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 리 말 

1.1. 연구의 목적 

한국안의 언어의식 

---언어접촉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연구* 

조 준 학·박 남 식 

장 석 진·이 정 민 

1945년 8월 15일의 해방 이래 우리나라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급 
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국민의 언어의식이 변하였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 겠으나 이 러한 변화에 대해 아직 본격적 인 조사· 연구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 
에 지금까지의 어문정책이 실태를 파악하지 옷한 관념적인 허구를 토대로 거론되어 왔고， 

또 일관성없이 우왕좌왕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겠다. 

국어순화운동이란 것이 대두된 지도 꽤 오래되는데 과연 우리말은 순화되어 아름다운 말 

로 변하고 있는가? 일본어의 잔재나 지나친 한자어， 영 어 등 외래어의 남용을 꼬집 어 바 

로 장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국어순화는 이 루어 지는 것일까? 

우리는 참된 국어순화를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부터 알아야겠다. 외래어 

남용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어 자체에 관련된 제문제， 즉 지 역망언이나 사회방언의 문 

제， 표준어의 문제 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것은 이 문제들이 일부 계층의 문제 

가 아난 전체 언어대중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언어의식 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후 30여 년간의 국내외 정세의 격변에 

따른 국민생활의 변화가 언어의식에 어떼한 영향을 가져왔으리라는 기-설을 설정하고， 이러 

한 언어의식에 대해 표준어의 변용， 외래 어의 수용， 지역 방언 및 사회방언의 여러 문제 들 

을 고찰해 보려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위에 서 언급한 우리 국민의 언어의 식에 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의 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설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표준어의 변용에 관해서 알아보 

기 위한 문항 167~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2 부는 사회방언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기 위한 8개 

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 3 부는 외래어 사용에 관한 문항 11개 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 4 부는 지역방언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기 위한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하여 

모두 5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한 문항이 여러 개의 소문항으로 된 것이 있어 소문항 

* 이 논운은 1980년도 정책연구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서울대 어학연구소 공동연구계 획으 

로 연구된 것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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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모두 100여개를 넘게 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중학생， 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직장인 등 다섯 집단으로 나누 

어 모두 784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고등학생은 서울 (남 66, 여 60) , 경기 (남 21 , 여 43) , 

충청 (닝 여 각 20) , 강원(냉 19, 여 20) , 경상 (남 20, 여 21), 전 려 (남， 여 각 17) 도합 
344영， 중학생은 서울의 남녀학생 각 7 1명， 대학생은 서울의 낭 67 , 여 66, 제주의 남 • 녀 

학생 각 20명， 폐학원생은 서울의 남 22, 여 13, 전남의 남 2, 여 5, 직장인은 서울에서 

남 64, 여 19로 되 어 있 다 

이 숫자를 낭녀벨로 구분해 보면 남 409명， 여 375영， 또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 • 경기 

386명， 강원 52명， 충청 85명， 전라 95명， 경상 119명， 제주 44영， 이북 3 영으로 되어 있 

다 

1 .3. 문제점 및 전망 

이 번 연구 · 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가 일차적으로는 말이고 이차적으로 글이으로 

언어 의식에 관한 조사 • 연구는 직접 언어 사용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을 

녹음 · 기 록하여 분석하여야 마땅한 것이나 예산과 시간 등 여러 제약 때문에 차선책인 사 

면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예 를 들어 ‘지가 가겠읍니 

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저가 가겠읍니다’와 ‘제가 가겠읍니다’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보 

다 더 자연스러운 것을 고르라고 하면 후자를 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보다 더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드는 직접면닫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을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이 에 못지 않게 큰 문제점은 조사대상의 선정 이 다. 모름지기 설문조사는 전 국민 

의 각계 각충을 고루 망라함이 바람직하다. 즉 연령， 사회계충， 교육정도， 도시 • 농어촌 주 

민 등이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는 설문지 수가 기만장이 되어야 하 

며， 또 전문조시-원이 필요하다. 이는 곧 연구비의 액수와 직결되는데 인력과 비 용에 제약 

이 심한 이변 조사 • 연구에서는 대상을 주로 학생￡로 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본 연구에 큰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본 연 

구가 언어의식에 관한 한 국내에서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 또 이 

러한 성질의 연구가 앞으로 언어정책을 수립하는 데 불가결의 참고자료기- 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집필은 제 2 장을 조준학(연구책임자) , 제 3 장올 박남식， 제 4 장을 장석진 ， 제 5 장을 이 

정민이 각각 담당하였다. 

2. 언어의식의 변화와 표준어의 변용 

2.1. 언어의식 변화의 배경 

엄밀한 의미에서 언어의식의 변회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없다. 또 무릇 변화란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바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어 느 시기에 연구 • 조사된 언어 

l 이 설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선생닝을과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사의를 표하며 ， 

설운지 작성에서 자료처리 에 이 르기까지 시종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양혀l 순연구원에게 심섬한 시의플 표 

한다 
2 여기서 지역은 만 6세떼까지 주로 자란 곳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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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오늘날의 언어의식과 비교해야겠는데 지금까치 그런 연구가 없었떤 만치 도대체 무 

의미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기-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을 비춰주는 거 

울이 라고 본다면 언어 사용을 고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언 어 의 식 을 간접 적 으로나마 고찰할 

수 있을 것이 며 ， 또한 조사자들이 이미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언어의식과 도사 

대상자들의 언어의식을 비교함으로써 어떤 차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곧 이는 언어의 식 의 

변화에 대한 고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의식에 변 

화를 초래했을 여러기지 배경들을 살펴보려 한다. 

2.1.1. 역사적 배경 

8. 15해 방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타의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은 비교적 안정성을 띄 고 있 

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계충 간의 수직이동이나 지역인 간의 수평 이 

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태어나서 배운 언어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며 섣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 . 15해방과 더불어 수많은 인구의 수명이동이 주로 북에 서 남으 

로 행하여 졌으며 또한 정부수립을 계기로 전대 미문의 수직이동도 동시에 말생하였다. 이러 

한 가운데서 이질적인 언어집단 간의 접촉이 빈번하여 알게 모르게 언어의식에 변화가 일 

어 났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6. 25사변을 들지 않을 수 없다. 8.15해방이 북에서 남으로의 인구이동 

을 가져왔지만 대부분의 이동인구가 피난민이어서 그들의 영향력이 미미했던데 반해， 6. 25 

는 북한의 남침으로 인헤 비록 짧은 기간이라고는 하나 남한의 거의 전지역이 그들의 통치 

하에 들어 갔던 만큼 북한의 독특한 방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뻔 하었으나 불행 중 다행 

으로 그 기 일이 그리 걸지 않아서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6.25가 수많은 북한 주민을 남한으로 이 동케 했을 뿐만 아니 라 또한 

남한 내에서도 많은 주민이 영남지방으로 이주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머문 기간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른다는 점이다. 많은 

서울 시민이 생전 처음으로 강한 성조를 띈 경상도 사투리에 접하고 신기함을 느꼈을 것이 

며， 반대로 토박이 대구사람들은 여성적인 서울말을 듣고 낯간지러운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6 . 25는 언어접촉이란 변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1.2. 정치 ·경제 · 사회적 배경 

8. 15해방의 가장 큰 의의는 그것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간에 해방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이념은 민주주의였으며 이 낱말이 생소한 

만치 그 의미도 아리송한 채 우리는 그런대로 민주국가를 지 향하며 살아왔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사람위에 사람없다’는 말도 곧 잘 쓰게 되었고， ‘대통령은 국민의 봉사자’ 란 말도 

익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언어의식에 변화가 생껴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근대척인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괄목할 만한 국 

민경제의 향상을 보게 되었다. 공엽의 발달로 농어촌 인구의 도시정중화 현상이 생겨났고， 

고속도로망의 확장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좁혀짐에 따라 인구의 수평이동이 격증함으 

로써 상이한 언어접단 간의 접촉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아졌 다. 

또한 인력수출과 국제통상의 증대 및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빈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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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짐에 따라 외국어 내지 외래어에 대한 의식도 변하었을 것이다. 

사회 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급증하고 또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차츰 핵가족 

제도로 변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며 ， 

특히 대가족제도하에서 자연스럽게 천수되 어 오던 존대말이 차츰 흐트러져 가는 현상을 보 

게 되었다. 또한 매스콤의 발달로 인하여 언어변화의 파급효과가 커짐에 따라 우리는 좋든 

싫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언어변화의 와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표준어의 변용 

위에서 살펴 본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이른바 표준 

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구체척으로 어 

떤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밖에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섣문 중 문항 1-16에 대한 반옹을 주로 근거삼아 표준어가 변모하 

는 양상을 더 듬어 보려고 한다. 

2.2.1. 음운적 측면 

음운문제를 서면으로 조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번 설문 

에 음운에 관한 문항은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필자는 그간 실제 대화를 통해서나， 

라디오 • 텔례비천 등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말의 음운체계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중에 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모음 ‘애’와 ‘애’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이다. 뉴스를 전 

하는 아나운서가 ‘혜택’을 ‘해 택’처럼 발음하는 것이나， 화면의 자막에는 ‘세 샘 ’이라고 나 

와 있는데 사회자는 ‘새샘’이라고 발음하는 것 등이 이런 변화를 말해준다. 언젠가 강의실 

에서 몇몇 학생 이 ‘우리’라는 돗의 ‘떼 ’ 를 ‘때 ’처럼 발음해서 한참동안 말뜻을 알아듣지 

옷한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이 현상은 어느 지망의 방언이라고만 하기에는 어 려울 만큼 꽤 

널리 퍼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의 재미있는 측면은 ‘에 ’ 가 ‘애’로 바뀌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는 점 이다. 오히려 ‘에 ’에 가깝게 ‘에’와 ‘애’의 중간음을 내는 것 같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분석 • 조사해 볼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자음의 경우를 보면5 일반적으로 여런소리를 펀소리로 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일부 

지방에서 ‘공’을 ‘꽁’이라고 한다든가， 일부 젊은이들이 ‘세련됐다’를 ‘셰련됐다’고 발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일부 지방에서 ‘잔디’ 를 ‘싼디 ’라 하고 어느 댈레 비 전 연 

속극에서는 ‘작은 언 니’ 를 ‘학은 언 니’ 로 발음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된소리를 

냄 ξ로써 말의 뭇을 더 강하게 나타내는 것A로 의식하기 때문인 것 같다. 

2.2.2. 통시적인 측면 

설문지의 문항을 펀의상 통사적인것， 의미적인것， 화용적인 것으로 나누어 서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 구분이 그리 분명한 것은 아니 다. 

여기서는 먼저 통사적 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3 필자가 알기로는 옥포지방의 방언에는 “에”와 “에”의 구별이 없는 것 같다. 

4 양인 석(1972 :23 ) 이 “내 일 ”을 Nei1로 표기하는 것과， Valley 9이 “베리나인”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갇다-

5 지연 관계로 음운의 변화에 대해서는 모음과 자음에서 각기 한가지 만을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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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가’ 와 ‘제가’ 

‘제가’가 표준말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실생활에 

서 ‘저가 ... ’라고 하면서도 설문에 응답할 때는 ‘제가'"’를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8. 1%로서 그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 분포에서는 

대학생이 6.3%로 니다난 것은 대학생 173명중 제주도 출신이 44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비 

율이 높아진 것 같다. 이 문제는 ‘나간" .’ ‘너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 

된다. 

(2) ‘태워 ’와 ‘실어’ 

중학생 집단의 9.8%가 ‘실어’ 을 택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버스 차 

장에 대해 비꼬는 뜻으로 어른들이 쓰는 것을 하도 많이 들어 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도 생 

각되며， 한변으로는 어린 세대에서는 사람을 태우고 점을 싣는다는 식으로 ‘태우다’와 ‘싣 

다’가 원래 지니고 있는 뜻의 구별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사실 

국어사전에도 ‘차에 몸을 싣고 ... ’ 라는 예문이 나와있고 ‘ ... 내 넘을 싣고’등의 노래가 있는 

것을 보면 ‘태우다’의 뜻으로도 ‘싣다’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산 책’과 ‘샀는 책’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만 ‘샀는 책’에 11. 7%의 높은 율을 보일 뿐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샀는’이란 표현이 경상도 특유의 벙-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경 

상도 지역에서도 남자집단이 4.1% 밖에 안되는 데 반하여 여자집단은 23.9%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까닭은 알 수가 없다. 

(4) ‘다오’ 와 ‘주라’ 

‘주라’ 를 택한 쪽이 전라도 지역의 13.6%로 가장 많은 데 이것은 지역방언의 현상으로 

보면 그만이지만， 연령충으로 보면 대학원생집단의 28.5%가 ‘주라’를 택했다는 점은 조사 

대상 42명중 전라도 출신이 13명이나 된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다. 사실 ‘주다’는 ‘주십시오’， ‘줄래 ’ 등의 활용이 가능하나 ‘다오’는 ‘달라’ 밖에는 활용 

형이 없는 비생산적인 형이으로 ‘다요’ 꼴이 ‘주라’꼴한테 쫓겨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5) ‘ ... 라고’ 와 ‘ ... 고’ 

중학생접단의 30.9%를 비롯하여 전체의 22. 1%라는 높은 비율이 ‘라고’를 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29.5%가 ‘라고’ 를 택하고 있다. 이 문항에서는 ‘라고’가 ‘고’보다 

다소 어색하기는 하더라도 그런데로 괜찮-은 펀이지만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강 

조하였다’와 같은 예문에서는 ‘라는’이 부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너도 가 

니 ?’라고 그는 물었다’에서는 ‘라고’만 가능하고 ‘고’는 인된다. 하여튼 남의 말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용할때 쓰는 ‘라고’와 ‘고’의 바른 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하다. 

(6) ‘모아 노는데 ’ 와 ‘모여 노는데 ’ 

전라도칩단의 3.1%만이 ‘모아’쪽을 택한 것 외에는 특기할 만한 점이 없다. 자동사인 

‘모여’와 타동사인 ‘모아’의 구분이 없이 ‘모아’를 두루 쓰는 것은 전라도지역의 방언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이 밖에도 설문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보인다’ 대신에 ‘보이진 다’ 냐 ‘보여진다’ 를 

써서， 예 를 들면 ‘화랑팀이 이 길 것으로 {보여/보아} 칩 니다’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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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이것은 ‘보이다’에 피동성이 있음을 모르고 ‘지’라는 피동형어마를 첨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이다’의 피동성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인 

지 이해하기 어렵다. 

2.2.3. 의미적 측면 

이제는 표준어와는 그 용뱅이 다소 다르게 사용되는 ‘뿐’， ‘별로’， ‘전혀’， ‘쳐다보다’ 

등의 낱말과 표준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방금 전’이란 표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7) ‘뿐’ 과 ‘밖에 ’ 

‘뿐’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영희 너 뿐이다’에서 처럼 긍정문에만 어울리는 

한정사로서 서로 대조적이다. 그런데 요즘 ‘뿐’을 부정문에 쓰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중학생접단에서는 18.3%가 ‘뿐이 없다’를 택하었으며 고교생， 대학생칩단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듬을 알 수 있다. 어린 연령충에서 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경향 

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또한 순수언어학의 측면에서 보면 ‘뿐’과 ‘밖 

에’의 구분을 무시하고 ‘뿐’만을 쓰는 것은 언어의 경제 원칙에 부응하는 현상인지도 모른 

다. 이 문항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강왼도가 2 1. 1%로 그 비율이 단연 높다는 사실이다. 다 

른 문항들에서는 강원도가 표준어와 큰 차이을 보이지 않았음을 고략할 때 이 사실은 특기 

할만하다. 

(8) ‘별로 싫어요’ 와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는 ‘이 소설책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에서처럼 부정문에 적합한 부사로서 ‘별로 

좋다’든가 ‘별로 싫다’와 같이 긍정문에 쓰면 이상하게 들린다 전체적으로는 2.2% 밖에 

‘별로 싫어요’를 택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중학생집단의 3.5%가 이에 해당 

되므로 앞으로 이런 경향이 다소 늘어날지도 모른다. 

(9) ‘전혀 옳지 않다’ 와 ‘전혀 를렸다’ 

‘전혀’도 ‘별로’와 마찬가지로 부정사가 있는 문액에서 가장 잘 어울린다. 그러나 ‘그것 

은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다’라든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에서처럼 긍정문에서도 ‘전 

혀’가 용납됩올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전혀 틀렸다’를 택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9.3%나 

되며 지역별로는 충청도가 15.2%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이 이채롭다. 또한 연령별로는 중 

학생집단의 10 . 5%가 이에 해당하는데 반해 대학생집단은 겨우 3.4%밖에 안되고 직장인 

집단은 14.4%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동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10) ‘방금 전’ 과 ‘방금’ 

‘방금’에는 ‘기차가 방금 떠났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막’ ， ‘조금 전에’라는 뜻이있 

다. 따라서 ‘방금 전’이란 말은 ‘조금 전전에’라고 말하는 것처렴 우숨게 들린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전체의 25.6%가 ‘방금 전 ’ 을 택하였다는 것은 ‘방금’이란 부사에 어떤 의미 

변화가 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방금’만으로는 ‘전에’라는 뜻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없다는 듯이 ‘전에’를 덧붙이는 현상은 2.2 . 2. 에서 언급한 {보여/보아}진다에서 엿 

볼 수 있는 심리현상과 유사하다. 중학생집단의 35 . 2%가 이에 해당하며 지역적으로도 서 

울 • 경기지방이 3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은 이러한 변화가 어느 지역망언 

8 ‘ 별로’가 부정사가 없는 문액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거 어떠니 ?’라는 물옹에 대해 ‘별로 
야’라고 대담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별로야’는 ‘별로 좋지 않아’와 뜻이 비 슷함을 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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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이 아니라 표준어 자체에서 생기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다. 

( ll) ‘내 려 보다’ 와 ‘쳐 다보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쳐 다보다’는 ‘고개 를 들고 위 를 보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즙 

은 ‘내려보다’라고 해야하는 경우에도 ‘쳐다보다’ 를 쓰는 경향이 보인다. 중학생접단의 

21. 8%가 이에 해당하며 고교생집단도 15.9%나 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적으로는 충청도와 서울 • 경기도가 각각 2 1. 1%와 18.9%로 높 

은데 반해 강원도가 5.7%로 낮은 것이 특이하다. 

이 상에서 살펴본 어휘의 의미변화는 표준어권에 가까운 서울 • 경기 • 강원 • 충청지방에서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2.2. 4. 話用的 측면 

여기서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는 아무런 잘옷이 없으나 실제로는 표준어에서 공손한 

표현으로 쓰이지 않는 ‘가심 시다’와 ‘부릅디까?’등의 종결어미와 손닝을 맞는 인사말 ‘어 

서 오십시오’， 그리고 관용어구인 군 • 관 • 민과 아들 • 딸 둥의 쓰임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2) ‘가십 시 다’ 와 ‘가시 지 요’ 

‘가십시 다’ 를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손한 표현이 되지 못할 이유를 찾 

기 어 렵 다. 그러나， 표준말에서 ‘가십시다’ 를 쓰지 않고 ‘가시지요’를 쓰는 것은 화용론으 

로 설명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즉 ‘가십시다’가 제안문으로서 너무 말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화자의 의사를 받아들이기 를 청자에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반해서 ‘가시 

지요’는 ‘가시는 게 어 떻습니 까 ?’하는 식으로 화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므로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가십시 

다’를 공손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율이 강원도의 0%에서 제주도의 13.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이벤 설문조사를 통하여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가십시다’의 쓰임에 관 

한 한 충청도가 7.0%를 보여 2.3%인 서울 • 경기 지역보다는 8. 4%인 전라도지역에 더 가 

깡다는 것이다 또한 전라도지역을 제외하고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가십시다’ 

를 택 하였는데 이는 여 성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보다 일반적으로 더 부드럽다는 사실과 일 

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3) ‘잘 오셨읍니다’와 ‘어서 오십시오’ 

서울 근교의 여러 곳에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도경계 표시 판에서 ‘어서 오십시오’ 라는 

인사말을 볼 수 있는 데 반해 서 유독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진입구에만은 ‘잘 오셨읍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라고 대형간판이 크게 걸려있어 눈길을 끈다 손님을 반갑게 맞이 

하는 인사말로서의 ‘어 서 오십시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미 소상히 다룬 바 있지만 (조준 

학， 1980:8) ‘잘 오셨읍니다’가 반가운 인사말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은 겁광언씨의 신 

7 ‘가십시다’ 의 화용콘적 분석에 관해서는 졸고0979: 336 ) 과 (1980 :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8 주 5에서 언곱한 졸고에서 필자는 충청도말씨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서울말씨 와 비 슷한 것으로 가 

정했었다. 

9 필자기 처음 이 것을 목격했을 때는 ‘여기 는 서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쓰여 있었던 것우 

로 기악되는데 언제 부터인가 ‘잘 오섰융니 닥· 여기서부터 서울업 니다’ 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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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키고에서 여실허 알아볼 수가 있다 10 그는 이 글에서 ‘서울까지 오는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와주어 셔 다행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써 붙였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할 말 

이 아니 다. 이 간판을 볼 때마다 끔찍스러운 느낌이 들어 어떻게 고속도로 여챙을 다시 힐一 

생각이 들겠는가? ’ 라고 쓰고 있다. 물론 ‘잘 오셨다’ 라고 하는 말에 환영의 돗이 없다는 

것은 아니 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민-날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 상대망이 뜻밖에 스 

스로 나타났을 경우， 우리는 ‘마침 잘 오셨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찾아 봐려했는데’동의 말 

을하곤 한다. 그러나 낯선 사람이 찾아왔을때 통성명을 하고 용건을 들은 후 상대망이 나 

를 찾아오기를 잘했다는 뜻으로는 ‘잘 오셨읍니 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연 영어의 ‘W elcome’ 

에 해당하는 보펀적 인 환영인사로는 척함하지 옷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울· 경기접단의 19.4%와 강원집단의 19.2%가 ‘잘 오셨읍니다’를 택한 것을 

보면， 진입구 위에 결려있는 대형 간판의 위력이 대단함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언어 

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접단이 27.4%라는 높은 율을 나타낸 것도 괄목할 만한 일 

이 다. 

(14) ‘부릅디 까? ’ 와 ‘부르던가요 ?’ 

‘부릅디까? ’ 가 표준말에서 공손한 표현으로 적합하지 않음은 ‘가십시다’의 경우에서 처 

럼 말의 힘이 너 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다(조준학， 1979:338, 1980:7) .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어감이 한결 부드러운 ‘부르던가 

요 ?’ 를 대신 쓰는 것 갇다. 전체적으로 보아 여성의 5 . 6%가 ‘부릅디까?’를 고른데 비해 

남성은 11%나 된다는 사실이 이러한 풀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와 경상도가 각각 1 5 . 9%와 14.2%로 가장 높은 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대학원 

생 집 단의 19%가 가장 높다. ‘가십 시 다’ 의 경 우와 마찬가지 로 충청 도가 8.2%로 강원도의 

1. 9%나 서울· 경 기 도의 6 . 4%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15) ‘민 • 관 • 군’ 과 ‘군 • 관 • 만 ’ 

기성세대는 군 • 관 • 띤이 니 군 • 경 • 민이 니 하는 표현에 익숙한데 언제부터인지 만 • 관 

군이 니 민 • 경 • 군이 니 하는 표현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군국주의 일본의 치하애서 교 

육을 받은 세대에게는 군 • 관 • 민이란 어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나 해방 

후 30여년간 민주주의를 지향해 온 나라에서 자라난 젊은 세대기 군 • 관 • 민 대신에 민 • 

관 · 군을 취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하겠다. 조선일보 ‘民餘’난에서 어떤 독 

자는 ‘며칠 전 남해안에 칩투힌 공비를 民 • 官 • 軍이 합동으로 직-전을 벌여 이들을 모두 

섬멸시 킨 쾌 거 가 있 었 다고 쓰고 있 다 11 한글로만 쓴 짧은 글에 서 유독 l콧 • 官 • 軍 만을 한 

자로 적은 독자는 이것이 바람직한 표현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와는 대 

조적으로 한국일보 l연의 사진설명 기사에서는 ‘官民이 함께 물대기 작업’이란 표제 아래 

‘民과 官이 한벙어리가 되어 가뭄 극복의 값진 땀을 쏟고 있다’는 글을 읽을 수 있다 12 이 

기사를 쓴 기자의 묘한 심리현상올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이 번 설문조사에서 서울 • 경기도의 21. 2%가 먼 • 관 • 군을 택했고， 연령별로는 중학생짐 

10 검 광언 (1980) ‘잘 오셨 융니 다. ’ 朝뺨 日報 -事-言 창조(1 980년 12월 1 3일 자). 
11 朝뼈-日웹 1980';i 11웰 11일자 民聲 창조. 
)2 한국일보 1981년 6월 9일자 l연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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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33 . 8%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 방변에서 일고 있는 언 어의식의 변화를 잘 반영하 

고 있는 것 같다. 또 하나 채마있는 것은 남성의 14 . 6%에 비해서 여성의 22.9%가 만 • 

관 • 군을 택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의 민주의식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16) ‘아들 • 딸’ 과 ‘딸 • 아들’ 

전통적으로 아들을 딸보다 더 좋아하는 사회에서는 ‘아들 • 딸’ 이라는 표현이 ‘딸 • 아들’ 
보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설문초사 결과는 대학생접 

단의 25.4%가 ‘딸 • 아들’ 을 택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충청도가 27%의 높은 율을 나타내 

고 있음은 남녀평등 의식이 차츰 언어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남성 

의 7.5%가 ‘딸 • 아들’을 고른데 비해 여성은 34 . 9%나 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여성들 

의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준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가족계획을 권장하기 위해 ‘딸 • 아들 구 

별말고 둘만 낳아 찰 기르지’라는 표어를 내세운 데서 온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여성 
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남녀평등 의식이 높아진 데서 그 완인올 찾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13 

2 . 3. 국어순화를 위한 제언 

위에서 우리는 표준말 자체 내지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어 의 변화 양상을 극히 

일부분이나마 설문조시-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어떤 항목은 변이 형 이 1. 4%밖에 되지 않아 

서 문제시되지 않으나 어떤 항목은 25 . 6%의 높은 율을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추세 
대로 나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어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언어 란 살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므로 이 런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 
지 만， 지역에 따라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그 변화의 격차가 심할 해 언어의 혼동에서 오는 

본의 아닌 오해가 생기고 위화감이 야기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 예를 들어 제주도 

학생이 서울에 와서 ‘선생닝 택시 타고 가십시다’라고 말했을때， 화자 자신은 무심코 한말 

이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몹시 불쾌하게 여길 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 에 표준어가 있는 이 상은 그 표준어 를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언중이 익혀 

씀으로써 서로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국민의 일체감을 공고히 하도록 각자가 노 

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어순화라 하연 의례히 일본어의 잔재나 지나친 외래어의 배척 만을 능 

사로 삼먼 지금까지의 태도를 지양하고 일반 언중이 사용하는 일상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음운， 통사， 의미， 화용적인 측연에서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언어변화라는 자연적 인 

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측면에서 본 언어의식의 변화 

3. 1. 개 관 

3장에서는 오늘날 국어사용의 사회적 측면 몇가지를 취급하려고 한다. 첫째로는 사회계 

13 요즘 국내 멜레 111 천 프로에 ‘女와 男’ ‘獨點 ! 여성들의 9시 ’ 니 하는 이색 프로가 동장한 것은 
저간의 사정을 잘 말해주는 것 같다 또한 미국대사관의 사중신청서 성별 기재난에 여남의 순￡로 되 
어 있는 것울 보연 미국에서의 여성해방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i76 쓸홈學lJf究 第 17卷第 2 號

충과 언어계충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 둘째로는 핵가족화 동 사회구조의 변화가 언어에 

미친 영향을 다루며， 세째는 일상생활에서 한자， 외래어， 사투리 등에 대한 일반대중의 태 

도가 어떠한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3.2. 사회계충과 언어계충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힘 (power) 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인관계가 강자 

와 약자 사이의 관계로 나타날 때 이들 사이에 계급의식이 생기고 언어계층의 구분이 생기 

게 된다. 그리하여 강자는 약자에게 반말을 쓸 수 있고 약자는 강자에게 존대말을 써야 하 

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해방 후 우리 사회에도 만인평동 사상이 관념적으로는 뿌리를 내렸다지만， 어느 언깐사 

회에서나 마찬가지로 강자와 약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관계는 엄연한 현질로 남아 있다. 그 

결과， 관념척으로는 평등하나 현질척으로 불평등한 상호관계 때문에 언어사용자틀이 심한 

갈풍을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갈등의식은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민주시민으로서 상호 

평등의 관계에 있으니까 서로 존대말을 써야 한다고 의식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치 못하 

여 강자는 약자에게 반말올 쓰고 약자는 강자에게 존대말을 쓰는 것이 보통인 것 같다. 

훨자의 경험에 의하면， 의사가 간호원이나 환자에게， 고객이 정원에게， 그리고 교통순경 

이 운천기사에게 흔히 반말올 쓰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사장이 사원애게， 남현이 부인에 

게 말할 때도 반말을 흔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여기서 모두 반말을 사용하는 편 

이 강차이고 그것을 듣는 편이 약자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사용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한 대 부분의 상황에서 반말을 사 

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의식구조에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재 

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반말을 사용해도 좋은 경우를 지적하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왔다. (괄호 안의 숫자는 반말을 써도 좋다는 응암자의 개략척인 백 분율임) 

φ 의사가 환자에게 (3%) 

@ 고객이 점원에게 (5%) 

@ 교통순경이 운전기사에게 (8%) 

@ 의 사가 간호원에 게 (20%) 

@ 사장이 사원에게 (30%) 

@ 냥연이 부인에게 (40%) 

@ 장교가 사병 에 게 (80%) 

이러한 응탑을 보면 의사가 환자에게， 고객이 점원에게， 그리고 교통순경이 운전기사에 

게 말할 때는 반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대중의 의식 속에 갚이 막혀 있음이 

분명하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반말이 쓰이고 있어서 특히 ‘피해자’가 심한 갈등 

을 느끼게 된다. 

장교가 사명에게 반말올 써도 좋다는 웅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이 경우 양자 사이의 

계급이 뚜렷 이 구분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남편이 부인에게 반말을 써도 좋다는 응답 

이 의외로 많은 것은 전통적인 남편 우위의 의식이 아직 건재하다논 것으로 풀이될 수 있 

올 듯하다. 의사가 간호왼에게 말할 때나 사장이 사원에게 말할 때도 상당수가 반말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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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좋다고 응답한 것도 이들 사이의 계급의식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 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응답의 결과로 보아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 다. 즉 

화자(speaker) 가 강자이고 청자 (hearer) 가 약자일 때 양자 사이의 계급구분이 뚜렷이 의식 

될수록 전자의 후자에 대한 반말사용의 허용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반말의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예 : ‘의사가 간호원에게’ ) 반말을 해도 좋다는 응 

답이 여성응답자의 경우가 남성응답자의 경우보다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재미있 

는 현상이다. 여기서 피해자와 응답자의 성 (sex) 이 동일한 경우에 반말을 써도 좋다는 응 

답이 현저하게 줄어지는 것은 응답자의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그만큼 높아지기 째문일 

지도 모른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질문지의 내용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첫째로 ‘고객 

이 점 원에 게 반말을 해 도 좋으냐 ? ’ 고 묻는 질문은 비 세 분화 (under-differen tiation) 의 문제 

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고객과 정원의 종류에 따라 응답이 여러가지로 달라질 수 있기 해 

문이다. 

사실상 필자가 이발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알이본 바에 따르면 특히 종업원의 성별 및 ‘계 

급’에 따라서 그들에게 쓰는 고객의 말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자 종업 

원에게 반말을 쓰는 경향이 두도러지고， 다른 조건이 갚으면 계급이 낮은 종업원이 반말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발사 보다는 면도사에게， 면도사 보다는 세발사에게 

반말을 하는 고객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고객이 여성 종업원에게 반말을 쓰는 경향이 강 

한 것은 여성 종업원은 면도사 이하의 낮은 계급에 국한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나이가 많은 고객이 그렇지 않은 고객보다 반말을 흔히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현장은 앞에서 언급한 ‘계충의 차이가 뚜렷할수록 

강자가 약자에게 반말을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가설에 의하여 쉽 게 설명될 수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한가지 문제는 문어체의 반말이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일 엽수할 

것’， ‘상기 금액 정히 영수함’ 등 영사절로 끝매김한 공고문 • 지시문이라든지， ‘아래와 같 

이’ 대신에 ‘하기와 여히’， 혹은 ‘이 사람’ 대신에 ‘이 자’라고 하여 순수한 우리말을 쏘지 

않고 한자어를 많이 쓰는 표현 등이 문어체에 흔히 쓰이는 반말의 좋은 보기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흔히 우리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들의 사용에 대 

한 일반 대중의 반응을 조사해 보는 것이 앞으로 연구의 좋은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_3_ 사회와 언어의 변화 

Sapir나 Whorf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던 언어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에도 불구하 

고 언어가 세상을 관조하는 우리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거나 결정하기 보다는 자연， 사회 및 

문화의 환경이 우리의 의식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환경의 의식구조에 대한 영향이 언어에 

반영된디고 보는 변이 더 타당할 것 같다. 환경의 영향이 모든 계충의 언어구조에 나타나 

지만 특히 어휘에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은 찰 알려진 사실이다. 환경이 언어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구조=추의식구조=수 언어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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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우리의 주변 환경에 어떠한 항구적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의식구조와 

언어구초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해방 후 우리가 겪은 사회 • 문화의 변화 

가 우리의 의식과 언어에 어떼힌 영헝:을 비쳤는지 생각해보자. 

3.3.1 . 핵가족화의 영 향 

해방 이후 우리기- 겪은 가장 근본적인 변화 중의 하나기- 헥가족화라고 할 수 있다. 이 핵 

가족화가 우리의 의식 및 언어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대가족제도에서는 아주 가깝게 생각되던 5촌， 6촌 등의 친척이 핵 기 족제도 시대로 접어들 

면서 멀게 느껴지게 된 것 같다. 이러한 느낌을 확인하커 위해서 5촌과 6촌 (재 종)의 의미 

에 대해서 질문지를 통해 물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즉 5촌의 의미를 찰 

모르는 응당자가 50% 이상이었고， 재종(육촌)의 의미를 잔 모르는 응딩자가 70% 이상이 

었다. 

이러한 응담의 결과로 보더라도 핵가족화 과정에서 4촌-을 맛어난 친척은 관심 밖으로 빌 

려나게 되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5촌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응답자가 중학생의 경우 80%에 가까운데 반해서 일반 직징인의 

경우는 30% 정도로 나다났는데 이는 핵가족화의 영향이 후자보다 전자에 강하게 미쳤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집단 사이의 사회화 (socialization) 의 차이얘 기인하 

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 떻게 해석해야 할 지는 분명하지 않다. 

채종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응답자가 중학생의 경우 우려 93% 청도임에 반하여 일반 직 장 

인의 경우는 60%로 나타나는 것도 유사한 현상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 다. 우리의 질문 

지 조사에 나타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머지 않아 5촌 이상의 (먼) 친척올 지칭하는 

표현들이 고어체 (archaism) 가 되어 일반대중에게는 우의미한 말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친척이라는 말의 의미 자치1 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 

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옛날 대가족제도에서는 (기-까운) 친척의 범위가 10촌을 넘었으 

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늘날 핵가족제도에서는 6촌 이내로 이미 줄어졌고 앞으로는 4촌 이내 

로 줄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핵가족화에 따라서 ‘친척’의 의미멤위가 축소되는 괴정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올 것이다. 

대가족제도 --• 핵기족제도 

--늦 

이러한 ‘친척’의 의미축소화에 대한 간정척인 증거는 앞에서 기솔한 질문지 응탑 결과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사한 의미축소화 현상을 ‘가족’， ‘가청’， ‘식구’， ‘가문’ 

둥 여러 단어에서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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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에 따른 국어의 중요한 변화로는 의미축소화 이외에도 의미의 투명화를 들 수 
있다. 직계 이외의 친족 칭호가 대가족제도에서는 한 단어로 되어 있고 그 의미가 비교적 

불투명한 데 반하여 핵가족제도에서는 그것이 두 단어 이상으로 풀어 쓰이고 그 의미도 투 
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제냥’과 ‘제수’ 대신에 ‘동생의 남펀’과 ‘동생의 부인’을， ‘질녀’와 ‘질서 ’ 

대신에 ‘조차딸’과 ‘조카사위’를 각각 사용하는 것이 오늘날 핵가족시대의 국어의 경향인 

것 같다. 또한 유사한 현상으로 ‘증조부(모)’와 ‘고조부 (모)’를 각각 ‘할아버지/할머니의 

아버지 (어머니 )’와 ‘할아버지/할머니의 할아버지/할머니’로 풀어쓰는 경향이 국민학생과 

중학생 층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고종’ 과 ‘이 종’ 의 경 우도 ‘고종’ 보다 ‘고모의 아 

들/딸’， ‘이종’보다 ‘이모의 아들/딸’을， ‘고숙’과 ‘이숙’도 ‘고모부’와 ‘이모부’를 각 

각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경향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질 녀 ’ 와 ‘조카딸’ 가운데 어 느 펀을 더 자주 쓰느냐는 질문에 대 하여 응탑자의 90% 이 

상이 ‘조카딸’을 택하였다. 그리고 ‘종형제’와 ‘사촌형제’ 가운데서 어느 연을 더 자주 쓰 

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탑자의 90% 이상이 ‘사촌형제’를 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앞 

에서 말한 친족 칭호의 의미투명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었을 것이다. 
친족 칭호의 투명화현상은 핵가족화의 결과로 우리의 의식(구조)속에서 휘미하게 된 친 

족관계를 언어표현으로나마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즉 의식 속에서 불 

투명하게 되어 버린 친족관계를 언어표현으로나마 투명하게 만들어 보상해주자는데 투명화 

현상의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 

친족 칭호의 투영화현상은 가까운 친족의 경우에도 일어냐는데 이 경우는 한자어로 펀 

표현이 순수한 우리말 표현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부친’보다 ‘아버지’플 ‘여 

식 ’ 보다 ‘딸’ 을， ‘조부’ 보다 ‘할아버 지 ’ 를， ‘자부’ 보다 ‘며느리 ’ 를 압도적 으로 많이 쓰는 

것이 오늘날 국어의 현실이다. 우리의 질문지 조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들에서 불투명 

한 한자어 대신 투명한 우리말 표현을 쓰는 사람이 90%를 상회한다. 

한연 ‘장손’과 ‘맏손자’의 경우는 압도척으로 많은 응답자가 ‘장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맏손자’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표현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맏손자’ 대신에 ‘큰손자’라는 투명한 표현을 썼더라면 많은 응탑자가 ‘장손’ 대신에 ‘큰 

손자’를 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친족의 칭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한글 표현을 통한 투명화 현상은 

핵가족화의 결과라고만 주장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말에서든지 문 

자(learned words) 를 쓰면 위압감을 주는 반면 명범한 말 (plain words)을 쓰면 친근감을 느 

끼게 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한자어로 된 친족 칭호 보다 순수한 우리말로 된 것이 친근 

감을 주기 때 문에 후자를 쓰는 쪽으로 기 울어 지 는지 모른다. 

화차 (speaker) 와 가까운 친척일수록 순수한 우리말 갱호를 사용할 확율이 높아진다는 것 

이 펼자의 주장이다. 또한 친족칭호의 대상 (referent) 에 대하여 화자가 느끼는 존경심 (reve

rence) 의 정도가 높을수록 한자로 된 칭호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 

이다. 그렇다면 친족칭호의 투명화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인 거리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친족칭호의 투명화현상 가운데 순수한 한글 표현올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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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해방 후， 민주주의를 이 땅에 청착시키기 위해서 문맹퇴치 

운동이 있었고 문맹퇴치의 수단으로 한자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한글사용을 적극 권장하였 

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친족칭호의 한글화경 향이 이러한 한글권장 풍토의 영향 

을 어느 정도나마 받았을 수도 있다. 

핵 가족화의 영 향으로 국어 사용에 생 기 고 있는 변화 가운데 다른 하나로 칭 호의 중화현상 

(neutralization)을 들 수 있올 것이다. ‘형수’와 ‘제수’ 를 구분하지 않고 ‘아주머 니’ 라고 

한다든지， ‘매형‘과 ‘매제 l 를 구분하지 않고 ‘매부’라고 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30대 이하 

연 령 충에 두드러 지 게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 와서 신생아의 이름올 지올 때 항렬을 우시하는 경향이 정점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데 이것도 칭호 중화현상의 종류로 취급할 수 있을 듯하다. 

3.3.2. 민주화의 영향 

해방 후 우리냐라의 근본척인 사회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 핵가족화 이외에도 민 

주화가 있다. 민주화의 영향으로 만인평동사상이 널리 보급되었고 그 결과 직업 등에 귀천 

이 없다는 생각이 우리의 의식 속에 갚이 박히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모든 직종의 

호청에도 민주화의 바람이 일게 되었으며， 그 결과 직종의 호칭이 미어볍 (euphemism)을 통 

해 격상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 다음과 같은 질문지 조사 결과가 이 를 증명해 주는 것 

으로 생각된다. 

즉 응닿자 가운데 70% 갱 도가 ‘식 모’ 대 신에 ‘가정 부’ 를， 90% 정 도가 ‘간호부’ 대 신에 

‘간호원’을， 60% 청도가 ‘차장’ 대신에 ‘안내양’ 을， 95% 이상이 ‘순사’ 대신에 ‘경찰’ 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칭호의 격상은 직종의 친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를 들어 응당자의 70% 갱 

도가 ‘형무소’ 대신에 ‘교도소’ 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호청의 격상은 심 

한 말의 격상 (inflation)을 가져온 것 같다. 그리하여 ‘술접’을 ‘회관’으로， ‘온돌시공업자’ 

를 ‘온돌박사’로， ‘엠탕칩’을 ‘생사연구소’로， ‘시계수선소’ 를 ‘시계 (대학)벙왼’으로， ‘외 

국어학관’을 ‘언어연구소’로 격상시켜서 쓰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점장 

이’ 를 ‘철학가’， 혹은 ‘역학자’로， ‘청소부’ 를 ‘미화요원’으로 미화시켜 부르는 것도 흔히 

틀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의 격상이 모두 민주화의 영향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어떤 경우에는 (예 : 생사연구소) 영리를 위한 자기 과시의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올 알 수 있다. 

3.4. 한자， 외래어 등에 대한 태도 

끝으로 국어생활에서 한자， 외래어 및 사투리의 사용에 대한 태도가 어떼한 것인가를 알 

아보기로 하자. 

3.4.1. 외래어 사용에 대한 태도 

먼저 외래어의 경우부터 생각하여 보자.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의 외래이 사용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0% 갱도는 외래어를 조금만 씨야 한다고 했고， 13%청도는 전혀 

쓰지 않아야 한다고 했으며 7% 청도는 많이 써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 결과에 의 

하면 압도적 다수가 외래어의 제한된 사용만을 찬성하고 있으며 외래어를 전혀 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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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이 그것을 많이 쓰자는 연보다 2배 갱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 응답자만 고려하면 15% 정도가 대중매체에서 외래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불과 3% 만이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충에 

서 이렇게 외래어 사용에 대한 전면 반대가 전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3.4. 2. 한자 사용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 한자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알아 보자. 신문， 잡지 등에서의 한 

자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가운데서 한자의 제한된 

사용을 원하는 펀이 65%이고，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펀이 20%이며， 전면 폐지를 원하 

는 편이 15% 정도이다.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가 한자의 제한된 사용을 바라며， 한자를 많 

이 사용하기 를 바라는 쪽이 그것의 전면 폐지를 바라는 쪽보다 약간 우새하고 있음이 드러 

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 응답자만 보면 한자의 전면폐지 를 바라는 연이 12%쯤이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기를 바라는 펀이 13%쯤이어서 백중세를 이루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젊은 충으로 

잘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세를 보일 것 같다. 그것은 젊은 충일수록 교육과정에서 한자에의 

노출도가 낮아지고， 따라서 한자에의 친밀도가 그만큼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웅답자의 대 다수가 10대 와 20대 었는데 만일 그들이 40대 와 50대 였더 라면 한자를 많이 써 

야 한다는 면이 한자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국어에서 한자의 장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4 . 3. 사투리 사용에 대한 태도 

끝으로 표준말 이외의 방언을 공식석상에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 생각 

해 보자. 방송， 강연설교 등에서 표준말과 사투리 가운데서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에 대 한 질문에 서 70% 청 도가 표준말을 사용해 야 한다고 응답하고 나머 지 30% 정 도가 자 

투리를 사용해도 좋다고 응답하였다. 

표준어를 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응탑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것 갇지만 

일단 주의할 만한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보아서， 특히 공적으로 사용되는 국어에서의 외래어， 한자， 사투리 

등의 사용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의 의식 속에 갚이 뿐리를 내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외국어와의 접촉과 차용 

4.1 . 외래어와 외국어 

외국과의 정측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 언어가 사용되고 문울의 도입과 함께 외국 (단) 

어가 들어와 수용하는 언어의 어휘의 일부로 동화되어 사용될 때， 이를 차용어(loanword) ， 

또는 외래어라고 부른다. 외국(단)어의 차용이 곧 외래어이고 이 외래어는 외국어 (foreign 

word)와는 구별된다. 

외국어를 차용하는 데는 크게 (1) 번역차용， (2) 음성차용으로 나놓 수 있고，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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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혼합한 흔성차용(loanb lend) 14, 또 원어를 줄인 축약차용으로 세분할 수도 있다. 

우리말은 순토박이 말 (고유어 ) ,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로 구성된다. 한자가 기원적으로는 

외래의 것이기 째문에 한자어도 외래어라 할 수 있겠으나 우리 언어의식에는 한자어를 우 

리의 것으로 받아들이 고 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외래어로 취급하지 않겠다. 그리 

고 이 장에서는 우리말을 ‘국어’라고 부르기로 한다. ‘국어순화’라고 하면 외래어는 물론， 

한자어， 고유어(방언， 비어， 속어 포함)도 대상이 된다. 또 외래어로 정착하지 않은 외국 

어 사용도 다룰 수 있겠다. 

국어는 35년간(1910'"'-' 1945) 의 일제하에서 무수한 일본식 한자어의 ‘귀화’ 아닌 침입을 당 

하면서 고유어 개발의 기회를 앓고 마침내는 일어상용( 日語差用) 이 강요되어 국어 소멸의 

위기에 쳐한 적이 있었다. 이 기간 중 일어를 경유한 서구 외래어가 들어왔고， 8. 15 이후 

동년수 (35년)가 치난 오늘날은 다시 일어를 경유한 한자어， 외래어， 일본고유어가 우리 어 

휘에 섞여 들어와 8. 15 이후 ‘직수입’한 영어계 외래어， 외국어의 남용과 함께 국어순화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외국어 차용의 유형 (제 2 절)과 차용의 양상(제 3 절)을 살펴고 우리의 언어 

의식과 외국어 차용의 전망(제 4 절)을 논하기로 한다. 

4 . 2. 외국어 차용의 유형 

외국어와의 접촉에 의한 차용은 단어에 한정되는 것이 보펀적이지만 통사적인 어법에까 

지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외국어의 문자를 벌어 쓰기도 한다. 우선 이와 같은 외국 

문자와 외국어의 차용에 대한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4.2.1 . 외 국문자의 사용 

한자는 앞에서 밝혔 듯이 외국문자라는 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고 단음절 (monosyllable) 이 

고 표의적인 특성으로 합성어을 만드는 조어력이 강해 영어계 외래어를 번역차용하는 데에 

생산적으로 쓰여 왔다 15 같은 한자 사용권에 있는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도입된 일본식 한 

자， 일본식 약자가 우리의 한자어 사용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 왔으며 근래에 일본의 사 

진식자기의 도입과 일본식 한자 약자의 보급으로 한자 체계의 흔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문자 ‘가냐’ (假名)는 일반 언중에 의해서냐 또는 언중을 대 상으로 해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일본(수입)서적， 일이 학습용 교채， 혹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용 상 

품의 설명서나 일본의 관광객용 안내서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는 정도이다. 

로마자는 중학교부터의 영이교육과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성격 때문에， 마치 국어의 문자 

체계의 일부인 양 우리 주변에서 -신문， 잡지， 탤레비천 동， 매스콩의 매체를 비롯해서 호 

텔， 요청， 공공건물의 이름， 상품의 이름- 자주 쓰이고 있다 16 

(1) η. KBS, MBC, TV, FM; L , KOREANA , PLAZA, HYATT, LOTTE; 
1::. , PONY, GEMINI, MARK IV. 

14 loanblend (혼성 차용)， loan translation (벤역 차용) 둥 용어 는 Hockett (1958)에 서 차용 

15 설 문조사(문항 18)에 나타난 한자사용에 대 한 반웅은 다음파 강다. 많이 (19. 9%) , 조금(69.2%) 

전혀 00. 9%) 
16 설문(운항 27) ; (1) KBS , MBC .. . (2) 케이 • 바 • 에 스， 엠 • 비 • 시 .. 로 표커하는 데 대한 반응은 

(1) 96.3% , (2) 3.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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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END, ESQUIRE, LA BEAUTE, BANDO FASHION, MAXIM, VALLY 
NINE GOLD, FEST AL. 

위 (1)에서 기은 약자 L은 관광호텔 이름 c은 국산 자동차의 이름인데 한글의 표기 

없이 쓰이고 있고， (2)는 의류， 음식， 약품의 상표 이름인데 (1)과는 달리 한글과 병용되 

고 있다. 이플은 래체로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다. 

외래의 물품을 좋아하는 대중의 심 리 를 포착한 상술의 표현이 이러한 영어문자의 사용에 

서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4.2.2. 번역차용 

외국어 를 번역하여 차용어(loanword) 로17 만드는 차용방식이다. 외국어가 국어에 완전 동 

화하는 양식은 이 번역차용이라 하겠으나， 외국어와 국어의 형태론적 특성과 의미에 대응 

이 고르지 못하고 새로운 문물의 도입에 적응해서 적시에 벤역차용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조어력이 강한 한자를 가지고서도 근년에 와서는 번역차용의 형식은 거의 

단념한 처지에 있다. 

일 어 나 중국어 를 경 유한 영 어 외 래 어 : ‘ telephone , telegram, telegraph’은 ‘電話， 電報，

電信’으로 번역차용되어 국어어휘체계에 완전 흡수되 어 있으나， 근년에 신어로 도입된 

‘ television , telecast , teletype' 등에 대 해 서 는 번 역 차용이 되 지 않고 음성 차용 방법 에 의 존하 

고 있다. 8.15 이후 한자폐지， 한글전용의 논쟁 속에서 한자를 바탕으로 한 차용번역을 애 

써서 시도한 학자나 연구기관이 없었고 외래어 도엽의 경유지였던 일본에셔도 번역 차용이 

단절된 상태에 놓였다. 

문물이 세분되지 않고 도입된 때는 

(3) 洋服， 洋屋， 洋담배 18 洋酒

와 같은 조어가 용이했으나 외래 문물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지금의 추세에 있어 

서는 이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洋酒’만 해도 그 종류가 

(4)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진 

등 다양하지 않은가?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에 대해서는 번역차용보다 다음에 기술할 음성차용이 용이하고 또 

한 일반 언중은 이 방식을 따를 것이 분명하나， 이미 들어온 외국어， 특히 일본을 경유한， 

또는 일어를 포함한 외래어에 대해서는 국어 정책면에서 고유아， 한자어로의 번역차용을 확 

대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음성차용 

번역차용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외국어 원음에 가깝게 어형 

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국어의 음운구조와 조어법에 알맞도록 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으 

나 후자를 따르는 것이 많은 언어에서 일아나고 - 있는 차용현상이고 또 비-람직하다 19 가령 

17 영어 ‘loanword’는 독어 ‘Lehrwort’의 차용번역이고 국어 ‘借用語’ 도 이 외래어의 차용번역이다. 

18 본례 ‘담배’는 ‘ tobacco’ (포르투갈어)→‘짧破鬼’(일어)→‘당배’의 경로로 들어온 것인데 외래어 
의 의식 이 없어져 ‘洋담배’가 생긴 것이다. 

19 외 래 어 표기 에 있 어 서 ‘원 음주의 ’ 를 비 펀 한 논문으로는 유만근(l980a ， 1980b) 창조. 한국언 어 학 
회의 외래어 표키법에 대한 공동연구에서도 국어 조어업에 맞게 표기되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 
영 근(19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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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외래어를 생각하더라도， 국어에 없는 / f/ 같은 음가는 영어로서는 발음할 수 있다 하 
더라도， 국어로 표기할수는 없고， 국어 문맥에서 발음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20 

외래어의 음성차용도 들어온 시기에 따라 두 가치 어형， 즉 8. 15를 계기로 하여 일어를 

경유한 간접차용과 그렇지 않은 직접차용의 두 어형이 공존하고 있다. 외국영 차용에서 흔 

히 볼 수 있다. 

유럽 
L. { 불 효 랑란거서1c佛蘭西) 

C. {애 란 (愛蘭) 
아일랜드 

t. {노서아(露西亞) 
러시아 

위의 마지막 예 (5. t )는 보다 오래된 ‘아라사’ (없羅斯) 어형이 있고 두음법칙을 지키는 나 

머지 [아-]음은 어두에 첨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음성차용에 있어서 국어의 음운구조와 조어법에 적응해야 한다는 원칙 이 부분적으로 수 

갱되어야 할 예로 두음법칙과 차용어형 설정의 문제가 있다. 위에 든 [아라사→노서아→러 

시아]가 발음의 변전을 보여주는 것이라연 /t/이 어두에서 발음 안되는 이 두음법칙은 현 

대 외국어의 경우에 있어서 무너지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이 사실을 더 잘 알 수 있 

다. 

(6) 기 • 라이 터 (• lighter) L. 로마 (• Rome) 

C. 리 스트 (• list) t. 라면 (← =;/-;1 ν) (일)←老觀 (중) 

D. 라디오(→Radio(독)) 

두음법칙이 지켜진다연 

(7) 기. 나이터 L. 노마 C. 이스트 t . 나면 D. 나지오 

로 발음될 것이다. 사실 ‘radio’는 독어 어형이 일어 ‘ 7:/才’흘 거쳐 (국어의 구개음화[di] 

→ [dji]를 거쳐 ) [나지오]로 발음되어온 것이나 지금은 영어의 영향과 매스콤을 통해 [라디 

오〕 발음이 보편화된 실청이다. 현재 ‘라디오’는 [나지오， 라지오， 라디오J(그리고 이 밖 

에 영어식으로 [레이디오])둥 여러가지로 발음되고 있다. 일어냐 영어 동의 외국어의 영향 

을 안 받은 발음이 (1)[나지 오] ， 일 어 영 향올 받은 발음이 (2) [라지 오]， 서 구어 영 향을 

받은 발음이 (3) [라디오〕다. 외래어로서의 어형은/라디오/로 정하고 발음은 (1), (2) , (3) 

제각기라는 식도 있겠으나21 일갱 기간이 지나면 [라디오]로 일반화할 것이 예상펀다. 

음성차용의 한 형식으로 외국어 왼형을 적절히 줄여서 쓰는 ‘축약차용’방식이 있다. 일 

어 경유의 축약차용이 많고 또한 이 방식은 우리 구미에 맞아 널리 쓰이고 있다. 

20 이번 설문(운함 25)에서 ‘coffee’의 발음올 물었는데 (1)[커피](또는 [크펴 J)로 발음-85% (2) 
영 어에 가캉게 [f] 소리를 내연서 발음-15%의 반웅융 보였다 . 제보자 천원 (784영)이 영어플 알고 있 

는데 이 런 반웅올 보인 것무로 보연 일반 언중이 외래어를 우리 음운체 계에 맞게 발응하고 있는 것율 

알 수 있다. 
21 실제 발음과 외.래어 어형이 일치하지 않는 예로 (b ， d ， g)가 된소리로 나요고 어형은 평음으로청 

해진 것을 들 수 있다 : 검〔껍 J (• gum) , 버 스[빼스J (• bus) , 가스[까스J (• gas). 현행 표기법대로 
나가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된소리흘 피해 청자발음 (spelling pronunciation) 할 것 이 예 상된다. 반면 
에， 성리척인 실재 (psychological reali ty)로는 외래어 어두 유성 정지읍 [b， d, g]을 국어의 펀소려 [uu ， 

,1: , 11 J로 밭아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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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 텔 례 비 (• television) , 검 ([껍 ])(• chewing gum) , 프로 (• percent) , 

헬機 (• helicopter) 

L. 아파트 (• apartment) , 프로 (• program, professional) , 다아 야 (• diamond) , 

에 어 콘 (air conditioner) 

185 

(8. η)의 예들은 직접차용이고 (8. L )의 예들은 일어 경유의 간접차용이다. 이 중에서 

‘television’은 설문응답(문항 26)에서 (1) 축약형 (텔레비/테레바) 22 사용-49.7% ， (2) 텔레 

비전/텔레비전 사용-33.3%， (3) TV (티 • 비 ) 사용-17.0%의 반웅올 보이고 있다. 

4.2.4. 흔성 차용 

번역차용과 음성차용을 흔합시킨 유형으로 위에서 든 〈헬機〉는 엄격히 말해 축약형을 겸 

한 혼성차용형이다. 

(9) 냉커피， 크라운맥주， 마이카 시대， 인구 센서스， 특별 서버스， 업체 라이브쇼 

위의 흔성차용 외에 외래어에 (-하다〉를 붙여 용언화하는 방식도 일종의 흔성법이라 하겠 

다-

(10) 데모하다. 데이트하다. 슛하다. 칸닝하다. 카피하다. 콘트롤하다. 

이런 차용방식은 한 단어 안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하여 국어의 표현력을 풍부하게 하 

는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4.3. 차용의 양상 

외래어가 한국에 동화된 정도외- 외래어가 들어온 시기와 경로에 따라 변전한 과청으로 

나누어 외국어 차용의 양상올 살피기로 한다. 

4.3.1. 차용어의 정도 

외래어가 국어에 동화된 청도를 (l) ‘귀화’ (2) ‘영주화’ (3) ‘체재중’의 세가지로 구분 

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유어나 한자어로 번역된 외래어 (‘電氣， 電話， 電車， 電算機’ 동) 

는 외래어로 느껴지치 않는 귀화어이고 이 밖에 한자어나 고유어로 대치되는 번역 없이 완 

전히 뿌리를 내린 음성 번역형도 이에 속한다. 제 2 형안 영주형은 음성번역형도 차용인데 

동의적인 고유어나 한자어가 있어 대치될 수 있는 것들이다. 마지막 체재형은 대치어도 아 

직 없올 뿐더러 차용 기간이 짧아 아직 뿌리를 내리지 옷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구분은 

종류의 차가 아니라 정도의 차에 근거를 둔 것들로 다분히 주관척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ll) 기. 귀 화어 

빵， 커피， 택시， 버스， 텔레비， 고우 (신 ) ， 에려야스， 카셋트， 비데오 

L. 영주어 

테니스(←→청구) ， 텐트(←→천막)， 밀크 (←→우유)， 랩포(←→속도) ， 

바캉스(←→휴가) , 코메 디 (←→희극) 23 

22 television91 일어식 축약형 (7ν 1::' >를 경유하여 국어 에 들어용다연 〈데레비 〉가 되었올 것이마
(‘ tomato• 1- " 1- ←도마도’ 참초). 

23 설 운출사에 나타난 〈코애 뎌 〉와 〈희 극〉의 선 호도는 : <코에 띄 > 79. 6%. <희 극>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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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재어 

스폐 살 (• special) , 인 터 체 인 지 (• interchange) , 테 크니 결 (• technical) , 

아이로니 (←irony) ， 아프터서바스(←after service) , 인벤토리(←inventory) ， 

스테 이 터 스 (• status) , 

위의 예에서 보듯 이런 구분은 언중이 누구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일반화 되지 못한 

전문분야나 추상적인 개념같은 것을 나타내는 치용어는 ‘체재어’에 속한 것이고， 영주나 

귀화한 외래어라도 번역어가 새로 생겨 국어순화의 이 름으로 외래어의 사용이 정지되는 날 

에는 언중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외래어로서의 자격을 잃고 외국 

어로 되돌아갈 것들이다. 

외래어와 대치되는 동의 어가 있는 경우도 의미가 내포 (connotation ) 나 뉴앙스까지 같지 

는 않다. ‘호텔’과 ‘여관’ 을 동의어로 취급하지는 않는다. 재래의 것， 고유의 것에 비해 

외래의 것이 새롭고， 크고， 호화롭다는 의식이 잡재 해 있기 때문에 ‘여관’으로 대치되지 

않고 ‘호텔’이 계속 쏘이고 있는 것이다. 이 렇게 보떤 ‘호텔 ’ 은 제 1 형인 귀화어애 속할 

것이다. 

4.3.2. 차용의 변천 

8. 15 이전에 일어를 경유해 들어온 외래어가 새 어형으로 정리되어 씀이는 것들이 있다. 

(12) 기 . 다이야(~-1-t(←tire ) )→타이야 

L. 도락구 (← r 7" :/7 (←truck))→트럭 

L. 곱뿌(←그 γ7
0

(←cup))→캡 

일제하에서 쓰이떤 일어가 해방 후 점차적으로 정화되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예얘샤 

찾을 수 있다 

(13) 기 . 資切 (方 ν 후 1) )→ 〔가시끼리 J-→대 절→전세 

L. 追越(;;t -1 그 ν)→〔오이꼬시〕→추월→앞지르기 

1::. 乘合(/1) 7 -1 )→〔노리아이〕→승합→합송 

일본한자어를 일본발음으로 읽다가 다음엔 우리 한자음으로 읽고 마지막으로 다른 말로 바 

꾼 예 들이다. 

8. 15 이후 35년이 지난 오늘날 일어의 잔재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 ? 이 번 초사에서 취급 

한 일곱 단어에 나타난 반응을 사용 빈도가 높은 것부터 적으면 다음 표와 같다. 

(14) l 사있용다한 경 (%험~ I 들 있어다본 경 (%험) :;•"L 
단어 (일본) (국 어 ) 

「 전기 다마 73. 2 86. 5 천구 

L 에리 36.9 43.8 깃 

P 새우후라이 35.2 39. 7 새우뒤김 

2. 우와기 33. 5 59.8 웃옷 

P. 시보리 7. 4 18. 1 울수건 

님. 구찌에 니 1. 7 13.8 -}iì-

λ. 구쪼헤라 0.6 2.6 구두주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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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일상 생활에 관계가 갚은 것들인데 응답자의 90%가 학생이고 8. 15후 세대에 속 

한다. 사용 빈도가 제 일 높은 ‘전기다마’의 경우 100명중 73명이 직접 사용하고， 또 직접 

쓰지는 않지만 남이 쓰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00영중 87명 꼴이 된다. 우 

리 언어생활에서 이와 같은 일어 잔재를 없애자는 움직임에 의해 많은 일어 표현이 지난 

35년 사이에 많이 없어 졌 다. 앞으로 한 세대가 또 지나 8. 15전 세대가 완전허 가고 나면 

(14 ) 에서 보인 사용빈도는 양상을 달리해 소수점 자리가 하나 앞당겨질 정도로 미미한 반응 

을 보이지 않을까 짐작된다. 

4 . 4. 언어의식과 차용의 전망 

일반 언중과 언어정책자는 외국어 차용에 대해서 이해기 상반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인간의 활동이 국제화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외국의 문물의 도엽이 펼요한 만콩 외국어의 

도입을 피할 수는 없다. 필요충족을 위해 차용하는 외래어는 우선 국어 표현으로 번역차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차용 방식에는 한계점이 있다. 일반 언중은 필요를 메꾸 

기 위해서 힘 안드는 간결한 방법， 즉 음성차용의 방식을 좋아 한다. 또 외제 물건을 좋아 

하는 일반 국민의 기호에 맞춰 상호， 상표， 건물， 차종의 이름에 외래명을 붙이고 외국문 

자를 쓰는 등의 상엽주의의 노출도 우리 주변에셔 얼마든지 보고 있다. 이것이 외래어 아 

닌 외국어의 남용의 큰 원인이 되어 있기도 하다. 

외래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느끼는 심 리는 외래어 사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참신한 

것을 외래어에서 느끼고 찾는 언중의 섬 리가 신문， 라디오， TV 등 보도매체에도드러난다. 

(15) 뉴스데스크， 뉴스샌터， 뉴스파노라마， 입체라이브쇼， TV다큐멘터리， 골든 아워， 

마이크로， 매크로 

외국 영화영도 영 어 원명을 영 어로 적고 한글로 음을 옮겨 적는 굉고 형식이 많이 쓰이 

고 있다. 

(16) 키 쓰 미 (Kiss Me) 24, 파울 풀레 이 (Foul play) , 데 드싶 (Deadshi p ) , 크레 이 지 결 화니 
보이 (Crazy Girl and Funny Boy) 

외래 아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책임을 져야할 매스콩이 이렇듯 외래어 보급에 앞 

장서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의래이애서 참신성을 찾는 언중의 의 

식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정착성이 적은 체재형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또 한 가지의 의식구조는 그런 표현에 

서 정확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전문용어일수록 애매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외래어 를 쓰는 경향이 있다. 또 이와는 달리 아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현학성이 외국 

어나 체재형 외래어를 쓰는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기도 하다. 

필요충족을 위한 외래어 사용에는 이러한 요인들-외래 문물숭상 경헝 참신성， 정확성， 

현희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래어와 외국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우리의 경어와 호칭체계에 ‘미스터， 미시즈， 미스’ 등이 쓰여， 미묘한 대안관계 

를 나타내기도 한다. 외국인을 ‘M r. Smith' 라고 부르면 정중한 표현이 되나 국어 문맥에서 

24 외 국 영 화 ‘KISS ME’를 표기 하는데 대 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문항 29) cl) KISS ME 그대 
로 63.4% , (2) ‘키 쓰 • 미 ’ 로 9.6% , (3) 내 용에 알맞은 우리 말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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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깅’ 하면 명대， 존대가 아니고 손아랫 사람에 대하는 하대의 표현임을 우리는 느끼 

고 알고 있다 25 반대로 외국인 성 (예 : Brown) 에 ‘-써’을 붙여 ‘브라운써’하면 평대나 존 

대가 되는데 우리 고유의 성에 붙여 ‘김씨’하면 하대가 된다. ‘김씨’， ‘김군’으로 옷 부을 

처지에 ‘미스터 검’이 대역을 맡아준다. 

우리 언중의 이러한 언어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어의 조어법， 음운구조를 청확히 분 

석 기술하는 연구를 토대로 해서 외래어에 대한 정책이 책정되어야 한다. 현재 문교부에서 

추진중인 국어순화운동26은 보다 광범하게 조직화되어 이미 들어온 외래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외국어， 또 일본 영향으로 잘못 쓰이는 외래어 27 등을 정리하고 고유어， 한자어로 번 

역 차용하여 순화해 나가야 하겠 다. 

새로 차용되는 외래어에 대해서는， 현재 문교부에서 외래어 포기볍 개정시안이 작성되 어 

검토 중에 있거니와， 한국신문펀접인협회 28와 같은 상설 기구가 설치되어 29 이들 상임위원 

과 학계， 언론계， 산업계， 제조업계 등 각 분야를 망라힌- 비상임위원들이 외래어의 어형설 

청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겠고 일단 결정이 된 외래어는 우리생활 주변에서 그대로 지켜지 

도록 행청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외래어 어형설청에 있어서， 이비 관용화된 것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옷한 것들에 

대해서는 원음주의를 지양하고 우리 언중의 심리적 실재 (psychological reality) 에 부합되는 

외래어 표기체계를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래어에서는 두음볍칙을 버리듯이 국어의 

음운구조， 조어법에 대한 고찰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다 상위의 원칙인 언중의 

성려척 실재에 업각해야 한다. 이 심리적인 실재는 8. 15 이후 세대， 또 앞으로 올 세대를 

언중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언어의식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5. 지역방언간의 접촉과 표준어와의 관계 및 상호 태도 

5.1. 지 역방언 구획에 대한 의식 

우리가 국어라고 부르는 한국어는 알타이족의 다른 언어들과 일찌기 갈라져 발전해 내려 

온 계통으로 보나， 어휘， 음운， 통사 둥의 구조로 보아 세계의 수많은 다른 언어들과 뚜렷 

이 구별되는 하나의 언어임에 툴렴없다. 그러나 국어가 사용되는 주요 지역인 한반도가30 

북으로는 소련과 접한 함경도 욱단에서 남으로는 태명양의 물결이 흘러와 닿는 제주도 남 

25 ‘마스’와 ‘미 스터 ’ 사용에 대한 설운(운항 32 ， 33) 의 반웅은 ‘손아랫 사랍에 대해서’ 가 각각 95.7 
%와 31. 8% , ‘이 릉 모르는 경 우’ 가 각각 34.0%와 27.7%로 나타났다. 

26 1976년에 대통령령 제 8208호로 국어 순화운동협의회가 성치 되어 1977년 ‘국어순회자료 .제 l 집’ 

이 나오고 현재까지 4징이 나왔다. 순화 대싱어를 한자어， 외래어로 하고 사용 범위에 따라 일반용어， 

전운용어로 나누고 심의 결갱올 (1) 폐기， (2) 권장， (3) 병용으로 나누어 비 교적 온건한 방법을 쓰고 
있다. 

27 일본식 조어로 알려진 외래어에는 ‘올드마스(→old rniss) , 꼴인 (←goal in) , 칸닝(→cunning) ， 
생러리맨 (sal.ary rnan) ，동이 있다. 마지막 예는 최근 0981년 7월 현재) 국내 TV프로 ‘생러리앤 時代’
로 선보이고 있다. 

28 이 연협(編協)에서는 1977년에 ‘報道用語集’(제 l 접 ) 이 나온 후로 수시로 외국 인명과 지명을 
위주로 한 외래어 표거의 용어정이 나오고 있다- 그 성격상 ‘외래어 ’ 보다는 ‘외국어’ 표기를 다루고 
있다. 

29 외래어심의기구는 표준어싱의기구와 함께 학술원에 설치 할 수도 있올 것이다. 

% 한국어는 한반도 외에도 한국교포가 집단을 이루어 사는 중앙아시아， 소련 ， 얼본， 마국 각지에서 

#아나 이들 지역의 한국억를 다룰 수 없음은 유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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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차이에 따른 상이한 방언， 즉 지역방언들이 형쟁되어 각각 특칭을 

보이고 있다.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방언을 6구획하여 함경， 평안， 중부， 전라， 경상， 제주방언으로 

나누거나 크게 남 • 북 방언계로 가르거냐 하여 학자에 따라31 구획이 달리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실제로 들어 보아 구별할 수 있다고 의식하는 방언이 어떠한 것들언 

가 알아보키로 하였다. 

펀의상 행정구역 단위인 도별로 9개 방언 이름을 제시하고 (서울 • 경기도 방언은 하나로) 

‘들어서 구별할 수 있는 방언을 모두 고르’게한 (설문 37) 결과 응탑자의 50% 이상이 구 

별할 수 있다고 답한 방언은 φ 서울 • 경기도 방언，~ 경상도방언，Q) 전라도방언，@ 충 

청도방언의 4개망언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방언은 제주도 지역사람 93%기- 구별할 수 있다 

고 하고， 경상도와 경기도(인천)에 서 구별할 수 있다는 반응이 꽤 (약 50%) 나왔다. 강원 

도 방언은 본토출신(약 85%) 이 구별할 수 있다고 했을 뿐， 타도 사람들은 구별한다는 반 

응이 대단히 낮다(약 20%). 북한의 방언들에 대해서는 평안방언 구별이 37% , 함경방언 

구별이 24%, 황해방언 구별이 10%로 나타났다. 황해방언에 대해서는 경기도， 강원도 기 

타의 순으로 거리가 멀어강에 따라 구별한다는 사람수가 줄어든다. 이북방언 구별이 중학 

생의 경우 (20%가 구별한다고 응달)는 고등학교 이상자들에 비해 절반도 훨씬 옷미칠 정도 

로 낮고，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많이 들어본 방언을 순서대로 치적하라는 설문(설문 38) 에 대한 반응에서 1, 2 위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방언은 서울 • 경기， 경상， 전라， 충청방언이다. 이 결과는 들어서 구 

별할 수 있는 방언을 들라는 설문에 대한 반응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많이 들어본 

방언이라야 그 특정을 알고 구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언어 안에서 다른 방언사용자들 사이에 서로 알아 듣고 의시-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외국어와의 관계와 다르나， 지리적인 거리등의 요인으로 서로 교섭이 없이 발전해 내려 

온 방언들 사이에는 때로 알아 듣기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 점은 대채로 예상되는 

바이지만 확인하기 위해 설문 (39. 가) 에서 알아 듣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방언을 들도록 한 

결 과 압도적 인 75%가 제 주방언을 들었고， 그보다 비 율은 낮으나 그 다음이 경 상방언으로 

나타났다. 지역방언 사용자들끼리 말하는 것을 알아 들을 수 없었던 방언을 들라는 성문 

(39 . 나) 에 대해서도 제주방언이 제일 높고， 그 다음 경상， 그 다음 전라방언 순으로 나왔 

다. 제주도방언은 워낙 특이하여 다도 사람들이 알아 듣기 힘든 방언으로 되어 있다. 경상 

도방언은 흔히 들으면서도 성조의 특정 때문에 약간 어려운 인상을 주는 듯하다. 

이상에서 얼반이 흔히 구별하는 방언에 서울 • 경기도방연， 경상도방언， 전라도방언， 충 

청도방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제주도방언은 실제로 정할 기회가 적어 구별할 수 있다는 

반응은 적으나 알아 듣기 어려운 특징적 인 방언으로 의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원도 

방언의 구별이 미 약한 것은 이 도가 가장 많은 도 (5개도)와 인접해 있어 인접도의 말들과 

유사하고 독자적인 특정이 쉰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방언구획에는 언어대중의 

의식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북방언들의 구별이 미약한 것은 해방분단후 36년 6.25 이 

후 31년이나 지나는 동안 월남한 인구의 이북방언도 그 특색이 점차 퇴색하고， 그 쪽 방언 

을 직접 접할 수 없는 분단의 비정한 현실을 반영하는 일이다. 그 중에서 평안도방언의 二f

31 밤언의 6구획설에는 。l 숭녕 ， 이、씀進zp: 동 2系 방언군설에는 최학근。1 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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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그나마 비율히 높은 것은 이북방언의 특정을 평안도방언으로 대표시키는 방송매체의 

영향인 것 같다. 함경도방언은 경상도방언과 같은 성조의 특정 때문에 흔히들 경상도방언 

으로 오언하는 것을 보는데， 24%나 구별한다고 응답한 것은 오히려 신기하다. 

5.2. 지역방언들의 특정과 상호교섭 

지역방언들의 차이는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부터 살펴보자. 지역방언들은 말소리， 억 

양， 어휘， 통사구조 등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지역방언들을 특히 인상적으로 특정짓는 

측면은 억양이겠다. 교육등을 통해 표준어가 숨득되어도 억양의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다. 

모음의 차이 (-와 --], H 와 ì1 등) , 이중모음의 차이 (카와 - 또는 1, 괴와 꺼l 등)， 자음의 

차이 (人와 λA등)， 성조의 유무， 음운변경의 차이 (괄호→갈로[경북]， 업학→이박[전남]， 더 

워 -→더버 [경 남])등 말소리의 차이도 다양하다. 

이번 조사에서 경상도방언 집단의 성조에 대한 의식과 나머지 방언집단들의 장단음 의식 

을 보려고 입으로 하는 ‘말’과 동물인 ‘말’의 소리의 차이를 물은 결과， 재미있는 반응이 

나왔다. 경북(대구)접단의 7%만이 소리의 높낮이 (성조) 차이가 있다고 담하고， 63%가 걸 

이 의 차이가 있다 하고， 25%가 길이와 성조가 다 다르다고 답했다. 흔히 ‘말’ (語)은 저조 

(底調)， ‘말’ (馬)은 고초 (高調)로 높낮이 차이로 분석되고 있￡나， 압도적으로 많은 경상 

방언 화자가(고교생이지만) 장단음 차이로 느끼고 있다. 장단음이 구별되는 서울지역의 중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소리의 길이가 다르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50%, 69% , 76% 

로서 나이 가 높아질수록 구별을 의식하는 율이 높다. 또한 어휘차이의 단연을 보기 위해 

‘부엌’에 해당하는 말을 쓰게 한 결과 경상도집단의 50% 이 상이 ‘정지 ’ ， 약간수가 ‘정제 

(재 )’(‘정기 ’ 도 간흑 보임) , 제주도가 ‘정제 (재)’가 많고 (60%) ‘정지’가 일부였으며， 전 

라도는 ‘청개 (게)’가 많고 (40%) ‘정제’도 많았고 (30%) ， 충청도도 17%가 ‘정지’로 표시 

했으며， 그 밖에도 ‘부섞’ (경상) , ‘비엌’ (경기) 등이 나타나고， 서울의 중학생도 15%이상 

(주로 여자) 이 ‘정지’풍으로 표시했는데， 이 경우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동한 인구가 많음 

올 드러낸다. 다양한 어휘의 차이는 같은 도내에서도 남 • 북도에 띠라， 군에 따라， 때로는 

어촌 • 농촌 마을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32 앞에서 살펴 보았던 방언구획은 얼마만 

큼 세밀히 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정지’동의 어휘는 남쪽방언의 특정으로 

나타났으며， ‘질’ (←킬) , ‘치’ (←키 ) 동의 구개음화도 남쪽방언의 특정 이다. 이에 반해 평 

안도방언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 ‘덩거장’이라고 하는 대조를 보인 

다. 이 밖에 ‘모새’， ‘몰개’ (←모래) , ‘말랭이， (←산등성) , ‘새뱅이， 새갱이’ (←새우) 33, 

‘나생이’ (←냉이 ) , ‘하루방’ (←할아버지 ) , ‘가세 (←가위 )， ‘포리’ (←파리 ) , ‘대구’ (←자 

꾸) , ‘장어치다’ (←집 어치우다) 둥 여러 지역의 방언어휘가 우수히 많은데， 국어의 현실을 

보기 위해서 이들의 분포를 정확히 조사하는 작엽이 필요하다. 

지역방언간의 차이는 이와 같은 어휘면에서 뿐만 아니고 통사구조에서까지 뚜렷이 드러 

난다. 우선 어미의 차이에서 그 단연을 엿보기 위해 중부(서울 • 경기) 방언의 ‘했 어요’에 

해당하는 말을 적도록 한 결과， 경상도갱단의 여자 중 70%가 ‘했어예 ’라고 탑한 데 반해 

남자는 15% 밖에 ‘했어 예 ’라고 답하지 않이， ‘했어예’라는 말이 주로 여성의 애교 담긴 말 

82 이익섭(1976) 창조. 바로 이웃인 농촌 • 어 촌간의 언어차이가 거리가 먼 어촌끼리의 차이보다 크 

다는 조사결과. 
38 ‘새갱이’에 대해 이영근(19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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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임을 집작할 수 있다. 중부방언에서도 ‘했어요’가 주로 여성이 많이 쓰는 어미였다가 점 

차 남녀가 다같이 많이 쓰게 되는 변천을 겪었다(이정민， 1981 예정 ) . ‘했심더’라고 쓴 사 

람도 간혹 있으나 이는 중부방언의 ‘했읍니다’에 더 가깝다. 전라도 집단에서는 주로 ‘했 

어라우’로， 충청도 접단에서는 ‘했이우(했유， 댔어유) ’로， 제주도 첩단에서는 ‘했수다’ 로 

주로 나타났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방언들의 경어체계가 각기 다름도 유의해야 하므로 

이와 같은 1대 1의 대응은 정확히 말하연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같은 지역방언이라 할지 

라도 화자의 남녀 성별(경상도의 ‘했어예’에 서 보듯) , 연령충 등 사회 척 요인들까지를 업 

체척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지 않으면 안되 겠 다. 문법규칙 에도 차이가 나， 예 컨데 전라도방 

언 화자들은 내포문에서 ‘ ... 이다’가 ‘ ... 이라’로 바뀌는 규칙을 적 용치 않고 그대로 ‘ .. . 이 

다’ 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급에도 나타난다. (예 : 김선생은 스스로 좋은 사람이다고 

생각한다.’ ) 경상도방언에서 의문사가 있고 없음에 따라 의문어미가 달라지는 예도 본다. 

(예 : ‘니 어디가노?’， ‘니 산이 [산에] 가나?’ ) 

이상에서 우리는 지역방언들의 특정 이 언어분석의 어느 충위에서 나타나는가 엿보았지만 

그 특정들이 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교섭으로 서로 친근한 것이 되어 이제는 서로간에 낯설 

지 않은 처지가 되었다. 그동안 사회적 격변， 특히 6.25를 통해 북에서 남으로 이동합으로 

써 중부지역인이 피난살이하면서 경상도방언에 많이 접하게 되고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 

가 슬피 운다’는 등의 유행가도 남기게 되 었다. 또한 농촌 • 산간 • 어 촌에서만 자란 지방 

젊은이들이 방언전시장 같은 군대라는 접단 속에서 타도방언이 귀 익게 되고， 농촌의 낭녀 

가 도시로， 서울로 좀더 수입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빌려들고， 교통의 확대로 딴 고장에 여 

.행하는 인구가 점점 늘게 되어 방언간에 교섭과 접촉이 먼번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언을의 흔합 (mixture) 이 일어났다. 그 한 예가 ‘나 뿐이 없어’로서 

중부방언의 ‘나 밖에 없어’와 지방의 ‘나 뿐이어’가 합쳐져 지방(특히 충청 • 전라)의 흔합 

문형을 이루다가 거의 전국적인 파급을 보게 된 것 같다. 경북 동해안방언에 젊은 충에 서 

만 쓰는 교육에 의한 중부방언 차용으로 ‘-은데요’라는 의문어미가 있으나 이는 의문사가 

들어 있는 문장 속에서만 쓰인다. (예 : ‘이게 누 칩인데요?’*‘이게 할배접인데요? (최 

명옥， 1976)) (중부방언에서는 선행하는 문맥에 따라 의문사 없이 가능) 경상도방언에서 

‘이 결 사이다’ (사십시오) 가 중부방언의 ‘시’와 흔합되어 ‘이결 사시이다’가 나왔으니， 후 

자는 상대가 지존하거나 타지방 방언인일 해에 쓰는 상황에 따른 변이체가 되었다. 흔합은 

우선적으로 중부방언과 지방방언 사이에 이루어지나， 방언 경계지역들의 점진적인 혼합형 

태도 있으며， 이들의 영향은 많은 인구의 접산지인 중부방언권에 미쳐 다시 전국에 익숙해 

지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타방언인과의 접촉에서 대개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고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돌려 말 

하는 것이 상례 이기 때문에 (우리말을 하는 외국인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 셔로 의사소동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게 마련이다. 방언접촉으로 혼합형이 나오고 그것이 체계 안에 
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거북하게 들리기 쉽 다. 그러나 그러던 것이 여러 구조적 압력과 작 

용으로 조절되고 정착하여 체계의 일부를 이루면 다음 세대의 언어습득에 전수되고 결국 

한국어의 부분이 되는 것이 다. 7천만 한국인이 얼굴들이 비슷하면서도 모두 구별되듯이， 
국어도 하나로 묶이면서도 지역에 따라， 개인에 따라 구별되나， 서로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서히 달라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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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지역방언간의 태도 

설문 (40) 에서 제시된 방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 위해 방언들의 인상을 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용사를 보이고 복수개도 고를 수 있게 하였다. 먼저 각 지역별로 자기 

고장의 방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경북의 고교생 집단의 경우， 여자는 81 

%가 경싱도 방언에 대해 ‘무뚝뚝하다’를， 19%가 ‘듣기 싫다’를， 14%가 ‘촌스렵다’를 택 

하여 다분히 부정적인 인상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고， 52%가 ‘믿음직스럽다’， 29%가 

‘썩썩하다’， 19%가 ‘듣기 좋다’와 ‘점잖다’등 긍정적 인 인상을 택한더1 반해， 남학생들은 

‘씩씩하다’ 75% , ‘믿음직스럽다’ 70% , ‘튿기 좋다’ 60% , ‘정잖다‘， ‘배움직하다’， ‘부렵 

다’， 각 20%의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70%기- ‘우뚝묵하다’에 표시하고 있다. 경상도 

출신(최소 6세까지 경상도에서 자란) 직장인과 데학원생 남자의 경우도 73%가 ‘무뚝뚝하 

다’에 표하고 37%가 ‘촌스립다’에 표했다. 

전남의 고교집단 여자의 경우， 제일 많은 수가 ‘촌스럽다’에 (53%) , 그 다음 ‘믿음직스 

럽다’에 (41% ) , 다음 ‘듣기 좋다’， ‘상냥하다’에 (각 29%) , ‘씩씩하다’에 (23%) , 그리고 

나머지에도 분산 표시하고 있다. 남학생은 차례로 CD ‘믿음직스럽다’ (65%) , ~ ‘듣기 좋다’ 

(47%) , Q) ‘씩썩하다’ (4 1%) , @ ‘무뚝뚝하다’ (29%) , @ ‘촌스럽다’ (24%) , @ ‘배움직 

하다’， ‘부럽다’ (각 24%) , (j) ‘점잖다’ (11%)의 비율로 남여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이 

면서도 ‘촌스럽다’는 인상을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표시하고 있다. 전라도출신 직장인과 

대학원생 여성의 경우 CD ‘촌스럽디’ @ ‘무뚝묵하다’ @ ‘씩씩하다’ @ ‘믿음직스렵다’ 

@ ‘점잖다’ @ ‘상냥하다’의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제주도 집단(제주대학)에서 여자는 CD ‘무뚝뚝하다’ (65%)는 부정적 반응이 가장 높고， 

@ ‘듣기 좋다’ (20%) ‘믿 음직 스럽 다’ (20%) , Q) ‘씩 씩 하다’ , ‘정 잖다’ (각 10%) 등 미 약한 

긍청척 반응에 ‘튼기 싫다’도 15%가 나왔다. ( ‘비오쿠다’ [비 오겠읍니다] ‘뭐 먹 쿠가?’ 

[뭐 먹겠읍니까 ?J등 기음， 경음과 정지음어미에서 오는 인상 탓도 있겠다. ) 남자는 @ ‘듣 

기 좋다’와 ‘무묵묵하다’ 가 각각 55% , 같은 비율로 가장 높고， ~ ‘믿음직스럼다’ (25%) , 

@ ‘씩썩하다’ (20%) , @ ‘배움직하다’ (10%) 의 긍정과 ‘촌스럽다’ (15%)도 나왔으나 ‘듣 

기 싫다’는 여자 경우와 달리 전혀 없다. 

충청도 여고생은 충청도말에 대해 φ ‘촌스럽 다’ (70%) , ~ ‘점잖다’ (65%) , Q) ‘믿음직 

스렵다’， ‘무뚝뚝하다’ (각 50%) @ ‘배움직 하다’ (20%) @ ‘듣기 좋다’ (15%) , @ ‘상냥하 

다’ , ‘씩 씩 하다’ (각 10%)로 보고， 남자고교생 은 @ ‘점 잖다’ (50%) , ~ ‘촌스럽 다’ (30%) 

@ ‘듣기 좋다’， ‘상냥하다’ (각 25%) , @) ‘믿음직스렵다’ (20%) , @ ‘썩씩하다’ (15%) 순으 

혹 표시하여 여자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충청도 출신 시울 직장인과 대학원생도 남자 

의 경우 ‘믿음직스럽다’， ‘정 잖다’ ， ‘촌스럽다’에 각각 거의 같은 비율로 표시하고 있다. 

서울의 고교접단은 표준말에 대해 여자의 경우 CD ‘듣기 좋다’ (92%) ， ~ ‘배움직하다’ 

(57%) , Q) ‘상냥하다’ (38%) ， @ ‘점 잖 다’ (27%) ， @ ‘부렵 다’ (23%) ， @ ‘믿음직스럽다’ 

(23%) 에 남자는 @ ‘듣기 좋다’ (92%) , ~ ‘배움직하다’ (61%) , Q) ‘상냥하다’ (52%) , @ 

‘점 잖다’ (46%) , @ ‘부렵 다’ (32%) , @ ‘믿 음직 스렵 다’ 에 표해 남녀 가 똑같이 높은 비 융 

로 ‘듣기 좋다’는 반응올 보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출신방언에 대 해 서 ‘믿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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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부청적인 특정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여자가 남자 

보다 지위 (status) 에 민강하다는 외국사회의 조사 결과와도 통하는 현상이며，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자기 지역방언에 대해 ‘은연중의 위신 (covert prestige)을 느낀다는 셜 (說)과도 

통하는 귀중한 결과이다. 

한 방언에 대한 타지역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경상도방언에 대해서는 ‘씩씩하다’와 ‘무 

뚝뚝하다’， 전라도방언에 대해서는 ‘상냥하다’와 ‘간사하다’， 제주도방언에 대해서는 ‘배움 

직하다’ 와 ‘촌스럽다’， 충청도방언에 대해서는 ‘접잖다’와 ‘흔스럽다’가 가장 많이 나왔다. 

이것은 각도 방언에 대한 긍갱척인 인상과 부정척인 인상 표시 중 비율이 높은 것 하냐씩 

을 택한 것이 며 ， 특정 지역방언들에 대 해 ‘듣기 싫다1 동의 인상을 표시한 비율도 높은데 

나이가 높은 충일수록 그렇고 나이가 아래일수록(특히 중학교 칩단) 특정방언보다는 표준말 

이 아닌 지역방언 일반에 대해 ‘듣기 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특정방언에 대해 연견 

을 갖는 현상이 세 월이 감에 따라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북의 평 안도와 함경도 방언에 대해서는 우선 익숙치 않은 탓이겠지만 반응을 보인 비 

율 자체가 매우 낮다. 대학생접단의 응답률이 .가장 낮고， 다음 중학생이 낮고， 고둥학생접 

단이 가장 높다. 여러 특성자질에 분산 표시한 특정이 보이는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펑 안도·함경도가 함께 ‘씩 씩 하다’와 ‘무뚝뚝하다’이며， 그다음으로 중·고집단(특히 

남자)에서， ‘간사하다’인데 (대학생접단은 이에 표시한 사람이 없다) 이는 북괴 정치 접단 

과 방언인 집단을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인상표시인 것 같다. 

5.4. 지역방언과 표준어와의 관계 및 태도 

표준말은 어떤 특정지역의 방언을 지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묘로， 처음부터 언어구조상 

다른 방언들 보다 낫다거나 한 점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청수도를 중심으로 한 서울 • 

경기도 지역의 중류(또는 교양있는) 계충의 사람들의 말올 표준말로 잡아 특히 교육면에서 

전국적으로 사용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어휘 뿐 아니라 발음， 억양， 문법구조를 고려한 표 

준말을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척， 사회계충적 배경을 가진 표준말에 대해 지역방언인 

들이 갖는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살펴 보자. 

표준말에 대해 지방인과 지방출신 전체의 압도척인 수가 ‘듣기 좋다’는 표시를 하고 ‘상 

냥하다’는 반응도 높고， 그 밖에도 ‘배움직하다’ 또는 ‘점잖다’는 긍정적인 반웅을 보이고 

있다. 이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표준말이 높은 사회적 위신을 지니고 있음올 알 수 있는데， 

이는 외국사회에서도 보펀척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같은 방언권 사랍틀끼리는 집단 유대감과 주체성의 표시로서 자기 지역방언올 계 

속 쓰도록 사회척 압력을 받게 되며 (Trudgill, 1974) , 이 압력이 남자 쪽에 좀더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지역방언은 향토척인 생활강청이 담겨 유지되고 전수된다. 

설문 (41)에서 ‘어느 지역방언을 쓰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 

냐’하고 물은 결과 ‘약간 짐작할 수 있다’에 표한 사람이 약 4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어 

느 정도 알 수 있다’가 30%언데 비하여 ‘청확히 알 수 있다’는 거의 없고 ‘알 수 없다’는 

20%이다. 대체로 방언을 들어보면 어느 지역 출신인가 알게 되고 따라서 그 지역인의 향 

토색에 따른 성격을 약간 또는 어느 정도 집작하거나 알 수 있다는 태도로 풀이된다. 그러 

나 방언특유의 말투 자체가 주는 인상과 관련하여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본 사람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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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설문 (47) 에서 ‘배우자를 맞이하게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느냐’하는 데 대해 ‘가급척 

이면 표준말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를 택한 사람이 60% 가량으로 가장 높고， 이중 제주 

도 여성(대학생)과 경상도 남성(고교생)은모두 70%가， 그리고 깅원도 여성의 80%가 표준 

말하는 배 우자를 원해 눈길을 끈다. 나머 지 15"""'20%는 가급적 이 변 동향방언 사용자이 기 를 

바라고 특히 제주도 남자(대학생)의 45%가 동향방언 사용자를 원하고 있어 같은 도의 여 

성과 동상이몽격이 된다. 전체 중~나머지 20""""25%가 어느 지역방언을 사용하든 상관없다 

고 답했다. 배우자로서는 사회적으로 대접받는다고 생각되는 표준말 사용자를 선호하는 경 

향을 나타낸다. 

방언권의 집단 유대강과 관련하여 같은 지역사람(또는 출신)이 ‘별로 익숙하지 않은(서 

둔) 표준말올 사용하는 것을‘보면 어 떻게 느끼느냐’ 하는 설문 (46) 에 각 지역 고교칩단에 

서는 @ ‘아니꼽다’ @ ‘찰난 체하는 것 같다’ @ ‘주체성이 없어 보인다’ 등의 순으로 부 

갱 적 인 반응이 압도적 으로 많고， ‘아무렇 지 도 않다’ 는 20%미 만으로 낮다. 어 떤 학생 은 거 

북스렵다’하는 말을 따로 써넣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은 중부에서 멀어질수흑 즉 강 

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순으로 점차 내려갔다. 중부방언에 가까운 지역방언의 사용자 

일수록 동향인의 서푼 표준말에 저항감을 약간 덜 느낀다는 뜻이다. 지방을 떠나 표준말에 

늘 접하고 있는 서울의 대학생이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반응의 비율이 

더 높고 특히 여자 쪽의 비율이 남자 쪽보다도 더 높다. 여러 방언에 접해 본 양방언 사용 

자 여성중에 ‘귀엽게 들린다’라고 특별히 써 놓은 경우도 있다. 

설운 (48) ‘연속극이나 코메디에서 귀하의 지역방언을 흉내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 떻 

게 느끼십니까?’에 대해서는 경상도 남녁고교생과 제주대학 남녀점단의 51%가 ‘어색하 

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 비율은 다른 도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경상도말과 제주도말 

이 정확히 흉내내기가 더 힘들기 떼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분 나쁘다’ 하는 반응은 전라 

도 고교여자집단의 35%가 가장 높다. 서울 • 경기도 외의 지방고교와 제주대학점단 중 남 

녁별 반응의 비율은 CD ‘친근감이 간다’ 남 48% , 여 : 33% , cìl ‘재미있다’ (중부에 가까 
울수록 비율이 높다) 남 : 36%, 여 : 28% , Q) ‘어 색하다’ 남 : 37% , 여 : 21% , @ ‘기분 

나쁘다’ 남 : 8% , 여 : 18% , @ ‘그저 그렇다 ’ 낭 : 11%, 여 : 28%이다. 서울의 대학원 • 

직장인의 경우， 남자의 35%가 ‘어섹히다’에 반응하여 나머지 표현에 대한 반응보다 월등 

높고， 서울의 대학생정단도 남자의 42%가 어색하다고 했다. 그리고 아래 학교로 내려 갈 

수록 ‘재미있다’에 표한 율이 좀 높은 편이다. (아래 학교 접단이 지방방언들에 대해 ‘듣기 

싫다’ 하는 반응을 꽤 많이 보인 정과 대조해 보띤， 상황의 차이 띠1 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에서 솔점 이 름에 ‘니캉 내 캉’ (‘너 랑 나랑’의 경남말) , 디방， 음식점 이름에 ‘하루방’ 

(‘할아버지 ’의 제주도 말)등이 보이는 것은 신기함과 토속척인 어강 해문이겠다. 

스스로 어느 지역방언을 쓰느냐는 설문 (42) 에 대해서 ‘자기 지역방언과 표준말을 때와 장 

소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한다’에 제주대학의 남학생 55% , 여학생 80%가 표하고 있어 이 

지역의 언어환경의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제주도방언은 타지역 방언인이 알아 들올 수 

없는 청도이므로 표준어 습득의 훨요성은 절실하며 이 예문에 학교에서의 표준어 교육은 타 

지역보다 월등 나은 듯하다. 고교 졸업시까지 동향교사들이 자신플끼리는 제주도방언올 쓰 

나 학생과의 대화는 공사간에 표준말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기타 ‘자기 방언만 사용’에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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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여 : 5% , ‘방언의 말씩 가 약간 섞 인 표준말 사용’ 에 남 : 10%, 여 : 20% , ‘방언의 

말씨가 상당히 섞인 표준말 사용’에 남 : 25% , 여 : 5% , ‘방언의 말씨에 단어만 표준말 사 

용’에 냥 : 5% , 여 : 0%로서 여자의 표준말 지향의 성취가 남자 쪽보다 훨씬 높음을 드러 

내는데， 외국 초사예를 보면 여자 쪽이 실제보다 ‘높여 보고하’는 (over-reporting) 경 향도 

남자보다 강하다 하니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척으로 여자가 표준말에 더 민감하여 

빨리 숨득합은 분명하다. 지방고교생들은 대체로 표준말교육의 영향을 받더라도 환경 때문 

에 (도시와 벽촌의 차이등은 있지만) 방언말씨가 강한 데도 ‘방언말씩가 약간 섞인 표준말 

을 사용’한다거나(충청 • 전라)， ‘표준말만 사용’한다거나(강원 50%) , ‘방언의 말씨가 상 

당히 섞인 표준말을 사용’한다는 반응(경상도)의 비율이 높아 대체로 질제보다 높여보고하 

는 경향인데 이는 표준말의 사회적 위신을 그만큼 장재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인정하는 현 

상이 다. 중하류충에 과영 수정 (hypercorrection) 현 상 (예 : ‘겸 심 ’ (←점 심 ) , ‘긴 지 ’ (←진 지 ) , 

‘기우세요’ (←주무세요)동) 이 일어냐는 것도 비슷한 경 향이다. 

5_5. 지역방언과 언어정책 

이상에서 지역방언들 및 표준말과 관련된 실태를 살폈 다. 여기서 언어청책 및 교육의 방 

향을 암시하는 몇가지 문제가 저절로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 지역방언 (들) 

에 대한 편견이 의외로 강함올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태도를 시청해 나아가는 방향으로의 

청책과 교육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고유한 각 지역방언의 가치와 긍지를 느끼도록 북돋아 

주면서 다른 한펀으로 국어 표준화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양(兩)방언 사용능력 (bidialectism) 

을 길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의 좋은 모형이 앞에서 언급한 제주도의 표준 

말 교육상황이며， 이는 요즘 붐을 이는 외국어교육에도 좋은 모형이 되리라고 본다. 현지 

조사 결과， 제주시 아이들은 제주도말뿐 아니라 전파매체， 육지인과의 접촉으로 취학 전에 

이미 표준말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귀포만 해도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상황에서 표준말만 쓰던 은사가 졸업후의 개인적인 접촉이 걸어짐에 따라 차츰 졸업생에게 

제주도방언을 쓰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오석민， 1981) . 가족이나 동향인과는 비격식 상황에 

서 지역방언으로 대화해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그 밖의 상황에서는 표준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숭적인 측면에서， 남북의 교류가 이루어져 이북방언에 접할 

수 있어야 하겠고， 각 지역방언들의 특색 이 퇴색하기 전에， 여러 사회적인 요언을 고려한 

치역방언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 언어의 객관화 작업이 촉진되기를 바라 마지 않 

는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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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ociolinguistic Profile of Present-Day Korean 

--With Reference to Linguistic Consciousness 

Choon -Hak Cho 

Nahm-Sheik Park 

Suk-Jin Chang 

Chungmin Lee 

The present study is an attempt to provide a rough profile of linguistic consciousness, 
as reflected in the day-to-day use of present-day Korean. The underlying assumption 

throughout is that the drastic socio-political changes in post-Liberation Korea must have 

left strong imprints in the popular Korean psyche and that there must be linguistic 

reflexes for these imprints, 

The present study does indeed come up with an interesting assortment of lingu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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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attributable to such socio-political changes as φ the coming of democracy and 

the nuclear family and CZ) an ever increasing encounter with other dialects and languages. 

As such, the present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a systematic formulation of language 

policy or for a principled ‘purifica tion ’ of Korean. 

A 50-item questionnaire is used for the present study. The 784 respondents range from 

middle-school students to college graduates and represent both sexes and most of the 

major dialects of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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