
류(‘-어먼’, ‘-어이’ 등)와 나머지 모음어미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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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모음의 경우 축약이 일어난다. (5ㄴ)은 어간이 2음절이며 후음을 말음으로 갖는
어간이 어미 ‘-아도’와 결합한 경우인데, 이 때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후음이 탈
락한 후 축약이 일어난다.
(4)와 (5)의 예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지역어에서 후음 말음 어간이 어미와 결
합하였을 때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은 오직 어미 ‘-어먼’과 연결되었을 때뿐이
다. 즉 ‘으’에서 기원한 /어/로 시작하는 어미만이 완전순행동화의 적용을 입는 것이
다.
다음으로 /ㅇ[ŋ]/ 탈락과 관련된 완전순행동화를 살펴보자.

(6)ㄱ.

장-에 → 자´˜아˜, 장-어로 → 자´˜아˜로

(市場)

공-에 → 고ˇ˜오´˜, 공-어로 → 고ˇ˜오´˜로

(球)

ㄴ.

마당-에 → 마다´˜아˜, 마당-어로 → 마다´˜아˜로

(場)

ㄷ.

방-이 → 바´˜이˜

(房)

중-이 → 주ˇ˜이´˜

(僧)

(6)은 종성 /ㅇ[ŋ]/이 탈락하며 인접한 모음에 비음성을 더하는 소위 비모음화가
일어난 체언의 곡용에서 나타나는 완전순행동화이다.21) 이 때 어간의 자음이나 음
절 수는 음운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ㄷ)은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형태
인데, 이 때 비모음화는 일어나지만 완전순행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즉 비모음화
가 관여하는 완전순행동화는 /ㅇ[ŋ]/말음 체언 어간에 처격조사 ‘-에’, 향격/구격조
사 ‘-어로’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한편 초성을 갖지 않는 조사라고 하더라도 폐음
절인 경우, 즉 목적격조사 ‘-얼’이나 주제표시의 ‘-언’이 연결된 경우에는 완전순행
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다음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7) ㄱ. 방-얼 → 바´˜얼˜~방´얼, 방-언 → 바´˜언˜~방´언

(房)

21) /ㅇ[ŋ]/말음 체언 어간에 조사 ‘-에’, ‘-어로’가 연결될 때 /ㅇ[ŋ]/의 탈락은 필수적이지만
완전순행동화는 일부 어사에서만 일어난다. 일례로 (6)에 제시된 ‘방’, ‘공’, ‘마당’ 등은 조
사 ‘-에’와 결합할 때 완전순행동화를 겪지만 ‘똥’, ‘숭영(숭늉)’ 등에 ‘-에’가 연결될 때에는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자료는 김주석·최명옥(2001)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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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공-얼 → 공ˇ얼´, 공-언 → 공ˇ언´

(球)

정리하자면 경주 지역어의 완전순행동화는 첫째, 전설모음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
간과 어미초에 /어/를 가진 어미가 결합할 때(단, 모음 축약이 선행하지 않을 때)
일어나고 둘째, 후음 말음 어간에 어미 ‘-어먼’이 연결될 때 일어나며 셋째, /ㅇ[ŋ]/
말음 체언 어간에 조사 ‘-에’, ‘-어로’가 결합하면서 /ㅇ[ŋ]/이 탈락하는 경우에 나
타난다.

하동 지역어
(8)

ㄱ.

ㄴ.

비-어도 → 비´이도

(割)

찌-어도 → 찌´이도

(霧)

씨-어도 → 씨이´도´

(渴)

쎄비-어도 → 쎄´비도

(盜)

개리-어도 → 개´리도

(選)

(8)은 /이/ 모음 뒤에서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 예다. (8ㄱ)의 경우 1음절 어간
뒤에서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 것이고, (8ㄴ)은 2음절 이상 어간 뒤에서 완전순행
동화가 일어난 이후 단(短)모음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어에서는 어간 말의
모음이 /이/인 경우에는 어간의 음절 수와 관계없이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 경주
지역어에서는 (8ㄴ)과 같은 환경, 즉 전설모음을 말음으로 가진 2음절 어간이 ‘-어
도’ 혹은 ‘-어서’와 결합할 때 축약이 먼저 일어나 완전순행동화가 나타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동 지역어에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순행동화가 먼저 일
어난다.

(9)

ㄱ.

ㄴ.

께-어도 → 께´에도

(貫)

매-어도 → 매´애도

(除草)

깨배-어도 → 깨배´애도

(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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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개-어도 → 달개´애도

(懷)

(9)는 각각 /에/, /애/를 말음으로 가진 어간이 어미 ‘-어도’와 결합하였을 때 나
타나는 완전순행동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때 어간의 음절 수나 선행 자음은 음운
현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9)를 통해 하동 지역에서도 전설
모음과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ㄱ.

서-어도 → 서´도´

(立)

가-아도 → 가´도´

(行)

주-어도 → 조´:도

(授)

보-아도 → 바´:도

(見)

ㄱ.

낳-아도 → 나´아도

(産)

ㄴ.

찧-어도 → 찌´어도

(精)

ㄷ.

옇-어도 → 여´어도

(入)

ㄴ.

(11)

(10ㄱ)은 동모음탈락, (10ㄴ)은 활음화에 이은 모음축약이 일어난 예다. 이들 용
언의 어간과 어미 결합 양상은 경주 지역어와 완전히 같다. (11)은 /ㅎ/말음 어간이
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ㅎ’이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이 현상 역시 경주
지역어와 같은데, 이 방언은 모음조화를 지키므로 (11)에서 ‘-아도’는 ‘낳-’에, ‘어도’는 ‘찧-’과 ‘옇-’에 각각 결합하였다.

(12)

ㄱ.

ㄴ.

찧-어모 → 찌이´모

(精)

낳-엉께 → 나´앙께

(産)

바 어모 → 바꾸´우모

(變)

눌뤃-엉께 → 눌루´웅께

(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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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는 후음 말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완전순행동화이다. (12ㄱ)은 단음절
의 후음 말음 어간에 어미 ‘-어모’, 또는 ‘-엉께’가 결합하였을 때 일어나는 완전순
행동화의 예인데, 이 때 어간 말음절의 모음에는 상관없이 후음 탈락 후 완전순행동
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ㄴ)은 2음절의 후음 말음 어간에 어미 ‘-어
모’와 ‘-엉께’가 연결되었을 때 살펴볼 수 있는 완전순행동화의 예이며, 역시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이 음운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12)의 예를 통해 후음 말음 어간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완전순행동화는 어간의 음
절 수나 어간 말음절 모음의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 ㄱ.방-에 → 바´˜아˜, 방-어로 → 바´˜아˜로

(房)

공-에 → 고˜오´˜, 공-어로 → 고˜오´˜로

(球)

ㄴ. 마당-에 → 마다´˜아˜, 마당-어로 → 마다´˜아˜로

(場)

ㄷ. 방-이 → 바´˜이˜

(房)

ㄹ. 산-에 → 사´˜아˜

(山)

(13ㄱ)은 /ㅇ[ŋ]/을 말음으로 가진 1음절 체언 어간에 처격조사 ‘-에’, 향격/구격
조사 ‘-어로’가 연결된 형태이다. 이 때 체언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나 선행 자음과
관계없이 /ㅇ[ŋ]/이 탈락하고 소위 비모음화가 일어나며 조사 ‘-에’, ‘-어로’의 첫
음절이 완전순행동화를 겪는다. (13ㄴ)은 /ㅇ[ŋ]/을 말음으로 갖는 2음절 체언 어간
에 조사가 결합한 것으로, (13ㄱ)과 동일한 음운 현상을 겪는다. (13ㄷ)은 /ㅇ[ŋ]/
말음 체언 어간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인데, 이 때 /ㅇ[ŋ]/은 인접한 모음에
비음성을 더하고 탈락하게 되지만 조사 ‘-이’는 완전순행동화를 겪지 않는다. (13
ㄹ)은 체언 어간의 말음이 /ㄴ/이며 처격조사 ‘-에’와 연결된 것인데, 이 /ㄴ/이 탈
락하며 비모음화를 일으켜 이후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다.22) 경주 지역어와 마찬가지로 폐음절인 조사가 결합될 때는 완전순행동화가 일
22) 필자의 조사 결과, 경주 지역에서는 80대 화자 중에서 일부에게서 /ㄴ/ 탈락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하동 지역에서는 70대 화자뿐 아니라 50대 화자도 /ㄴ/이 탈락된 활용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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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 않는다.
정리하자면 하동 지역어의 완전순행동화는 첫째, 말음이 전설모음인 어간과 /어/
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일어나고 둘째, 후음 말음 어간에 어미 ‘-어모’가 결
합할 때 일어나며 셋째, /ㄴ/, /ㅇ[ŋ]/말음 체언 어간에 조사 ‘-에’, ‘-어로’가 결합
하면서 /ㄴ/, /ㅇ[ŋ]/이 탈락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경주와 하동
이상을 종합해 보면, 근본적으로 두 지역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전설모음을 말음으로 갖는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와 후음 말음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그리고 체언 어
간 말 /ㄴ/ 또는 /ㅇ[ŋ]/ 탈락이 일어날 때 완전순행동화를 겪는다.
다만 두 지역의 완전순행동화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입력부 자체가 다른 경우
이다. 예컨대 경주 지역어에서 전설모음을 말음으로 갖는 2음절 이상의 어간은 /어/
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축약이 선행하여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체언 어간 말의 /ㄴ/이 탈락하는 경우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순행동화의 환경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즉 두 지역어에서 드러나는 현상의 차이는 완전순행동화 규
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에 선행하는 음운 현상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
이라 할 수 있다.

4.1.1.2.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란 양순음 뒤에 위치한 /으/가 원순모음인 /우/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비원순모음인 /으/가 선행하는 양순음의 순음성에 동화되는 순행동화의 일
종이다.23) 앞서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에서는 /으[ɯ]/와 /어[ə]/가 변별되지 않
기 때문에 중앙어의 어미 ‘-으면’이나 조사 ‘-으로’의 /-으-/를 /-어-/로 표기하
사용한다.
23) 원순모음화에 대해서는 이병근(1976), 곽충구(1990), 김성규·정승철(2005), 이진호(2005) 등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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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어/가 원순모음화의 피동화주가
될 것이므로, 어미 초에 /어/가 위치하는 활용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주 지역어
(14)

(15)

ㄱ.

짚-어먼 → 지´푸먼

(深)

ㄴ.

넘-어먼 → 너´무먼

(越)

ㄷ.

어둡-어먼 → 어두´부먼

(暗)

ㄹ.

따덤-어먼 → 따더´무먼

(整)

ㄱ.

짚-아도 → 지´파도

(深)

ㄴ.

넘-아도 → 너´마도

(越)

(14)는 용언 어간과 개음절어미 ‘-어먼’의 결합으로 /ㅂ/, /ㅍ/, /ㅁ/ 뒤의 /어/가 /
우/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이 현상은 동사·형용사 어간에 관계없이 일어나고, 어
간의 음절 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15)는 용언 어간에 개음절어미 ‘-아
도’가 결합한 것인데, 이 때 원순모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원순
모음화는 ‘으’에서 기원한 ‘어 ’만이 그 적용을 입는다.

(16)

(17)

ㄱ.

짚-언 → 지´푼

(深)

ㄴ.

어둡-언 → 어두´분

(暗)

ㄱ.

넘-언 → 너´문

(越)

ㄴ.

따덤-언 → 따더´문

(整)

(16)에서는 형용사 어간이 폐음절어미 ‘-언’과 연결될 때의 원순모음화를 살펴볼
수 있고, (17)에서는 동사 어간과 폐음절 어미 ‘-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원순모음
화를 관찰할 수 있다. 이때 원순모음화는 형용사 어간과 동사 어간에 동일하게 일어
나며 어간의 음절 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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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ㄱ.

집-어로 → 지´부로, 집-언 → 지´번

(家)

봄-어로 → 보´무로, 봄-언 → 보´먼

(春)

(18)은 체언의 곡용에서 나타나는 원순모음화를 보여준다. 이 때, 체언 어간은 별
다른 제약이 없으나 연결되는 조사의 어두음절이 개음절이어야만 원순모음화가 일
어난다. ‘-언’과 같은 폐음절 조사는 원순모음화를 입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주 지역어는 원순모음화가 잘 일어난다. 이 지역어에
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용언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거
나, 체언 어간에 /-어-/로 시작되는 개음절 어미가 결합할 때라고 할 수 있다.

하동 지역어
(19)

ㄱ.

ㄴ.

덥-어모 → 더´부모

(暑)

꿉-어모 → 꾸´부모

(炙)

디덮-어모 → 디더´푸모

(蔽)

(19)는 하동 지역어에서 어간 말의 양순음 /ㅂ/, /ㅍ/ 뒤에서 /어/가 /우/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어간의 음절 수나 어간 말음의 모음 등의 조건은 원순모음화
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어간 말음이 /ㅂ/이나 /ㅍ/일 때에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예외 없이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폐음절
어미인 ‘-언’이 결합할 때에도 원순모음화가 일어난다.

(20)

ㄱ.

ㄴ.

짚-언 → 지´푼

(深)

짧-언 → 짤´분

(短)

디덮-언 → 디더´푼

(蔽)

(20)과 같이 양순음 /ㅂ/이나 /ㅍ/ 뒤의 /어/는 모두 /우/로 바뀐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때 어간의 음절 수나 어간 말음절의 모음 등은 원순모음화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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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한편 이 지역에서는 어간 말음절의 자음과 모음에 따라 원순모음화의 양상이 달
리 나타나기도 한다. 양순음 /ㅁ/을 말음으로 갖는 어간의 경우, 특정한 조건에서는
원순모음화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21)

ㄱ.

넘-어모 → 너´머모

(越)

ㄴ.

숨-어모 → 수´무´모

(隱)

감-어모 → 가´무모

(捲)

보둠-어모 → 보두´무모

(抱)

(21)은 이례적으로 어간의 모음과 양순음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예다. 이 지역
에서는 어간 말음이 /ㅁ/일 때에 한해, 어간 말음절의 모음 /어/가 원순모음화를 저
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위의 (19)에서는 말음절에 모음 /어/를 가지는 용언 어간 ‘덥
-’에 어미 ‘-어모’가 결합할 때와 말음절에 모음 /우/를 가지는 용언 어간 ‘꿉-’에
어미 ‘-어모’가 결합할 때 동일하게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 반면, (21ㄱ)의 예를 통
해서는 어간의 모음이 /어/인 경우에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어간 말음이 /ㅁ/인 경우에도 어간의 모음이 /어/가 아닐 때는 (21ㄴ)과 같이 원
순모음화가 일어난다. 즉 이 지역에서는 용언의 어간 말음이 /ㅂ/ 혹은 /ㅍ/일 때는
일반적으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만, 어간 말음이 /ㅁ/인 경우에는 선행 모음에 따
라 선택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24)
그러나 폐음절어미 ‘-언’이 결합할 때에는 어간 말음절의 자음과 모음에 관계없이
원순모음화가 일어난다.

(22)

ㄱ.

넘-언 → 너´문

(越)

ㄴ.

숨-언 → 수´문´

(隱)

감-언 → 가´문´

(捲)

보둠-언 → 보두´문

(抱)

24) 이는 이현정(2008:83)에서 기술한 산청 지역어의 특징과도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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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ㄱ)은 ‘-어모’가 연결되었을 때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어간 ‘넘-’에
폐음절어미 ‘-언’이 결합된 것이다. 이 때에는 [너문]과 같이 원순모음화를 겪은 표
면형이 나타난다. (22ㄴ)은 ‘-어모’와 결합할 때 원순모음화를 겪는 어간들이며, ‘-

언’과 결합할 때에도 역시 원순모음화를 경험한다.
(23)

ㄱ.

옆-어로 → 여´푸로, 옆-언 → 여´펀

(側)

솜-어로 → 소무´로, 솜-언 → 소먼´

(綿)

(23)은 체언에 각각 개음절·폐음절 조사가 결합된 예다. 하동 지역어에서도 경주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음절 조사는 원순모음화를 겪고, 폐음절 조사는 원순모음화를
겪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하동 지역어의 원순모음화는 양순음 말음 체언 또는 용언 어간 뒤에 /

어/로 시작하는 개음절 어미가 연결될 때 일어난다. 다만 어간 말음이 /ㅁ/인 경우에
는 어간 말음절의 모음 /어/가 원순모음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25)

경주와 하동
결론적으로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원순모음화 규칙은 대체로 비슷하다. 우
선 두 지역의 원순모음화는 양순음을 말음으로 갖는 용언 어간에 기원적으로 ‘으’계
어미인 ‘-어먼’, ‘-어모’, ‘-언’이 결합할 때 일어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동 지역어에서 /ㅁ/ 말음 어간인 ‘넘-’은 ‘-어모’와 연결될 때

25) 한편 두 지역의 원순모음화를 통해 어미초에 /어/를 가진 ‘어’계 어미와 기원적으로 /으/
를 가진 ‘어’계 어미가 각각 다른 음운 현상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계 어미인 ‘어서’, ‘-어도’ 등은 원순모음화를 겪지 않으며, ‘으’계 어미에서 기원한 ‘-어먼’(경주), ‘-어
모’(하동)와 조사 ‘-어로’ 등은 원순모음화를 경험한다. 앞서 완전순행동화에서도 어미초에
/어/를 가진 ‘어’계 어미와 기원적으로 /으/를 가진 ‘어’계 어미가 서로 다른 음운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현상들과 50대 이하의 화자가 /으[ɯ]/와 /어[ə]/
를 구별한다는 것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동남 방언권의 화자들은 /으[ɯ]/와 /
어[ə]/의 발음은 구분하지 못했지만 기원적으로 /으[ɯ]/였던 ‘어’와 /어[ə]/였던 ‘어’가 별
개의 것이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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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체언의 경우에는 두 지역 모두 개음절 조사가 결합할 때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
고, 폐음절 조사가 결합할 때는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4.1.1.3. 모음조화

모음조화란 한 단어 안에서는 같은 부류의 모음끼리 어울려 조화를 이룬다는 것
으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게 되는 것을 말한
다.26) 15세기 국어에서는 엄격하게 작용하였으나 일련의 사적 변화로 인해 현대국
어에 이르러 모음조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용언 어간에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로 한
정되며, 방언에 따라 모음조화가 달리 일어난다.27)
경주 지역어의 용언 활용은 모음조화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이 지역어의
어미 중 말음이 폐음절인 어간에 결합할 수 있는 어미는 ‘-아서’, ‘-아도’, ‘-아라’
등 양성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경주 지역어
(24)

ㄱ.

ㄴ.

ㄷ.

가-아도 → 가´도´

(行)

서-어도 → 서´도´

(立)

보-아도 → 바ˇ도´

(見)

주-어도 → 조ˇ도´

(授)

비-어도 → 비´이도

(示)

께-어도 → 께에´도´

(覺)

(24)는 개음절인 단음절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인데, (24ㄱ)은 동모
26) 모음체계와 모음조화를 연관지어 설명한 업적으로는 Ramstedt, G.J.(1939), 이숭녕(1949),
김완진(1963), 이기문(1968, 1972), 김주원(1993) 등이 있다. 중세국어의 모음조화에 관해서
는 이기문(1971), 박종희(1983), 김완진(1985), 김주원(1992) 등의 업적이 있다.
27) 현대국어 방언의 모음조화를 음운 규칙으로 설명한 업적에는 이승재(1980), 소강춘(198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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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탈락을 보이고 (24ㄴ)은 활음화에 이은 활음탈락 또는 활음화에 이은 모음 축약
을 겪는 예들이다. (24ㄱ)의 [서도], (24ㄴ)의 [조:도]가 표면형으로 나타나기 위해
서는 음성모음을 가진 어미 /-어도/가 결합하여 각각 동모음탈락과 모음 축약을 겪
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음절 어간이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모음조화
를 지키는 것을 알 수 있다. (24ㄷ)은 완전순행동화를 보인다. (24ㄷ)은 어미초 음
절이 이미 /이/, /에/ 등으로 동화되었기 때문에 어미가 ‘-어도’인지 ‘-아도’인지 구
분하기 어려우나, (24ㄱ)이나 (24ㄴ)에서 이 지역의 개음절 어간에는 음성모음을
가진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어의 일반적인 모음 어미 결합 방
법과 같이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25)

ㄱ.

드가-아도 → 드가´도´

(入)

나서-어도 → 나서´도´

(出)

ㄴ.

나오-아도 → 나와´도

(出)

ㄷ.

치우-아도 → 치´아도

(除去)

갖추-아도 → 가차´도

(備)

예비-어도 → 예´베도

(瘦)

시알리-어도 → 시´알´레도

(算)

ㄹ.

(25)는 2음절 이상인 개음절 어간의 예다. (25ㄱ)은 동모음 탈락, (25ㄴ)은 활음
화를 겪는 예들이다.
한편 (25ㄷ)과 같이 /우/를 말음으로 갖는 어간은 어간의 음절 수에 따라 모음 조
화에서 예외를 보인다. /우/ 말음 1음절 어간은 모음조화를 지키는 데 비해, 2음절
이상의 어간은 ‘-아도’와 결합되기 때문이다. 소강춘(1989)와 이승재(1997)에서는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으/, /우/인 경우에는 제일음절의 모음이 /애/, /아/, /오/일 때
에는 ‘-아’를 취하고 나머지는 ‘-어’를 취한다고 하는데 (25ㄷ)은 이 설명에도 부
합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비슷하게 제주 방언에서도 단음절 /우/ 말음 어간은 부사
형어미와 결합할 때 모음조화를 지켜 ‘-언’과 연결되고, 2음절 이상의 /우/ 말음 어
간은 ‘-안’과 연결된다(정승철 1994).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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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음조화에 대한 조사와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서는 단지 /우/ 말음 어간의 모음조화를 기술해 두기로 한다.
(25ㄹ)은 이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음
어미가 연결되었을 때 (25ㄹ)과 같은 음운 과정을 겪는 어간은 ‘예비-(瘦)’, ‘전디
-(忍)’, ‘시알리-(算)’, ‘껄리-(沸)’ 등이 있다.
일례로 어간의 기저형 ‘전디-’와 어미의 잠정적인 기저형 ‘-어도’가 결합하여 음
성형 [전데도]가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보자. 용언 어간 ‘전디-’에 모음어미 ‘-어도’
가 결합한 [전디어도]에서 활음화가 일어나 [전뎌도]가 되며, 이는 다시 모음축약을
통해 표면형인 [전데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활음화까지는 일반적인 국어의 음운
과정을 따라가지만 여기에 모음 축약이 반드시 동반되는 이유는 이 지역의 이중모
음이 자음과 연결되는 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26)

ㄱ.

ㄴ.

신-아도 → 시´나도

(履)

뻿-아도 → 뻬´사도

(奪)

넘-아도 → 너´마도

(越)

작-아도 → 자ˇ가´도

(小)

묻-아도 → 무´다도

(埋)

곱-아도 → 고ˇ바´도

(麗)

뿌직-아도 → 뿌지´가도

(破壞)

따덤-아도 → 따´더´마도

(整)

매달-아도 → 매다´라도

(縋)

지울-아도 → 지우´라도

(傾)

에롭-아도 → 에´로´바도

(孤)

(26)은 이 지역어에서는 폐음절 어간에 예외 없이 ‘-아도’가 결합하는 것을 보여
준다. (26ㄱ)은 1음절 어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인데,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나 선행 자음에 관계없이 ‘-아도’가 결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6ㄴ)은 2음절 어
간에 모음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이며, 역시 어간 말음절의 음운론적 성격과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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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도’가 연결된다. 즉 이 지역어에서 폐음절 어간의 모음조화는 어간의 음절
수나 선행 모음의 성격과는 관계가 없으며, 어간 말 자음의 종류와도 관계없이 일어
나는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경주 지역어의 모음조화는 어간이 개음절인 경우에만 지켜지고, 폐음
절인 경우에는 양성모음 ‘-아’계로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계는 표면
형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동모음 탈락이나 모음 축약, 완전순행동화의 과정은 이
방언에서 어미 ‘-어’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하동 지역어
(27)

ㄱ.

ㄴ.

ㄷ.

가-아도 → 가´도´

(行)

서-어도 → 서´도´

(立)

보-아도 → 바´:도

(見)

주-어도 → 조´:도

(授)

비-어도 → 비´이도

(割)

깨-어도 → 깨´애도

(破)

(27)을 통해 이 지역어에서 개음절인 단음절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을 살
펴볼 수 있다. (27ㄱ)은 동모음 탈락, (27ㄴ)은 활음화와 그에 동반되는 활음 탈락
및 모음 축약을 보여주며 (27ㄷ)은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 것을 보여준다. 이는 위
의 (24)에서 살펴보았던 경주 지역어의 활용 양상과 동일하다.

(28)

ㄱ.

드가-아도 → 드가´도´

(入)

나서-어도 → 나서´도´

(出)

ㄴ.

나오-아도 → 나와´도´

(出)

ㄷ.

치우-어도 → 치´아도

(除去)

키우-어도 → 키´아도

(育)

개리-어도 → 개´리도

(選)

ㄹ.

- 54 -

예비-어도 → 예´비도

(瘦)

(28)은 2음절 이상인 개음절 어간이 어미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28ㄱ)은 동모음
탈락, (28ㄴ)은 활음화를 보여준다. (28ㄷ)은 경주 지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어간
말음절에 모음 /우/를 가지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양성모음어미 ‘-아도’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28ㄱ), (28ㄴ), (28ㄷ)은 앞서 살펴보았던 경주 지역어에서의 활용
양상과 동일하다. (28ㄹ)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어간 말에 /이/모음을 가지는
어간이 모음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이다. 이 때 경주 지역어에서는 활음화와 이에 따
른 모음 축약이 일어난 데 비해, 하동 지역어에서는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 후 단
(短)모음화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29)

ㄱ.

ㄴ.

ㄷ.

ㄹ.

작-아도 → 자´가´도

(小)

곱-아도 → 고´바´도

(麗)

신-어도 → 시´너도

(履)

뺏-어도 → 빼´서도

(奪)

넘-어도 → 너´머도

(越)

꿉-버도 → 꾸´버도

(炙)

가깝-아도 → 가까´바도

(近)

비좁-아도 → 비조바´도

(狹)

디집-어도 → 디지´버도

(反)

가널-어도 → 가너´러도

(細)

가물-어도 → 가무´러도

(旱)

(29)의 예들은 하동 지역어에서 어간 말음이 폐음절인 어간과 모음 어미가 결합
할 때의 모음조화를 보여준다. (29ㄱ)은 단음절 어간의 경우인데, 말음절의 모음이
/아/, /오/인 경우에는 어미 ‘-아도’가 연결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9ㄴ)은 어
간 말음절의 모음이 /아/, /오/ 외의 모음인 단음절 어간으로 ‘-어도’가 연결되는 것
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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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ㄷ)과 (29ㄹ)은 2음절 어간의 경우이며 이때에도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아/,
/오/면 어미 ‘-아도’가, 그 외의 모음이면 ‘-어도’가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하동 지역어에서는 개음절·폐음절에 관계없이 모음조화가 지켜지는 것
으로 보인다.

경주와 하동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경주 지역어에서는 폐음절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
우는 모음조화를 모르지만 개음절 어간과 모음 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모음조화를 지킨다. 하동 지역어에서는 폐음절 어간이나 개음절 어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 모두 모음조화를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4.1.2. 탈락
국어의 모음 탈락 현상에는 동모음탈락과 /으/ 탈락이 있다. 동모음탈락이란 /아/
나 /어/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나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와서 동일한 모음
이 연속될 때 용언 어간의 말음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28)을 말하며, /으/ 탈락이란
어간 말음으로 /으/를 가지는 용언의 어간 말음이 어미 초에 모음 /어/를 가지는 어
미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경주와 하동 두 지역어에서도 동모음탈락이 일어난다. 용언의 활용 예를 통해 동
모음탈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음운 현상에 대해서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
가 동일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두 지역을 나누어 서술하지 않는다.
28) 동모음 탈락에 대해서는 어간 말모음이 탈락한다는 견해와 어미 두모음이 탈락한다는 견해
가 있다. 전자로는 김완진(1972), 이병근(1978), 최명옥(1982), 백두현(1983), 김성규(1987),
정승철(1988), 곽충구(1994), 임석규(2002)와 같은 논의가 있고, 후자에는 김진우(1976), 이
승재(1980), 최태영(1983), 소강춘(1989), 김차균(1992)와 같은 논의가 있다. 여기서는 어미
가 어간보다 음운론적 강도가 강한 위치이므로 어간 말모음이 탈락한다(최명옥 1982 등)는
것과 활용형의 성조를 고려했을 때 어간 말의 모음이 탈락한다(곽충구 1994 등)는 사실, 그
리고 형태소가 아무 흔적도 없이 탈락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김종규 1989)을
받아들여 어간 말의 모음이 탈락한다고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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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ㄱ.

ㄴ.

가-도 → 가´도´

(行)

서-도 → 서´도´

(立)

드가-도 → 드가´도´

(入)

나서-도 → 나서´도´

(出)

(30)은 경주와 하동 지역어에서 동모음탈락이 일어나는 예인데, 어간의 음절 수
나 선행 자음의 성격과는 관계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모음탈락의 양상
은 표준어의 그것과 진배없다.
한편 /으/ 탈락의 경우에는, 이 두 지역 모두 /으/와 /어/의 변별이 없는 방언권이
기 때문에 /으/ 말음 어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어에서 /으/ 탈락의 환경을 만들
어내는 어간으로는 ‘쓰-’, ‘크-’, ‘모으-’, ‘따르-’ 등이 있는데, 경주와 하동 지역어
에서는 이 어간들의 기저형을 ‘씨-’, ‘커-’, ‘모둫-’, ‘따뤃-’ 등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이들은 각각 형태소 내부의 전설고모음화를 통해 어간의 모음 /으/가 /이/로 변
한 경우이거나, /으/와 /어/의 분별 없이 대체로 /어/ 발음을 하는 경우, 기저형의 형
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경우이다. 따라서 이 두 지역에서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서의 /으/탈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1.3. 축약
모음 축약은 활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다른 단모음으로 바뀌는 것을 일컫는다.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에서도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서의 모음 축약이 나타난
다.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에 모음 어미가 연결되었을 때 보상적 장모음화를
동반한 활음화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이중모음이 다시 단모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어간 말음의 원순모음과 모음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대체로 활음화와 모음 축약
이 일어난다. 예는 다음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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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ㄱ.

오-아서 → 와´서´

(來)

ㄴ.

두-어서 → 도ˇ서´

(置)

주-어서 → 조ˇ서´

(授)

(31ㄱ)은 활음화는 일어나지만 모음 축약은 일어나지 않는 예이다. 선행 자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과 활음의 공기를 피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31ㄴ)은 어간의 말음절에 자음이 있는 예들로, 모두 활음화와 모음 축약이 동반되
어 일어난다. 이 현상은 경주와 하동 지역어에서 동일한 제약을 원인으로 하여 동일
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 자음과 관련된 현상
4.2.1. 대치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에서 자음과 관련된 대치의 양상을 살펴보면, 모음과
관련된 대치 현상보다 방언 간의 차이가 적게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지역어
에서는 음절말 평폐쇄음화, 비음화, 치조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및 구개음화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현
상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음절말 평폐쇄음화란 국어의 음절말에 올 수 없는 장애음이 모두 평폐쇄음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29)을 말한다. 이는 한국어에서 음절 종성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자음이 불파음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30)이다. 따라서 음절 종성에 위

29) 배주채(1989, 1992)에서는 기존에 쓰이던 ‘음절말자음의 중화(中和)’가 ‘평폐쇄음화’라는 일
반적인 음운현상임을 밝히고 있다.
30) 이와 같이 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운 현상을 관련지어 설명한 업적으로는 송철의(1982), 강
창석(1984), 배주채(1989), 김주필(19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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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수 없는 격음과 경음, 그리고 마찰음과 파찰음은 /ㄱ/, /ㄷ/, /ㅂ/과 같은 평폐쇄
음으로 실현된다. 음절말 평폐쇄음화는 조음 방법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
우 조음 위치가 변하지 않는데, 이때 경구개음과 후음은 치조음 /ㄷ/으로 바뀌게 된
다.
경주와 하동 두 지역어의 음절말 평폐쇄음화를 아래 (32)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
로 한다.

(32)

ㄱ.

ㄴ.

ㄷ.

ㄹ.

앞-도 → 압´또

(前)

밭-도 → 받´또

(田)

옷-도 → 옫´또

(衣)

젖-도 → 젇´또

(乳)

밖-도 → 박´또

(外)

높-더라 → 놉떠´라

(高)

같-더라 → 갇´떠´라

(如)

웃-더라 → 욷´떠´라

(笑)

찾-더라 → 찯´떠´라

(索)

옇-더라 → 여터´라

(入)

좋-더라 → 조´터´라

(好)

까맣-더라 → 까마´터´라

(黑)

 더라 → 푸´떠´라

(喫煙)

옇-넌다 → 연´넌다

(入)

좋-나 → 존나´

(好)

-넌다 → 진´넌´다

(作)

(32ㄱ)은 체언과 조사가 연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평폐쇄음화이다. 국어의 일반적
인 평폐쇄음화와 같이 /ㅍ/은 /ㅂ/으로, /ㅌ/, /ㅅ/, /ㅈ/은 /ㄷ/으로, /ㄲ/은 /ㄱ/으로
변하였다. (32ㄴ)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을 때 살펴볼 수 있는 평폐쇄음화
의 예들이다. /찾-/과 같은 경우, 어간의 말음이 경구개음이지만 평폐쇄음화를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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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음 /ㄷ/이 된 것이다. (32ㄷ)은 어간 말음으로 후음 /ㅎ/을 갖는 용언이 자음 어
미와 결합했을 때의 활용 양상이다. 용언 /넣-/의 활용이 [엳꼬], [엳떠라]가 아니
라 [여코], [여터라]로 실현되는 것, 그리고 / /의 활용이 [푿꼬], [푿떠라]가 아
닌 [푸꼬], [푸떠라]로 실현되는 것을 보아 양 지역에서 축약이 평폐쇄음화보다 우
선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2ㄹ)은 /ㅎ/ 말음 어간과 /ㆆ/ 말음 어간
이 비음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한 예들로, /ㅎ/ 및 /ㆆ/이 /ㄷ/으로 평폐쇄음
화된 후 비음화를 거쳐 /ㄴ/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비음화는 평폐쇄음 /ㅂ/, /ㄷ/, /ㄱ/이 비음 앞에서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바
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음 방법만이
변화하며,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 현상은 조사 ‘-만’ 앞에 연결되는 체언의
어간 말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미 ‘-는다’ 앞에 연결되는 용언의 어간 말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비음화 역시 경주 지역과 하동 지역에서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 예는 다음 (33)과 같다.

(33)

ㄱ.

ㄴ.

집-마 → 짐´마

(家)

국-마 → 궁´마

(湯)

빗-마 → 빋마 → 빈마 → 빔´마

(櫛)

삧-마 → 삗마 → 삔마 → 삠´마

(光)

팥-마 → 팓마 → 판마 → 팜´마31)

(赤豆)

(33ㄱ)은 체언 어간이 두 지역어의 조사 ‘-마’와 결합한 형태이다. /ㅂ/은 /ㅁ/앞
에서 /ㅁ/으로, /ㄱ/은 /ㅇ/으로 각각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변하였다. (33ㄴ)은
평폐쇄음화 이후 비음화가 일어나고, 또다시 양순음화를 거친 예들이다. 평폐쇄음 /
ㄷ/은 조사 ‘-마’와 연결되었을 때 동일 조음 위치의 비음인 /ㄴ/으로 바뀐다. 이 두
지역어에서 치조비음 /ㄴ/은 후행하는 양순음 /ㅁ/의 영향을 받아 양순음 /ㅁ/이 되
기 때문에 (33ㄴ)의 최종적인 음성 실현형은 [빔마], [삠마]와 같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4.2.1.1.절(양순음화)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31) 하동 지역어에서는 ‘퐅-마 → 폳마 → 폰마 → 폼마’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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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잡-넌다 → 잠넌´다

(執)

싶-넌다 → 심´넌´다

(咀)

띧-넌다 → 띤´넌´다

(分離)

붓-넌다 → 붇넌다 → 분넌´다

(腫)

젖-넌다 → 젇넌다 → 전넌´다

(潤)

꺾-넌다 → 꺽넌다 → 껑´넌´다

(折)

풓-넌다 → 푿넌다 → 푼´넌´다

(喫煙)

(34)는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비음화이다.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
ㅂ/ 및 /ㅂ/으로 평폐쇄음화된 /ㅍ/은 /ㅁ/으로 바뀌고, /ㄷ/ 및 /ㄷ/으로 평폐쇄음화
된 /ㅅ/, /ㅈ/, /ㆆ/ 등은 /ㄴ/으로 변하며 /ㄱ/으로 평폐쇄음화된 /ㄲ/은 /ㅇ/으로 바뀐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각각 동일 위치에서 조음되는 비음으로 바뀐 것이다.
치조비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순행적 유음화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에서 동
일하게 일어난다.

(35)

ㄱ. 삼십-리 → 삼십니 → 삼´심니

(三十 里)

ㄴ. 천-리 → 철´리32)

(千 里)

(35ㄱ)은 치조비음화의 예로, 유음 ‘ㄹ’이 ‘ㅂ’ 뒤에서 치조비음 ‘ㄴ’으로 바뀐 것
이다. 치조비음화를 겪어 [삼십니]가 된 후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삼심니]와 같은
표면형이 도출된다. (35ㄴ)은 역행적 유음화를 보여주는 예다. 후행하는 ‘ㄹ’의 영향
으로 선행하는 체언 어간말의 ‘ㄴ’이 ‘ㄹ’로 바뀐 것이다.
국어의 순행적 유음화는 /ㄹㄴ/의 연쇄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으로, 선행하는 /ㄹ
/의 영향으로 /ㄴ/이 /ㄹ/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본래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말의 유
음은 어미 초의 /ㄴ/ 앞에서 탈락하게 마련인데,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어간말 유음
32) (35)는 각각 김주석·최명옥(2002)의 152쪽, 92쪽에 있는 예들을 필자가 다시 경주와 하동
지역의 제보자에게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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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은 오히려 어미 초의 /ㄴ/을 유음화시킨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36)

뚧-넌다 → 뚤´런´다

(穿)

핥-넌다 → 할런´다

(舐)

딹-넌다 → 딸´런´다

(磨)33)

용언 어간말의 /ㄼ/, /ㄾ/, /ㅀ/은 자음군단순화를 거쳐 /ㄹ/로 변한 다음 후행하는
자음 /ㄴ/을 유음 /ㄹ/로 동화시키고 있다.34) 순행적 유음화의 실현 양상도 경주 및
하동 지역어와 표준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국어의 경음화는 어두경음화, 평폐쇄음 뒤 경음화, 비음 뒤 경음화, 한자어 /ㄹ/
뒤 경음화 등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배주채 2003, 김성규·정승철 2005). 이 중
어두경음화는 통시적인 현상이며 공시적으로는 이미 어두경음화가 일어난 형태를
기저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의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공시적인 음운 현
상으로 볼 수 있는 나머지 경우는 두 지역어와 표준어에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
인다. 다만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주 지역어에는 경음 /ㅆ/이 존재하지 않는
다. 평폐쇄음 뒤의 /ㅅ/은 어두의 /ㅅ/과는 달리 중부 방언 화자에게는 /ㅆ/으로 인식
될 정도로 그 발음이 분명히 다르지만, 이 방언에서는 /ㅅ/과 /ㅆ/으로 변별되는 최
소대립쌍을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경주 지역어의 /ㅅ/과 /ㅆ/은 단지 음성적인 차
이만을 가진 변이음일 뿐 음소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ㅆ/을 음소로 인정하지 않
기 때문에 자연히 경주 지역어에서는 /ㅅ/이 경음화의 결과로 /ㅆ/으로 변하는 현상
이 없으며, 이것이 하동 지역어와는 다른 모습이다. 하동 지역은 /ㅅ/과 /ㅆ/이 변별
되는 지역으로 /ㅅ/의 경음화가 일어난다.
국어의 구개음화는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모음 /이/나 활음 /j/ 앞에서 경구개음으
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국어의 구개음화는 ㄱ구개음화와 ㄷ구개음화, ㅎ구개음화

33) (36)의 예는 모두 경주 지역어의 예로, 하동 지역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 어사의 활용이
‘뚧-넌다 → 뚤런´다’, ‘홅-넌다 → 홀런´다’, ‘닳-넌다 → 달런´다’와 같이 나타난다.
34) 순행적 유음화에 대해서는 간접 동화로 보는 견해와 직접 동화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는 (36)과 같은 환경에서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고 직접 동화로서의 순행적 유
음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진호(1998)의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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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눌 수 있는데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서의 구개음
화는 ㄷ구개음화이다. 표준어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에서도
주격조사 ‘-이’ 앞에서 체언 어간의 말음인 /ㅌ/은 경구개음 /ㅊ/으로 바뀐다. 다음
예를 통해 두 지역어의 구개음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37)

밭-이 → 바´치

(田)

퐅-이 → 포´치´35)

(赤豆)

(37)은 경주와 하동의 공시적인 구개음화를 보여주는 예들이다. /ㅌ/은 후행하는
구개성 모음의 영향을 받아 경구개음 /ㅊ/으로 바뀐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
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예를 아래 (38)에서 제시한다.

(38)

잩-이 → 자´티
cf.

(側)

잩-에 → 자´테, 잩-으로 → 자´트로

(38)은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이다. 같은 환경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들과 다른 것이라면 체언의 어간에 이
미 경구개음 /ㅈ/이 위치한다는 점이다. 단음절 체언으로서 체언 어간에 경구개음을
가지고 어간 말음이 /ㄷ/, /ㅌ/인 경우를 더는 찾지 못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선행 음절에 이미 경구개음이 위치하
기 때문에 두 음절에 경구개음이 연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개음화가 일어나
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잩’은 이미 ‘자티’, ‘자트로’ 등으로 재구조화
가 완료된 어사이기 때문에 구개음화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티’가 유일례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단언할 수는 없고, 여기
서는 이를 기술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지금까지 경주와 하동 지역어, 그리고 표준어에서 서로 같은 양상을 보이는 현상
들을 기술하였다. 이제 중앙어에서는 수의적이지만 경주와 하동 두 지역에서는 필수
35) 이는 하동 지역어의 예로, 이 ‘퐅’은 경주 지역어에서는 ‘팥’으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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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경주와 하동 지역어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음운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어에서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는
이 두 지역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비음 뒤 경음화는 두 지역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4.2.1.1. 양순음화

양순음화는 자음의 조음위치동화의 하나이다. 조음위치동화는 선행 음절의 종성이
후행 음절 초성의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음운 현상으로 치조음이 후행하는 양순음
을 닮아가는 양순음화, 치조음 또는 양순음이 후행하는 연구개음을 닮아가는 연구개
음화로 나눌 수 있다(김성규·정승철 2005, 이진호 2005). 한편 조음위치동화는 수
의적인 현상으로 그 적용 범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양순음화는 체언 어간과 조사 ‘-만’이 결합할 때 나타날 수 있다. 이 두 지역의
활용 어미 중에서는 치조음을 종성으로 갖는 어간에 결합할 수 있는 양순음어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순음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두 지역어의 곡용을 살펴보아
야 한다. 치조음에 양순음이 후행하는 경우는 모두 양순음화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
는데, 이 때 경주와 하동 두 지역에서는 언제나 양순음화가 일어난다.

(39)

ㄱ.

논-마 → 놈´마´

(沓)

ㄴ.

옷-마 → 옫마 → 온마 → 옴´마´

(衣)

팥-마 → 팓마 → 판마 → 팜´마´36)

(赤豆)

삧-마 → 삗마 → 삔마 → 삠´마´

(光)

(39)는 경주와 하동 지역에서 나타나는 체언의 곡용형이다. (39ㄱ)은 /ㄴ/ 말음
체언 어간 ‘논’이 조사 ‘-마’와 연결되어 양순음화를 경험한 예이고, (39ㄴ)은 음절
말 평폐쇄음화를 통해 도출된 /ㄷ/이 /ㅁ/ 앞에서 비음화하여 /ㄴ/으로 변했다가 다
36) ‘팥’은 하동 지역어에서는 ‘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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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양순음화를 입어 결국 /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양순음화의 실현 양상에는 세대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경주와 하동 두 지역
모두 7-80대 화자들의 양순음화는 필수적이었던 반면37), 50대 화자들에게는 수의
적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선행하는 모음이 양순음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40)

ㄱ.

ㄴ.

빗-마 → 빋마 → 빈마 → 빈´마´~빔´마´

(櫛)

삧-마 → 삗마 → 삔마 → 삔´마´~삠´마´

(光)

밑-마 → 믿마 → 민마 → 민´마´~밈´마´

(底)

논-마 → 논´마´

(沓)

옷-마 → 옫마 → 온´마´

(衣)

팥-마 → 팓마 → 판´마´

(赤豆)

젖-마 → 젇마 → 전´마´

(乳)

(40ㄱ)은 체언 어간 말 자음에 선행하는 것이 모음 /이/인 경우이고, (40ㄴ)은 그
외의 모음이 선행하는 경우이다. 이 때 (40ㄱ)의 경우 수의적으로 양순음화가 일어
나지만, (40ㄴ)과 같은 환경에서는 양순음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주와 하동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지역인데, 이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선
행 모음에 영향을 받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면 양순음화에 선행 모음이 영
향을 끼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2.1.2. 연구개음화

연구개음화란 양순음 또는 치조음이 연구개음 앞에서 연구개음으로 바뀌는 것인
데, 표준어에서는 수의적인 현상이지만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에서는 필수적으
37) 최명옥(1982)에서는 현대 월성 지역어의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음
운 현상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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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41)

ㄱ.

ㄴ.

짚-고 → 집꼬 → 직´꼬

(深)

넘-고 → 넝꼬´

(越)

깨닫-고 → 깨닥´꼬

(覺)

신-고 → 싱꼬´

(履)

(41)은 용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구개음화이다. (41ㄱ)은 양순음 /ㅂ/과 /ㅁ/이
각각 연구개음 /ㄱ/과 /ㅇ/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41ㄴ)은 치조음 /ㄷ/과 /ㄴ/
이 각각 연구개음 /ㄱ/과 /ㅇ/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다. 양순음과 치조음이 연구개
음에 선행할 때는 어간의 모음, 어간 음절수와 상관없이 연구개음화가 일어난다.

(42)

ㄱ.

ㄴ.

봄-가 → 봉´가

(春)

시집-가 → 시´직´까

(媤)

안-가 → 앙´가

(內)

햇빛-가 → 해삗까 → 해´삑´까

(光)

(42)는 체언의 연구개음화이다. 용언의 활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지역에서는
음운론적으로 연구개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지면 필수적으로 연구개음화가 일
어난다.
연구개음화 역시 양순음화와 마찬가지로 세대차를 드러낸다. 두 지역 모두 7-80
대 화자들에게서는 모든 환경에서 연구개음화가 일어났지만, 50대 화자에게서는 /ㅂ
/의 연구개음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43)

ㄱ.

ㄴ.

짚-고 → 집´꼬

(深)

따덤-고 → 따´덩´꼬

(整)

봄-가 → 봉´가~봄´가

(春)

시집-가 → 시´집´까

(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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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ㄱ)은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연구개음화이고 (43ㄴ)은 체언의 곡용에서
일어나는 연구개음화이다. (43ㄱ)의 ‘짚-’은 우선 [집]으로 음절말 평폐쇄음화를 겪
는데, 만일 여기에 연구개음을 가진 어미 ‘-고’가 연결되어 연구개음화를 겪는다면
[직꼬]가 되므로 이를 발음하는 동안에 입술의 폐쇄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50대 화자들은 이 때 입술이 완전히 폐쇄되므로 연구개음화를 입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순비음 /ㅁ/은 연구개음 /ㄱ/ 앞에서 연구개음화를 겪어 /ㅇ/으로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43ㄴ)은 체언의 곡용인데, 여기서도 역시 양순 장애음 /ㅂ/은 연구개음화를 겪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 때 ‘봄-가[봄가]’와 같이 양순비음 /ㅁ/도 형태소 경계에
서 연구개음화를 겪지 않는 경우가 보이는 것이다. 용언의 활용보다 체언의 곡용에
서 연구개음화가 덜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 곡용이 활용보다 인식의 면에서 더욱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
소 경계의 연구개음화를 저지하여 발음을 보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고 보는 방법, 또는 ‘-과’라는 조사는 구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인데다 질문과
응답이 오가는 실험 상황의 오류38)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4.2.2. 탈락
국어의 음운 탈락은 원래 있었던 소리가 삭제되는 현상으로, 자음 탈락에는 후음
/ㅎ/탈락과 자음군단순화, 유음 탈락이 있다. 이 중 후음 탈락은 두 지역이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자음군단순화와 유음 탈락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선 후
음 탈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후음 탈락이란 모음과 모음 또는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후음 /ㅎ/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이다.39) 즉 유성음 사이에서 /ㅎ/은 음성적으로 본래의 [h]보다 약화된
38) Ronald Macaulay(2004)에서는 사회언어학적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상황의 인위성 때문에
평소와 다른 발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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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ɦ]로 발음되는데, 이는 국어에 없는 음소이기 때문에 인식이 어려워져 결국 음소 /
ㅎ/이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40)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후음 탈락 양상은 다
음 예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44)

ㄱ.

ㄴ.

좋-언 → 조언´

(好)

놓-아서 → 나´아서

(産)

 아서 → 푸´아서

(喫煙)

많-언 → 마ˇ넌´

(多)

싫-어서 → 시´러´서41)

(嫌)

(44)는 두 지역어에서 /ㅎ/이 탈락하는 환경이다. ‘좋-+-언’과 같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많-+-언’과 같이 공명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한편 (44ㄱ)의 ‘ 아서’가 [푸아서]로 나타나는 것처럼 /ㆆ/도 모음 사이에
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4.2.2.1.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란 음절말에 두 개의 자음이 위치할 때 이 중 하나의 자음이 탈락
하는 것을 말한다.42) 국어에는 종성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속해서 오지 못하는
음절 구조 제약43)이 있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자음
군을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이 자음 어미나 조사와 연결될 때나 자음군 뒤에 휴지가

39) 이에 대해서는 송철의(1990), 배주채(1992), 김경아(1998), 신지영·차재은(2000), 이진호
(2003)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40) 유성음 사이의 /ㅎ/은 그 강도에 따라 무성음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약화되어 유성음으로
발음되거나 아예 탈락하기도 한다(이호영·지민제·김영송 1993)는 논의와 /ㅎ/은 대부분 탈
락하지만 후행모음을 무성모음화시키거나 유성음화하여 [ɦ]로 실현되기도 한다(차재은·정명
숙·신지영 2003)는 논의가 있다.
41) 경주 지역에서는 [시´라´서]로 나타나기도 한다.
42)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서는 이진호(1997)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43) 박창원(1987)에서 음절구조와 음운 규칙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자음군 단순화는 분절음의
연쇄가 음절구조 자체에 의한 제약을 받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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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실제 예를 통해 두 지역의 자음군 단순화
를 살피기로 한다.

경주 지역어
(45)

ㄱ.

삶-도 → 삼도´

(生)

ㄴ.

몫-도 → 목´또

(持分)

(45)는 체언 어간의 자음군 단순화를 보여준다. 자음군의 성격에 따라 단순화 양
상을 나누어 보기 위해 우선 공명음을 포함한 자음군인 (45ㄱ)과 그렇지 않은 자음
군인 (45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공명음만으로 이루어진 (45ㄱ)은 /ㄹ/이
탈락하고 /ㅁ/이 남으므로, [+설정성]인 자음이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45ㄴ)의 ‘몫’은 장애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때는 /ㅅ/이 탈락하므로 이 때에
도 [+설정성]인 자음이 탈락하게 된다.44)

(46)

ㄱ.

앉-더라 → 안떠´라

(坐)

많-나 → 만ˇ나´

(多)

ㄴ.

-더라 → 엄ˇ떠´라

(無)

ㄷ.

밝-더라 → 발떠´라

(明)

뚧-더라 → 뚤´떠´라

(穿)

훑-넌데 → 훌런´데

(擼)

딿-넌다 → 딸´런´다

(消耗)

(46)은 경주 지역의 용언 활용에서 나타나는 자음군 단순화인데, 자음군이 공명
음과 장애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경우, 경주 지역에서는 자음군의 유형에 관계없
이 공히 장애음이 탈락한다. 우선 (46ㄱ)은 치조비음 /ㄴ/과 경구개음, 후음이 연쇄
44) 한편 이 지역에는 /ㄺ/말음 어간이나 /ㄼ/말음 어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닭’이나 ‘여
덟’은 각각 [다리, 달로, 다레, 달도, 달만], [여더리, 여덜로, 여더레, 여덜도, 여덜만]으로
실현되므로 /ㄹ/말음 어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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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예이다. 이 때는 공명음인 /ㄴ/이 남고, 경구개음이나 후음은 탈락한다. (46ㄴ)
은 어간 말음이 /ㅯ/으로 나타나는 자음군이며, 여기서도 역시 비음 /ㅁ/과 장애음의
연쇄이기 때문에 장애음이 탈락한다. (46ㄷ)은 유음 /ㄹ/과 장애음의 연쇄이다. 이
러한 환경에서는 /ㄹ/이 남고 장애음이 탈락한다. 결론적으로 (46)의 예들을 종합해
보면 경주 지역어에서는 자음군에 공명음과 장애음의 연쇄가 올 때는 장애음이 탈
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7)

 더라 → 삼´떠´라,  아도 → 삼´마도

(烹)

 더라 → 옴´떠´라,  아도 → 옴´마도

(移)

 더라 → 굼´떠´라,  아도 → 굼´마도

(飢)

 더라 → 점´떠´라,  아도 → 점´마도

(少)

(47)은 공명음만으로 이루어진 자음군의 단순화 양상을 나타낸다. 중앙어의 /ㄻ/
말음 용언 어간은 이 지역에서 모두 /ㅁㅁ/으로 나타난다. 자음어미 앞에서는 /ㅁ/
하나가 탈락하게 된다.45)

하동 지역어
(48)

ㄱ.

ㄴ.

몫-도 → 목´또

(持分)

값-도 → 갑´또

(價)

삶-도 → 삼도´

(生)

(48)은 하동 지역어의 체언 어간말 자음군 단순화 양상을 보여주는 예로, 전술한
경주 지역어 체언의 자음군 단순화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46)
45) 중앙어 /ㄻ/ 말음 용언 어간이 이 지역에서 /ㅁㅁ/ 말음 용언 어간으로 나타나는 것 역시
세대 차이를 노정한다. 80대 화자에게서는 /ㅁㅁ/만이 나타났고, 50대 화자에게서는 모음어
미가 연결될 때 [살마라], [굴마라] 등의 어형도 나타났다.
46) 이 지역 역시 체언 어간말 자음군 ‘ㄺ’과 ‘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닭’은 [다
기, 다걸, 닥또, 다간테, 닥마] 등의 곡용형을 가지며 ‘여덟’은 단위명사와 결합했을 때 [야
달, 야달께, 야달떼, 야달말] 등으로 발음된다. 즉 이 지역어에서 ‘닭’의 기저형은 ‘닥’, ‘여
덟’의 기저형은 ‘야달’이므로 어간말에 자음군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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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ㄱ.

앉-더라 → 안떠´라

(坐)

많-나 → 만나´

(多)

볽-더라 → 복떠´라

(明)

뚧-더라 → 뚭´떠´라

(穿)

훑-넌다 → 훌런´다

(擼)

앓-넌다 → 알런´다

(痛)

ㄷ.

-더라 → 엄떠´라

(無)

ㄹ.

삶-더라 → 삼떠´라

(烹)

ㄴ.

(49)는 하동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자음군의 단순화 양상이다. 이 방언에서는 표
준어와 마찬가지로 공명음과 [+설정성] 자음이 자음군을 이루고 있을 때는 [+설정
성]인 자음이 탈락하고, 공명음과 [-설정성] 자음이 연결될 때는 공명음이 탈락한
다. (49ㄱ)은 비음 /ㄴ/과 경구개음, 후음의 연쇄로 이루어진 자음군이다. 경주 지역
어에서와 마찬가지로 /ㄴ/이 남고, 경구개음 /ㅈ/과 후음 /ㅎ/은 탈락한다. (49ㄴ)은
유음 /ㄹ/과 다른 자음의 연쇄이다. 이 때 [-설정성]인 자음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인 ‘볽-더라’, ‘삶-더라’, ‘뚧-더라’에서는 /ㄹ/이 탈락한다. ‘훑-넌다’ 또는 ‘앓-넌
다’에서는 /ㄹ/이 남고 /ㅌ/과 /ㅎ/이 각각 탈락한다. (49ㄷ)은 공명음 /ㅁ/과 [+설정
성]인 자음 /ㅅ/이 자음군을 이루고 있는데, 이 때는 [+설정성]인 자음 /ㅆ/이 탈락
한다. (49ㄹ)은 공명음만으로 이루어진 자음군이다. 이 때는 [+설정성]인 /ㄹ/이 탈
락하고 /ㅁ/이 남는다.

경주와 하동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자음군 단순화 양상은 서로 다
르다. 우선 경주 지역어의 체언 어간말 자음군은 일제히 [+설정성]인 자음이 탈락
한다. 용언 어간말 자음군에서는 공명음과 장애음의 연쇄에서 장애음이 탈락한다.
한편 하동 지역어의 경우 체언과 용언 어간 모두 공명음과 [+설정성] 자음이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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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이루고 있을 때는 [+설정성]인 자음이 탈락하고, 공명음과 [-설정성] 자음이
연결될 때는 공명음이 탈락한다. 공명음만으로 이루어진 자음군 /ㄻ/에서는 역시 [+
설정성]인 /ㄹ/이 탈락한다.

4.2.2.2. 유음 탈락

국어의 유음 탈락이란 어간말의 /ㄹ/이 [+설정성]인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47) 주로 /ㄴ/, /ㅅ/ 앞에서 /ㄹ/이 탈락하며, 합성어나 파생어의 형성,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나타난다. 이 절에서 살펴볼 것은 /ㄹ/ 말음 어간이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공시적인 음운현상이다.
먼저 경주 지역어의 유음 탈락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지역어에서는 유음 탈락이
표준어의 유음 탈락보다 더 넓은 조건에서 일어난다.48)

경주 지역어
(50)

ㄱ.

달-더라 → 다´더´라, 달-먼 → 다´먼´,

(甘)

달-지도 → 다´지´도
얼-더라 → 어´더´라, 얼-먼 → 어´먼´,

(氷)

얼-지도 → 어´지´도
길-더라 → 기´더´라, 길-먼 → 기´먼´,

(長)

길-지도 → 기´지´도
질-더라 → 지´더´라, 질-먼 → 지´먼´,

(濕潤)

질-지도 → 지´지´도
울-더라 → 우´더´라, 울-먼 → 우´먼´,

(泣)

47) 이병근(1981)에서는 /ㄹㄴ/의 연쇄에서 유음 탈락이 일어나는 원인을 연쇄하는 두 음의 조
음위치가 같아 이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김경아(2000)에서는 유음 탈락을 동기관
적 이화로 보는 것을 비판한 바 있다.
48) 최명옥(1982)에서는 “형태소경계에서 어간말음 l의 삭제는 어미의 두음이 n이나 s일 때 의
무적이며 t나 c일 때는 임의적이다. 그런데 월성어는 위와 같은 제한된 음소 앞에서만 어간
말음 l을 삭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음 앞에서 l을 삭제시킨다.” 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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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도 → 우´지´도
ㄴ.

더물-더라 → 더무´더라,

(稀)

더물-먼 → 더무´먼,
더물-지도 → 더무´지도
ㄷ.

달-도 → 달´도´, 달-마 → 달´마´

(月)

길-도 → 길´도´, 길-마 → 길´마´

(路)

용언 어간 말의 유음 /ㄹ/은 /ㄴ/ 앞에서 일괄적으로 탈락하는데, 경주 지역어에
서는 /ㄷ/이나 /ㅁ/, 그리고 /ㅈ/ 앞에서도 탈락하는 예가 보인다. 이 지역어에서 판
정의문문을 만드는 의문형 종결어미 ‘-나’ 또는 관형형 어미 ‘-ㄴ’, ‘-넌’은 음절
두음이 /ㄴ/으로 일반적인 유음 탈락의 환경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경주 지역어에서
는 /ㄷ/이나 /ㅁ/, /ㅈ/ 앞에서도 유음 /ㄹ/이 탈락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50ㄱ)
과 (50ㄴ)에 나타난 유음 탈락이 그것인데, 어간의 음절 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현상이다.
용언의 활용에서 유음 탈락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반면, (50ㄷ)의 예들을 통해 체
언의 곡용에서는 유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동남 방언권 전체로 시야를 넓혀 보면, 어미의 초성에 따라서 유음 탈락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어간 말의 유음 /ㄹ/은 /ㄷ/ 앞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고, /ㅈ/ 앞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탈락하며 /ㅁ/ 앞에서는 드물게
탈락한다. 다음의 지도49)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유음 탈락이 일어난 지역이
다.

49) 지도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9)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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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ㄷ/ 앞의 유음 탈락

[지도 2] /ㅈ/ 앞의 유음 탈락

[지도 1]와 [지도 2]는 각각 /ㄷ/과 /ㅈ/ 앞에서 유음 /ㄹ/이 탈락하는 지역을 보
여준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유음 탈락은 동남방언권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난다. 경
북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경남 중서서부 방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음 탈락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어간 ‘드물-’에 어미 ‘-어먼’, ‘-어모’가 연결
될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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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ㅁ/ 앞의 유음 탈락
[지도 3]을 살펴보면,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북 일부 지역에서 특히 /ㅁ/
앞의 유음 탈락이 일어나고, 다른 지역은 산발적으로 유음 탈락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도 1, 2]와 비교해 보면 이전 시기에는 경상도 전 지역에서 /
ㅁ/ 앞의 유음이 탈락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음운 현상에 대해서는 최명옥(1982)에서 이미 ‘노년층에게는 의무적이
고 젊은층으로 내려올수록 임의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는 유음 탈락이 일어
나는 어사가 더욱 줄어,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앞서 제시한 것이 유음 탈락을 보이
는 예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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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지역어
(51)

ㄱ.

달-더라 → 달더´라, 달-모 → 다´러´모,

(甘)

달-지도 → 달지´도
얼-더라 → 얼더´라, 얼-모 → 어´러´모,

(氷)

얼-지도 → 얼지´도
길-더라 → 길더´라, 길-모 → 기´러´모,

(長)

길-지도 → 길지´도
질-더라 → 질더´라, 질-모 → 지´러´모,

(濕潤)

질-지도 → 질지´도
울-더라 → 울더´라, 울-모 → 우´러´모,

(泣)

울-지도 → 울지´도
ㄴ.

까불-더라 → 까불´더라,

(諴)

까불-모 → 까불´모,
까불-지도 → 까불´지도
ㄷ.

달-도 → 달´도´, 달-마 → 달´마´

(月)

길-도 → 길´도´, 길-마 → 길´마´

(路)

(51ㄱ)과 (51ㄴ)을 통해 /ㄹ/ 말음 용언 어간의 활용형을 살펴보자. /ㄹ/ 말음 어
간 뒤에 ‘-더라’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어간의 음절 수나 선행 모음의 성격에 관계없
이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50) 앞서 3.1.2.절(어미의 기저형)에서 하동 지역어
에서는 유음을 말음으로 갖는 어간 뒤에 어미 ‘-어모’가 결합한다는 것을 알아보았
는데, 여기서 그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ㄹ/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하므로 탈락할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편 ‘까불-’, ‘더물-’의 경우
50)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에는 [알더라], [물더라], [드무더라]가 제시되어 있다. 2음절
어간의 활용형이 하나밖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어간 음절 수의 차이에 따른 ‘ㄹ’ 탈락
의 차이라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필자가 현지 조사에서 ‘까불-’, ‘더물-’과 같은
의 활용형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까불더라], [더물더라] 등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형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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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양상
어간
음성

어간이 2음절 이상인 용언인데, 이 어간에는 ‘-어모’ 대신 ‘-모’가 결합하였다. 이
때도 역시 /ㄹ/은 탈락되지 않는다.
(51ㄴ)은 유음 /ㄹ/을 말음으로 갖는 체언에 조사 ‘-마’가 결합한 경우인데, 이
때도 유음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주와 하동
하동 지역어에서는 어미 초에 [+설정성]인 자음 중에서도 /ㄴ/이나 /ㅅ/이 올 때
에만 용언 어간 말음 /ㄹ/이 탈락한다. 반면 경주 지역어에서는 유음 탈락의 환경이
더욱 광범위하다. [+설정성]인 자음 /ㄷ/과 /ㅈ/ 앞은 물론이고, [-설정성]인 양순
음 /ㅁ/ 앞에서도 /ㄹ/이 탈락한다. 그러나 /ㅁ/ 앞의 /ㄹ/ 탈락이 일어나는 지역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경주 지역의 유음 탈락이 일어나는 조건도 [+설정성]
자음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4.2.2.3. /ㅇ[ŋ]/, /ㄴ/ 탈락

이 절에서 말하는 /ㅇ[ŋ]/, /ㄴ/ 탈락이란 비자음 /ㅇ[ŋ]/, /ㄴ/이 인접한 모음을 비
모음으로 만들고 탈락하는, 소위 ‘비모음화’ 현상을 가리킨다.51)
곽충구(1994)에서는 비자음 앞의 모음이 비모음화하는 것은 음운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Vŋ/가 통합하여 선행모음을 비모음으로 만들고 /ㅇ[ŋ]/이 탈락하는 규칙을
제시하였다. 형태소 내부의 비모음에 대해서는 이진호(2001)에서 다루었는데, 이
논의에서는 형태소 내부에 나타나는 비모음은 표면형에서 언제나 비모음으로 실현
된다는 사실을 들어 비모음을 기저 층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
다. 예컨대 일부 방언에서 /어무˜이˜(어머니)/라는 어형이 나타날 때, 원래 존재하던
/ㄴ/이 비모음화를 적용시킨 이후에 탈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서의 /ㅇ[ŋ]/, /ㄴ/ 탈락으로, 이때의 비자음 /ㅇ[ŋ]/, /ㄴ/은 인접한 모음을 비모음으
51) 동남 방언의 '비모음화'에 대한 것으로는 이병선(1967), 최명옥(1982), 주상대(1984), 박명
순(1989), 이문규(1993) 등의 업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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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들고 탈락한다.52) 즉 여기서는 음소적 변화를 동반하는 비모음화를 다루는 것
이다. 이는 중앙 방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음운 현상이지만, 동남 방언권에서는
폭넓게 적용되는 현상이다.
형태소 경계에서 나타나는 /ㅇ[ŋ]/, /ㄴ/ 탈락은 어간 말음이 /ㅇ[ŋ]/, /ㄴ/인 체언
에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용언 어간말에는 /ㅇ[ŋ]/이 분포하는 일이
없고, /ㄴ/ 말음 용언 어간은 /ㄴ/ 탈락을 보이는 예가 없다.

경주 지역어
(52)

ㄱ.

ㄴ.

방-에 → 바´˜아˜

(房)

중-에 → 주ˇ˜우´˜

(中)

지동-에 → 지도´˜오˜

(柱)

마당-에 → 마다´˜아˜

(場)

방-어로 → 바´˜아˜로

(房)

지동-어로 → 지도´˜오˜로

(柱)

마당-어로 → 마다´˜아˜로

(場)

(52)는 어간 말의 /ㅇ[ŋ]/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ㅇ[ŋ]/탈락에 완전순행동화가 후행하는 예이다. 처격조사 ‘-에’, 향격조사 ‘-어로’
와 결합할 때에는 어간의 음절 수나 어간 말음절의 모음 등에 관계없이 /ㅇ[ŋ]/ 탈
락이 일어난 후 완전순행동화를 겪는다.
(52ㄱ)은 처격조사 ‘-에’ 앞에 /ㅇ[ŋ]/ 말음 어간이 연결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비모음화 현상에 이어 완전순행동화도 나타난다. 어간 말음의 /ㅇ[ŋ]/ 탈락 이후 어
미의 첫 음절이 어간 말음절의 모음에 동화된다. 만약 완전순행동화가 먼저 적용되
고 그 다음으로 /ㅇ[ŋ]/ 탈락이 나타난다고 하면, 모음 사이에 자음 /ㅇ[ŋ]/이 개재

52) 이하에서는 체언 어간 말의 /ㅇ[ŋ]/이나 /ㄴ/이 인접 모음에 비음성을 더해준 후 탈락하는
전 과정을 ‘/ㅇ[ŋ]/ 탈락’, ‘/ㄴ/ 탈락’이라 부르기로 한다. ‘비모음’은 음소라기보다 변이음
에 그칠 따름이므로 해당 음운 현상을 ‘비모음화’라 하기보다는 음소의 탈락에 초점을 두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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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로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는 문제를 드러낸다.53) 따라서 (52ㄱ)과 같은
환경에서 음운 현상의 순서는 /ㅇ[ŋ]/ 탈락이 먼저이며 그 후에 완전순행동화가 일
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2ㄴ)은 향격조사 ‘-어로’ 앞에 /ㅇ[ŋ]/ 말음 어간이 결합되는 경우로 (52ㄱ)과
동일한 음운 과정을 겪는다. 어간 말의 /ㅇ[ŋ]/이 인접한 모음에 비음성을 더해준
후 탈락하며, 이후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앞서 4.1.1.1.절(완전순행동화)에서 /ㅇ[ŋ]/에 의해 비음성을 갖게 된
모음과 모음어미가 결합할 때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52)와 같은 환경, 즉 /ㅇ[ŋ]/ 말음 어간에 모음어미 ‘-에’가 연결될 때에도 /ㅇ[ŋ]/
탈락만이 일어나고 완전순행동화는 일어나지 않는 예들이 있다.54)

(53)

ㄱ.

ㄴ.

ㄷ.

ㄹ.

ㅁ.

중-에 → 주ˇ˜에˜

(中)

말똥-에 → 말또´˜에˜

(馬糞)

숭영-에 → 숭´여˜에˜

(熟冷)

정-이 → 저´˜이˜

(情)

진상-이 → 진´사´˜이˜

(雜輩)

이승-이 → 이스˜이˜

(今世)

성-언 → 서´˜언˜

(兄)

마당-언 → 마다´˜언˜

(場)

방-얼 → 바´˜얼˜

(房)

마당-얼 → 마다´˜얼˜

(場)

구영-얼 → 구여´˜얼˜

(穴)

성-이다 → 서´˜이˜다

(兄)

개똥-이다 → 개또´˜이˜다

(犬糞)

53) 경주 지역어의 완전순행동화는 자음이 개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후행 음절의 모음이 선행
음절의 모음에 동화되는 현상이다. 후음을 어간 말음으로 갖는 용언 어간에 /어/로 시작하
는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지만, 이때 역시 모음 사이에서 어간
말의 후음이 먼저 탈락한 후에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난다.
54) 구격/향격조사 ‘-어로’가 연결될 때는 대체로 완전순행동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 79 -

꾸뭉-이다 → 꾸무´˜이˜다

(穴)

(53ㄱ)은 /ㅇ[ŋ]/ 말음 어간에 모음어미 ‘-에’가 결합하여 /ㅇ[ŋ]/ 탈락을 겪은
예다. 어간의 음절 수나 어간 말의 모음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
다.
(53ㄴ), (53ㄷ), (53ㄹ), (53ㅁ)은 /ㅇ[ŋ]/을 말음으로 가지는 체언 어간에 각각
주격조사 ‘-이’, 주제표시의 ‘-언’, 목적격 조사 ‘-얼’, 계사 ‘-이다’가 결합한 경우
에 나타나는 /ㅇ[ŋ]/ 탈락의 예다. 이때는 /ㅇ[ŋ]/ 탈락 이후에 완전순행동화가 일어
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53)을 통해 경주 지역어에서는 /ㅇ[ŋ]/ 말음 체언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
사가 결합할 때 /ㅇ[ŋ]/ 탈락이 폭넓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지역
어에서는 /ㄴ/ 역시 인접 모음에 비음성을 더해주고 탈락하는데, 그 양상은 /ㅇ[ŋ]/
과는 사뭇 다르다.

(54)

ㄱ.

ㄴ.

연-이 → 여´˜이˜

(女)

명산-이 → 명사´˜이˜

(名山)

남문-이 → 남무´˜이˜

(南門)

태산-이다 → 태´사´˜이˜다

(太山)

본전-이고 → 본´저´˜이˜고

(本錢)

(54ㄱ)은 /ㄴ/ 말음 어간에 주격조사 ‘-이’가 연결된 것이고 (54ㄴ)은 /ㄴ/ 말음
어간과 계사 ‘-이다’가 결합한 것이다. 이 방언에서 모음과 i 사이의 /ㄴ/은 필수적
으로 탈락한다(최명옥 1982).55)

55) 한편 이 현상도 세대 차를 보인다. 필자가 진행한 방언 조사에서 80대 화자의 /ㄴ/ 탈락
은 필수적인 현상이었던 데 반해 50대 화자에게서는 /ㄴ/ 탈락이 수의적인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격조사 ‘-이’ 앞에서의 /ㄴ/ 탈락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예를 든
/눈-이/의 경우에는 [누:니]로 실현되었고, /남산-이다/의 경우 [남사~이~다] 또는 [남산이
다]로 발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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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ㄱ.

간-에 → 가´네´

(鹽)

간-어로 → 가´너´로
간-언 → 가´넌´
간-얼 → 가´널´
ㄴ.

숭연-에 → 숭여´네´

(凶年)

숭연-언 → 숭여´넌´
숭연-얼 → 숭여´널´

(55)는 /ㄴ/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 예이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는 /ㅇ
[ŋ]/과 달리 체언 어간 말의 /ㄴ/은 i가 후행할 때에만 탈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경주 지역어의 자음 탈락에는 /ㅇ[ŋ]/ 탈락과 /ㄴ/ 탈락이 있으며, /ㅇ
[ŋ]/ 탈락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폭넓게 일어나고 /ㄴ/ 탈락은 선행하는 모음과
후행하는 i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하동 지역어
(56)

ㄱ.

ㄴ.

ㄷ.

ㄹ.

ㅁ.

방-에 → 바´˜아˜

(房)

지동-에 → 지도´˜오˜

(柱)

중-어로 → 주´˜우˜로

(中)

마당-어로 → 마다´˜아˜로

(場)

중-이 → 주´˜이˜

(僧)

암빵-이 → 암´빠´˜이˜

(房)

방-언 → 바´˜언˜

(房)

마당-언 → 마다´˜언˜

(場)

방-얼 → 바´˜얼˜

(房)

지동-얼 → 지도´˜얼˜

(柱)

하동 지역어와 경주 지역어의 /ㅇ[ŋ]/ 탈락 양상은 거의 비슷하다. 어간의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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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와 어간 말음절의 모음에 관계없이 /ㅇ[ŋ]/ 탈락이 일어나며 인접한 모음은 비모
음으로 바뀐다. (56ㄱ), (56ㄴ)에서 보듯 이 지역어에서는 /ㅇ[ŋ]/ 탈락 이후 완전
순행동화가 일어났다. (56ㄷ)은 /ㅇ[ŋ]/ 말음 체언 어간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ㅇ[ŋ]/이 인접한 모음에 비음성을 더해 준 후 탈락한다. 이 경우에 완전순
행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56ㄹ)과 (56ㅁ)에서도 /ㅇ[ŋ]/ 탈락은 나타나지만 완전
순행동화는 살펴볼 수 없다.

(57)

ㄱ.

ㄴ.

간-에 → 가´˜아´˜~가네´

(鹽)

사진-에 → 사지´˜이´˜~사지´네´

(寫眞)

간-어로 → 가´˜아´˜로
사진-어로 → 사지´˜이´˜로

ㄷ.

간-이 → 가´˜이˜
사진-이 → 사지´˜이˜

ㄹ.

간-이다 → 가´이´다
사진-이다 → 사지´이´다

ㅁ.

간-언 → 가넌´
사진-언 → 사지넌´

ㅂ.

간-얼 → 가널´
사진-얼 → 사지´널´

(57ㄱ), (57ㄴ), (57ㄷ), (57ㄹ)은 하동 지역의 /ㄴ/ 탈락과 비모음화를 보여주는
예이다.56) 처격조사 ‘-에’가 결합했을 때에는 /ㄴ/탈락이 수의적으로 일어나고, 구
격조사 ‘-어로’나 주격조사 ‘-이’, 계사 ‘-이다’가 결합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일어
난다. 한편 ‘-에’ 또는 ‘-어로’가 결합했을 때 /ㄴ/ 탈락이 일어나면 완전순행동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57ㅁ), (57ㅂ)은 폐음절 어미가 연결된 경우인데,

56) 정인호(2007)에서는 서부 경남 방언에서 형태소 내부의 /ㄴ/은 탈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
다. 한편 필자가 조사한 것은 형태소 경계의 /ㄴ/ 탈락인데, 이 현상은 하동 지역의 화자들
에게서 폭넓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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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는 /ㄴ/이 탈락하지 않는다. 즉 이 지역어에서는 /ㄴ/ 말음 어간 뒤에 개음절
어미가 결합할 때 /ㄴ/이 탈락하는 것이다.

경주와 하동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에서는 /ㅇ[ŋ]/ 탈락이 공히 관찰
된다. 이 때 곡용 어간의 선행 모음이나 음운론적 환경, 결합하는 조사가 폐음절인
지 개음절인지 또는 단음절인지 2음절 이상인지는 /ㅇ[ŋ]/ 탈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 반면 /ㄴ/의 탈락은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이 다소 다르다. 경주 지역어의 체언 어
간 말 /ㄴ/은 i가 후행할 때에만 탈락하였다. 하동 지역어에서는 개음절 조사가 결합
할 때 /ㄴ/ 탈락이 일어났고, 폐음절 조사가 연결될 때는 /ㄴ/이 탈락하지 않았다.

4.2.3. 첨가
/ㄴ/ 첨가는 주로 합성어 또는 파생어를 이루는 요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
상이다.57) 대체로 합성어는 어휘부에 존재하므로 이 현상은 공시적인 체언의 곡용
이나 용언의 활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구(句) 구성에 있어서의 /ㄴ/첨가는
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지역과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58)

ㄱ.

잘 익은 과일[잘니´건가일]

ㄴ.

이번 여름[이번녀´럼]

(58)의 예는 구 구성에 있어서의 /ㄴ/ 첨가를 보여준다. (58ㄱ)은 유음 /ㄹ/ 뒤에
i 가 연결되었을 때 /ㄴ/이 덧나는 예이고, (58ㄴ)은 비음 /ㄴ/ 뒤에 y 가 올 때 /ㄴ/

57) 기세관(1999), 김정우(1998) 등에서는 ㄴ 첨가의 형태론적 요인을 후행 요소의 자립성 유
지로 보았으며, 최정순(1986), 기세관(1990), 김정우(1994) 등에서는 형태소 경계의 급격한
발음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모음과 유사한 비음이 첨가된다고 보았다. 한편 고광모(1992),
오정란(2002)에서는 ㄴ 첨가를 유추적 현상으로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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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첨가되는 예다. 경주와 하동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ㄴ/ 첨가가 필수적으로 일어
난다.

4.2.4. 축약
음운 축약이란 둘 이상의 음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음소가 되는 것을 말한
다. 자음과 관련된 음운 축약으로는 격음화와 경음화가 있는데, 먼저 경음화를 살펴
보도록 한다.
경주와 하동 지역 모두 후음 /ㆆ/이 존재함을 2.1.2.절(자음)에서 알아보았다. 어
간말의 /ㆆ/은 /ㅎ/과 같이 모음어미가 결합되면 탈락하고 자음어미가 연결되면 축약
을 일으킨다. /ㆆ/이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에는 (59)와 같이 경음화가 일어난다.

(59)

ㄱ.

-더라 → 지떠´라

(作)

ㄴ.

 더라 → 푿´떠´라

(喫煙)

즉 경주와 하동 지역어에 존재하는 후음 /ㆆ/은 후행하는 평폐쇄음과 결합하여 경
음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격음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격음화란 /ㅎ/과 평폐쇄음 또는 평파찰음
이 결합하여 격음으로 변하는 음운 현상을 일컫는다.58) 이 때 격음화는 /ㅎ/이 평폐
쇄음이나 평파찰음의 앞에 오는 순행적 격음화와 뒤에 위치하는 역행적 격음화로
나눌 수 있다.59)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격음화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58) 한편 경주와 하동 두 지역에서 어간 말의 /ㆆ/과 /ㅎ/이 각각 경음화, 격음화를 겪는 것
은 이 두 지역에서 축약이 음절말 평폐쇄음화보다 선행하는 규칙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외적
증거로 볼 수 있다. 만약 음절말 평폐쇄음화가 먼저 일어난다면, /ㆆ/이나 /ㅎ/은 동일한
음소로 바뀐 후 동일한 음운 현상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축약이 음절말 평폐쇄음화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ㆆ/은 경음화를 겪고 /ㅎ/은 격음화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9) Kim-Renaud(1974)에서는 순행적 격음화를 격음 동화와 종성 ‘h’의 탈락 또는 ‘h’ → ‘t’
의 중화로, 역행적 격음화를 축약으로 보아 두 현상을 구분한 바 있다. 이병건(1976), 최태
영(1983), 이승재(1980), 김윤학(1987), 김경아(1998) 등에서는 순행적 격음화와 역행적 격
음화를 동일한 음운 과정으로 보았다. 여기서도 두 격음화를 동일한 음운 과정으로 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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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역어
(60)

ㄱ.

ㄴ.

놓-고 → 노´코

(産)

좋-지 → 조ˇ치´

(好)

옇-다 → 여´타

(入)

밥-하고 → 바파´고

(食)

국-하고 → 구카´고

(羹)

떳떳-하다 → 떧떠´타´다

(常)

(60ㄱ)은 경주 지역에서 순행적 격음화가 일어나는 예이다. 어간 말음의 /ㅎ/은
후행하는 평장애음 /ㄱ/, /ㅈ/, /ㄷ/과 결합하여 각각 동일 조음 위치의 격음인 /ㅋ/, /
ㅊ/, /ㅌ/으로 변한다. (60ㄴ)은 경주 지역의 역행적 격음화의 예이다. 어미 초의 /ㅎ
/이 어간 말음의 /ㅂ/, /ㄱ/, /ㄷ/과 결합하여 /ㅍ/, /ㅋ/, /ㅌ/이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중 ‘떳떳-+-하다’의 경우, 어간 말의 /ㅅ/이 /ㄷ/으로 평폐쇄음화한 후
어미 초의 /ㅎ/과 결합하여 격음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지역에서는 순행적
격음화와 역행적 격음화가 모두 일어나며, 평장애음과 후음 /ㅎ/이 연쇄하는 경우에
는 별다른 제약 없이 자음의 축약이 일어나고 있다.

하동 지역어
(61)

ㄱ.

ㄴ.

놓-고 → 노´코

(産)

좋-지 → 조치´

(好)

옇-다 → 여´타

(入)

밥-하고 → 바바고

(食)

국-하고 → 구가고

(羹)

떳떳-하다 → 떧떠´다다

(常)

(61ㄱ)은 하동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순행적 격음화의 예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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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역어와 같다. 즉 순행적 격음화의 경우 경주와 하동 지역에서도 모두 동일하
게 일어나는 음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61ㄴ)은 역행적 격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격음화가 일어나지 않
는 예들이다. 이 지역의 말에서는 평장애음 뒤에 후음 /ㅎ/가 연결될 때에는 격음화
가 일어나는 대신 어미 초의 /ㅎ/이 탈락하는 것이다. 동남 방언권에서 역행적 격음
화가 일어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도 4] 역행적 유기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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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는 한 지역도 빠짐없이 역행적 격음화가 일어난다. 반면 경남에서는 역행
적 격음화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데, 서남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경남의
서남부 방언에서는 역행적 격음화가 일어나는 대신 /ㅎ/이 탈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평장애음 뒤에 후음이 올 때 역행적 격음화를 일으키지 않고 /ㅎ/이 탈락하는 것은
서남 방언의 특징으로, 하동 지역어가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이 지역이 서부
동남 방언권 중에서도 가장 서쪽에 위치하며 서남방언권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와 하동
이상을 정리하면 경주 지역어에서는 순행적 격음화와 역행적 격음화가 모두 일어
나고, 하동 지역어에서는 순행적 격음화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동 지
역어에서는 역행적 격음화의 환경에서 어미 초의 /ㅎ/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이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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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에 대한 공시음운론적 대비 연구를 진행하였
다. 축적되어 있던 방언 자료와 필자의 현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두 지역어의 음
운 목록과 기저형을 확정하고,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장에서는 논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글을 마
무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음소·운소에 대해 기술하였다. 먼저 모음
을 살펴보면, 경주 지역의 단모음 체계는 6모음 체계(/이, 에, 어, 아, 우, 오/)이고,
하동 지역의 단모음은 7모음 체계(/이, 에, 애, 어, 아, 우, 오/)이다. 이 중 /에[e]/ ·
/애[ɛ]/의 변별과 /으[ɯ]/ · /어[ə]/의 변별은 지역 차와 세대 차를 모두 보이고 있
었다. 경주와 하동 지역 모두 활음 /j, w/를 갖고 있었다. 경주 지역어의 자음 목록
은 /ㅂ, ㅃ, ㅍ ; ㄷ, ㄸ, ㅌ ; ㅅ ; ㅈ, ㅉ, ㅊ ; ㄱ, ㄲ, ㅋ ; ㆆ, ㅎ ; ㅁ, ㄴ, ㅇ, ㄹ/
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동 지역어의 자음 목록은 /ㅂ, ㅃ, ㅍ ; ㄷ, ㄸ, ㅌ ; ㅅ, ㅆ ;
ㅈ, ㅉ, ㅊ ; ㄱ, ㄲ, ㅋ ; ㆆ, ㅎ ; ㅁ, ㄴ, ㅇ, ㄹ/과 같다.
성조를 살펴보면, 경주와 하동 모두 고조와 저조가 대립하는 2단 체계를 가지고
있다. 경주 지역어에서는 저고복합조가 발견되지만, 하동 지역어에서는 복합조가 발
견되지 않는다. 경주 지역의 장음은 저고복합조에 수반되는 잉여적인 것이라면, 하
동 지역어의 장음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운소로서 기능한다.
3장에서는 두 지역어의 기저형을 살펴보았다. 조사 및 어미의 기저형과 체언·용언
어간의 기저형을 각각 단일기저형과 복수기저형으로 분류하였다.
체언 어간의 기저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음 말음 어간
경주 : /Xㅂ, Xㅍ, Xㅁ, Xㅅ, Xㅌ, Xㄴ, Xㄹ, Xㅈ, Xㄱ, Xㄲ, Xㅇ, Xㄱㅅ, Xㄻ/
하동 : /Xㅂ, Xㅍ, Xㅁ, Xㅅ, Xㅌ, Xㄴ, Xㄹ, Xㅈ, Xㄱ, Xㄲ, Xㅇ, Xㅂㅆ, Xㄱㅆ, X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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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음 말음 어간
경주 : /X이, X에, X어, X아, X우, X오/
하동 : /X이, X에, X애, X어, X아, X우, X오/

③ 복수기저형
경주 : /X{ㅅ-ㅊ-ㅌ}/
하동 : /X{ㅌ-ㅅ}, X{ㅈ-ㅅ}, X{ㅊ-ㅅ}/

용언 어간의 기저형은 다음과 같다.

① 자음 말음 어간
경주 : /Xㅂ, Xㅍ, Xㅁ, Xㄷ, Xㅌ, Xㅅ, Xㄴ, Xㄹ, Xㅈ, Xㄱ, Xㄲ, Xㅎ, Xㆆ, X
ㄵ, Xㄶ, Xㄺ, Xㄼ, Xㄹㅌ, Xㅀ, Xㅯ, Xㅁㅁ/
하동 : /Xㅂ, Xㅍ, Xㅁ, Xㄷ, Xㅌ, Xㅅ, Xㄴ, Xㄹ, Xㅈ, Xㄱ, Xㄲ, Xㅎ, Xㆆ, X
ㄵ, Xㄶ, Xㄺ, Xㄼ, Xㄹㅌ, Xㅀ, Xㄻ, Xㅁㅆ/

② 모음 말음 어간
경주 : /X이, X에, X어, X아, X우, X오/
하동 : /X이, X에, X애, X어, X아, X우, X오/

③ 복수기저형
경주 : /X{ㄷ-ㄹ}-, X{이-라/러}-/
하동 : /X{ㄷ-ㄹ}-, X{어-라/러}-, X{이-라/러}-/

4장에서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의 공시적은 음운 현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모음에 관련된 현상을 대치·탈락·첨가·축약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자음에 관련된 현
상도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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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하동 두 지역어의 완전순행동화 규칙은 같다. 두 지역어 모두 전설모음을
말음으로 갖는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와 후음 말음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그리고 체언 어간 말 /ㄴ/ 또는 /ㅇ[ŋ]/ 탈락이 일어날
때 완전순행동화를 겪는다. 원순모음화에 있어서는 작은 차이를 보인다. 양순음을
말음으로 갖는 용언 어간에 기원적으로 ‘으’계 어미인 ‘-어먼’, ‘-어모’, ‘-엄’이 결
합할 때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는데, 예외적으로 하동 지역어에서는 /ㅁ/ 말음 어간인
‘넘-’, ‘껌-’ 등은 원순모음화를 겪지 않는다. 경주 지역어의 모음조화는 개음절 어
간에 모음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지켜지며, 폐음절 어간에는 어미 ‘-아도’가 연결된
다. 하동 지역어는 폐음절 어간과 개음절 어간 모두 모음조화를 지킨다.
경주와 하동 지역어에서 동모음탈락의 양상은 서로 같다. /아/ 또는 /어/를 말음으
로 갖는 용언 어간 뒤에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동모음탈락이
일어난다.
모음 축약은 두 지역어 모두 자음과 활음의 공기 제약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선행 자음이 없을 때에는 모음 축약이 일어나지 않고, 선행 자음이 있는 경우에만
축약이 일어난다.
자음의 대치와 관련된 현상으로는 먼저 음절말 평폐쇄음화와 비음화, 치조비음화,
유음화, 경음화 및 구개음화를 다루었다. 이 현상들은 경주와 하동, 그리고 중앙어에
서 모두 같이 일어난다. 또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는 경주와 하동에서 비슷한 양상
을 보이지만 세대별로 차이를 노정했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기술하였다. 이 두 현
상은 양 지역의 노년층 화자에게서는 필수적인 현상이었지만, 중·장년층 화자에게서
는 수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자음 탈락으로는 후음 탈락과 자음군 단순화, 유음 탈락, /ㅇ[ŋ]/, /ㄴ/ 탈락에 대
해 기술하였다. 후음 탈락은 공명음 또는 모음 사이에서 후음이 탈락하는 것으로 이
는 경주 지역어와 하동 지역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 두 지역의 자
음군 단순화 양상은 서로 다른데, 경주 지역어의 체언 어간말 자음군은 일제히 [+
설정성]인 자음이 탈락하고 용언 어간말 자음군에서는 공명음과 장애음의 연쇄에서
장애음이 탈락한다. 하동 지역어의 경우 체언과 용언 어간 모두 공명음과 [+설정
성] 자음이 자음군을 이루고 있을 때는 [+설정성]인 자음이 탈락하고, 공명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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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성] 자음이 연결될 때는 공명음이 탈락하며, 공명음만으로 이루어진 자음군
/ㄻ/에서는 [+설정성]인 /ㄹ/이 탈락한다. 유음 탈락은 경주 지역어에서 아주 폭넓
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설정성]인 자음 /ㄷ/과 /ㅈ/ 앞은 물론이고, [-설정
성]인 양순음 /ㅁ/ 앞에서도 /ㄹ/이 탈락한다. 반면 하동 지역어에서는 /ㄴ/, /ㅅ/ 앞
에서만 용언 어간 말 /ㄹ/이 탈락한다. 어간 말 /ㅇ[ŋ]/, /ㄴ/ 탈락은 동남 방언권에
서 잘 드러나는 현상으로, /ㅇ[ŋ]/ 탈락은 모음인 조사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한편
어간 말 /ㄴ/ 탈락은 경주에서는 i가 후행할 때에만 일어나고, 하동에서는 개음절 조
사가 결합할 때만 일어났다.
구(句) 구성의 /ㄴ/ 첨가는 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유음 /ㄹ/이나 비음 /ㄴ/과 i,
y가 연결될 때 /ㄴ/ 첨가가 일어난다. 경주와 하동 두 지역어에서 /ㄴ/ 첨가는 필수
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축약에는 경음화와 격음화가 있다. 경주 지역과 하동 지역 모두 /ㆆ/에 후행하는
평장애음이 경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경주 지역어에서는 순행적 격음화와
역행적 격음화가 모두 일어나고, 하동 지역어에서는 순행적 격음화만이 일어난다.
종합해보면, 경주와 하동의 음운 규칙에는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모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의 경우, 대치·탈락·축약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두 지역의 음운 규
칙이 대체로 같았다. 다만 입력부가 다르거나, 특정 어사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
고, 모음조화에서 유일하게 음운 현상의 규칙이 달랐다. 자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의
경우, 대치·첨가는 두 지역어에서 동일하게 일어났고 탈락·축약에서는 많은 차이점
을 노정했다.
본고에서는 동남방언권에서 동서와 남북의 차이를 모두 갖고 있는 경주와 하동을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방언연속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양 끝의 두
지점을 조사하는 것으로는 논의가 충분치 않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지
역에서 세밀하게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계속된다면
음운 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해당 방언권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세밀하고 정확한 방언 구획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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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rastive Phonology of the Gyeongju, Hadong Dialects in Korea
Kim, Dongeun

This paper is a contrastive study of Gyeongju and Hadong dialects. Gyeongju
dialect belongs to the northeastern part of Southeastern dialects, and Hadong
dialect is a southwestern part of Southeastern dialects. The aim of the study is
to find out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bout these two dialects.
This research consists of five parts. Chapter 1 provides the purpose, the
method, and the structure of the study and reviews the previous researches.
In chapter 2, the phonological systems of Gyeongju and Hadong dialects are
stated. Gyeongju dialect has six monothongs(/i, E, ∃, a, u, o/), two glides(/j,
w/), and 19 consonants(/p, p’, ph, t, t’, th, s, c, c’, ch, k, k’, kh, h, ʔ, m, n, ŋ,
l/). Hadong dialect has seven monothongs(/i, e, ɛ, ∃, a, u, o/), two glides(/j,
w/), and 20 consonants(/p, p’, ph, t, t’, th, s, s’, c, c’, ch, k, k’, kh, h, ʔ, m, n,
ŋ, l/). Two dialects have two tonemes in common; high tone and low tone.
Especially, Gyeongju dialect has L·H tone.
In the third chapter, the establishment of underlying forms of particles,
endings, declension stems and conjugation stems is proposed. The underlying
forms of particles and endings are classified by the initial sound of first
syllable. The underlying forms of declension stems and conjugation stems are
classified into either consonant-final of vowel-final.
The phonological phenomena is the main statement of chapter 4. In sum,
there are four subtypes of phonological phenomena; alternation, 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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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rtion and contraction.
Gyeongju and Hadong dialects are mostly similar in the phonological
phenomena regarding vowels; alternation(complete progressive assimilation,
labialization), deletion of stem-final /∃, a/, contraction of stem-final /u, o/ and
ending-beginner /∃, a/.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vowel harmony.
In the phonological phenomena considering consonants, the two dialects have
a

lot

in

common;

alternation(neutralization,

nasalization,

lateralization,

glottalization, palatalization, labialization, velarization), deletion of glottals,
insertion of /n/, contraction of /ʔ/ and ending-beginner. Deletion(consonantal
cluster simplification, deletion of /l/, deletion of stem-final /n, ŋ/) and the
aspiration as contraction are the main differences in these two dialect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nd the future task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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