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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남 산청지역 방언의 성조체계 연구 

– 용언 굴절형을 중심으로 – 

정 경 원 

(鄭卿元) 

 

본 연구는 한국어의 경상 방언권에 속하는 경남 산청군 지역 방언의 

성조 체계를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이다. 산청 지역의 방언은 여타 경상 

방언처럼 성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접한 함양 방언이나 진주 방언과는 

다른 특색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는 산청군 내에서 역사적 

연혁, 교통 사정, 생활권을 고려하여 3 개 지점을 선정하여 언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특별히 ‘가다’류, ‘서다’류의 1 음절 어간 용언의 활용형

이 어미에 따라 그 성조가 바뀌는 (“측성화”) 현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상 방언을 비롯한 한국어 성조 방언들의 성조 체계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어절의 성조형을 파악함에 있어서 형태

소 단위 성조형을 기본 단위로 삼는 관점을 취한다. 이 단위 성조형이 

결합되어 어절 성조형을 이루고 (이때 중화 규칙 등이 적용됨), 여기에 

실현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 성조형으로 실현되는 두 단계의 과정을 제시

한다. 

조사 결과 알아낸 사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상성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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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규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산으로 된 조선 시대의 행정구역 

경계선(산청과 단성)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구 산청 지역은 경북 방

언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또 어두 음절의 장단 구분이 사라져서 “거

성형”과 동음이의어가 되었다. 반면에 남쪽에 위치한 구 단성 지역은 진

주 방언과 유사하지만 독특한 굴곡 성조가 관찰되었다.  

둘째, 이 지역에 널리 퍼진, “평성”으로 시작하는 어절 성조형이 단순

화·합류되는 “전말고형화 현상”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으나, 오직 교통로와 가장 멀리 있는 금서면 향양리에서는 소수 예

외가 관찰되었다. 

셋째, 1 음절 어간 용언 활용형의 측성화 현상의 경우, 중세 국어와 경

상 방언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매우 복잡한 활용 패러다임이 관찰되는 

데 반해, 각 조사 지점의 패러다임에서는 수평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역

시 교통로와 가장 멀리 있는 금서면 향양리에서 기존 문헌과 비슷한 보

수적인 체계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자면, 중세 국어의 성조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방

향의 언어 변화는 진주-산청-함양 간 교통로와 가까운 지점일수록 더 현

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선 시대의 행정구역 경계선이자 물리적인 장벽 

역할도 했던 산청-단성 간 경계부의 산악지대가 방언 분화의 원인이 되

어 오늘날까지 영향을 남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산청 방언, 성조, 어절 성조형, 중화, 동사 활용, 전말고형화, 수평

화(leveling) 

학번: 2015-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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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범례 

상세에 대해서는 3.1.2절 ‘운소의 설정 및 그 표기법’ (24쪽) 참조. 

 

조류(調類) 표기법 

O: “평성” (Level/Even tone) 

X: (중화를 겪은) “측성” (Oblique tone) 

R: “상성” (Rising tone) 

D: “거성” (Departing tone) 

 

조치(調値) 표기법 

L: 저조(低調) (Low tone/pitch) 

H: 고조(高調) (High tone/pitch) 

Γ: 최저조(最低調; 저조보다도 더 낮은 소리로, 경남동부방언의 상성형 

음조형에서만 사용됨) 

R: 상승조(上昇調; 통상적인 성조보다 길이가 길며, 낮은 음에서 시작

하여 높은 음으로 끝나는 굴곡 성조) (Rising tone/pitch) 

 

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기호 중 본문에 인용된 것 

M: 중조(中調; 최저조를 저조로 고칠 경우 원래의 저조는 중조가 됨) 

(Middle tone/pitch) 

F: 하강조(下降調) (Falling tone/pitch) 

H, M: 각각 [H], [M]보다 조금씩 낮은 소리 (김차균, 2015) 

그 밖에 구별 부호(diacritic)를 활용한 특수한 표기도 있으나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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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 연구는 경남 산청지역 방언의 성조체계에 대한 연구이다. 산청 방

언은 경상 방언 또는 동남 방언으로 일컫는 방언권에 속하며, 동남 방언

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성조 또는 악센트로 일컬어지는 초분절음소

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국어는 중세 국어 시대(정확히는 이른

바 『四書諺解』(1590년 경 완성)가 마지막)에는 글자 옆에 점을 찍는 훈

민정음 고유의 표기요소인 방점(傍點)에 의해 각 음절 발음의 높낮이를 

기록했고, 대개 이를 성조 체계라고 분석한다. 이 초분절음소는 현재 한

국어의 일부 방언에 남아 있는 성조 (또는 악센트) 및 음장 방언에서의 

음장과 역사적 대응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산청군은 경상남도의 서부에 위치하며, 지리산 천왕봉을 경계로 하여 

그 동쪽에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산세가 험하고 평지가 좁아 방언 분화

가 일어나기 쉬운 지형이다. 산청군 내의 몇 개 지점을 선정하여 각 지

점에서 성조체계를 관찰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경상도 다른 지역의 방언

과 그리고 각 지점끼리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조사지점의 성조체계의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용언의 활용형 특히 ‘가다’류 및 ‘서다’류로 일컬을 수 있는 몇 개

의 용언 어간의 기저성조가 활용 패러다임 상에서 변화하는 현상에 주목

하였다. 이 현상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서 새로운 언어 변화가 전파되

고 침투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지형과 교통로가 언어 변화에 끼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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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조사 개요 

이 장에서는 본 조사의 대상 지역인 경남 산청군 일대의 지리와 역사

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설명한 뒤, 조사에 참여해 주신 

자료제공인을 소개하고 조사 일정을 서술한다. 

 

2.1. 조사 지역 소개 

본고의 방언조사 대상은 경상남도 산청군 일원이다. 산청군은 경상남

도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행정 구역으로서, 그 중심지이자 군청 소재지

인 산청읍은 진주시와 함양군을 잇는 3 번 국도의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

다. 

본 군은 지리산의 동쪽 자락에 위치한 고장으로서, 관광 분야에서는 

지리산으로의 접근성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산세가 험하여, 군내 각 

지역이 여러 골짜기로 이뤄진 구획으로 나뉘어 있어서 상호 간의 교통이 

불편하다. 경호강(낙동강의 지류인 남강의 진주 진양호의 상류)이 군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므로 근대 이전에는 수운에 사용하였으며 같은 경로로 

오늘날의 국도 3 호선이 건설되었는데, 이 경로 상에서 육상으로는 절벽 

위로 넘어가야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근대 이전에는 이 경로를 통한 

왕래가 비교적 활발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의 다른 경로들은 

조건이 더욱 열악해서, 고개와 하안절벽을 타고 넘지 않는 길이 없다. 

본 군은 전술했듯이 진주와 함양을 잇는 경로상에 있으므로, 진주-함

양 간 정규노선을 중심으로, 더 나아가 진주, 창원, 부산 등에서 거창,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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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주 등지로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3번 국도를 따라 시간당 최소 3왕

복씩 운행한다. 이 버스들은 3 개소(원지, 산청, 생초)에 정차하며, 이 장

소들은 각각 시외버스 터미널과 택시회사 등이 건설되어 있는 교통 요충

지(nod, hub)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서울-진주 간 시외버스가 법 규정 상 

반드시 이 세 버스터미널 중 한 군데에 정차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서

울로의 직통편이 자주 있는데, 특히 원지에는 30~40 분에 한 대 꼴로 운

행한다. 

또 한편으로 진주에서 출발하여 ‘덕산’ (산청군 시천면 소재지) 및 그 

그림 1. 산청군 및 주변 주요 시외버스 정류장과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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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머의 지리산 관련 관광지들로 가는 노선과, ‘단계’(산청군 신등면 소재

지)를 지나 합천군 가회면 등으로 향하는 노선도 운행되고 있는데, 모두 

원지 터미널에서 갈라지는 노선이다. 

고속도로는 통영대전고속도로(고속국도 35 호선의 일부)가 3 번 국도와 

나란히 놓여 있으며, 생초, 산청, 단성의 3 개 나들목 및 산청 휴게소가 

군내에 위치한다. 철도노선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필자가 일제시대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발행한 열차시각표의 1938 년판의 복각판을 

구매하여 확인해본 결과, 그 해에는 경전남부선(慶全南部線; 오늘날의 경

전선(慶全線)의 동측 부분)의 진주역에서 발착하는 정기 승합자동차 중에

서 서북쪽으로는 산청 하루 10 회, 함양 하루 8 회, 거창 하루 4 회, 단계 

하루 3회, 합천 하루 10회 운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운행구간, 거

리, 운임, 소요시간만 기재된 간략한 표이므로 자세한 운행상황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925년에 진주역이 설치된 뒤로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과 

노선망으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1. 경남 산청군 지역의 연혁 

산청군이 하나의 군급 행정구역으로 성립된 것은 일제 시대인 1914 년

경에 총독부가 시행한 부·군·면·리 폐합 1에 의한 것이며, 또한 구한말인 

                                                      
1 누차의 조선총독부령과 각 도령(道令) 및 그 ‘정오’(正誤)들로 공포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이쇼(大正) 3년(1914년) 경상남도령 제 1호(3월 1일 공포, 4월 1

일 시행)를 참조하였다.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越智唯七, 

1917)는 관보에 오랜 시간에 걸쳐 중구난방으로 게시된 이 부령, 도령 및 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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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년의 비입·두입지 2 정리 3 때 진주군에서 5 개 면(오늘날의 시천면, 

삼장면 및 단성면의 서쪽 대부분 지역에 해당)이 두입지로 인정되어 산

청군에 귀속되었다. 그 이전에는 산청(오늘날의 산청읍, 금서면, 생초면, 

차황면, 오부면에 해당)과 단성(오늘날의 단성면 일부, 신안면, 신등면, 

생비량면에 해당), 그리고 앞서 말한 진주의 두입지인 시천(‘살내’(薩川)

로도 표기함. 오늘날의 시천면, 삼장면, 그리고 단성면 일부에 해당)으로 

행정상 나뉘어 있었다. 

산청(山淸)의 이름은 오랫동안 산음(山陰)이었으나, 1767년에 어떤 사건

을 계기로 ‘음(陰)’자를 배제한 이름인 산청으로 개칭되었다. 단성(丹城)

의 이름은 강성(江城)과 단계(丹溪)라는 두 고을을 조선 초인 1432 년에 

합하면서 두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것인데, 강성이 곧 오늘날의 단성면 

소재지이며, 단계는 오늘날의 신등면(新等面) 소재지이다. 산청과 단성 

                                                      

들을 보기 쉽게 행정구역별로 정리한 대단히 중요하고 요긴한 저작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http://nl.go.kr)과 국회도서관 전자서적 열람 시스템

(http://dl.nane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2 두입지(斗入地)는 행정구역 경계선이 길쭉한 모양으로 파고들어 있는 상태로, 

개의 이빨처럼 뾰족하다고 해서 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라고도 한다. 비입지(飛

入地) 는 행정구역 영역이 완전히 경계선을 넘어서 떨어진 위치에 존재하는 것

으로 월경지(越境地)라고도 한다. 조선 시대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

국 각지에 다양한 형태의 두입지와 비입지가 존재했으나, 1906년과 1914년 양

차의 큰 행정구역 개편을 기점으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

사』(이수건, 1989) 참조. 
3 광무(光武) 10년(1906년) 칙령 제 49호(9월 24일 공포 및 시행) 

 

http://nl.go.kr/
http://dl.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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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고을 모두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관원(감무 내지 현감)이 배치된 이래

로 규모, 지위, 영역 등에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지마을이 오늘날과 같은 교통 요충지이자 시가지로 발전한 것은 일

제 시대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1910 년대에 작성된 1:50,000 지도첩 4을 

확인해 보면 원지동(院旨洞)이라 쓰인 작은 마을이 신작로(‘2 등도로’로 

표시됨) 위에 위치해 있을 뿐이다. 1928 년에 북동면(北洞面)과 도산면(都

山面)을 통합하여 신안면(新安面)을 만들었는데, 이때를 전후하여 원지마

을에 면사무소가 세워졌다. 진주-산청-함양 간 도로가 단성 읍내 대신 이

곳을 지나가게 됨에 따라 이 마을이 새로운 교통 요충지로 성장하여 두 

시가지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 생초면(生草面)에는 면소재지에서 강을 남서쪽으로 건넌 곳에 

‘곰내’(古邑內) 라는 지명이 있다. 『大東輿地圖』(1861 년 완성)에는 비록 

좀 다른 위치이긴 하지만 산청읍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곳에 ‘古邑’이란 

글씨가 적혀 있으나, 16세기에 편찬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이에 대

한 언급이 없으며, 고금의 여러 지방사 연구서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연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천(矢川) 지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진주목(晋州牧) 살천부곡(薩川

                                                      
4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DB에서 서비스하는 『한국근대지도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nm (소개문: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jnm.html)에서 확인하였다. 이 지도집은 종로

도서관 소장 조선토지조사국 측량, 육지측량부 발행(1916-1927) 5만분의 1 지형

도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nm
http://db.history.go.kr/introduction/intro_jn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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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曲; 실제로는 ‘살내부곡’이었을 가능성이 크다)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이하게도 그 수장은 머리를 깎고 승수(僧首)라 불렸다고 되어 있다. 현

재 시천면 소재지는 ‘덕산’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또 표시되고 있다. 이 

명칭은 법정주소(시천면 사리(絲里), 원리(院里))와 다르나, 그 유래는 찾

지 못했다. 

단계(丹溪) 지역은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에는 이미 속현이 아닌 

폐현(즉, 별도의 속현 행정조직이 없이 본읍인 단성으로부터 직접 지배

를 받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혁은 적혀 있지 않다. 지방사 연구자

들에 따르면, 단계는 1254 년에 몽골군이 강화도로 피신한 최항(崔沆) 정

권을 압박할 때 두 달여 간 주둔한 곳이므로, 그들의 수탈로 인해 고을

의 정치구조가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조선 초에 강성(단

성)에 흡수된 것이라 한다 5 . 현재 옛 단계현이 있던 위치는 신등면 단계

리로 불리고 있으며, 면소재지이다. 

산청군, 단성군, 시천 지역이 통합되어 현재의 산청군이 된 1914 년 이

래로, 군청소재지인 산청면이 1979 년 읍으로 승격한 외에는 그 이상의 

도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 군을 비롯한 경남 서부지역 일대는 산업

화 과정에서 대규모 이농 현상을 겪었고, 인구는 감소 일로에 있었다. 그

러나 2000 년대 들어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의 입주와 지리산 

등의 관광업 발달 등의 요인으로 인구가 35,000 명 선에서 더 줄어들지 

                                                      
5 박용국(2015), 「산청 단계리의 역사 변천과 의미」, 『남명학연구』 48, 경상

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1-41. 

 



 

8 

않고 정체된 상태이다 6. 

1998 년 통영대전고속도로(35 호선)의 진주–함양 구간이 개통되어 부산

으로의 고속도로가 열렸고, 2001 년에는 서울 방향 고속도로도 완전히 개

통되어, 서울에서 시외버스로 3 시간만에 왕래하게 되었다. 다만 고속도

로가 3번 국도와 완전히 나란히 놓여 있는 관계로, 3번 국도를 사용해온 

군내 교통에는 영향이 없다. 

 

2.1.2.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 

향양리(向陽里)

는 산청읍에서 

서쪽으로 열려 

있는 ‘금서천’ 골

짜기에 위치하는 

지명으로, 같은 

골짜기 안에 있

는 평촌리, 수철

리, 지막리 및 그 소속 마을들과 인접하고 있다. 향양마을은 향양리에 속

한 새정지, 새터(신기) 등 마을들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보건지소가 있

다. 마을 어르신들은 향양이란 이름의 유래를 알지 못했으며, 단지 ‘왕

산’, ‘필봉산’의 남쪽 비탈 아래 위치한 점으로 미뤄 볼 때 문자 그대로 

양지에 위치했다는 뜻이라 추측된다. “새양”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단순

                                                      
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참조 

그림 2.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 위치 및 산청읍 소재지

로부터의 진입로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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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향양”이란 이름이 구개음화와 탈비음화를 겪은 형태인 것으로 추측

된다. 이렇다할 특산 작물이 없어, 마을 어르신 말씀으로는 “군내에서 가

장 가난한 골짜기” 중 하나라 하였다. 골짜기에 학교는 없다. 

금서면(今西面)이라는 면 명칭은 1914년에 만들어진 합성지명이다. 

이 일대는 산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수철리 일대까지 들어갔

다 나오는 군내버스로 읍내와 연결되며, 이 버스는 하루에 7회 운행한다. 

산청 읍내까지의 거리는 5km 남짓으로, 옛날에 젊은이들은 걸어서 읍내

를 왕래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을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산청, 진

주, 함양 어느 곳으로도 도회지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2.1.3.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강누리(江樓里)는 단성 읍내에

서 북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크

게 경호강변의 강누마을 쪽과 

골짜기 안쪽의 옛 단성향교 옆

의 교동(校洞)마을쪽의 두 방향

으로 나뉜다. 강누마을은 강누리 

입구의 단성중·고등학교의 북쪽

에 거의 붙어 있는 마을로, 지도

에 강누리들이라 표기되는 강변

평야의 가운데에 있다. 

현재 옛 단성 읍치 일대의 교통 중심지는 원지 시외버스터미널(신안면 

하정리 원지마을)이다. 원지마을은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덕산(시천

그림 3.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위치 및 

단성면 소재지와 신안면 소재지(원지마

을)로부터의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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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재지) 방면 버스를 타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지리산의 관문으로서, 

신안면사무소가 세워져 있고, 일대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가지로 발달했

다. 앞서 언급했듯 원지터미널은 서울에서 오는 직통편이 30~40 분마다 

있고, 지리산(덕산 방면), 단계(신등면 소재지) 및 가회(합천군 가회면) 방

면 버스도 정차하므로, 진주–함양 간 시외버스 노선 외에도 버스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그러나 옛 단성읍내 지역 역시 장터가 있는 시가지로 발달했고, 중학

교와 고등학교는 단성읍내와 원지마을의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강누리에 

위치한다. 단성중·고등학교 및 강누마을은 원지터미널, 단성읍내 모두와 

걸어서 왕래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으며, 어르신들 말씀으론 출타

할 경우 산청읍보다는 진주시로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한다. 

 

2.1.4.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 

생초(生草)라는 지명은 

1914 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생림(生林)과 초곡(草谷)

이라는 이름을 합쳐 만든 

것이므로, 별다른 뜻은 없

다. 앞서 서술했듯 면소재

지에서 강을 서남쪽으로 건

넌 곳을 조선 시대에 고읍

리(古邑里) 또는 고읍면(古

邑面)이라 했고, 지금도 이곳을 고읍 내지는 ‘곰내’라고 하는 것으로 볼 

그림 4.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 위치 및 생초

면 소재지로부터의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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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곳은 산청의 옛 읍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술했듯 신증동

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여러 주요 지지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세

한 것은 알 수 없다. 생초면 소재지는 어서리(於西里)의 어서1·2구, 포평, 

화촌 등의 마을이 하나로 이어져 구성되어 있으며, 군립 체육시설(축구

장), 초·중·고등학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도로 나들목 등이 있으나 농업 

외의 특별한 산업은 없다. 

하촌(下村)이란 지명은 경호강 상류방향인 서쪽에 위치한 상촌(上村)에 

대비되는 지명으로 보이며, 생초면 소재지에서 고읍교(古邑橋)를 건넌 곳

에서 서쪽에 보전(甫田)마을이 있고 거기서 약간 더 서쪽에 하촌마을이 

있다. 통영대전고속도로가 마을 옆을 지나가며, 생초 나들목이 고읍교 쪽

으로 설치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하촌마을은 곰내들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서 생초 시가지

와는 다소 떨어져 있으나,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곳이다. 마을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산청으로도, 함양으로도 외출하는 일이 있는데, 함양 쪽이 더 

큰 도회지이므로 더 자주 가신다고 했다. 

생초면에서 각종 교통로를 따라 조금만 더 서북쪽으로 가면 함양군 수

동면이 있는데, 그 면소재지는 생초면보다 조금 더 큰 시가지이다. 또한 

이곳 수동 시가지에는 조선 시대에 역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던 시절에

는 경남 서부의 14 개 역을 관할하는 찰방역(察訪驛)인 사근역(沙斤驛)이 

있었고, 그 뒷산에는 사근산성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농공단지, 시외버스 

터미널, 중학교가 있으나, 고등학교는 없다. 생초와 수동 사이는 비록 산

이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 왕래가 잦다. 이것이 이 지역 

사람들이 산청군과 함양군을 동일 생활권으로 간주(姜基香, 1983)하는 원



 

12 

인의 하나로 보인다. 

 

2.2. 조사 방법 

모든 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자료제공인이 녹음기로 연

결된 헤드셋 형태의 마이크를 머리에 장착하고, 조사자는 그 앞에 앉았

다. 조사자가 조사대상 단어 또는 어절을 최대한 간접적으로, 또는 억양

을 제하고 직접 불러주면, 자료제공인은 그 어절을 자신이 가장 자연스

럽다고 생각하는 어조로 발음하였다. 이번 방언 조사에서는 최근의 여러 

방언 조사에서 사용되어 온 간접질문법(조사대상 어휘를 직접 말하지 않

고 돌려 말해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대상 어형을 

직접 질문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익섭, 

2006:63 참조). 

첫째, 같은 어근을 가지고 문법형태소만 달리 붙은, 서로 비슷한 어형

들을 대량으로 조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일단 어근과 문법

형태소를 따로따로 불러주어 자료제공인이 먼저 완성된 어형을 발음하도

록 유도하는 방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직접질문법이 가진 단점들을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다. 

둘째, 필자가 자료제공인과 동일한 경상 방언권 화자로서 경상남도 일

대에 공통된 어형들과 특수한 음운규칙에 매우 익숙하며, 기존연구에 제

시된 방언자료로도 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음운변동이 심한 것으

로 알려진 어형 중에 음절 축약 등 성조형에 영향이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기존에 알려진 몇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그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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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어형을 알려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이것은 이

익섭(2006:70)에 제시된 “선택질문법”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셋째, 본 조사는 초분절음소에 관한 것이므로, 분절음소 단위에서 세세

한 차이가 있어도 명확히 동계의 형태이기만 하면 성조에는 이런 차이의 

영향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음절 축약에는 

주의하였다. 

넷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본 조사의 어형 개수는 불변화어가 

대략 800 여 개 어형, 용언 활용형이 420 여 개 어형인데, 처음에 간접질

문법으로 조사를 시행해본 결과, 위에서 말했듯이 각 어형들이 서로 비

슷한데다가 문법형태소와의 결합형도 필요하므로, 자료제공인에게서 원

하는 답변을 얻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3 개 조사지점 모두 대략 

이틀에 걸쳐 각각 총 150~180 여 분의 조사를 수행했는데, 간접질문법을 

고수했다면 그 몇 갑절의 시간이 걸려 필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났을 것

으로 생각된다. 

조사에 사용된 기기는 Sound Device 722 녹음기이다. Sample rate 는 

32kHz, Bit depth는 16bit로 설정하였다. 

 

2.3. 자료제공인 소개 및 조사 일정 

제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토 다카요시(2015)에서 이승재(2004) 등을 

참고하여 설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였다. 

 

(1) 방언 자료제공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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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령이 만 70세 이상, 90세 이하이다. 

② 조사 시·군 출신이다. 

③ 부모가 모두 조사 시·군 출신이다. 

④ 배우자가 조사 시·군 출신이다. 

⑤ 조사 시·군 밖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 

⑥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⑦ 직업이 농민이다. 

 

이 중 연령에 대한 조건은 ‘1945 년생 이상 1925 년생 미만’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로 기

재한다.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의 자료제공인은 1938 년생의 M 할머니로, 향

양리 출생으로 농업에 종사해 왔으며, 학력은 없다. 배우자 역시 향양리 

출신이라고 한다. 조사는 마을회관에서 2017 년 3 월 31 일부터 4 월 3 일

까지 사흘에 걸쳐 이뤄졌으며, 시종일관 회관에 모인 다른 할머니들이 

담소를 하다가 가끔씩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

다.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의 자료제공인은 1947 년생의 K 할머니로, 강

누리 출생이며,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이다. 배우자는 경호강 건너편에 있

는 신안면 중촌리 출생인데, 배우자의 직장에 따라 젊은 시절에 논산의 

군부대 (3 년), 대구 (4 년), 진주 (1 년) 등에서 거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조사는 마을회관에서 2017 년 7 월 29 일과 30 일에 수행되었으며, 회관에

는 다른 할머니들도 자리하고 계셨으나 조사자를 배려하여 대체로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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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의 자료제공인은 1937년생의 L 할아버지로, 학

력은 국민학교 졸업이며, 마을 노인회장에 재직중이셨다. 하촌마을 출생

이며 배우자는 같은 생초면 출생이라고 한다. 조사 당시는 농번기로 마

을회관에서는 호두껍질을 까는 부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

는 자택의 마루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집안에 소리가 울렸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 두었고, 이로 인해 외부 소음(특히 마을 옆을 지나는 고

속도로)이 들어왔으나, 조사 및 분석에는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조

사는 2017년 9월 24일과 10월 1일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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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의 성조 체계 

이 장에서는 한국어 성조 방언(중세 국어, 경상 방언, 영동 방언, 함경 

방언 등)의 성조체계에 대한 이론들을 검토하고, 경상 방언, 그 중에서도 

경남 서부 하위방언에 고유한 현상들을 살펴본 뒤, 이에 따라 본 조사에

서 사용할 조사지를 작성한 과정을 설명한다. 

 

3.1. 한국어 성조의 개요 

한국어에 성조가 있는가? 현대 표준 한국어(중앙어)는 성조라고 칭할 

만한 초분절음소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남

아 있는 중세 국어 자료에는 음의 높낮이가 표기되어 있다. 세종 임금이 

『訓民正音』(1446)에서 방점(傍點) 체계를 도입하고 성조를 표시한 뒤로 7, 

『四書諺解』(1590년 경)에 이르기까지, 중세 국어는 약간의 흔들림이 없

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일관되게 성조를 가진 것으로 기록되어 왔다 (후

쿠이 레이, 2015). 현대 중앙어는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어두에서 음장 구

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음장 구별은 중세 국어에서의 

“상성”(上聲)과 나머지 성조의 구별에 대응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비

                                                      
7 또한 『訓民正音』의 이른바 언해본과 최세진(崔世珍)의 『訓蒙字會』에는 이 

성조의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중세국어로 된 설명이 실려 있고, 『翻譯老乞大·

朴通事』에선 중세국어와 (당시의) 중국어 성조를 비교한 글이 있다 (김완진, 

19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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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현대 서울말씨를 비롯한 많은 방언에서 음장 구별이 소멸되었지만 8 , 

중세 국어에 존재하던 초분절음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현대 한국어의 방언들 중에는 중세 국어의 성조 체계를 어느 정도 보

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언들이 있다. 북쪽으로는 영흥군 이북의 

함경도와 평북 후창군, 중국 길림성 연변 지방 등으로 구성된 함경 방언

권이 성조 방언으로 알려져 있고, 남쪽에서는 경상 방언과 양양군 현남

면 이남의 영동 방언이 성조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 전라 방언, 충청 방

언과 서울 젊은이 방언 등의 경우, 초분절음소를 가지지 않는 대신 어두 

초성의 조음 성질에 의해 음조가 결정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

는데,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와 함께 어두의 장음(중세 국어의 “상성” 성

조에 해당) 역시 음조에 영향을 끼치므로 결국 성조 음소를 가진 것(“준

성조 방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차균 외 3인, 2000; 

김차균, 2002a). 

다음 지도들은 이토 다카요시(2015)에서 사용한 지도들이다. 그림 5 는 

대한민국학술원에서 발행한 『한국 언어 지도집』(1993)에서 발췌, 편집한 

것으로, ‘말’(言; 중세국어에서 “상성”에 해당)의 표면성조형 분포를 표시

한 지도이다 9 . 이토 다카요시 교수는 이 지도집이 군 단위로 조사된 자

                                                      
8 김선철(2006)은 2003년의 조사에서 서울의 60대 노년층(즉 1945년 이전 출생 

세대)에서도 음장의 변별이 소멸 직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9 유감스럽게도 이 지도는 여러 성조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어절 단위의 성조형이 아닌 첫 음절의 성조만을 다루었다는 점도 문제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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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의존한 점을 지적하고, 성조 방언과 비성조 방언의 접경지역에 대

한 자신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림 6 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경상 방

언, 영동 방언 및 그 접경지대 방언들 중 성조 방언들을 통틀어 하나의 

‘동남 방언’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어에 속하는 성조 방언들, 즉 중세 국어, 함경 방언, 경상 방언, 영

동 방언 등의 성조에 대한 연구는 일제 시대에 이미 시작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이론 체계는 물론 어절 단위의 성조형 설정, 운소의 설정, 

표기 방법 등 기초적인 것에서조차 일정한 통설이 없이 각 연구자별로 

                                                      

정확한 지도로 김주원(2000)에서 제시한 그림 9 (32쪽) 등이 있다. 

그림 5. ‘말’(言)의 운소 분포 (대한

민국학술원, 1993, 재편집) 

그림 6. 이토 다카요시(2015)가 

조사한 ‘동남방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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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는 한국어 현대 방언 

및 중세어가 진정한 성조 언어가 아닌 고저 악센트 (pitch-accent) 언어에 

속한다는 주장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주로 일본어학과 관련된 학

자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는 주장이다. 이는 현대 일본어 방언들이 대체

로 고저 악센트 언어에 속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며, 한

국어의 음조와 일본어 방언들의 음조 사이엔 비슷한 점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 주장을 따르지 않으나, Ramsey 등의 중요

한 저작들도 이 악센트설을 따르고 이에 따른 술어나 표기방식을 채택하

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함께 소개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본고

에서는 김차균(1999, 2002a, 2002b, 2003, 2006, 2015 등)10과 이문규(2017)의 

성조형 서술 방식을 주로 채택하기로 한다. 이 이론체계를 따르는 연구

자는 박숙희(2008a 등), 이토 다카요시(2011, 2015) 등이 있다. 

한국어 각 성조 방언의 성조 체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어절 내의 각 

음절이 모든 운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을 따르며, 

이에 따라 어절 성조형의 가짓수가 크게 제한된다는 점이다. 또 한편으

로 중국어 각 방언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언어들이 한 음절 안에서 음

조의 굴곡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중세국어 상성에 대응하는 성조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음

                                                      
10 앞으로 김차균 교수의 중화, 방점법 이론을 거론할 때는 편의상 김차균(2015)

만을 인용하겠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1999년보다 훨씬 전에 발표한 논문들에

서도 이미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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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들이 평탄한 음조를 가진 한국어의 성조는 다소 이질적이다. 이런 정

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한국어에 성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어절 단위로 매겨지는 ‘악센트’로 칭하기도 하고, 

성조란 용어 자체는 인정하되 어절의 성조형을 제약하는 “율동규칙”을 

도입하기도 한다 11. 

그러나 본고에서는 김차균, 이문규 등을 따라 “중화”설을 채택하기로 

한다. 즉, 어절 단위로 ‘악센트의 위치’만이 변별적이라는 주장이나, 일정

한 ‘율동규칙’에 따라 어절 단위로 음조의 가락이 정해져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절 내의 각 형태소에 따로따로 기저성조가 매겨져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표면형의 종류가 극히 적은 것은 여기에 다른 

음운 규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어절을 이루고 

있는 형태소는 1 음절어(한자 포함)인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다음절 형

태소라도 모든 음절이 따로따로 기저 성조를 가진 것처럼 표기 및 취급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3.1.1. 중화와 어절 성조형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내려오는, 한국어 성조 체계의 매우 큰 특징으로 

중화를 꼽을 수 있다. 실로 이 중화 규칙은 한국어 성조 체계의 가장 핵

                                                      
11 이 “율동규칙”을 이용한 설명이 본고에서 받아들인 형태소 성조형 중심의 이

론과 배치(背馳)되는 별개의 이론이란 뜻은 아니다. 필자는 단지 중화 등 형태

소 성조형 결합 단계의 규칙들을 설명하고 나면 율동규칙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잉여적인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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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중화 규칙으로 인해 한국어 성조 방언

은 적어도 음성 층위에서는 음절이 아닌 어절 성조형을 기본 단위로 하

게 된다. 뒤집어 말하자면 발화에서 실현되는 어절 성조형의 가짓수가 

심하게 제한되는 현상을 중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화 규칙은 tone sandhi 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구획 

내(성조론적 어절)에서 뒤쪽에 위치한 음절들의 성조가 앞에 위치한 음

절의 성조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訓民正音』에서는 당시 중

세 국어에 존재하던 성조의 음절 표면 성조를 중국어 전통 언어학 이론

(이른바 “음운학”)의 용어를 빌어 “평성(平聲)” [L] (저조(低調)), “거성(去

聲)” [H] (고조(高調)), “상성(上聲)” [R 내지 L·H] (상승조(上昇調))의 세 

가지로 표기하고 있다. 중국어 전통 언어학에서는 평성 이외의 모든 성

조를 “측성”(仄聲)이라 일컫는데, 『訓民正音』의 분석에서는 중국어의 입

성(入聲)이 빠지고 12 상성과 거성이 측성에 해당한다. 김차균(2002b:21-25)

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명칭 할당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거성과 상성 

                                                      
12 입성(入聲)이란 음절말(중국어 전통 언어학에서는 운미(韻尾)라 칭함)에 -p, -t, 

-k 등 폐쇄 불파음 자음이 붙는 음절들로만 이뤄진 조류(調類)이며, 또한 반대로 

(적어도 역사적으로 “중고 한어”(中古漢語; 13세기 이전)까지) 이러한 음절 형태

를 가지거나 가졌던 음절은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입성이다. 그러므로 이 입성이

라는 조류는 초분절음소가 아닌 분절음소 층위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訓民正音』이 취한 분석방식이다. 주의할 점은, 중고 한어의 성조 조

류(즉, 개별 한자의 성조)는 한국 한자음의 성조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만 빌려왔다는 점이다. 다만 느슨한 대응 관계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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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가 갖는 중화 능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중화 능력이란 아래의 

둘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2) 측성 성조의 중화 현상 

첫째, 어절 내에서 측성(상성이나 거성) 음절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뒤의 음절의 성조는 항상 정해진 패턴(다른 연구자들은 대개 “율동

규칙”으로 해석함)을 따르도록 중화된다. 

둘째, 첫 음절이 아닌 음절에서는 상성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상성

이 거성(또는 어떤 ‘공통 측성’ 운소)으로 중화되기 때문이다.13 

 

이와 같이 측성 운소는 평성과 달리 자신 뒤의 음절을 모두 한 가지로 

중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또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거성과 상성의 구별

이 없이 한 가지로 중화되기 때문에, 거성, 상성, 측성이라는 명칭을 할

당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중화를 거쳐 만들어진 단일 성조소

를 그냥 “측성”(본고의 표기 방식에서 /X/, 경상 방언에서 공통적으로 /L/)

이라 칭하기로 한다. 

이러한 중화 규칙을 적용하면 모든 한국어 성조 방언에서 N 음절어에

는 최대 N+2개의 성조형만이 존재 가능하게 된다. 4음절어의 경우를 예

                                                      
13 실제로는 현대 중앙어의 장모음, 중세 국어의 상성 등이 어두가 아닌 곳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들도 형태소 기저성조 층위에서는 장모음

이나 상성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중세 국어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나, 이문규(2017:105-108)에서처럼 대개는 발화 초점에 의한 “운율론

적 경계”의 삽입이나 음절 축약 등 다른 층위에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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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들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는 기저 성조형만을 보여주는 표로서, 

일부러 실제의 조치(調値)를 보이지 않는 특수한 기호를 사용하였다. 왜

냐하면 기저 성조형은 역사적으로 각 방언들끼리 대응관계가 있으나 그 

조치는 방언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표 1.  4음절어의 성조형 목록 

성조형  
명칭 

현대 경상 
방언 별칭 

기저 
성조형 

현대어 예시 

상성형  /RXXX/ 사람-들-이 {RX+X+X} → /RXXX/ 

거성형  /DXXX/ 팔-십-만-원 {D+D+R+O} → /DXXX/ 

평 1형 (두고형) /OXXX/ 노랫-말-을 {OX+R+X} → /OXXX/ 

평 2형  /OOXX/ 통행-금지 {OO+RX} → /OOXX/ 

평 3형 (전말고형) /OOOX/ 가을-하늘 {OO+OX} → /OOOX/ 

평 4형 (미고형) /OOOO/ 나무-다리 {OO+OO} → /OOOO/ 
 

위 표에서 “평 n 형”은 김차균(2015:38), “두고형, 미고형”은 이토 다카

요시(2015:36)의 조어를 채용한 것이다. “전말고형”(penultimate-high pattern)

은 이토 다카요시(2015:38)의 “Pen.형”을 고친 것으로, 어절 끝에서 두 번

째 음절이 가장 높은 음조를 가지는 성조형을 말한다. 

이 중화 규칙으로 인한 어절 성조형의 제약과 형태소 결합 시의 기저 

성조 변동은 중세 국어와 현대 여러 방언들의 성조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14  또한 성조형 결합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른 여러 현

                                                      
14 김차균(2015:52-59)은 이 기저성조형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특수한 음조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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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대치, 탈락, 축약, 단축 등) 역시 범방언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이 있

다. 

 

3.1.2. 운소의 설정 및 그 표기법 

본고에서는 음운 층위의 기저성조와 음성 층위의 표면성조를 달리 취

급하고 표기한다. 기저성조는 각 형태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소이며, 비록 소리값(조치(調値))은 다를지언정 그 조류(調類; 역사적으

로 동일한 운소를 가졌던 반사형들의 묶음)는 중세국어부터 각 방언에 

걸쳐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물론 서로 다른 방언 간에 역사적으로 

대응 관계에 있는 성조일지라도 그 조치는 다를 수 있다. 표면 성조는 

기저 성조가 실제로 발화될 때 ‘성조형 실현 규칙’에 따라 성립되는 실

제 발음이다. 이 성조형 실현 규칙은 방언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오로

지 해당 하위방언에 대한 철두철미한 언어조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

다. 

기저 성조를 표기하는 방식은 앞의 표 1 에서 잠깐 본 바 있다. 이 표

기 방식은 본 연구자가 새롭게 채택한 것으로, 각 방언의 기저 성조 간

의 역사적 대응 관계와, 앞서 설명한 중화 규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

과물이다. 

여러 방언 공통의 기저성조 조류를 “평성”은 O, “거성”은 D, “상성”은 

                                                      

을 관찰하고 이를 “음거형, 음상형” 등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일부 방언에서 드

물게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나중에 다시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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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로 표기하고, 중화를 겪은 뒤의 “측성”을 X 로 표기하기로 한다.15  본 

연구자는 특히 김영만(1986)에서 훈민정음의 방점법을 다소 변형하여 

“평성”을 /O/, “거성”을 /U/, “상성”을 /W/로 표기한 것에 주목하였다. 김

차균 교수는 아예 중세국어 시기의 방점법을 부활시킬 것을 주장하였는

데, 중세국어와는 달리 표면성조 층위가 아닌 어절 기저 성조형 층위에 

방점을 적용하였다 (단, 가로쓰기 문장에서도 방점은 글자 왼편에 찍는

다). 김차균(2015 등)의 (수정된) “방점법”과 김영만(1986)의 표기 방식은 

중세국어와 현대 각 방언의 운소들이 비록 그 조치는 다르지만 역사적 

대응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활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

를 계승하였고, 여기에 중화로 만들어진 측성 운소를 따로 표기하는 것

을 추가하였다(선행연구들은 거성 취급). 다만 김차균 교수의 방점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접 채용하지는 않았는데, 한국어 성조를 처

음 접하는 독자라면 첫째로 방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은 것인지 오른쪽에 

찍은 것인지 혼동할 수 있고, 둘째로 원래 중세 국어의 방점은 표면 성

조만을 표기한 것이므로 기저 성조 표기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이고 역사적인 기저 성조 조류(調類)가 아니라 운소의 조치(調値)

를 표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먼저 김차균(2015 등)은 경남 동

                                                      
15 O와 X는 “평성”과 “측성”의 무표성을 시각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기호로

서 임의로 선택하였다. D와 R은 중국어의 역사적인 성조를 기술할 때 쓰는 용

어인 거성(Departing tone)과 상성(Rising tone)에서 따온 것이다. 

서양에서는 평성과 측성을 각각 “Even”, “Oblique” 따위로 번역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E와 O를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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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방언의 3 단계 조치(調値) 구분에 따라 “평성”(가장 높은 소리, 고조

(高調))을 /H/ (high tone), “거성”(중간 소리, 중조(中調))을 /M/ (middle tone), 

경남 동부 방언의 “상성”(가장 낮은 소리(低調))을 /L/ (low tone)로 설정했

다. 또 3 단계 조치 구분을 가지지 않는 모든 다른 방언들의 저조를, 이

것이 경남 동부 방언에서는 중조에 대응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부 /M/으

로 표기했다. 본고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대신 이문규(2017:144-155)에

서 경남 동부 방언의 “상성”을 ‘최저조’ /Γ/로 해석하여 여타 성조 방언

들의 저조를 /L/로 표기한 것과 구분한 해결책을 따른다. 본고의 조사 대

상 지역 및 인근 지역의 방언에서, 경남 동부 방언과 같은 두드러진 ‘최

저조’는 관찰하지 못하였다 16 . 따라서 본고에서는 저조 /L/와 고조 /H/의 

두 가지 높이의 평탄한 성조를 사용한다. 상성형의 경우 독특한 굴곡진 

성조를 나타내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지역

에 따라 최저조 /Γ/, 고장조(高長調) /H:/, 상승조 /R/ (rising tone)17 , 그리고 

그 밖의 많은 형태가 있다. 이는 차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이제 지금까지 논의한 기저 성조의 운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16 김차균(2015:92)은 진주 방언의 상성형으로 [LMM0]과 [MHM0]의 두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전자는 1930년 이전 출생의 고령자에게서만 주로 나타난다고 하

였다. 다만 필자의 개인방언은 최저조와 저조를 거의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이므

로, 이 때문에 3단계 조치 구분이 어떤 조사지점에 존재하는데도 포착하지 못

했을 가능성은 남겨둔다. 
17 영어에서 상승조(rising tone)는 중국어 전통 언어학의 상성(rising tone)과 동음

이의어임에 주의해야 한다. 본고의 표기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기저성조형의 조

류를 표기하는 데 쓴 ‘R’과 조치를 표기하는 데 쓴 ‘R’은 다른 뜻의 기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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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저 성조 층위의 운소 목록과 그 방언별 조치 

기저 운소 조류 표기법 중세 국어 경상 방언 함경 방언 

평성 O /L/ /H/ /L/ 

거성 D /H/ /L/ /H/ 

(중화된) 
측성 

X /H/ /L/ /H/ 

상성 R /R/ 
(하위방언마
다 다름) 

(거성에 합
류) 

 

이상의 표에 나타낸 조치는 어디까지나 기저 층위의 것이며, 그 실제 

발음은 ‘성조형 실현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 규칙은 같은 방언권 

내라도 하위방언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각 하위방언마

다 억양의 독특한 음성적 인상을 만들게 된다. 

신기상(1999:32-46), 이토 다카요시(2015:37-43) 등은 이상의 운소 목록

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단어들

이란 ‘개:미, 돼:지, 매:미, 메:기’ 등 경상 방언에서 마치 긴 상승조 [R]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과, ‘뱀:/배:미, 냄:새, 봤:다, 뒀:다, 폈:다’ 등 마

치 고장조 [H:]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은 대개 역

사적으로 음절 축약을 겪은 단어들이다 (예: MK 가야미 [LLH] > ModK 

개:미, MK ��얌 [HH] > ModK 뱀:). 이토 다카요시(2015:37-43)는 이런 단

어들이 공시적으로 경상 방언에서 아직도 음절 축약 전의 모라(mora) 개

수를 유지하며, 각 모라마다 성조가 얹힌다고 보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개애미 /OOX/ [LHL], 배앰 /DX/ [HH]’ (‘개애’와 ‘배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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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이면서 1 음절로 

발음됨) 등 중세국어와

도 현대어와도 모순되

지 않는 설명이 가능하

며, 별개의 상승조, 고

장조 등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경상 방언에는 또한 하강조 [F] (falling tone)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어

형들도 있다. 먼저 한 가지 부류는 앞서 살펴본 ‘개:미’, ‘뱀:’처럼 음절 

축약에 의해 [HL]의 2모라가 [F]의 1음절로 바뀐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류이다. ‘잡힜:다 [LFL], 뭈:다 [FL]’ (중앙어: ‘잡히었다, 먹었다’) 등을 들 

수 있다. 필자를 비롯한 토박이들에게 이 어형들은 하강조를 가진 1 개 

음절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어형들은 

2 개의 모라가 각각 성조를 가진 것으로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예: 잡히

있다 /OOXX/ [LHLL], 무웄다 /OXX/ [HLL]). 

위 예시들은 음절 축약, 특히 ‘가야미 > 개:미’처럼 역사적인 음절 축

약에 의해 특수한 음조가 생겨나므로, 성조에 대한 언어 조사를 할 때 

이를 각별히 조심해야 함을 보여 준다. 신기상(1999:32-46)을 비롯한 선

행 연구들에서 이들 특수 음조가 공시적으로 음소화가 완료되었다고 인

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으며, 이것도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본고에서는 체계의 간결함을 위해 그림 7 과 같은 ‘2 모라 1 음절’ 분석을 

고수하기로 한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어말 고조의 무조건적인 하강조화이다. 현대의 경

상 방언에서 고조가 어절말에 올 경우, 특수한 억양이 얹히지 않는 한 

그림 7. 경상 방언의 음절 축약에 의한 복합 성조

에 대한 모라(mora) 분석 (이토 다카요시, 2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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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없이 성문이 빠르게 닫히면서 음고가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孫在賢(2017)은 이를 하나의 음운 규칙으로 포착하고 표기에도 충실히 

반영하였다. 필자 역시 이러한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무조건적인 변

이음으로서 운소로 취급하기 곤란한 음성을 위해 고조 [H]의 표기를 두 

가지 다른 기호([H]와 [F])로 나누는 것은 독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고 판단하여, 다른 선행 연구자들처럼 고조를 [H]만으로 표기하기로 하

였다. 

 

3.1.3.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 

이문규(2017)에서는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단계란 먼저 각 형태소의 기저성조형이 결합하여 어절 성조형

을 이루는 “성조형 결합”, 그리고 완성된 어절 성조형이 표면성조형으로 

그림 8.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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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되는 “성조형 실현”을 말한다.18  그림 8 은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을 

요약한 그림으로, 한국어 성조에 일어나는 음운 및 음성 층위의 다양한 

현상들이 이 ‘두 단계’ 중 어느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 

위 저서의 표기를 따라 결합 전의 형태소 성조형은 중괄호({ })로 표시하

고, 결합이 완료된 어절 기저성조형을 빗금(/ /)으로, 표면성조형을 대괄호

([ ] )로 표시하기로 한다. 

성조형 결합은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어절의 어절 단위 성

조형을 만드는 단계이다. 한국어는 교착어에 속하며 일부 불변화어를 제

외한 대부분의 어휘는 문장 내에서 (단독으로 쓰일 수 있더라도) 단독으

로 쓰이지 않고 곡용(체언과 조사의 결합)이나 활용(용언과 어미의 결합)

을 거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어휘가 파생어와 합

성어로서, 역시 형태소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다. 

성조형 결합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앞서 설명한 ‘중화’이다. 한국

어 각 방언에서 가능한 어절 성조형에 들어맞도록, 뒤쪽에 오는 음절들

은 중화의 적용을 받는다. 뒤에 서술할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중

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모든 형태소의 모든 음절들이 평성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뿐이며, 그 외엔 측성 음절을 기점으로 뒤쪽의 음절들

                                                      
18 김차균(2015)은 방점으로 조류를 표시한 어절 성조형을 “방점 표상·방점

형”(“기저방점표상”과 “최종방점표상”), ‘L, M, H’ 등으로 높낮이를 명시적으로 표

시한 어절 성조형을 “성조형”(음운 층위) 및 “음조형”(음성 층위) 등으로 칭하

나, 본고에서는 조류 표시에 방점법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용어체계를 부득이

하게 포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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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성으로 중화된다. 

지금까지 성조형 결합으로 인해 생긴 성조형을 편의상 ‘어절 성조형’

으로 칭해 왔으나, 성조형 결합의 범위가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

하는 ‘어절’과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 밝혀 둔다. 문장 

내에서 초점을 어느 형태소에 두느냐에 따라 성조형 결합의 범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 어절이 여럿으로 끊겨 발음될 수도 있는 반면에, 극

단적으로는 문장 전체를 한 호흡으로 ( = 하나의 성조형으로) 발음할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다루지 않았으며, 한 

호흡으로 발음하는 어절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다. 

성조형 결합 시에는 대개 중화 현상이 일어나지만, 소수의 예외도 있

는데, ‘일부 합성어의 성조형 변동’처럼 발생 조건이 무작위해 보이는 현

상도 있지만, 대개는 몇 개의 유형으로 정리 가능하다. 이토 다카요시

(2015)와 이문규(2017) 등을 종합하면 ‘조사 ‘-에’로 인한 거성형 1 음절어

의 평성화’, ‘사·피동 접사로 인한 평성화’, ‘부정 ‘안’ 및 의문사 전치에 

의한 용언 평성화’, ‘축약과 탈락에 의한 변동’, 그리고 본고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인 ‘일부 용언 굴절 시의 어간 성조 대치’ 등이 있다. 이들 예

외 현상들 또한 범방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각 방언 간의 역사적 

대응 관계를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설명한 기저 운소, 성조형 결합 시 일어나는 중화 현상, 정상

적인 중화와는 다르게 특정 어형의 기저성조가 변하는 현상들은 모두 중

세국어로부터 출발하여 한국어의 모든 성조 방언에서 비교적 정연한 대

응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이러한 요소들(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용언 어간 성조 대치’를 포함해서)을 마멸 없이 (비록 실제 음가는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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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더라도) 잘 간직하고 있는 방언은 보수적인 방언이요, 그렇지 않고 

합류, 수평화, 유추 등에 의해 어떤 변화를 겪은 방언은 개신적(改新的)

인 방언이라 할 수 있겠다.19 

중화를 비롯하여 성조형 결합 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겪어 형성된 

어절 성조형은 그 다음엔 성조형 실현 규칙에 따라 표면 성조형으로 변

환되게 된다. 

 

3.1.4. 성조형 실현 규칙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 이론에 따르면, 기저 성조 층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 기저 성조가 실제 발화되는 음고 패턴으로 변환되는 과정은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하게 된다. 성조형 결합 시 일어나는 현상들이 대

체로 범방언적 특성을 가진 데 비해 성조형 실현 규칙은 각 지역별로 매

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해 각 하위방언의 억양의 음성적 인상

이 결정된다. 

성조형 결합 규칙에 따라 생성된 어절 성조형은 각 방언별로 그 성조

                                                      
19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성조 언어에서 비성조 언어로 변해가는 과

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해석은 물론 성조 방언과 비성조 방언 사이의 경

계지역(특히 영동 방언권에서 삼척 지방을 제외한 전역)에서 특히 유력할 것이

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본고에서 앞으로 다룰 ‘전말고형화 현상’은 매우 강력하

여 성조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현상이라 본다. 16세기말 중세 국어의 

일부 자료에서 어절의 뒷부분의 성조 체계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모습에 비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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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해당되는 조치를 기저성조로 가지게 된다. 표 2에 표시되어 있듯이, 

김차균 등의 연구자는 경상 방언에서 평성은 /H/, 거성은 /L/ 20을 할당한

다. 상성은 각 하위방언별로 조치가 다르게 설정된다. 이렇게 생성된 기

저성조는 성조형 실현 규칙에 의해 표면성조로 실현되어 발화 속에 나타

나게 된다. 

평성으로 시작하는 성조형, 이른바 “평 n형”(n은 측성음절의 위치를 나

타내는 숫자)의 경우, 김차균(2015:33-52)은 “H2Mn → [MH0HMn] / #—#”, 

이문규(2017:159)는 “/HnLX0/ → [Ln-1HLX0] / #_#” 처럼 표기한다. 표기법

은 차이가 있지만, “어절 내의 마지막 평성 음절이 가장 높고, 그 뒤로는 

낮은 음조가 계속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미이다(물론, 앞뒤 다른 음절들

의 음조는 계단식으로 자연스럽게 할당된다). ‘악센트’ 분석을 사용하는 

연구자의 경우 이 가장 높은 음절이 악센트를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 21 

‘율동규칙’ 분석을 사용하는 연구자의 경우 “성조배열제약 – 한 성조군

에는 고조가 둘이 놓일 수 없다” 22 라고 표현한다든지, 지역별로 

                                                      
20 김차균 교수는 /M/을 사용하지만, 여기선 이문규(2017) 등을 따라 /L/로 고친

다. 
21 ‘악센트’ 분석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대개 일본어 악센트의 이론을 활용하려 

한다는 것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일본어 악센트의 체계는 크게 “도쿄(東京)

식”, “게이한(京阪)식”, “N형”의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중에 “도쿄식 악센트” 

체계가 “악센트의 핵” 음절이 가장 높고 그 뒤로는 낮은 소리가 계속되는 체계

로서, 한국어 현대 방언들을 설명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설명된다. 
22 이문규(2017)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 “평 n형” 표면성조에서 가장 

높은 소리의 음절 앞쪽의 점차 높아지는 음절들을 모두 저조([L])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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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1L0”(경남동부방언) 등의 “율동제약”을 설정하는 등으로 설명한다(임

석규, 2016:49). 이는 모두 같은 현상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름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형 내에서 각 음절마다 기저성조를 매기는 김차균 

등의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측성으로 시작하는 성조형은 거성형, 상성형의 2개뿐이기 때문에 각각 

한 가지로 고정된 표면형만을 가진다. 먼저 거성으로 시작하는 성조형은 

[HHL0] 형태가 된다. ‘악센트’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 형태

를 ‘pre-accent’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성조형은 경상 방언의 음성

적 인상에 크게 기여하는 매우 특이한 음조형으로, 김차균(2015), 이문규

(2017)의 설에 따라 거성 음절의 기저성조를 저조로 볼 경우 ‘/L2/ → 

[HHL0]’ 이라는, 기저형과 표면형의 차이가 큰 부자연스런 변화를 인정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대개는 “/M/ → [M], /MM/ → [MM] (초점이 오

지 않는 경우), [HH] (초점을 받는 경우)” (김차균, 2015:44-45)처럼 1~2음절

                                                      

전사하는데, 이 “성조배열제약”의 글귀도 그러한 분석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방언과 경험으로는 이러한 인식은 주로 경북 방언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경남 지역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한 경남동부지역의 경우, 김차균(2003)

처럼 첫 음절만이 저조이고 그 다음은 측성 음절을 만날 때까지 고조가 연속되

는 것(김차균(2003)은 “[MHHH…]”, 본고는 [LHHH…])으로 전사하는 것이 현실

음 및 화자의 직관에 더 알맞다고 본다. 물론, 위에 있는 김차균(2015)처럼 [M]

과 [H] 사이의 음조를 표현하는 중간적인 표기법을 창안하는 타협안도 있고, 또 

임석규(2016:34)에서 논하였듯이 이것은 음성 전사의 정밀도에 관한 문제로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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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는 저조로 실현됨을 근거로 경

상 방언에서 ‘거성’을 ‘저조’로 간주함

을 정당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어두

에 오는 거성을 ‘D’, 어두 이외의 자리

에서 중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측성을 

‘X’로 달리 표기하므로 이 둘을 별개

의 음소처럼 해석하는 것을 생각해 봄

직하나, 기저성조의 중화는 제 2음절부

터 일어나는데 반해 거성형의 음조는 

제 2음절까지가 고조이므로 ‘거성은 고

조, 중화된 측성은 저조’라는 식의 단

순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거

성형과 거성 음절의 기저 성조에 대해

서는 일단 김차균(2015), 이문규(2017) 등의 설명을 따라 ‘/L2/ → [HHL0]’

라는 규칙을 인정하기로 한다. 

한편 상성으로 시작하는 성조형은 각 지방별로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앞서 그림 5에서 『한국 언어 지도집』에 수록된 상성형(‘말(言)’) 음조 분

포도를 인용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근래의 여러 연구자들의 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김주원(2000)(그림 9)의 경우 경상도를 4 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경남 동남부(창원 등) 23 , 경남 서남부(진주 등), 경북 동해안과 

                                                      
23 이른바 “경남 동북부 방언”이라는 방언구획을 이따끔 볼 수 있다. 신기상

 

그림 9. 경상 방언의 상성형 음조 

분포도 (김주원, 2000) 



 

36 

그 외 나머지 지역으로 나누었다. 경남 동부 방언은 “[ΓHHL0]” (이문규, 

2017) 또는 “[LMMM0]” (김차균, 2015)로 알려져 있고, 진주 방언은 김차균

(2015:92)에서는 “[LMM0]”과 “[MHM0]”의 두 가지로 표기하는데(26 쪽의 

각주 16 참고), 김주원(2000)과 본고의 표기 방식대로는 [LHL0]이 된다. 

산청 방언의 경우, 이토 다카요시(2015:73)에서는 의성 등 경북내륙 중앙

부와 동일한 “[H:HM0]”로 표기하였다. 후술하겠지만 이 형태는 본고의 조

사에서는 음장 자질을 잃고 [HHL0]으로 변하여 거성형으로 합류한 것으

로 보이며, 또한 단성면 강누리의 조사지점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가 관

찰되었다. 

다음 표는 위에서 살펴본 경상 방언의 성조형 실현 규칙에 따라 표 1

에서 보았던 4 음절어에서 가능한 성조형들의 표면 성조형을 도출하여 

정리한 것이다. 경남 동부 방언권의 대표로 창원 방언을, 경북 내륙 중앙

부 방언권의 대표로 대구 방언(양쪽 다 노년층)을 내세웠다. 

                                                      

(1999)은 저자의 고향이 울산과 양산의 경계지역이므로(울주군 웅촌면) 이 둘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이 두 시군을 독립되고 경북 경주의 영향을 받는 

“경남동부방언”(동, 중, 서 3중의 동쪽으로서)으로 획정하고 서술하였다. 김차균

(2015)의 경우 양산 방언과 창원 방언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며 양산 방언을 자신

의 ‘경남 동남부 방언’과 다른 ‘경남 동북부 방언’에 속한다 하였는데, 그럼에도 

‘경남 동남부 방언’의 성조체계를 서술한 이 책의 제 2부의 자료에 양산 방언 

자료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주원(2000)에서 발췌한 그림 9과 이토 다카요시

(2015:73)에 제시된 표는 양산 방언의 상성 음조가 울산과는 다르고 창원·김해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김차균(2015)의 제 2부에서 다룬, 

창원·김해·함안 방언으로 대표되는 하위방언을 ‘경남 동부 방언’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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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4음절어 성조형과 그 경상 방언에서의 표면형 

성조형  
명칭 

(별칭) 
기저형  
(조류) 

기저형 
(경상도) 

표면형  
(창원) 

표면형  
(대구) 

‘악센
트’ 

상성형  /RXXX/ /?LLL/ [ΓHHL] [H:HLL] ŏooo 

거성형  /DXXX/ /LLLL/ [HHLL] [HHLL] ´oooo 

평 1형 (두고형) /OXXX/ /HLLL/ [HLLL] [HLLL] óooo 

평 2형  /OOXX/ /HHLL/ [LHLL] [LHLL] oóoo 

평 3형 (전말고형) /OOOX/ /HHHL/ [LHHL] [LLHL] ooóo 

평 4형 (미고형) /OOOO/ /HHHH/ [LHHH] [LLLH] oooó 
 

위의 표에서 ‘악센트’식 분석은 참고용으로 Ramsey(1978)에서 인용했

다. 거성형 “´oooo”는 이른바 “pre-accent”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조가 

두 개 연속되는 거성형의 이질적인 음조형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이다. 경상 방언의 성조를 악센트로 분석할 경우, ‘평 n형’은 하나의 두드

러진 고조 음절이 있어 이를 ‘악센트의 핵’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두 음

박의 대등한 고조가 어두에 오는 거성형은 그렇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

에 pre-accent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존재 가능한 기저성조형 목록과 그 표면형을 완전히 파악

하고 나면, 언어조사에서 관찰된 어떤 어형의 성조가 기저 층위에서 어

떠한 모습인지를 역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조형의 표면

형이 서로 겹쳐서 어절의 기저 성조형을 역산하기 곤란한 때가 있다. 예

를 들어 미고형(평성)인 ‘바람’과 상성형인 ‘사람’은 경남동부방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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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LH]와 [ΓH] 24로 발음되는 것이 기본인데, 부산 젊은이 말씨, 예를 

들어 필자의 개인방언 25의 경우 최저조 [Γ]의 변별력이 매우 약해져, 높

이로도 저조[L]와 거의 같고, 원래 있던 약간의 음장 성질도 거의 사라

져서, [LH]와 구별이 곤란하다(이토 다카요시, 2011; 김고은, 2016). 이 때 

이 두 단어는 명사이기 때문에 측성에 해당하는 조사를 붙여 봄으로써 

기저성조를 추리할 수 있다. 즉, 측성형 조사 ‘-이’를 붙여 보면, 평성형

인 ‘바람’은 ‘바람이’ /OOX/ [LHL]가 되지만, 상성형인 ‘사람’은 중화가 일

어나 상성형 ‘사람이’ /RXX/ [ΓHH]가 되어 곡용 패턴이 다르다. 

 

(3) 2음절 명사의 곡용형을 통한 기저성조 식별 (부산 젊은이 방언) 

평성(미고)형: 바람 {OO} [LH] → 바람이 /OOX/ [LHL] 

상성형: 사람 {RX} [ΓH] (≒[LH]) → 사람이 /RXX/ [ΓHH] (≒[LHH]) 

 

그러나 이 방법은 진주 방언에서는 쓸 수 없는데, 진주 방언에서 상성

형의 실현 규칙은 (본고의 전사방식대로는) [LHL0]이므로 ‘사람이’도 

[LHL]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때는 2음절 이상의 평성형 조사를 붙여 

보면 ‘바람하고’ /OOOX/ [LHHL]와 ‘사람하고’ /RXXX/ [LHLL]가 대립하므

                                                      
24 여기서 김차균(2015)은 이문규(2017)와 약간 차이를 보인다. 김차균(2015)에서 

경남동부방언의 상성형은 [LMMM0]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각각 

[MH], [LM]으로 표기된다. 
25 필자의 고향은 부산광역시이다. 외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필자의 말씨

를 ‘경남 동부 방언권에 속하는 부산 젊은이 말씨’의 전형으로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연구의 보조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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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저성조가 다름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조사에서 불변화

어는 3가지 조사(助辭)와의 곡용형을 (가능한 한) 확인하였다. 

 

3.1.5. 평성형의 전말고형화 현상 

진주 방언을 비롯, 경상 방언과 영동 방언의 여러 하위 방언에서 관찰

되는 중요한 현상이 한 가지 있다. 이 현상은 3음절 이상의 평성으로 시

작하는 성조형들 중 ‘두고형’(/HL0/ → [HL0])을 제외한 모든 성조형에 작

용하여, 그 표면 성조형을 [LH1L] 형으로 통합시킨다. 달리 말하면 위 표 

3의 ‘평 2형’, ‘평 4형’이 “전말고형”(penultimate-high pattern)인 ‘평 3형’으

로 합류한다. 이 현상을 이문규(2011)에서는 “/HnL/ [Ln-1HL]형 되기”, 이토 

다카요시(2015:52-65)에서는 “Pen.(penultimate 형)화”로 명명하였고, 김차균

(2015:91)에서는 “내적순행평성동화”와 “끝음절측성화”의 두 단계 규칙으

로 분석하였다. 

이 현상이 성조형 결합 단계에서 일어나는지 실현 단계에서 일어나는

지는 당장 논하기 곤란하지만, 어찌됐건 존재하는 성조형들을 합류시키

고 음고 패턴을 일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성조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현상이라 본다. 전통적인 한국어 성조 방언들이 앞서 봤듯

이 “N음절어는 N+2개의 성조형을 가진다”고 서술될 수 있었는데, 이 현

상을 완전히 규칙화한 방언은 ‘상성형, 거성형, 두고형, 전말고형’으로 

“음절 수에 관계없이 최대 4개”까지의 성조형만 가지게 된다 (2음절어의 

경우 전말고형 대신 미고형 /HH/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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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말고형화 현상을 겪은 방언의 5음절어 성조형 

성조형  
명칭 

기저형  
(조류) 

기저형  
(경상도) 

표면형 
(창원) 

표면형 
(진주) 

‘악센트’ 

상성형 /RXXXX/ /?LLLL/ [ΓHHLL] [LHLLL] ŏoooo 

거성형 /DXXXX/ /LLLLL/ [HHLLL] [HHLLL] ´ooooo 

평 1형 /OXXXX/ /HLLLL/ [HLLLL] 
[HLLLL] 
(두고형) 

óoooo 

평 2형 /OOXXX/ /HHLLL/ [LHLLL] 
[LHHHL] 
(oooóo) 

(전말고형) 

oóooo 

평 3형 /OOOXX/ /HHHLL/ [LHHLL] ooóoo 

평 4형 /OOOOX/ /HHHHL/ [LHHHL] oooóo 

평 5형 /OOOOO/ /HHHHH/ [LHHHH] ooooó 
 

위 표는 이 현상을 겪은 대표적인 방언인 진주 방언과, 그렇지 않은 

보수적인 창원 방언을 대조한 것이다. 여기서 진주 방언은 기저성조형 

층위에서 아예 ‘평 2 형’ ~ ‘평 5 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전말고형’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주 방언의 상성형은 

[LHL0]으로서 전말고형화 현상에 영향받기 전의 ‘평 2 형’과 표면형이 동

일하나, 전말고형화 현상에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악센트’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현상을 단순히 “보편적인 

penultimate accent 의 성립”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율동규칙’으로 설명하

자면 “LH1L”이라는 제약을 설정하면 된다(임석규, 2016:48-50). 

이문규(2011:229)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경상방언의 서남부에서 시작하

여 동쪽과 북쪽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으나, 이토 다카요

시(2015:52-65)는 이 현상이 경상·영동 방언권의 다양한 장소에서 관찰되

며 그 파급 정도도 지역별로 다양함을 지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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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약간 고쳐 “전말고형화”(convergence into the penultimate-high pattern)

로 명명하며, 중요한 관찰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 언어 조사에서 관찰된 성조형을 분석할 때는 위의 표 4 에 

제시된 각 표면형들을 기저성조형으로 역산하였다. 거성형([HHL0]), 두고

형([HL0]), 전말고형(3 음절 이상, [LH0L])은 특징이 뚜렷하므로 쉽게 판별

이 가능하나, 조사지점별로 실현 규칙이 다양한 상성형과, 2 음절어의 미

고형(/HH/ → [LH])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하였다. 

 

3.2. 용언 활용에서의 성조형 변동 

한국어의 용언 활용은 대단히 복잡하다. 교착어의 특성 상 활용형을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은 굴절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실로 다양한 종류의 형태소가 존재하고, 또 형태소 

결합의 순서, 각 형태소의 정확한 기능의 파악,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형

태소의 변화, 어간의 변화 (이른바 불규칙어간) 등 세부적으로는 활용 패

러다임을 복잡하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분절음소 층위에서 나타나는 활용 패러다임의 복잡성에 비하면 초분절

음소(경상 방언에서는 성조) 층위는 차라리 안정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

다. 김차균(2015:313-646)에 의하면 여러 접사 및 어미 형태소에서 성조

의 불안정성이 관찰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간, 선어말어미, 어

말어미의 기저성조들이 먼저 “결합”되어 어절 기저성조형이 성립된 뒤, 

이것이 성조형 실현 규칙에 따라 표면성조형으로 실현되는, 앞에서 논한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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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언 활용의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 

예시) ‘잡-’ {O} + ‘-더-’ {O} + ‘-라’ {X} → (성조형 결합, 중화) /OOX/ 

  → (경상 방언) /HHL/ → (음조형 실현) [LHL] ‘잡드라’ 

 ‘찾-’ {D} + ‘-더-’ {O} + ‘-라’ {X} → (성조형 결합, 중화) /DXX/ 

  → (경상 방언) /LLL/ → (음조형 실현) [HHL] ‘찾드라’ 

※예외) ‘가-’ {O} + ‘-더-’ {O} + ‘-라’ {X} → (대치) /DXX/ (/OOX/) 

  → [HHL] ([LHL]) ‘가드라’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면, 위에 든 “예외”와 같이, 일부 용언에 

한해서 성조형 결합 단계에서 기저성조형이 완전히 바뀌는 현상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문규(2017)에서는 이를 “복수 성조형 어간”으로 분석한 반

면에, 김차균(2015:399-646)은 “변동 xx 어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지칭 대상은 똑같다. 이 현상,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어간은 중세 국

어와 현대 각 방언 – 심지어 음장 방언인 중앙어에서도 대차 없이 관찰

되는, 역사성이 큰 현상으로, 金完鎭(1982), Ramsey(1978, 1986, 1991), 차재

은(1999), 崔桂英(2007) 등 중세 국어를 위주로 한 연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곤 한다. 용언의 활용에서 일어나는 초분절음소의 불규칙적 변화

(어간 기저성조의 변화)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2.1. 1음절 용언 어간의 분류 

앞서 살펴본 한국어 성조체계에 따르면 1음절 용언 어간은 평성, 거성, 

상성의 3가지 종류가 변별되어야 한다. ‘잡다’ /OX/ [HL], ‘찾다’ /DX/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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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다’ /RX/ [H:H]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표면성조는 대구 방언 기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상성형 어간으로 

생각되는 단어들을 모아 놓고 보면 이상한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 

예시는 경상 방언의 것이나, 중세 국어와 영동 방언, 함경 방언 등의 반

사형에서도 거의 같은 기저성조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분절음소 부

분은 편의상 중앙어 어형으로 대체하였다. 

 

(5) 상성형 용언 어간 ‘얻-’과 ‘걷-’의 활용 

예) ‘얻고’ /RX/, ‘얻더라’ /RXX/,  

 ‘얻으면’ /RXX/, ‘얻으려고’ /RXXX/ ‘얻었다’ /RXX/ 

 ‘걷다’ /RX/, ‘걷더라’ /RXX/, (이상 모두 상성형) 

 ‘걸으면’ /OXX/, ‘걸으려고’ /OXXX/, ‘걸었다’ /OXX/ (두고형)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성형이 기본 어형인 것처럼 보이는 

어간들 중 일관되게 상성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얻-’을 비롯한 일부뿐이

고, 대부분의 경우는 위의 ‘걷-’의 경우처럼 삽입모음 ‘-ㅡ-’와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올 경우 기저성조가 평성형으로 변하는 규칙을 따른다. 

‘얻다’류와 ‘걷다’류는 다른 부류인 것이다. 게다가 이 ‘걷다’류에서 상성

형과 평성형이 교체되는 현상은 중앙어 규범에서도 어두의 장단음이 교

체되는 현상으로 반영되어 있다(「표준 발음법」 제 7 항 26; 남기심, 고영

                                                      
26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 1. 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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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014:134-147)27. 

金完鎭(1982:54-56)의 경우 ‘얻다’류는 이른바 “고정적 상성”으로서 가

운뎃점( · )을 사용하여 “l·h”로 표시하고, ‘걷다’류는 “유동적 상성”으로서 

붙임표( - )를 사용하여 “l-h”로 표시하여, 후자를 모음계 접미사가 붙었을 

때 “h” 성분이 뒷 음절로 옮아가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

다. 

鄭然粲(1963), Ramsey(1978:207-224)의 경우 ‘얻다’류와 ‘걷다’류가 나뉜

다는 간단한 사실에서 출발하여, 이 ‘걷다’류에는 ‘ㅅ, ㄷ, ㅂ 불규칙용

언’ 28 과 비음, 반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만이 속하는 점(모음간 연화

                                                      

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이 항목에서 든 예시들이 각각 ‘걷다’류와 ‘얻다’류에 느

슨하게 대응한다. 또 같은 항목에는 피동·사동 접미사에 의해 마찬가지로 장모

음을 가진 용언 어간이 단모음화하는 규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앞서 거

론한 ‘사·피동 접사에 의한 평성화’ (이문규, 2017:135-136, 185-187 등) 현상에 대

응한다. 
27 단, 중세국어의 성조와 중앙어의 장단음 사이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그러하듯

이, 이 현상도 대응관계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28 남기심, 고영근(2014:135)의 다음 기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얻다’류(‘ㅅ, 

ㄷ, ㅂ’규칙용언이 속함)와 ‘걷다’류(‘ㅅ, ㄷ, ㅂ’불규칙용언이 속함)의 차이에 대

한 것이다. 

“‘ㅅ’불규칙용언은 대부분 음장(音長)을 가지고 있으며 ‘ㅅ’규칙용언은 그 반대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ㅅ’불규칙용언이 모음어미와 결합되면 음장은 상실된

다.” 

비슷한 기술이 ‘ㄷ’불규칙용언과 ‘ㅂ’불규칙용언에 대해서도 반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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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ocalic lenition)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 가능)을 발견하고, 이 부류

는 원래 지금의 형태에 ‘ㆍ/ㅡ’ 모음이 추가로 붙어 있는 2음절 어간이었

으며 그 기저성조는 /OX/였다가, 앞에 삽입모음이 붙는 어미에 의한 유

추로 인해 둘째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고 한 음절이 되면서 ‘O + X → R’

의 축약을 겪은 결과라는 대담한 추론을 폈다. 이에 따르면 이 일견 불

규칙해 보이는 활용 패러다임은 실제론 중앙어를 포함한 모든 한국어 방

언이 공유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정음 창제 이전의 국어의 모습을 드

러내 주는 실마리(내적 재구의 대상)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1음절 어간에는 실제로 몇 가지 부류가 있는가? 

Ramsey(1978)는 중세 국어, 함남 방언, 경상 방언 간의 성조 체계 대응

(단, “악센트”로 칭하고 분석함)을 분석한 저서인데, 여기서 1 음절 용언 

어간들을 기저성조 및 그 변화 양상(특히 중세 국어에서의)에 따라 몇 

개의 Class 로 분류하였고, 이 분류체계는 Ramsey(1986, 1991)에서 수정되

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분류체계를 따르기로 한다. 이 분류체계에서는 

‘얻다’류가 “Class 5”로, ‘걷다’류가 “Class 6”으로 표시되었다. 한편 김차균

(2015:313-646)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현대 경상 방언에서의 용언 활용 패

러다임에 따라 비슷한 분류를 수행하였고, “1 음절 고정상성어간, 1 음절 

변동평성어간” 등으로 명명하였는데, 그 결과는 Ramsey(1978:186-233)와 

대체로 일치하나 약간씩의 차이점도 있다. 

먼저 이토 다카요시(2015:47)에서 제시한 표를 필자의 방식대로 약간 

편집하여 여기에 싣는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음영을 넣었다 (음

조는 창원 방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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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에 따른 분류와 그 활용 양상 

부류 ‘-고’ ‘-더라’ 
‘-(으)
면’ 

‘-(으)시
면’ 

‘-(으)려
고’ 

‘-아/어-
ㅆ다’ 

Ramsey 
(1986) 

김차균 
(2015) 

‘잡다’ 
/OX/ 
[HL] 

/OOX/ 
[LHL] 

/OXX/ 
[HLL] 

/OXXX/ 
[HLLL] 

/OXXX/ 
[HLLL] 

/OXX/ 
[HLL] 

Class 1 
평성 
풀이씨 

‘찾다’ 
/DX/ 
[HH] 

/DXX/ 
[HHL] 

/DXX/ 
[HHL] 

/DXXX/ 
[HHLL] 

/DXXX/ 
[HHLL] 

/DXX/ 
[HHL] 

Class 2 
거성 
풀이씨 

‘가다’ 
/OX/ 
[HL] 

/DXX/ 
[HHL] 

/OX/ 
[HL] 

/DXX/ 
[HHL] 

/RXX/ 
[ΓHH] 

/DX/ 
[HH] 

Class 3 
변동 
평성형 
/HM-1/ 

‘서다’ 
/OX/ 
[HL] 

/OOX/ 
[LHL] 

/OX/ 
[HL] 

/OXX/ 
[HLL] 

/OXX/ 
[HLL] 

/DX/ 
[HH] 

Class 4 
변동 
평성형 
/HM-2/ 

‘얻다’ 
/RX/ 
[ΓH] 

/RXX/ 
[ΓHH] 

/RXX/ 
[ΓHH] 

/RXXX/ 
[ΓHHL] 

/RXXX/ 
[ΓHHL] 

/RXX/ 
[ΓHH] 

Class 5 
고정 
상성 
풀이씨 

‘걷다’ 
/RX/ 
[ΓH] 

/RXX/ 
[ΓHH] 

/OXX/ 
[HLL] 

/OXXX/ 
[HLLL] 

/OXXX/ 
[HLLL] 

/OXX/ 
[HLL] 

Class 6 
변동 
상성 
풀이씨 

‘앉다’ 
/OX/ 
[HL] 

/OOX/ 
[LHL] 

/OOX/ 
[LHL] 

/OOXX/ 
[LHLL] 

/OOXX/ 
[LHLL] 

/OXX/ 
[HLL] 

Class 7 - 

 

Class 6, Class 7 어간의 경우에는 그 어간 성조 대치가 일어나는 조건이 

어미의 삽입모음 ‘ㅡ’ 및 ‘-아/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

지만, Class 3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표 5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Class 4 는 원래 중세 국어에서는 Class 3 과 거의 동일한 (심하게 

불규칙적인) 활용을 하였고 다른 모든 부류와 달리 모음으로 끝나는 어

간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였지만, 현대 경상 방언에서는 위 표처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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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언(Class 1)에 가까운 활용을 하도록 바뀐 어휘 부류이다. 이 Class 3, 4

의 활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안 되는 이 부류의 어간들뿐

만 아니라 용언 어미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연구 주제를 좁히기 위

해 “Class 3, Class 4” 어간에 집중하고, “Class 7” 어간은 제외하였다. 2음절 

어간에 대해서는 Ramsey(1986, 1991)의 “Class 8”, 김차균(2015)의 “2 음절 

변동평성어간” ‘모르다’류 29 등의 흥미로운 주제들이 있으나, 역시 연구주

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김차균(2015:42-59)은 앞에서 언급한 기저성조형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 

특수한 음조형들을 관찰하고 이를 “음거형, 음상형” 등으로 명명하고 있

는데, 그 존재 여부와 음조형 실현 규칙은 방언(심지어는 개인방언)별로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동사 어간 중에서는 ‘얇

-, 젊-, 도지-’ 등 고정형으로서 관찰되는 것도 있고, ‘나가다’류, ‘나서다’류

처럼 활용형 중 일부에서만 관찰되는 것도 있다. 역시 본고에서는 자세

히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나가다’류, ‘나서다’류는 모두 ‘가다’류와 

‘서다’류 용언끼리 조합된 합성어라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29 김차균(2015)에서 “누르-”(壓)는 완전히 상성형 어간인 것으로 서술되었다. 그

러나 이문규(2017:11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세국어에서는 어간성조 대치가 

일어나며, 필자의 개인방언에서도 “모르-”와 동일한 불규칙적인 어간성조 변화

가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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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가다’류, ‘서다’류 용언과 용언 어미들의 관계 

‘가다’류와 ‘서다’류 용언의 난잡한 성조 변동 양상에 대해서는 중세 

국어의 방점을 연구한 학자들이 일찍부터 주목해왔다. 먼저 金完鎭

(1982:57-61)의 경우, 이러한 어간들은 “후의적(後倚的) 성조 λ(람다; =l*)”

라는 개념을 만들어 처리하고, 어미들은 이 어간들을 거성화하는 힘이 

있느냐에 따라 강어미(强語尾)와 약어미(弱語尾)로 분류하여, 이 분류는 

어미의 기저성조나 분절음소 등을 통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지적

하였다. 약어미로는 ‘-���/을’, ‘-��리/으리’, ‘-���/은’, ‘-��니/으니’, ‘-��며/으며’, 

‘-고’, ‘-다’, ‘-게’ 등을, 강어미로는 ‘-��시/으시-’, ‘-��-’, ‘-���-’, ‘-아/어’ 등을 

나열하였다. 또 이 어간들이 복합 용언에서 앞쪽에 올 경우 거성이 된다

는 사실, 의도형의 ‘-오/우-’와 결합할 경우 어간의 평성과 ‘-오/우-’의 거

성이 결합하여 상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오/우

-’와의 결합형의 경우, 이토 다카요시(2015:49)는 경상 방언에서 ‘-려고’ 

형태가 ‘상성 강어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 ‘-오/우-’ 결합형의 상성

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Ramsey(1978:192-200) 30  역시 이 현상을 다루었는데, 먼저 위의 金完鎭

                                                      
30 앞서 말했듯이 Ramsey(1978)에서 수립된 1음절 용언 어간 Class 분류는 

Ramsey(1986, 1991)에서 수정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다’류는 전자에서

는 “Class 4”, 후자에서는 “Class 3”이라 되어 있고, 반대로 ‘서다’류는 전자에서는 

“Class 3”, 후자에서는 “Class 4”라 되어 있다. 본고는 후자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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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57-61)31을 인용한 뒤, 약어미를 “Class A”, 강어미를 “Class B”라 고

쳐 불렀다 32. 이 Class B 어미에는 다음 6가지 형태소로 시작되는 어미만

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거-’(회상법), ‘-��-’33 , ‘-��시/으시-’(높임), ‘-����

-’(격식), ‘-더-’(회상법), ‘-아/어’(부정법)이다. 이 중 앞쪽의 4개는 첫 음절 

기저성조가 평성, 뒤쪽의 2 개는 기저성조가 거성이다. 또 함남 방언과 

경상 방언에서는 ‘-다가’(전환), ‘-ㄴ다’(진행 서술; 자음 뒤에서의 ‘-는다’

와 동일), ‘-네’(비격식 직설법 서술)도 Class B에 들어가는데, 중세 국어에

서 ‘-ㄴ다’는 Class A 에 속한다. 한편 그는 함남 방언에서 ‘-아/어-’ 등 소

수의 어미에 의해서만 측성화되는 어간인 Class 4 를 따로 세웠는데, 이 

어간들이 중세국어에서는 더 많은 어미들과 측성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작게 언급하였다. 그는 Class 3에는 (중세의) ‘가-’, ‘나-’, ‘두-’, ‘보-’, 

‘사-’(買), ‘오-’, ‘자-’(眠), ‘주-’, ‘��-’(爲), ‘하-’(多)를, Class 4에는 (함남 방언

의) ‘서-’, ‘켜-’(불을), ‘펴-’, ‘지-’(짐을)를 꼽았다. Class 3과 Class 4는 모두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들인데, ‘가다’류(Class 3)의 어간들은 모음 ‘ㅏ, ㅗ, 

                                                      
31 그가 실제로 인용한 것은 이 책의 1973년에 출간된 초판본이나, 독자의 편의

를 위해 제 2판으로 대신해둔다. 
32 이 책에서는 이 용어가 전혀 다른 용도로 또 한 번 등장한다. 흥미롭게도 이 

‘다른 용도의 Class B’의 구성원은 ‘Class 3에 대한 Class B 어미’의 구성원과 겹

친다. 
33 Ramsey(1978)는 “processive”(진행상)이라 하였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현재” 어미라고 되어 있다. 남기심, 고영근(2014)은 ‘-느-’를 “직설법”으로서 회

상법의 ‘-더-’와 대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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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 ㆍ’로, ‘서다’류(Class 4)의 어간들은 모음 ‘ㅓ, ㅣ’로 끝나는 상보적인 

분포를 가진 것으로 관찰하였다. 

Ramsey(1978)는 ‘가다’류와 ‘서다’류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취급하였지

만, 후속 연구들은 중세국어에서는 ‘서다’류 어간들 또한 ‘가다’류와 같

은 성조 변화가 일어나며, 이 둘이 갈라진 것은 현대 방언들에서뿐이라 

하였다. Ramsey(1991:232-235)는 이 두 부류가 중세국어에서는 매우 유사

한 성조 변화를 보이며, 단지 접사 ‘-거-’가 Class 3 어간은 거성으로, 

Class 4 어간은 평성으로 실현시킨다는 서술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후쿠

이 레이(福井玲) 교수는 2006 년의 발표에서 이 ‘-거-’에 대한 내용은 영

인본을 오독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崔桂英, 2007:37). 차재은(1999), 崔

桂英(2007)과 이토 다카요시(2015:50) 등은 모두 중세어에서는 Class 3 과 

Class 4의 구별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한다. 

차재은(1999)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Class 3/4 (‘��-’라고 칭하였음) 어간

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뒤, 본고와 달리 기저성조가 거성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설명이라고 판단하였다. 활용형을 거성으로 실현되게 

만드는 어미를 I류 어미, 평성으로 실현되게 만드는 (“어간 성조 하강”으

로 칭함) 어미를 II 류 어미로 칭하였는데, 그 분류는 Ramsey(1978:198-

199)보다 상세하다. 거성형을 만드는 어미로 Ramsey(1978:199)의 6 개 말

고도 어미 ‘-다가, -도다’를 추가하였고, 평성형을 만드는 어미로는 ‘-게/에, 

-긔/의, -고/오, -고져/오져, -다, -디’ 등의 어미와, 매개모음 ‘-��/으-’를 수반

하는 어미로 ‘-으니, -으리, -은, -을, -으며, -으면’(이상 모두 양성 이형태 ‘-

��-’를 생략함)을 나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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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다카요시(2015)는 자신이 경상도 각지에서 수행한 언어조사 자료

를 활용하되 그 결과를 최대한 통시적으로 통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Ramsey(1978, 1986, 1991)의 용언 분류를 연구의 기본으로 삼고 여기

서 파생되는 여러 연구주제들을 다뤘는데 Class 3과 Class 4의 분화 문제

도 그 중 하나이다. 

그는 중세국어의 어형이 보존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측성화 현상의 빈

도가 높은 Class 3 을 각 용언들의 원래 모습으로, 측성화 현상의 빈도가 

낮은 Class 4를 개신 형태로 간주하고, Class 3 > Class 4 변이의 끝은 더 이

상 어떤 어미도 측성화 현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 즉 Class 1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Class 4 에는 ‘사-, 서-, 지-, 이-’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중 ‘사-’는 Ramsey(1978)에서 ‘가다’류(Class 3)로 분류했

던 어간이다. 또 Class 3/4 어간이 Class 1로 변한 예시로 ‘펴-, 켜-, 쏘-’를 

들었다. Class 4는 다시 세분하여 측성화 현상의 빈도에 따라 “4a”(-CX 거

성 강어미(김차균(2015:614)의 “씨끝 II, IV”에 해당)가 측성화를 일으키지 

않으나, 다른 강어미들은 측성화를 일으킴)부터 “4d”(오로지 -아/어 X (“씨

끝 I”) 중에서 명령형을 뺀 나머지 어미만이 측성화를 일으킴)까지로 명

명하였다. ‘가-, 자-, 나-, 오-, 누-, 주-, 보-, 하-’는 모든 조사대상 방언에

서 Class 3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사-, 서-, 지-, 이-’는 상주시

와 봉화군에서 Class 3, 나머지 조사대상 시군에서는 대개 “4a” 또는 “4c”

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는 이 결과를 통해 Class 3 > Class 4라

는 개신 현상의 전파 정도를 시군별로 파악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그 개

신 현상의 진원지와 전파 방향을 분석하였다. 

그의 조사 결과에서 산청 방언은 ‘서-, 지-, 이-’ 등 Ramsey(197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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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4 로 분류한 어간들은 “4c” 단계(명령형을 포함한 -아/어 X(“씨끝 I”) 

어미들만이 측성화를 일으킴)이고, Class 3으로 분류되었던 ‘사-’는 “3~4a”

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고에서 ‘사-, 두-’ > ‘지-’ > ‘서-, 펴-’의 순으로 측

성화 현상의 빈도가 높은 것을 관찰한 것과 비슷해 보이나, 두 조사가 

사용한 질문지가 크게 달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논하기 곤란하다.34 

김차균(2015)은 앞서 언급한 연구들이 주로 통시적인 관점을 취한 데 

반해 본인의 개인방언과 언어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저하게 공시적인 서

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그는 Ramsey(1978)가 중세국어

와 함남 방언 자료에 주로 의존한 데 비해, 경상 방언 자료만을 가지고 

1 음절 어간 용언(풀이씨로 칭함)의 분류를 수행했고, 그 결과물은 (비록 

Class 7 ‘앉다’류가 제외되긴 했지만) Ramsey(1978:186-233)의 분류와 거의 

같다. 그의 분류는 표 5 에 병기되어 있다. 그는 현대어의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류를 수행했으므로 ‘가다’류(Class 3; “변동평성형 /HM-1/”로 명

명)와 ‘서다’류(Class 4; “변동평성형 /HM-2/”로 명명)가 경상 방언에서 분화

되어 있는 정황과, 이 어간들의 성조에 접사와 어미(씨끝으로 칭함)가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서술할 수 있었다. 

Ramsey(1978)는 ‘가다’류(Class 3)의 어간들은 모음 ‘ㅏ, ㅗ, ㅜ, ㆍ’로, 

‘서다’류(Class 4)의 어간들은 모음 ‘ㅓ, ㅣ’로 끝나는 것으로 관찰하였는

                                                      
34 참고로 이토 다카요시(2015)가 섭외한 산청 방언의 자료제공인은 산청군 산청

읍 출신이라 되어 있는데, 법정리나 마을 단위의 주소가 써 있지 않아서 본 연

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주요 시가지나 교통로로부터의 거리’를 알 수 없었다. 

 



 

53 

데, 김차균(2015:613-638)의 관찰 내용은 약간 다르다. 그는 ‘가다’류에 

‘가-, 나-, 자-, 누-, 두-(置 및 중앙어의 ‘주-’), 주-, 뿌-(조동; 중앙어의 ‘버

리-’) 35 , 오-, 보-, 사-, 하-, 카/커/쿠-(云)’뿐만 아니라 ‘지-’(落, 日沒, 負)도 

포함된다고 했으며, 또 ‘서다’류에 ‘서-, 이-(戴), 지-(落, 日沒, 負), 시-(酸), 

쓰/씨-(書), 써/씨-(중앙어의 ‘켜-’)’뿐만 아니라 ‘사-, 두-’도 포함된다고 했

다. ‘사-, 두-, 지-’는 두 부류에 속하는 형태가 모두 관찰되는 양쪽성 어

간인 것이다.36 

김차균(2015:613-638)은 어미 분류를 매우 상세하게 하고 약간의 변이

형의 여지를 남겨둔 점에서도 다른 연구들과 다르며, 공시적 연구의 장

점을 보여준다. 그는 “씨끝 I”에서 “VI”까지로 어미들을 분류하였는데 그 

상세는 아래 표 637과 같다. 

 

                                                      
35 중앙어에서 2음절 어간에 해당하는 ‘버리-’가 이 연구에서 ‘가다’류에 들어갔

다는 점이 흥미롭다. 어쩌면 Class 3 용언의 생성 과정에 대해 또다른 시각을 보

여줄지도 모른다. 애석하게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사가 곤란하여, 김차균(2015)

에도 활용어형들이 나와 있지 않고 본 연구에서도 조사하지 못했다. 참고로 어

원인 ‘버리-’는 두고형 {OX-}이다. 
36 김차균(2015)의 해당 부분은 총 5개의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것이나, 이 ‘양쪽

성’ 어간들은 방언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별 화자들이 분명히 복수 응답을 했

다. 그러나 본 연구의 언어조사에서는 복수 응답을 피하고 화자가 맨 처음 떠올

린 성조형을 최대한 존중하였다. 
37 원문은 그의 (수정된) 방점법에 따라 어미들의 기저성조가 표시되어 있으나 

생략하였다. 더군다나 어미들의 기저성조는 복수 형태를 보이는 일이 왕왕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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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김차균(2015:614)의 어미 분류 

분류 소속 어미 특징 

씨끝 I {아, 어}형 씨끝 ‘가다’, ‘서다’류 필수적 거성화 

씨끝 II 안맺음씨끝; -ㅂ, -더, -는; 
맺음씨끝; -거나, -거등, -
거라, -구나, -네, -나, -노, -
는, -든지 

‘가다’류만 거성화 

씨끝 III -ㄴ ‘가다’, ‘서다’류 수의적 거성화 

씨끝 IV 안맺음씨끝; -시, -십; 
맺음씨끝; -소, -이소, -요 
{서술, 의문} 

‘가다’류는 필수적 거성화, ‘서다’
류는 수의적 거성화 

씨끝 V -ㄹ라 ‘가다’류는 필수적 상성화, ‘서다’
류는 저빈도로 상성화 

씨끝 VI 씨끝 I ~ V를 제외한 다
른 씨끝들 38 

어간 성조를 평성으로 유지 

 

씨끝 III ‘-(으)ㄴ’은 다른 연구들에서 대개 평성형을 만드는 어미로 분류

되어왔던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느)ㄴ다’ 어미는 조사자료에서 

‘가다’류만 거성화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위 표에서 “씨끝 II”의 ‘-는

-’에 해당되는 것인지 “씨끝 III”의 ‘-ㄴ’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호하다 (양

쪽 모두 예시에 없다). 이 때문에 경상 방언에서 평서문의 가장 기본적

인 문형으로 쓰이는 어미인 ‘-(느)ㄴ다’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음

은 애석한 일이다. 이 목록에는 또한 ‘-다가’가 누락되어 있는데, 조사자

                                                      

38 실제 조사자료엔 ‘-다, -고, -기(-), -니(까(네))/이(께네)/��/ㅇ게, -네, -머/먼/모/몬, -

자, -지(만), -겄/겠-, -ㄹ, -ㄹ데없다, -ㄹ끼다’ 등이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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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검토해보면 ‘씨끝 II’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재은(1999)

도 거성형을 만드는 어미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지 작성 작업은 김차균(2015:613-638)의 기술에 크게 의

존하였는데, ‘가장 전형적인 현대 경상 방언’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했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다’류와 ‘서다’류는 중세국어에서 하나의 집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만, 본 연구에서는 둘의 구별이 어느 정도 오래된 현상인 것으로 간주하

였다. 왜냐하면 Ramsey(1978)의 관찰대로라면 이 구별은 어간 모음이라

는 특수한 분화 조건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이 조건을 어기는 ‘사-’ 등

도 김차균(2015)에 의하면 양쪽성이며, 본 조사에서는 Ramsey(1978)의 분

류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상 방언과 함남 방언에서 서

로 잘 대응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토 다카요시(2015:105-108)는 이 

‘Class 4 화’가 강릉시에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회’

나 ‘동북방언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웠지만, 입증하기 곤란하

다. 

 

3.3. 조사지 작성 

조사는 크게 불변화어와 동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명사는 가능한 한 조사 ‘를’(거성형 조사), ‘에다가’(거성형 조사; 조사 

‘에’의 특수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함), ‘하고’(평성 1형 조사 (HL형))를 붙

여 반복하였다. 동사의 굴절형은 하나의 굴절어미에 대해 서로 다른 단

어들을 몰아서 조사하고, 그 굴절어미의 조사가 끝나면 다음 굴절어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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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앞서 조사한 단어들을 다시 대입해서 조사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

하였다. 

불변화어 부분은 주로 해당 자료제공인이 가진 성조체계의 얼개를 파

악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로, 특히 상성형의 표면성조형과, 평성형의 전말

고형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나, 조사결과의 왜곡을 방지하

기 위해 조사지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다소 희석시켰다. 조사지에 올리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김차균(2015)은 막대한 양의 어휘에 대

해 기저성조(자료제공인에 의한 조사와 내성 조사를 종합한 것)를 제시

하고 있으며, 이는 거성형, 상성형, 평측 n 형의 각 형태 등 성조형에 따

라 따로 배열되어 있다. 이 중에서 200 개 단어를 선정하였는데(표 7), 일

단 조사대상인 거성-상성형 구분과 “중고형”, “미고형” 위주로 선정하되, 

다른 성조형을 골고루 섞어 넣고, 분절음 동음이의어(성조에 의해 변별

되지 않는 경우에도)가 되도록 많이 선정되도록 하였다.39  선정된 단어들

은 성조형을 섞기 위해 가나다순의 역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이는 경상 

방언이 (전라 방언, 충청 방언과 달리) 어두 자음의 자질과 음조형 간의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다. 40  이 표에서 (1)과 (2)로 표시한 어휘

는 김차균(2002b, 2015)에서 복수 성조형으로 나타난 것이다. 

                                                      
39 예를 들어, ‘해’라는 음절로 된 3개의 동음이의어(각각 ‘태양, 연도, 손해’)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 ‘태양, 연도’는 성조로써 변별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며 어원상으로도 사실상 동계어이나, 조사지에는 따로 실었다. 
40 김차균(2015:87)은 진주 방언에서 된소리로 시작하는 상성형 단어의 음조형이 

거성형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을 보고하였으나, 이번에 사용한 조사지에는 해당

하는 단어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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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사대상 불변화어 200단어 

〈1음절어〉 

성조형 표기 선정대상 

상성형 /R/ 

해(害), 줄(공구), 종(奴婢), 이(李氏), 이(二), 양(量), 
솔(刷), 손(孫), 섬(島), 벌(蜂), 배(倍), 밤(栗), 발(簾), 
매(鷹), 말(語), 딸(=딸기), 돌(石), 눈(雪), 골(골풀), 골
(谷), 간(肝) 

거성형 /D/ 

해(年), 해(日), 피(血), 팔(八), 톱(鋸刀), 키/치(箕), 키
(身長), 침/춤(唾液), 줄(線), 저(지시형용사), 저(箸), 
이(齒), 이(蝨), 솔(松), 손(手), 섬(곡식자루), 상(賞), 
삼(麻), 빛(光), 빗(梳), 비(雨), 복(福), 벌(罰), 배(腹), 
배(船), 밤(夜), 발(足), 모(方), 매(鞭), 말(수생식물), 
말(곡식통), 딸(女息), 달(月), 눈(眼), 낮, 낫(鎌), 날
(日), 날(刃), 골(腦), 강(江), 간(음식의) 

평성형 /O/ 

팔(腕), 침(鍼), 종(鐘), 저(1 인칭대명사), 양(羊), 손
(客), 상(床), 삼(蔘), 삼(三), 빚, 비(碑), 복(복날), 배
(梨), 모(苗), 말(馬), 닭/달, 꼴, 강(姜氏) 

 

〈2음절어〉 

상성형 /RX/ 
아래(그저께), 소똥/쇠똥, 배추/배차, 대추, 구렁이 
“구리”, 가마 “가매”(乘) 

거성형 /DX/ 
파리(蠅), 일기(日記), 시삐(=만만히), 습관/식간, 소젖, 
새끼(繩), 모레(明後日), 강물 

평 1형  
(두고형) /OX/ 

허물(缺陷), 톱니, 집안(一家), 종이, 조기 “조구, 조
오”, 우리(籠), 오늘, 안주(=아직), 안주(술안주), 아래
(下), 술병(病), 소죽/쇠죽, 새끼(동물), 벼슬(닭벼슬), 
벼슬(관직), 바지, 바둑, 바닥, 모래, 대구(大邱市), 대
구(물고기), 구리(銅), 고기/개기(魚, 肉), 겨울,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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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무, 가마 “가매”(머리의), 가마 “가매”(釜) 

평 2형  
(미고형) /OO/ 

허물(뱀의), 통시(뒷간), 채비/차비(準備), 차비(車費), 
집안(家內), 중복(中伏), 자루(손잡이), 자루(袋), 우리
(1 인칭대명사), 술병(甁), 서답(개짐), 삼밭/삼포(인삼
밭), 삼밭(麻田), 마음, 마을, 뒷간, 다리(橋), 다리(脚), 
나무, 고추(채소), 강변 “깽빈”, 감자/감재, 가루/가리
(粉) 

 

〈3음절어〉 

상성형 /RXX/ 진달래(2), 소고기, 고구마 

거성형 /DXX/ 빼다지(서랍), 물이끼(2) 

평 1형  
(두고형) 

/OXX/ 바느질(1) 

평 2형  
(전말고
형) 

/OOX/ 

훌칭이(쟁기), 회초리, 호드기 “해때기, 홀때기”, 토
끼 “토깽이, 토깡이”, 염소 “얌생이”, 소죽통, 서답
줄(빨랫줄), 바느질(2), 물이끼(1), 몽둥이, 메기 “메
거지, 메에기”, 떠빙이/떠벵이(=멍청이), 돌덩이, 다
래끼(바구니), 다래끼(눈병), 꾀꼬리, 길가 “질까아”, 
구렁이, 구덩이 “구디기, 구딩이”, 개구리 

평 3형  
(미고형) 

/OOO/ 
팔다리, 진달래(1), 술고래, 산나물, 산골짝, 밭고랑, 
떡시루, 돌다리, 대마디, 겨드랑이 “제트랑, 저드랑, 
저지랑”, 가을꽃, 가마솥 

 

〈4음절어 이상〉 

상성형 /RXXX/ 고구마순 

거성형 /DXXX/  

평 1형  
(두고형) 

/OXXX/  

평 2형 /OOXX/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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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3형 /OOOX/ 

흙투성이, 피투성이, 파뿌리 “파뿌레기, 파뿌링
이”, 집찌끼미(집안의 구렁이), 오늘내일, 산만대
이(산꼭대기), 문화생활, 닭새끼 “달구새끼”, 가을
하늘/가실하늘, 가을걷이  

평 4형  
(미고형) 

/OOOO/ 

살구나무, 버드나무, 배추이파리 oooox, 바지저고
리 oooox, 대추나무, 나무다리, 고구마줄기 oooox, 
겨드랑밑 “제트랑밑, 게드랑밑, 저드랑밑”, 가을
바람 

 

동사 부분의 조사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먼저 김차균(2015:614)

에서 제시한 분류법에 따라 어미들을 분류하여, 6 개의 어미군에서 총 13

개의 어미를 골고루 선정하였다. 이토 다카요시(2015)에서 명령형 ‘-아/어

라’를 별개로 취급하였으므로 마찬가지로 포함시켰다. 조사대상 동사어

간은 김차균(2015), Ramsey(1978), 이토 다카요시(2015) 등에서 ‘가다’류 

및 ‘서다’류에 속하는 것으로 제시된 것들을 모았고, 여기에 Ramsey(1978, 

1986, 1991)에서 제시한 1음절 동사어간 ‘Class’ 분류에서 각 Class별로 대

표로 삼을 수 있는 어간을 추가하고, 또 김차균(2015:50-59)에서 ‘음상성, 

음거성’으로 명명한 특수한 음조형을 보이는 어간들과, 또다른 특이현상

을 보이는 어간인 ‘모르-’를 추가하였다. 반면에 형용사는 상당수의 어미

와 결합이 곤란하므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8. 조사대상 어미 13종 

김차균

(2015:614) 
선정한 어미 특징 

씨끝 I -았/었다, -아/어라(명령) ‘가다’, ‘서다’류 필수적 거성화 

씨끝 II -(스)ㅂ니다, -더라, -나(의 ‘가다’류만 거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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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균

(2015:614) 
선정한 어미 특징 

문) 

씨끝 III -(으)ㄴ사람, -(으)ㄴ것 ‘가다’, ‘서다’류 수의적 거성화 

씨끝 IV -(으)이소 ‘가다’류는 필수적 거성화, ‘서다’
류는 수의적 거성화 

씨끝 V -(으)ㄹ라, -(으)ㄹ라꼬 ‘가다’류는 필수적 상성화, ‘서다’
류는 저빈도로 상성화 

씨끝 VI -기는, -겠습니다, -(으)면 어간 성조를 평성으로 유지 
 

표 9. 조사대상 동사어간 32종 

Class별 대표어간 특수어간 ‘가다’류(C3),  
‘서다’류(C4) 

잡-, 먹- (C1) 
찾-, 쓰-(用) (C2) 
가- (C3) 
서- (C4) 
얻- (C5) 
걷- (C6) 
앉- (C7) 
보내- (OO) 
붙이- (OX) 
기다리- (OOX) 

모르- (“H2
L류”) 

나가-, 나오-, 가보-  
(“H2

L-1류”) 
나서- (“H2

L-2류”) 

‘가다’류: 가-, 보-, 오
-, 하-(爲), 카-(云), 나-
(出), 자-(眠), 주-, 누- 
양쪽성: 사-, 두-, 지-

(짐을) 
‘서다’류: 서-, 쓰-(書), 
켜-/써-41, 펴- 

 

                                                      
41 중세어에서 ‘당기다’의 의미를 가진 “ᅘᅧ다”가 어원으로, 현대 방언에서는 

대체로 ‘불을 켜다’, ‘누에고치에서 실을 써다’(당겨뽑다)로 분화된 것으로 간주

하고 조사하였다. 그러나 “써-”의 경우 모든 조사지점에서 “쓰-”(用, Class 2)에 완

전히 합류된 것으로 관찰되었기에, 조사결과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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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균(2015)에서 “HM-1 류”, “HM-2 류”에 모두 포함되는 양쪽성을 보인 

것으로 표시된 세 어간은, Ramsey(1978, 1986, 1991)에서는 ‘사-, 두-’가 

Class 3(‘가다’류), ‘지-’가 Class 4(‘서다’류)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Class 3과 

4의 분화 조건이 모음에 있다고 한 그의 주장과 일치한다. 

김차균(2015:50-59)에서 “음거형”으로 제시된 ‘나가-, 나오-, 가보-, 나서

-’는 모두 ‘가다’, ‘서다’류 어간들로 이뤄진 합성어간이라는 공통점이 있

으므로, 그 어간의 성조가 독특하게 변이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향양리 향양마을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 “켜-”는 “캐-”

(작물을)와 뒤섞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나

-”(出)와 “누-”는 누락되었다.  



 

62 

4. 각 지역어의 성조 기술 

이 장에서는 각 조사지점의 조사결과를 기술한다. 불변화어 부분의 경

우, 조사 결과의 중요성에 비해 조사자료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관찰된 

사실만을 기술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휘의 기저 성조는 기존 연구에 

서술된 경상 방언 성조 자료와 다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유추로 인한 

기저 성조 변동도 극히 드물었다. 기존 연구들에 정리된 경상 방언의 성

조형 실현 규칙 42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또한 

경상 방언과 영동 방언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된 ‘전말고형화’

의 영향 하에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규칙은 표면성조형을 매우 단

순화(여러 다른 기저성조형의 합류)시키는 성질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조사지점별로 서술한다. 

동사 부분은 측성화 현상이 일어나는 빈도를 통계의 형태로 정리한다. 

단, 김차균(2015)에서의 “씨끝 VI”에 해당하는 어미들의 경우, 선행연구에

서도 조사결과에서도 측성화 현상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는 어미이므로, 

결과 정리에서 제외한다 43 . 측성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어절은 모든 

조사지점의 거의 모든 어절에서 전말고형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금

서면 향양리의 경우 “기다리드라 [LHLLL, LHHLL]”의 경우처럼 소수의 

                                                      
42 다만 상성형의 실현 규칙은 지방별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

에서도 각 조사지점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뒤에 상술한다. 
43 그러나 이 어미군에 대한 조사 자료가 쓸모 없지는 않았다. 아래에 논했듯 

‘쓰-(書)’와 ‘써-’가 유추로 인해 완전히 거성 어간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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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관찰되었다. 

일부 동사어간은 다른 어간과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보였는데, 쓰다

(用)(Class 2)에 유추된 쓰다(書)와 써다(누에고치의 실을 당겨뽑다)(모두 

Class 4)44 , 하다(爲)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 카다(云)이다. 이들은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4.1.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 

모든 상성형 어절의 표면음조형은 [HHLn]로 관찰되었다. 즉, 상성형의 

음조는 거성형에 완전히 합류하였다. 기존연구에서 관찰되었던 어두음절

의 장단 구별 역시 사실상 사라져, 최소변별쌍이 동음이의어로 합쳐져 

있었다. 

평성형의 전말고형화는 비교적 뚜렷하나 예외도 존재하였다. 특히 명

사에 어미 ‘-에다가’가 붙는 경우 기저성조형이 유지되는 경향이 컸다 

(예: 흙투성이-에다가 {HHHL+LLL} [LHHLLLL]). 

아래 표 10은 용언 활용형의 성조형을 통계로 표시한 것이다. 칸 안의 

숫자는 ‘측성화’가 일어난 빈도를 표시한 것으로, 예를 들어 2/3 으로 표

시된 경우 그 칸에 해당하는 3 가지의 조사대상 어형 중 2 개는 측성형

(거성형이나 상성형)으로, 1 개는 평성형(두고형이나 전말고형 등)으로 나

                                                      
44 ‘가다’류, ‘서다’류에서 모두 평성으로 나타나야 할, 김차균(2015:614)의 “씨끝

VI” 어미가 붙은 형태들이 모두 거성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간 기저성조가 

완전히 거성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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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음을 의미한다. 다른 유사한 표들도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표 10.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의 동사 활용형 조사 결과 

어간 

씨끝 I 
‘-았/었다’,  
‘-아/어라’ 

(명령) 

씨끝 II 
‘-ㅂ니다’,  
‘-더라’, ‘-
나’(의문) 

씨끝 III 
‘-ㄴ사람’,  
‘-ㄴ것’ 

씨끝 IV 
‘-이소’ 

씨끝 V 
‘-ㄹ라’,  

‘-ㄹ라꼬’ 

‘가-’ (C3) 1/2 (갔다) 3/3 0/2 0/1 2/2 

‘보-’ (C3) 0/2 3/3 0/2 1/1 2/2 

‘오-’ (C3) 2/2 3/3 0/2 1/1 2/2 

‘하-’, ‘카-’ 
(C3) 

0/2 3/3 1/2 0/1 2/2 

‘나-’ (C3) - - - - - 

‘자-’ (C3) 2/2 3/3 1/2 1/1 2/2 

‘주-’ (C3) 0/2 3/3 0/2 1/1 2/2 

‘누-’ (C3) - - - - - 

‘두-’ (C3, 
양쪽성) 

0/2 3/3 0/2 0/1 2/2 

‘사-’ (C3, 
양쪽성) 

2/2 2/3 0/2 0/1 2/2 

‘지-’ (C4, 
양쪽성) 

2/2 1/3 0/2 0/1 1/2 

‘서-’ (C4) 1/2 (서라) 0/3 0/2 0/1 0/2 

‘펴-’ (C4) 0/2 0/3 0/2 0/1 0/2 

‘켜-’ (C4) - - - - - 
 

‘모르-’, ‘나가다’류, ‘나서다’류의 특수 2음절어간 5종은 대체로 평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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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으로 관찰되었으나, ‘몰랐다, 몰라라 [HHL]’(측성형), ‘나갔다, 나왔다, 

나섰다 [LHH]’(전말고형화의 예외), ‘나설라꼬, 나오기는, 나서기는, 가보

기는 [LHLL]’(전말고형화의 예외)에서 독특한 활용을 보였다. 이 중 

[LHH] 음조형을 나타내는 어형들은 김차균(2015:42-59)에서 몇몇 방언에

서 “음거형”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어형들이다. 이 방언에서는 이 [LHH] 

음조형이 음거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4.2.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이 조사지점에서 상성형은 독특한 음조형을 보였다 (아래의 그림 10과 

그림 11 을 비교). 기존에 알려진 산청군 형태인 [H:HLn]형, 진주시에서 

발생한 개신형으로 알려진 [LHLn]형과는 다른 형태로, 음성적 인상은 진

주의 [LHLn]형과 유사하나, 첫 음절이 약간 길게 끌면서 상승을 보여주

었다. 상승조임을 표기에 반영하면 [RHLn] 로 표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표기는 첫 음절이 높게 출발하면서 살짝 위로 치켜올라가는 음조형인 경

북 내륙지방의 상성형과 중복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김차

균(2015), 이문규(2011) 등에서는 음장을 글자 밑 쌍점으로 ( ̤ ), 음의 상

승을 글자 위의 반고리로 (˘) 표현하여 [M̤̆], [L̤̆] 같은 표기 조합을 만든 

바가 있는데, 이를 차용한다면 [L̤̆HLn] 로 표기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

한 표기 방식은 널리 쓰이지 않고 표준적이지 않으며 보기에 복잡하므로, 

일단은 [RHLn]의 형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평성형의 전말고형화 현상은 매우 뚜렷하여 예외가 없었다. 두고형 

[HLn]을 제외하고 평성으로 시작하는 모든 3 음절 이상의 어절은 [LHN-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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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 형으로 합류하였다. 

 

그림 10. 단성면 강누리의 ‘얻을라꼬’ 스펙트로그램 (위: 강조된 발화, 아

래: 차분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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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의 동사 활용형 조사 결과 

어간 

씨끝 I 
‘-았/었다’,  
‘-아/어라’ 

(명령) 

씨끝 II 
‘-ㅂ니다’,  
‘-더라’, ‘-
나’(의문) 

씨끝 III 
‘-ㄴ사람’,  
‘-ㄴ것’ 

씨끝 IV 
‘-이소’ 

씨끝 V 
‘-ㄹ라’,  

‘-ㄹ라꼬’ 

‘가-’ (C3) 1/2 (갔다) 3/3 0/2 1/1 0/2 

‘보-’ (C3) 0/2 3/3 0/2 1/1 0/2 

‘오-’ (C3) 1/2 (왔다) 3/3 0/2 1/1 0/2 

‘하-’, ‘카-’ 
(C3) 

0/2 3/3 0/2 1/1 0/2 

‘나-’ (C3) 2/2 3/3 0/2 1/1 0/2 

‘자-’ (C3) 1/2 (잤다) 3/3 0/2 1/1 0/2 

‘주-’ (C3) 0/2 3/3 0/2 1/1 0/2 

‘누-’ (C3) 0/2 3/3 0/2 1/1 0/2 

‘두-’ (C3, 
양쪽성) 

0/2 3/3 0/2 1/1 1/2 

‘사-’ (C3, 
양쪽성) 

1/2 (샀다) 0/3 0/2 1/1 0/2 

그림 11. 생초면 하촌리의 ‘얻을라꼬’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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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씨끝 I 
‘-았/었다’,  
‘-아/어라’ 

(명령) 

씨끝 II 
‘-ㅂ니다’,  
‘-더라’, ‘-
나’(의문) 

씨끝 III 
‘-ㄴ사람’,  
‘-ㄴ것’ 

씨끝 IV 
‘-이소’ 

씨끝 V 
‘-ㄹ라’,  

‘-ㄹ라꼬’ 

‘지-’ (C4, 
양쪽성) 

2/2 0/3 0/2 1/1 0/2 

‘서-’ (C4) 1/2 (섰다) 0/3 0/2 1/1 0/2 

‘펴-’ (C4) 0/2 0/3 0/2 1/1 0/2 

‘켜-’ (C4) 0/2 0/3 1/2 1/1 0/2 
 

‘모르-’, ‘나가다’류, ‘나서다’류의 특수 2음절어간 5종은 대체로 평성형 

어간으로 관찰되었으나, ‘몰랐다, 몰라라’ [RHL] (상성형), ‘나갔다, 나왔다, 

나와라, 나섰다, 나가나, 나오나, 가보나, 나간것, 가본것, 나갈라, 나올라, 

나설라, 가볼라’ [LHH], ‘나가기는, 나서기는, 가보기는 [LHLL]’ 등이 특

수한 변화를 보였다. 이 중 [LHH]형은 금서면 향양리와 똑같은, 김차균

(2015:42-59)의 “음거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4 음절로 된 어

절의 표면음조형 [LHHL]은 전말고형화 현상을 받은 평성형 어절로 해석

할 수 있지만 음거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4.3.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 

상성형에 대해서는 금서면 향양리와 동일하였다. 즉, 모든 상성형 어절

의 표면음조형은 거성형 [HHLn] 과 완전히 동일하였고, 기존연구에서 관

찰되었던 어두음절의 장단 구별에 의한 최소변별쌍은 모두 동음이의어로 

합쳐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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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강누리와 마찬가지로, 평성형의 전말고형화는 매우 뚜렷하여 

예외가 없었다. 

 

표 12.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의 동사 활용형 조사 결과 

어간 

씨끝 I 
‘-았/었다’,  
‘-아/어라’ 

(명령) 

씨끝 II 
‘-ㅂ니다’,  
‘-더라’, ‘-
나’(의문) 

씨끝 III 
‘-ㄴ사람’,  
‘-ㄴ것’ 

씨끝 IV 
‘-이소’ 

씨끝 V 
‘-ㄹ라’,  

‘-ㄹ라꼬’ 

‘가-’ (C3) 1/2 (갔다) 3/3 1/2 1/1 2/2 

‘보-’ (C3) 2/2 3/3 0/2 0/1 2/2 

‘오-’ (C3) 2/2 3/3 0/2 1/1 2/2 

‘하-’, ‘카-’ 
(C3) 

2/2 3/3 0/2 0/1 2/2 

‘나-’ (C3) 2/2 3/3 0/2 0/1 2/2 

‘자-’ (C3) 2/2 3/3 0/2 1/1 2/2 

‘주-’ (C3) 1/2 (주라) 3/3 0/2 1/1 2/2 

‘누-’ (C3) 2/2 3/3 0/2 0/1 2/2 

‘두-’ (C3, 
양쪽성) 

0/2 3/3 0/2 0/1 2/2 

‘사-’ (C3, 
양쪽성) 

2/2 3/3 0/2 0/1 2/2 

‘지-’ (C4, 
양쪽성) 

2/2 1/3 0/2 0/1 2/2 

‘서-’ (C4) 1/2 (섰다) 1/3 1/2 1/1 2/2 

‘펴-’ (C4) 0/2 1/3 0/2 0/1 1/2 

‘켜-’ (C4) 0/2 3/3 0/2 0/1 2/2 
 

‘모르-’, ‘나가다’류, ‘나서다’류의 특수 2 음절어간 5 종의 경우,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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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라’ [HHL] (측성형), ‘나갔다, 나왔다, 나섰다, 가봤다, 가봐라, 나가나, 

나오나, 나갈라, 나올라, 나가소(‘나가이소’의 준말)’ [LHH]의 특수한 변

화가 관찰되었으며, [LHH]이 “음거형”으로 추정되며 또한 [LHHL] 음조형

도 “음거형”으로 분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단성면 강누리와 동일하다. 

 

4.4. 용언 활용형 측성화 현상의 요약표 

용언 활용형의 측성화 통계를 어미별로 합산하여 각 조사지점마다 나

타내면 다음과 같은 표가 된다. 

 

표 13. 각 조사지점의 동사어간 측성화 통계 

조사지점 
Class 3 8
종어간 

‘사-, 두-’ 
(C3, 양쪽
성) 

‘지-’ (C4, 
양쪽성) 

‘서-, 펴-’ 
(C4) 

‘켜-’ (C4)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 

I: 5/12 
II: 18/18 
IV: 4/6 

V: 12/12 

I: 2/4 
II: 5/6 
IV: 0/2 
V: 4/4 

I: 2/2 
II: 1/3 
IV: 0/1 
V: 1/2 

I: 1/4 
II: 0/6 
IV: 0/2 
V: 0/4 

-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I: 5/16 
II: 24/24 
IV: 8/8 

V: 12/12 

I: 1/4 
II: 3/6 
IV: 2/2 
V: 0/4 

I: 2/2 
II: 0/3 
IV: 1/1 
V: 0/2 

I: 1/4 
II: 0/6 
IV: 2/2 
V: 0/4 

I: 0/2 
II: 0/3 
IV: 1/1 
V: 0/2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 

I: 14/16 
II: 24/24 
IV: 4/8 

V: 16/16 

I: 2/4 
II: 6/6 
IV: 0/2 
V: 4/4 

I: 2/2 
II: 1/3 
IV: 0/1 
V: 2/2 

I: 1/4 
II: 2/6 
IV: 1/2 
V: 3/4 

I: 0/2 
II: 3/3 
IV: 0/1 
V: 2/2 

 

“씨끝 III”은 측성화 현상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위 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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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씨끝 VI”는 항상 평성형을 만드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또 실제로

도 그러했으므로 마찬가지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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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조의 변화 양상 

이 장에서는 각 조사지점에서 관찰된 성조체계에서, 특히 기존에 연구

된 경상 방언 공통의 성조체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서술한다. 

 

5.1. 상성형의 표면음조형 

상성형의 표면음조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산청읍에 가까운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과, 산청군 북쪽 경계 부근에 위치하는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은 거성형 [HHLn]에 완전히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 단성군 지역에 해당하고 진주 쪽에 가까운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은 

진주의 [LHLn]형에 가까운 [RHLn]형으로 나타났다. 이토 다카요시

(2015:73) 등에서는 산청 방언의 상성 음조형을 [H:HLn] 등 어두에 장음을 

가진 형태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음장이 변별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상성형이 [H:HLn] > [HHLn]의 변화

를 거친, 즉, 거성형으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45 . 음장이 변별성을 상실

함에 따라 상성형이 거성형으로 합류하는 현상은 대구 젊은이 방언

([RHLn] > [HHLn])(김차균 외 3 명(2008) 등; 표기법은 본고에 맞춰 수정) 

                                                      
45 姜基香(1983)의 산청군 생초면 및 함양군 수동면 방언에 대한 논문에서도 거

성형과 상성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논문에 제시된 음조형 자료는 특

히 3음절어 이상에서 이토 다카요시(2015), 김차균(2015), 이문규(2017) 등의 묘

사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미심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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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한편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의 상성 음조형이 이와 같이 이른바 ‘산

청 방언’의 음조형을 따르지 않고 진주 방언에 좀 더 가까운 음조형을 

보여준 것은 기존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 

단성군 지역(단성면, 신안면, 신등면, 생비량면)과 구 살천(살내, 시천) 지

역(시천면, 삼장면)은 구 산청군 지역(산청읍, 금서면, 생초면, 오부면, 차

황면)과는 지형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며, 반면에 진주시와 역사적·경제적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방언권 경계선(등어선)이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5.2. 평성형의 전말고형화 현상 

이 현상은 앞서 논했듯 진주로부터 확산되는 개신현상으로 지적받아왔

다. 본 조사의 조사지점들에서는 매우 뚜렷이 나타나서, 두고형 [HLn]을 

제외하고 평성으로 시작하는 모든 3 음절 이상의 어절은 [LHN-2L] (N≥3) 

형으로 합류하였다. 

이 현상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나가-’ 등의 “음거형” 활용형

을 보유한 특수한 2음절 어간들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금서면 향양리 향

양마을에서만 예외가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 예외는 무작위적으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고, 2 음절 이상 명사에 조사 ‘-에다가’가 붙는 경우와, 

기저성조형이 {OOX}인 3 음절어간 ‘기다리-’의 활용형 중 “기다리드라 

[LHLLL, LHHLL], 기다리기는 [LHHHL, LHLLL]”, 특수 2 음절어 활용형 

중 “나설라꼬, 나오기는, 나서기는, 가보기는 [LHLL]” 등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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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다가’ 어미를 ‘-에-다가’로, 특수 2 음절어간을 원래의 형태소대로 끊

어서 성조형 실현 규칙을 적용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3음절 용언어간은 ‘기다리-’ 하나만을 조사했으므로 다른 3음절 이

상 용언어간 활용형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조사지점에 비해 향양리 향양마을에서 예외가 많이 발견되는 이

유를, 본고에서는 해당 지점 방언의 보수성에서 찾고자 한다. 진주-산청-

함양 간 교통로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조사지점이므로 그만큼 새롭게 

전파된 전말고형화 현상이 완전히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5.3. 수평화 현상 

용언 어간의 성조 변화는 패러다임을 대단히 복잡하게 만드므로, 수평

화(leveling)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수평화 현상을 먼저 관찰해본

다. 먼저 씨끝 III(‘-ㄴ’)은 김차균(2015)에서 모든 어간에서 수의적으로 거

성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그러나 Ramsey(1978), 차재은(1999)

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본 조사에서는 어간 측성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의 경우, 특정 어미에 대한 수평화 현상은 관

찰되지 않는다. 대신 Ramsey(1986, 1991)의 Class 4 에 해당하는 어간 중 

‘서-, 펴-’는 사실상 Class 1(‘잡다’류)로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Class 4 는 

Ramsey(1978, 1986, 1991)가 중세어에서는 Class 3과 거의 동일하지만 현대 

방언에서는 어간 측성화 현상이 줄어들어 Class 1 에 가까워진 어휘인 것

으로 지적한 것들이다. 그 중 김차균(2015)에서 양쪽성으로 분석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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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측성화 현상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나머지 두 어간은 거의 평성

형으로 합류한 것이다.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의 경우, 씨끝 IV(중앙어 ‘-시-’ 등)가 붙으면 항

상 거성화가 일어나고, 씨끝 V(‘-ㄹ라-’)가 붙으면 평성형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강누리 강누마을에서는 씨끝 I, 씨끝 II만이 

각 어간별로 측성화 현상의 발생 여부를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의 경우, 씨끝 V(‘-ㄹ라-’)가 붙으면 항상 측성

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강누리 강누마을과는 정반대인 

점이 독특하다. 동일 군내라도 생활권이 다른 양단의 조사지점에서는 이

렇게 반대 방향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또 씨끝 II 중에서 유독 ‘-ㅂ니다’가 

항상 거성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수평화가 일어났다. 

 

5.4. 용언 어간 측성화 현상의 변화 

‘가다’, ‘서다’류 어간의 측성화 현상에 있어서 ‘가다’류(Ramsey(1986, 

1991)의 “Class 3”, 김차균(2015)의 “HM-1 류”에 해당)와 ‘서다’류

(Ramsey(1986, 1991)의 “Class 4”, 김차균(2015)의 “HM-2류”에 해당)의 구분

을 경상 방언 전체의 공통된 것으로 본다면, 이 구분을 명확하게 유지하

는 쪽이 더 보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조

사지점에서의 측성화 현상 발생빈도를 해석해본다. 

김차균(2015)의 어미 분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씨끝 II”

(‘-ㅂ-, -더-, -는-’ 등 다양한 어미)는 종류도 다양한데다 ‘가다’류 어간을 

거성화시키고 ‘서다’류 어간을 평성으로 유지시키는, ‘가다’류 어간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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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어간의 차이의 핵심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씨끝 V”(‘-ㄹ라-’ 계

열 어미)는 ‘가다’류 어간을 상성화시키는데, 이는 ‘가다’류와 ‘서다’류 어

간 활용형들 중에서 유일한 상성형이다. ‘서다’류 어간은 낮은 빈도로만 

상성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씨끝 IV”(‘-시-, -소, -이소, -요’ 등 존비법 

관련 어미)는 ‘가다’류 어간은 필수적으로, ‘서다’류 어간은 수의적으로 

거성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씨끝 I”(‘-아/어-’형. 명령형 ‘-아/어라’ 

포함)는 ‘가다’류와 ‘서다’류 모두를 거성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씨끝 III”(‘-ㄴ’)은 수의적인 측성화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

어 있는데, 전술했듯이 본 조사에서는 모든 지점에서 측성화 현상을 거

의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제외한다. 

먼저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의 조사자료를 보자. “씨끝 II”의 활용형

은 이 조사지점에서는 ‘가다’ 등의 8 개 어간과 ‘사-, 두-’(Ramsey 가 Class 

3으로 분류)가 거의 완벽하게 거성형으로 나타나고 (24개 어형 중 23개), 

반면에 Ramsey 가 Class 4 로 분류하는 ‘지-, 서-, 펴-’는 거의 항상 평성형

(전말고형)으로 나타난다 (9 개 어형 중 ‘지나’만이 거성형). “씨끝 V”의 

활용형도 마찬가지로 Class 3(16개 어형 모두 거성형)과 Class 4(6개 어형 

중 ‘질라꼬’만이 거성형) 46의 구별이 확실하다. 반면에 “씨끝 IV”의 경우

는 ‘가다’ 등 8개 어간에서는 6개 어형 중 4개가 거성형이고 47, ‘사이소, 

두이소’는 평성형으로 나타났다 (Class 4 는 모두 평성형으로 실현). 기존 

                                                      
46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에서는 상성형이 거성형으로 합류하였다. 
47 상술했듯이 당 지점에서는 Class 3의 ‘나-, 누-’, Class 4의 ‘켜-’의 조사가 누락

되었다. 



 

77 

연구와 가장 차이가 큰 것은 “씨끝 I”로, 전체 22개 어형 중 절반 가량인 

10개 정도만이 거성형으로 나타났다.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에서는, “씨끝 II”는 Class 3과 Class 4의 구별이 

뚜렷하다. ‘가다’등 8개 어간의 24개 어형 전부, ‘두-’의 3개 어형 전부가 

거성형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의 3 개 어형은 모두 평성형으로 나타

났다. Class 4 의 ‘지-, 서-, 펴-, 켜-’의 12 개 어형은 모두 평성형으로 나타

났다. “씨끝 V”와 “씨끝 IV”는 전술했듯이 각각 평성형과 거성형으로 수

평화를 일으켰다. 향양리 향양마을과 마찬가지로 “씨끝 I”는 기존 연구와 

차이가 큰데, 28 개 어형 중 9 개만이 거성형으로 나타나며 그 분포 또한 

예측하기 힘들다.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에서는, 위의 두 지점과 달리 “씨끝 I”의 측성

화 현상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28 개 어형 중 19 개가 거성형으로 나타났

다. “씨끝 II”의 경우, ‘-ㅂ니다’는 항상 거성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수평화

되었고, 나머지 두 어미의 경우 Class 3 에선 20 개 어형 전부를 거성화시

키고 Class 4 에선 8 개 어형 중 ‘케드라, 케나(중앙어 ‘켜더라, 켜냐’)’만을 

거성화시켰다. “씨끝 V”는 거성형으로 수평화를 일으켰다. “씨끝 IV”는 

약간 복잡한데, Class 3의 10개 어간 중 4개만이 측성화되었다. Class 4 중

에서는 4개 어간 중 ‘서드라’만이 측성화되었다. 

이상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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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각 조사지점의 동사어간 측성화 양상 

조사지점 씨끝 II 씨끝 V 씨끝 IV 씨끝 I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 

C3/C4 변별 C3/C4 변별 C3의 일부
만 측성화 

예측 곤란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C3/C4 변별, 단 
‘사-’는 평성형 

수평화  
(평성형) 

수평화  
(거성형) 

예측 곤란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 

‘-ㅂ니다’는 수
평화 (거성형) 
나머지는 C3/C4 
변별, 단 ‘켜-’는 

거성형 

수평화  
(측성형) 

C3의 일부
와 ‘서-’만 
측성화 

상대적으로 
측성화 잦음 

 

위 표를 보면 각 지점별로 경상 방언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와 일치하

는 점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다. 그러나 수평화 현상을 가장 심

한 변화로 간주하고, 위에 배열한 순서대로 각 어미 그룹의 중요도를 매

기면, 금서면 향양리의 방언이 가장 보수적이고, 단성면 강누리와 생초면 

하촌리는 변화의 정도가 비슷하되 전자가 좀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킨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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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종합 

지금까지 살펴본 조사 결과

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성형의 표면음조

형은 옛 산청과 단성 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등어선이 형성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 산청 지역에 해당하는 두 

조사지점의 상성형 음조는 첫 

음절의 장단구분이 사라져 거

성형으로 합류하였다. 

한편 평성형의 전말고형화 현상과 1 음절 어간 용언 활용형의 성조는 

교통로와의 거리가 먼 금서면 향양리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났고, 교

통로와 가까운 생초면 하촌리와 단성면 강누리는 더 많은 언어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진주시와 가까운 단성면 강누리

가 더 많은 변화를 보였다. 세 곳의 조사지점과 옛 행정구역 경계선, 진

주-함양 간 교통로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 위의 그림 1248이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8 이 지도에 표시된 진주-함양 간 국도(국도 제 3호선의 일부) 노선은 편의상 

현재의 고속화된 국도 노선이나, 일제 시대 당시의 2등도로(신작로) 노선과 거

의 다르지 않으며, 1km 이상 옮겨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음을 밝혀 둔다. 

그림 12. 각 조사지점과 옛 행정구역 경계 

및 교통로의 위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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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조사결과 전체의 요약 

조사지점 
옛 구역, 
교통로 

상성  
음조형 

평성형의  
전말고형화 

용언 어간  
측성화  

(C3/C4 변별) 

금서면  
향양리 

산청, 멈 
거성형에 
합류 

소수 예외 
있음 

“씨끝 II, V”는 유지, 
“씨끝 I, IV”는 흔들

림. 

단성면  
강누리 

단성,  
가까움 

진주 방언
에 가까운 
독특한 굴
곡 성조 

예외 없음 

“씨끝 II”만이 유지됨. 
“씨끝 I”은 흔들림, 

“씨끝 IV, V”는 수평
화. 

생초면  
하촌리 

산청,  
가까움 

거성형에 
합류 

예외 없음 

“씨끝 II”는 일부 유
지됨. “씨끝 I, IV”는 
흔들림. “씨끝 V”는 

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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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남 산청지역에서 3 개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그 성

조체계를 조사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경상 방언의 성조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으나, 각 

연구자별로 이론체계는 물론이고 어절 단위에서의 성조형 설정, 음절 단

위에서의 운소 설정, 성조형의 표기 방식 등에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김차균(2015)과 이문규(2017)의 어절 단위 성

조형 이론을 채택하였고, 형태소 성조형이 성조형 결합을 일으켜 어절 

성조형이 되고, 이것이 다시 성조형 실현 규칙에 따라 표면 성조형으로 

나타난다는 “두 단계 성조론적 과정”을 받아들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1 음절 어간을 가진 동사가 활용할 때에 그 어간

의 기저성조가 바뀌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현상은 

Ramsey(1978, 1986, 1991) , 차재은(1999), 김차균(2015), 이토 다카요시(2015)

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진 바 있는 현상으로, 중세국어에서부터 일정한 어

간, 일정한 어미의 조합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된 바 있다 (김완진

(1977), 崔桂英(2007) 등도 참조). 이 현상이 일어나는 어간은 현대어에서

는 크게 ‘가다’류와 ‘서다’류로 나눌 수 있으며 (Ramsey, 1978, 1986, 1991), 

김차균(2015)에서는 양쪽 그룹에 모두 속할 수 있는 어간(‘사-, 두-, 지-’)

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토 다카요시(2015)에서는 Class 4 를 원래 

Class 3 에 속했다가 Class 1 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단어들을 뭉뚱그린 

집합으로 보고 각 어간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경상 방언의 성조형 실현 규칙은 보편성이 강하나 상성형의 실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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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역별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각 조사지점에서 상성

형 실현 규칙을 관찰한 결과, 산청군내에서 전근대에 산청에 속했던 지

역과 단성, 살천(시천, 살내)에 속했던 지역 사이에 가로놓인 높은 고개

들을 경계로 상성형이 다르게 실현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옛 산청 지

역은 기존에 ‘산청’의 이름으로 보고된 자료들과 동일하게 관찰된 반면

에 (단, 어두의 장단음 구별이 소실된 결과 거성형으로 합류하였다), 옛 

단성 지역에 해당하는 단성면 강누리에서는 진주 방언에 좀 더 가까운 

독특한 상승조형이 관찰되었다. 

식민지화 이후로 경제와 생활권이 재편되면서, 1914 년에 대폭 변경된 

군 단위 행정구역은 적어도 농촌부에서는 오늘날까지 큰 변동 없이 이어

져 오면서 행정과 지방자치의 단위로 기능해왔다. 『韓國方言資料集』

(1987-1995), 『한국 언어 지도집』(1993), 『한국언어지도』(2008) 등의 주

요 방언학 저작물들은 현대의 시군 단위 경계를 조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상성형의 성조형 실현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근대

의 행정구역 경계선과 지형적 장애물은 지금까지도 생활권과 방언권에 

흔적을 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면 단위의 방언

구획 내지는 조사지점을 설정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근대 

행정구역의 연혁, 지형과 교통사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방언 

연구에 반영한다면, 더욱 현실적이고 정확한 연구를 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근대 행정구역과 1914 년 이후 행정구역의 연결고리

가 되는 문헌들, 특히 동리 단위의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越智唯七), 광무(光武) 10 년(1906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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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 제 49호, 『戶口總數』(작자미상, 1789)의 세 문헌을 면밀하게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의할 점은, 李樹建(1989)에서 설명하고 있듯

이, 전근대 행정구역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관련 없는 다른 이유로 인해 

폐치분합(廢置分合)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다. 두입지(斗入地)·비입지(飛

入地)가 그 좋은 예로, 본 조사의 대상지역인 (현) 산청군 일대에서는 시

천면·삼장면 일대(옛 살천부곡)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시천면 소재지

인 ‘덕산’은 깊숙한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데, 진주를 큰 고을로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진주에 속해 왔지만, 1906 년의 두입지·비입지 정리 때 결

국 산청군으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전근대의 행정구역이 현대의 

행정구역에 비해 오히려 생활권과 괴리가 있는 경우들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DB 에서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한국근대지도자료』(陸地測量部, 1916-1927)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이다. 

이 지도들이 간행된 시점은 일제에 의한 개발이 많이 진행되기 전의, 이

른바 신작로와 일부 간선철도만이 놓인 시점으로, 이 시점에서 촌락 단

위까지 속속들이 확인할 수 있는 5 만 분의 1 축척 지도는 방언학 연구

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는다 

경상 방언과 영동 방언의 여러 하위방언들에는 평성으로 시작하는 성

조형들의 표면 성조형이 크게 단순화(합류)되는 규칙이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를 본고에서는 ‘전말고형화 현상’으로 

칭하였다. 이 현상은 경남 서남부 일대에서는 진주시를 중심으로 확산되

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 바 있다 (이문규(2011), 김차균(2015) 등). 본 조사

에서도 이 현상은 모든 조사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금서면 향양리에서는 소수의 예외가 관찰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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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주-함양 간 교통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유지된 

보수적인 특징으로 해석하였다. 

‘가다’류, ‘서다’류 동사 어간의 측성화 현상은 대체로 기존 연구와 크

게 다르지 않게 관찰할 수 있었다. 대조군에 속하는 다른 어간들이 어미

와 관계 없이 일정한 기저 성조를 유지한 데 비해, 이 그룹에 속하는 동

사들의 활용형은 다양한 성조형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도 적지 않았다. 가장 큰 변화로는 수평

화 현상이 있었다. ‘쓰(書)-, 써-’는 발음이 ‘쓰-(用)’와 유사한 것으로 인해 

이 그룹에서 탈락했고,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의 경우 ‘서-, 펴-’는 거의 

“Class 1”(평성형 어간)으로 수평화되었으며,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생

초면 하촌리 하촌마을의 경우 특정한 어미가 ‘가다’류와 ‘서다’류의 구분

을 깨뜨리고 평성 또는 측성으로 수평화를 일으킨 것이 관찰되었다. 

기존에 Ramsey(1978, 1986, 1991)와 김차균(2015)에서 서술된 현대 경상 

방언에서의 용언 어간 측성화 현상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차이점이 적었

던 지점은 역시 향양리 향양마을이었다. 이 역시 교통로에서 멀리 떨어

져 있음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3 개 지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미비

하고 부족한 점도 많다. 이번 조사에서 완벽하지 못했던 점들은 다음과 

같다. 미숙함으로 인해 일부 어형에 대한 조사 누락 등이 발생하였다. 유

사한 어형들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조사했기에 자료제공인의 피로를 유

발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왜곡이나 유추 수평화가 발생했을 수 

있다. 특히 불변화어를 조사할 때는 다양한 성조형을 뒤섞은 데 비해, 용

언 어간을 조사할 때는 ‘가다’류 및 ‘서다’류 어간을 몰아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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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조사 대상 어간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이다. 간혹 복수 응답이 나오

기도 한 것이 이런 조사 상의 문제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 

이토 다카요시(2015)에서 조사한 어휘 중에서는 ‘이-(負), 쏘-’가 조사에

서 빠졌다. 조사하는 어미의 종류도 각 어미 그룹별로 더 늘려야 할 필

요성을 느낀다. “씨끝 II”에서는 ‘-는다, -거라, -든지’, “씨끝 IV”에서는 ‘-(으)

요, -십니다’, “씨끝 V”에서는 ‘-(으)ㄹ라(카)문’(중앙어 ‘-(으)려면’) 정도가 

고려될 수 있겠다. 

추가적인 조사 지점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옛 단계폐

현이 있는 신등면, 옛 살천부곡이 있는 시천면·삼장면이 유력한 후보지

이다. 또한 처음으로 조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오부면 대현리·오전리 

일대, 차황면, 생비량면 등 주요 교통로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를 조

사하여 이 지점들이 얼마나 보수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유력한 과제이다. 

기존 문헌에서 거론된, 중세 국어와 경상 방언에서 모두 확인되는 성

조형 대치 현상들로 ‘합성어의 첫 성분 평성화, 조사 ‘-에’로 인한 평성화, 

사·피동 접사로 인한 평성화, 부정 “안” 및 의문사의 전치로 인한 용언 

평성화’ 등의 다양한 현상이 있고, Ramsey(1986, 1991)의 “Class 7” 용언의 

활용형 문제 등도 있는데 모두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모두 역사비교언어학적으로 연구해볼 여지가 있는 주제들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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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각 방언 용언의 성조 실현 양상 

언어 조사에서 실제로 나타난 각 어형별 성조를 여기에 싣는다. 어미

에서 ‘A’는 ‘-아/어-’49 , ‘U’는 일부 어미가 자음 뒤에 올 때 발음 상의 이

유로 추가되는 ‘ㅡ’ 모음을 뜻하는 약호이다. ‘C1, C2’ 등은 Ramsey(1986, 

1991)에 의한 분류 ‘Class 1, Class 2’ 등을 의미하며, ‘3/4’는 이 중 김차균

(2015)에서 ‘HM-1’과 ‘HM-2’ 둘 다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양쪽성 어간이

다. 

 

경남 산청군 금서면 향양리 향양마을 

〈씨끝 I, II〉 

금서면 향양
리 향양 (1) 

씨끝 I 씨끝 II 
Aㅆ다 A라(命) (스)ㅂ니다 드라 

C1잡- HLL HLL LHHL 
잡습니다 LHL 잡드라 

C1먹- HLL HLL 무우라 LHHL  
묵습니다 LHL 묵더라 

C2찾- HHL HHL HHLL HHL 
C2쓰-(用) HH HH HHL HHL 
C3가- HH HL HHL HHL 
C4서- HL HH LHL LHL 
C5얻- HHL HHL HHLL HHL 

                                                      
49 Yale식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에서 이 모음(또는 접사)은 ‘-e̸

a-’와 같이 표기하

나, 여기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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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면 향양
리 향양 (1) 

씨끝 I 씨끝 II 
Aㅆ다 A라(命) (스)ㅂ니다 드라 

C6걷- HLL HLL HHLL HHL 
C7앉- HLL HLL LHHL LHL 
보내- LHL LHL  LHHL 
붙이- HLL HLL  HLLL 

기다리- LHHL LHHL  LHLLL, 
LHHLL 

모르- HHL HHL LHHL LHHL 
나가- LHH LHL LHHL LHHL 
나오- LHH LHL LHHL LHHL 
나서- LHH LHL LHHL LHHL 
가보- LHL LHL LHHL LHHL 
C3보- HL HL HHL HHL 
C3오- HH HH HHL HHL 
3/4지-(負) HH졌다 HH져라 LHL LHL 
3/4두- HL돘다 HH, HL둬라 HHL HHL 
3/4사- HH HH HHL LHL 
C3하- HL HL HHL HHL 
C3카- HL HL HHL HHL 
C4쓰-(書) HL HH써라 HHL HHL 
C4켜- HL켔다 HL케라 HHL켑니다 HHL 
C4써-     
C3나-(出)     
C3자-(眠) HH HH, HL HHL HHL 
C3주- HL줬다 HL주라 HHL HHL 
C4펴- HL펬다 HL페라 LHL LHL 
C3누-     

 

〈씨끝 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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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면 향양
리 향양 (2) 

씨끝 III 씨끝 IV 
Uㄴ사람 Uㄴ것 U이소 

C1잡-   LHHL 

C1먹-  HLL묵은것 HLLL 묵으소, 무
우이소 

C2찾- HHLL HHL HHLL 
C2쓰-(用)  HH HHL 
C3가-  LH LHL가이소 
C4서-  LH LHL서이소 
C5얻-  HHL HHLL 
C6걷-  HLL HLLL 
C7앉-   LHHL 
보내- LHHL LHL LHHL 
붙이- HLLL HLL HLLL붙이이소 
기다리- LHHHL LHHL LHHL기다리소 
모르- LHHL LHL LHHL 
나가- LHHL LHL LHHL 
나오- LHHL LHL LHHL 
나서- LHHL LHL LHHL 
가보- LHHL LHL LHHL 
C3보-  LH HHL 
C3오-  LH HHL 
3/4지-(負)  LH LHL지이소 
3/4두- LHL LH LHL 
3/4사- LHL LH LHL 
C3하- HHL LH LHL 
C3카- HHL캔사람 LH LHL 
C4쓰-(書) HHL HH HHL 
C4켜- HHL LH, HH HHL켜이소 
C4써-    
C3나-(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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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면 향양
리 향양 (2) 

씨끝 III 씨끝 IV 
Uㄴ사람 Uㄴ것 U이소 

C3자-(眠) HHL LH HHL 
C3주- LHL LH HHL 
C4펴- LHL LH LHL 
C3누-    

 

〈씨끝 V, VI〉 

금서면 향양
리 향양 (3) 

씨끝 V 씨끝 VI 
Uㄹ라 Uㄹ라꼬 기는 겠습니다 U면 

C1잡- HLL HLLL HLL LHHHL 잡

겠습니다 
 

C1먹- HLL 무울

라 
HLLL묵을
라꼬 

HLL 묵기

는 
LHHHL 묵

겠습니다 
 

C2찾- HHL HHLL HHL HHLLL  

C2쓰-(用) HH HHL HHL HHLLL  

C3가- HH HHL HLL LHHHL  

C4서- HL HLL, LHL HLL LHHHL  

C5얻- HHL HHLL HHL HHLLL  

C6걷- HLL HLLL HHL HHLLL  

C7앉- LHL LHHL HLL LHHHL  

보내- LHL LHHL LHHL LHHHHL  

붙이- HLL HLLL HLLL HLLLLL  

기다리- LHHL LHHHL 기
다릴라꼬 

LHHHL, 
LHLLL LHHHHHL 

 

모르- LHL LHHL LHHL LHHHHL  

나가- LHL LHHL LHHL LHHHHL  

나오- LHL LHHL LHLL LHHHHL  

나서- LHL LHLL LHLL LHHHHL  

가보- LHL LHHL LHLL LHHHHL  

C3보- HH HHL HLL LHH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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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서면 향양
리 향양 (3) 

씨끝 V 씨끝 VI 
Uㄹ라 Uㄹ라꼬 기는 겠습니다 U면 

C3오- HH HHL HLL LHHHL  

3/4지-(負) HL HHL HLL LHHHL  

3/4두- HH HHL HLL LHHHL  

3/4사- HH HHL HLL LHHHL  

C3하- HH HHL HLL LHHHL  

C3카- HH HHL HLL LHHHL  

C4쓰-(書) HH HHL HHL HHLLL  

C4켜- HL HHL HLL LHHHL  

C4써-      

C3나-(出)      

C3자-(眠) HH HHL HLL LHHHL  

C3주- HH HHL HLL LHHHL  

C4펴- HL펠라 HLL 펠라

꼬 HLL LHHHL 
 

C3누-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리 강누마을 

〈씨끝 I, II〉 

단성면 강누
리 강누 (1) 

씨끝 I 씨끝 II 
Aㅆ다 A라(命) (스)ㅂ니다 드라 나 

C1잡- HLL HLL LHHL 
잡습니다 

LHL 
잡더라/
잡드라 

HL 

C1먹- HLL무웄다 
HLL 
먹어라, 
무우라 

LHHL LHL 묵

더라 HL 

C2찾- HHL HHL HHLL HHL HH 

C2쓰-(用) HH HH HHL HHL 쓰
드라 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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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강누
리 강누 (1) 

씨끝 I 씨끝 II 
Aㅆ다 A라(命) (스)ㅂ니다 드라 나 

C3가- HH HL HHL HHL HH 
C4서- HH HL LHL LHL HL 
C5얻- RHL RHL RHLL RHL RH 
C6걷- HLL HLL RHLL HHL RH 
C7앉- HLL HLL LHHL LHL HL 
보내- LHL LHL LHHL LHHL LHL 

붙이- HLL부쳤다 
HLL 부쳐
라, 부치
라 

HLLL HLLL HLL 

기다리- LHHL LHHL LHHHL LHHHL LHHL 
모르- RHL RHL LHHL LHHL LHL 
나가- LHH LHL LHHL LHHL LHH 
나오- LHH LHH LHHL LHHL LHH 
나서- LHH LHL LHHL LHHL LHL 
가보- LHL LHL LHHL LHHL LHH 

C3보- HL봤다, RL, 
LHL봐았다 

HL 봐라, 
RL, LHL 
봐아라 

HHL HHL HH 

C3오- HH LHL 오너
라 HHL HHL HH 

3/4지-(負) HH졌다 HH져라 LHL LHL HL 

3/4두- HL뒀다, RL, 
LHL둬었다 

HL, RL, 
LHL 둬어
라 

HHL HHL HL, HH 

3/4사- HH HL사라 LHL LHL HL 
C3하- HL HL HHL HHL HH 
C3카- HL HL HHL HHL HH 

C4쓰-(書) HH썼다 HH 쓰라, 
써라 HHL HHL HH 

C4켜- HL 켔다, 
HLL 케엤다 

HLL 켜어
라, HL 케 LHL LHL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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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강누
리 강누 (1) 

씨끝 I 씨끝 II 
Aㅆ다 A라(命) (스)ㅂ니다 드라 나 

라 

C4써- HH썼다 HH써라 HHL HHL 쓰
드라 HH 

C3나-(出) HH났다  HHL HHL HH 
C3자-(眠) HH HL자라 HHL HHL HH 

C3주- HL줬다, RL RL, LHL
줘어라 HHL HHL HH 

C4펴- HL 폈다, 
HLL피었다 

HL 페라, 
HLL 펴어
라 

LHL LHL HL 

C3누- RL, LHL 눠
었다 

RL, LHL
눠어라 HHL HHL HH 

 

〈씨끝 III, IV〉 

단성면 강누
리 강누 (2) 

씨끝 III  씨끝 IV 
Uㄴ사람 Uㄴ것 U이소 

C1잡- HLLL HLL LHHL 
C1먹- HLLL HLL묵은것 HLLL묵으이소 

C2찾- HHLL HHL HHLL 찾으시오, 
찾으이소 

C2쓰-(用) HHL HH HHL쓰시오, 쓰이
소 

C3가- LHL LH HHL 
C4서- LHL LH HHL 
C5얻- RHLL RHL RHLL 
C6걷- HLLL HLL LHHL, HLLL 
C7앉- HLLL HLL LHHL, HLLL 
보내- LHHL LHL LHHL 
붙이- HLLL HLL HLLL 
기다리- LHHHL LHHL LHH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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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강누
리 강누 (2) 

씨끝 III  씨끝 IV 
Uㄴ사람 Uㄴ것 U이소 

모르- LHHL LHL LHHL 
나가- LHHL LHH, LHL LHHL 
나오- LHHL LHL LHHL 
나서- LHHL LHL LHHL 
가보- LHHL LHH LHHL 
C3보- LHL LH HHL 
C3오- LHL LH HHL 
3/4지-(負) LHL LH HHL지이소 
3/4두- LHL LH HHL 
3/4사- LHL LH HHL 
C3하- LHL LH HHL 
C3카- HHL LH HHL 
C4쓰-(書) HHL HH HHL 
C4켜- LHL HH HHL 
C4써- HHL HH HHL쓰이소 
C3나-(出) LHL LH HHL 
C3자-(眠) LHL LH HHL 
C3주- LHL LH HHL 
C4펴- LHL LH HHL 
C3누- LHL LH HHL 

 

〈씨끝 V, VI〉 

단성면 강누
리 강누 (3) 

씨끝 V 씨끝 VI 
Uㄹ라 Uㄹ라꼬 기는 겠습니다 U면 

C1잡- LHL HLLL LHL LHHHL LHL 잡으
몬 

C1먹- HLL 
HLLL 묵을

라꼬, 무울
라꼬 

LHL 묵

기는 LHHHL HLL 묵으
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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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강누
리 강누 (3) 

씨끝 V 씨끝 VI 
Uㄹ라 Uㄹ라꼬 기는 겠습니다 U면 

C2찾- HHL HHLL HHL HHLLL 찾

겠십니다 HHL 

C2쓰-(用) HH HHL HHL HHLLL 쓰

겠습니다 HH쓰몬 

C3가- LH LHL LHL LHHHL HL 
C4서- LH LHL LHL LHHHL HL 
C5얻- RHL RHLL RHL RHLLL RHL 
C6걷- HLL HLLL RHL RHLLL HLL 
C7앉- HLL LHHL LHL LHHHL LHL 
보내- LHL LHHL LHHL LHHHHL LHL 
붙이-  HLLL HLLL HLLLLL HLL 
기다리-  LHHHL LHHHL LHHHHHL LHHL 
모르-  LHHL LHHL LHHHHL LHL 
나가- LHH LHHL LHLL LHHHHL LHL 
나오- LHH LHHL LHHL LHHHHL LHL 
나서- LHH LHHL LHLL LHHHHL LHL 
가보- LHH LHHL LHLL LHHHHL LHL 
C3보- LH LHL HLL LHHHL HL 
C3오- LH LHL HLL LHHHL HL 
3/4지-(負) LH LHL LHL LHHHL HL 
3/4두- RH LHL LHL LHHHL HL 
3/4사- LH LHL LHL LHHHL HL 
C3하- LH LHL LHL LHHHL HL 
C3카- LH LHL LHL LHHHL HL 
C4쓰-(書) HH HHL HHL HHLLL HH 
C4켜- LH LHL LHL LHHHL HL 
C4써- HH HHL HHL HHLLL HH 
C3나-(出) LH LHL LHL LHHHL HL 
C3자-(眠) LH LHL LHL LHHHL HL 
C3주- LH LHL LHL LHHHL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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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면 강누
리 강누 (3) 

씨끝 V 씨끝 VI 
Uㄹ라 Uㄹ라꼬 기는 겠습니다 U면 

C4펴- LH LHL LHL LHHHL HL 
C3누- LH LHL LHL LHHHL HL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하촌마을 

〈씨끝 I, II〉 

생초면 하촌
리 하촌 (1) 

씨끝 I 씨끝 II 
Aㅆ다 A라(命) (스)ㅂ니다 드라 나 

C1잡- HLL HLL LHHL LHL HL 

C1먹- 
HLL 먹었
다, 묵읐
다 

HLL 
LHHL 묵습
니다, 먹습
니다 

LHL 먹더

라 HL믁나 

C2찾- HHL HHL HHLL HHL HH 
C2쓰-(用) HH HH HHL HHL HH 
C3가- HH HL HHL HHL HH 

C4서- HH HL, 섣거
라 HHL HHL HHL, LHL HL 

C5얻- HHL HHL HHLL HHL HH 
C6걷-  HLL HHLL HHL HH 

C7앉- HLL HLL LHHL 
안즙니다 LHL HL 

보내- LHL LHL LHHL LHHL LHL 
붙이- HLL HLL HLLL HLLL HLL 

기다리- LHHL LHHL 기

다리라 LHHHL LHHHL LHHL 

모르- HHL HHL LHHL LHHL LHL 
나가- LHH LHL LHHL LHHL LHH 
나오- LHH LHL LHHL LHHL LHH 
나서- LHH LHL LHHL LHHL LHL 
가보- LHH LHH LHHL LHHL L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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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면 하촌
리 하촌 (1) 

씨끝 I 씨끝 II 
Aㅆ다 A라(命) (스)ㅂ니다 드라 나 

C3보- 
HH 봤다, 
HHL 봐았
다 

HH 봐라, 
보라, HL
보라 

HHL HHL HH 

C3오- HH HL 오라, 
HH와라 HHL HHL HH 

3/4지-(負) HH졌다 HH져라 HHL HHL, LHL HL 

3/4두- 
HL 둤다, 
HHL 두었
다 

HL 둬라, 
LHL 두어
라 

HHL HHL HH 

3/4사- HH HH, HL HHL LHL, HHL HH 
C3하- HH HH HHL HHL, LHL HH 

C3카- HH했다 HH캐라 HHL쿱니다 
HHL 카드
라, 쿠드

라, LHL 
HH 

C4쓰-(書) HH HH HHL HHL HH 

C4켜- HL HL케라 HHL켑니다 HHL 켜드
라 HH케나 

C4써- HH   HHL, LHL HH 
C3나-(出) HH  HHL HHL HH 
C3자-(眠) HH HH HHL HHL HH 
C3주- HL HH줘라 HHL HHL HH 

C4펴- HL펬다 HL HHL 
LHL 펴드

라, 페드

라 
HL펴나 

C3누- HL 눘다, 
HH눴다 

HL 놔라, 
HH누라 HHL HHL HH 

 

〈씨끝 III,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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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면 하촌
리 하촌 (2) 

씨끝 III 씨끝 IV 
Uㄴ사람 Uㄴ것 U이소 

C1잡- HLLL HLL LHHL 
C1먹- HLLL묵은사람 HLL HLLL묵으이소 
C2찾- HHLL HHL HHLL 
C2쓰-(用) HHL HH HHL 
C3가- HHL LH HHL 
C4서- HHL LH HHL 
C5얻- HHLL HHL HHLL 
C6걷- HLLL HLL LHHL걸으이소 
C7앉- LHHL LHL안진것 LHHL 

보내- LHHL LHL LHHL, LHL 보내
소 

붙이- HLLL HLL HLLL, HLL붙이소 

기다리- LHHHL LHHL LHHHL, LHHL 기
다리소 

모르- LHHL LHL LHHL 

나가- LHHL LHL LHHL, LHH 나가

소 
나오- LHHL LHL LHHL 
나서- LHHL LHL LHHL 
가보- LHHL LHL LHHL 
C3보- LHL LH LHL 
C3오- LHL LH HHL 
3/4지-(負) LHL LH LHL 
3/4두- LHL LH LHL 
3/4사- LHL LH LHL 
C3하- LHL LH LHL 
C3카- LHL쿤사람 LH쿤것 LHL카이소 
C4쓰-(書) LHL HH LHL 
C4켜- LHL켠사람 LH LHL 
C4써- HHL HH HHL 



 

102 

생초면 하촌
리 하촌 (2) 

씨끝 III 씨끝 IV 
Uㄴ사람 Uㄴ것 U이소 

C3나-(出) LHL LH LHL 
C3자-(眠) LHL LH HHL 
C3주- LHL LH HHL 
C4펴- LHL HL, LH LHL 
C3누- LHL LH LHL 

 

〈씨끝 V, VI〉 

생초면 하촌
리 하촌 (3) 

씨끝 V 씨끝 VI 
Uㄹ라 Uㄹ라꼬 기는 겠습니다 U면 

C1잡- HLL HLLL HLL LHHHL HLL 잡

으면 
C1먹- HLL HLLL HLL LHHHL HLL 
C2찾- HHL HHLL HHL HHLLL HHL 
C2쓰-(用) HH HHL HHL HHLLL HH 
C3가- HH HHL HLL LHHHL HL 
C4서- HH HHL HLL LHHHL HL 
C5얻- HHL HHLL HHL HHLLL HHL 
C6걷- HLL HLLL HHL HHLLL HLL 
C7앉- LHL LHHL HLL LHHHL LHL 
보내- LHL LHHL LHHL LHHHHL LHL 
붙이-  HLLL HLLL HLLLLL HLL 
기다리-  LHHHL LHHHL LHHHHHL LHHL 
모르-  LHHL LHHL LHHHHL LHL 
나가- LHH LHHL LHHL LHHHHL LHL 
나오- LHH LHHL LHHL LHHHHL LHL 
나서- LHL LHHL LHHL LHHHHL LHL 
가보- LHL LHHL LHHL LHHHHL LHL 
C3보- HH HHL HLL LHHHL HL 
C3오- HH HHL HLL LHHHL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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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면 하촌
리 하촌 (3) 

씨끝 V 씨끝 VI 
Uㄹ라 Uㄹ라꼬 기는 겠습니다 U면 

3/4지-(負) HH HHL, LHL HLL LHHHL HL 
3/4두- HH HHL HLL LHHHL HL 
3/4사- HH HHL HLL LHHHL HL 
C3하- HH HHL HLL LHHHL HL 

C3카- HH HHL쿨라꼬 HLL 쿠기
는 

LHHHL 카
겠습니다 HL쿠면 

C4쓰-(書) HH HHL쓸라고 HLL HHLLL HL 
C4켜- HH HLL켤라꼬 HLL LHHHL HL 

C4써- HH HHL썰라고 HLL 켜기
는 

LHHHL 켜
겠습니다 

HL켜면, 
써면 

C3나-(出) HH HHL HLL LHHHL HL 
C3자-(眠) HH HHL HLL LHHHL HL 
C3주- HH HHL HLL LHHHL HL 
C4펴- HH HLL HLL HLLLL HL 
C3누- HH HHL HLL LHHHL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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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 

A Study on the Tonal System of the Sancheong 

Dialect, South Gyeongsang, Korea 

– With a Focus on Verb Conjugation Forms – 

JEONG, Kyoung-Won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tonal system of the Sancheong dialect, in South Gyeongsang, 

Korea. Like other subdialects of the Gyeongsang dialect, the Sancheong dialect is 

tonal, but it has been reported that its tonal system carries some peculiar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neighboring subdialects, namely Hamyang County or 

Jinju City. In this study, I picked three locations in the county to conduct a language 

survey. They are selected to reflect the local history, traffic, and neighborhood units. 

The survey especially focused on the phenomenon in which two groups of 

monosyllabic verb stems, i.e. the ‘ga-’ group and ‘se-’ group, change their tones in 

conjugational forms joined with certain affixes. 

There are a few different theories on the tonal systems of Korean, including the 

Gyeongsang dialect. This study adopts the perspective in which the morpheme tonal 

patterns are the building blocks of eojeol, or ‘prosodic word’, tonal patterns. I 

adopted a two-step model of tone actualization: first, unit (morpheme) tonal patterns 

combine to make eojeol tonal patterns while some phonological rule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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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ization apply; second, actualization rules are applied to them to realize the 

surface tonal pattern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I found two 

different actualization rules of the “rising” tonal pattern. The isogloss coincides with 

the mountainous boundary of historical administrative divisions of the Joseon 

dynasty era, i.e. counties of (former) Sancheong and Danseong. In the ex-Sancheong 

County area lying north of the boundary, the actual tones of the “rising” tonal pattern 

resembled that of the North Gyeongsang Province dialect. Also, the vowel length 

distinction of the initial syllable has disappeared, conflating “rising” and “departing” 

tonal patterns into one. On the contrary, in the ex-Danseong County area lying south 

of the boundary, a unique contour tone, which is rather closer to that of the Jinju City 

dialect, was observed. 

Second, the regional innovation of “convergence into the penultimate-high pattern” 

is found to be applied very thoroughly. A few exceptions to this rule are found only 

in the Hyangyang-li township in Geumseo-myeon, which is located the farthest from 

the primary traffic route. 

Third, when I surveyed the phenomenon of tone changes in certain conjugated 

forms of specific monosyllabic-stem verbs, each location showed a unique leveling 

phenomenon of the tones in the conjugation paradigm, contrary to very complicated 

paradigms found in previous studies on Middle Korean and the Gyeongsang dialect. 

Again, it is found that the Hyangyang-li township in Geumseo-myeon, which is the 

farthest from the main road, has remained closest to the ‘conservative’ paradigm 

shown in previous studies. 

Generally speaking, the language changes which resulted in the simplification of 

the tonal system of Middle Korean happened more acticely nearer to the Jinju-

Sancheong-Hamyang corridor. On the other hand, the mountains on the histo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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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of the Joseon dynasty era counties of Sancheong and Danseong, not only 

had been a physical barrier, but also caused a dialectal development that is still 

lingering today. 

 

Keywords: Sancheong dialect, tone, eojeol tonal pattern, neutralization,  

conjugation, convergence into penultimate-high pattern, leveling 

Student Number: 2015-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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