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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국어의 표준어인 서울말과 이북에서 표준어로 쓰이는 평 

양말(일명 문화어)의 모음 체계를 음향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연 

구하고， 발음상에 어떤 톡청한 음운 규칙이 존재하는가를 실험 연구하고자 

한다. 

국어에서 교양있는 사랑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청했듯 

이， 해방 후 북한에서는 혁명의 수도인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 말을 문화어 

라고 지칭하고 그들의 표준어로 삼았다. 즉 검일성은 1966년 5월 14 일 그 

의 교시에서 “우리 말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터를 닦아야 합니다 혁 

명의 수도이며 요랑지인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기준으로 하여 언 

어의 민족적 특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겠읍니다. 그런데 

‘표준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읍니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 

도 서울말을 표준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쓰는 것이 낫습니다"라 

고 말했다(고영근 1989: 90). 

위에서 암시되었듯이 문화어는 결코 자연발생적인 언어규뱅이 아니고 공 

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중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근로 대중올 

위해 목척의식을 가지고 갈고 닦아서 만들어진 언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 

화어는 유능한 혁명도구로서 체제의 선전과 수호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당국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진(흑히 어휘부문) 언어라는 점에서， 그 통 

안 청책척 손질을 버교적 멸했다고 불 수 있는 남한의 표준어와는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냐라말을 막론하고 방언의 차이는 주로 모음에 많이 있듯이 서울말 

과 평양말의 차이도 주로 모음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가 북한말율 

들으며 여러 가지 이질척인 요소에 당혹해 하는 것은 사실이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 평양말도 해방 전까지만 해도 경상 방언이냐 함경 방언과 마찬 

가지로 평양 방언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족 해방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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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준어는 서울말이었으며， 평안 방언도 다른 방언플처럼 적든 많든 표준 

어인 서울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모음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지역에서 다 

같이 인정하는 8개의 단순모음 j 1, 꺼， H, L -l, ...L, T , -j가 포함되어 

있는 어휘를 중심￡로 실험하였다. 실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실시되 

었는데 첫번째 실험은 1994년 10월에 남북한의 대체척인 모음 대조 분석에 

주력하였고 UCLA 음성 실험실에서 실시되었으며， 두번째는 1995년 11월 
에 첫번째 실험에서 나타난 현상을 가설로 세우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집 

중적인 실험을 서울에서 실시하였다. 첫번째 실험에서는 음장의 차이로 의 

미가 분화되는 최소대립어로 구성되어 있는 운장을， 두번째 실협에서는 가 

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대상 단어들이 집중척으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읽도록 하였다. 실험대상자로는， 첫번째 실험에서는 대부분이 최근 평양에 

서 망명해온지 1-2년 내외의 사람으로 당국의 특별관리를 받고 있는 20代

의 남성안 평양말 화자 3명과， 비슷한 나이의 20代 남자인 서울 화자 3명 

을 선정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평양 화자 1명의 부모중 한 사람과 서울 화 

자 1명의 부모 충 한 사랑만 제하고는 나머지 화자들의 양쪽 부모 모두가 

화자들과 마찬가지로 평양말을 하거나 서울말을 하는 사람￡로 선정하였고， 

대체적으로 화자들 모두가 국민학교 교육과 전문대나 대학교 과정을 다른 

곳으로 이통하지 않은 채 평양이나， 서울 지역에서 교육받았다는 것이다. 

평양말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남한에서도 많이 볼 수는 있으나， 이들은 대 

부분이 6 .25 사변 당시 평양에서 피난온 사랍들로 특히 서울 청계천 근처 
에서 장사하는 사람틀은 평양 출신 사랑들이 많고， 그들의 상업 범위상 평 

양 출신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경향이 있어서 평양말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들의 말은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 근 45년간 평 

양과 떨어져 있어 왔기 때문에， 마치 개척시대 이후의 미국 영어가 영국 영 

어와 떨어져 있어서 발음이 달라졌듯이， 이들의 평양말은 현대 이북에서 쓰 

고 있는 평양말과는 질척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 

서는 최근에(1， 2년 내외) 북한에서 망명해 온 평양 출신의 평양 화자를 택 

하였으며， 그틀을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평양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내 

에서 교육받고 거주해 온 사람으로 선청하도록 한 것은 사람이 어려서는 부 

모의 말투를 배우지만， 일단 성장하여 학교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할 경우 

에는 부모의 말루와 다른 한이 있더라도 주변 동료들의 말푸와는 비슷해지 

려는 의욕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두번째 실험에서도 1차 실험에서와 비슷한 

조건의 명양 화자 3명과 서울 화자 3명을 선정하였는데 평양 화자 1명만 

제하고는 1차 실험에 참가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들을 선정하였다. 실험대상 

어휘들을 객관척으로 자연스러운 대화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똑갈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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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는 라고 말했어"(1 said ) 라는 문장 속에서 얽도록 하 

였는데 이 문장들은 방음 장치가 되어 있는 방송실에서 DA T (Digitalized 

Audio Tape)와 analogue 방식의 cassette tape으로 각각 녹음되였다. 첫번 

째 실험 문장은 일인당 80개로서 5번씩 얽도록 하였는데 피실험자가 실험 

의 의도를 알지 못하도록 순서를 뒤섞어 (randomized)놓았고， 이차 실험에 

서 동원된 문장은 69문장이었고， 일차와 마찬가지로 뒤섞인 문장을 5번씩 

대화체로 얽도록 하였다. 

녹음된 문장은 각각 최신 음성분석기언 CSL (Computerized Speech Lab) 

과 Macintosh의 plot formant program에서 분석하였다. 

2. 일차실험 

일차실험에서 사용하였던 문장과 피실험자는 다음과 갈다(첫번째는 장모 

음， 두번째는 단모음). 

1. / 1/ 
나는 일(일 한다는 얼)이라고 했어. 

나는 일(첫째라는 일)이라고 했어. 

2. /꺼/ 

냐는 제기〈제사 때 쓰는 그릇)라고 했어. 

나는 제기(발로 차는 놀이)라고 했어. 

3. / H / 
냐는 매(새의 종류)라고 했어. 

냐는 매(맞는 매)라고 했어. 

4. / t / 
나는 밤(먹는 밤)이라고 했어. 

나는 밤(캄캄한 밤)이라고 했어. 

5. /~ / 

나는 성인(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 

나는 성안(어른)이라고 했어. 

6. /J../ 
냐는 솔(닦는 솔)이라고 했어. 

냐는 솔(소나무 솔)이라고 했어. 

7. /T/ 
나는 눈(져울에 내리는 눈)이라고 했어. 

냐는 눈(사랍의 눈)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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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나는 홈(홈집)이라고 했어. 

/ι 

T 

나는 금(금반지 금)이라고 했어. 

켜 
。

* 평양 화자(1차 실험 당시 ) 
화자 A: 안명진 (26세). 평양태생. 

평양에서 검정일 군사대학 나옴. 남한에 망명한 지 1 년됨. 

화자 B: 박철진 (29세). 평양태생. 

소련 레닌그라드대학 재학 중 망명. 중앙대학교 재학생. 

화자 C: 한성호 (26세). 평양태생.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 어문학부 5년 졸업. 한양대학교 재학생. 

* 서울 화자(1차 실험 당시 ) 
화자 D: 김윤형 (26 세). 서울태생 . 홍익대학교 재학생. 

화자 E: 오종균 (29세) . 서울태생. 홍익대학교 재학생. 

화자 F: 이정용 (24 세). 서울태생. 홍익대학교 재학생 . 

일차 실험에서 서울 모음과 평양 모음 8개의 단순모음의 formant 1, 2를 

CSL로 측정하고， Macintosh에서 plot f ormant로 분석한 결과는 각각 다음 

과같다. 

2500 2000 1500 10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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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 ) 평양 화자 A의 모음 분포도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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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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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서울 화자 D의 모음 분포도 

Hz 
L 10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1100 

r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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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평양 화자 중 화자 A만의 모음 분포도를 실은 것은 평양 화자 A 

는 당시 서울로 망명해옹 지 1 년 밖에 안되고 당국에 의해 특수 지역에 격 

리되어 있어서 비교적 순수한 평양 말을 보존하고 있는 반연 나머지 평양 

화자 B와 C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편입하여 대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말 

투가 많이 서울화되어 있었다. 서울에 온 지 몇 년만에 어투가 변한 것은 

본인들이 망명자라는 신분이 노출되어 주목받는 것을 거리끼어서 무의식적 

으로도 주위 사람들의 발음을 모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짐작이 간 

다. 서울 화자 세 사람 중 화자 D가 평양 화자 A와 체격과 연령이 비슷하 

여 그의 모음 분포도를 같이 비교하였다. 

2. 1. 모음의 상승(raising)과 유표(marked)의 융합(merger) 

평양과 서울의 모음 분포도를 보면 우선 콩통적인 것이 모음 / 꺼 /와 / H/ 
의 merger 현상이다. 이것은 아미 서울의 젊은 충들의 발음에서는 /개/와 

/게 /. /배/와 /베/를 구멸하지 못하는 것은 모음 / H/가 /매 /로 상숭하는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 상승 현상은 평양 발음에서도 마찬 

가지로 일어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이나 평양 화자 다같이 /매/를 

/메/로 발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서울과 평양의 모음 8개 중 / H/ 모음 
은 상승작용으로 /뀌/와 융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곱개의 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양 화자 모음 분포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후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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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Lι /一/와 /T/가 융합(merger)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들온 실 

제 발음에서도 “억양”을 “욕양”으로， “성명”을 “송명”으로， “금”을 “꿈"~ 

로， “홈”을 “홈”으로 발음하고 있다. 이 현상이 서울 발음과는 달리 평양 

발음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이현복(1990) 퉁은 

모음 /1/와 /-/의 원순모음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모음 

사각도 안에 위치한 /1/와 /-/가 모음 청취공간의 후설 가장자리 (periph

eral space)쪽으로 /..L/와 /T/를 향해 이동하여 청취력을 극대화시키는 방 

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음 체계에서 보다 

럴 기본척이고 특수한 모음인 /-/(거/)가 보다 기본척이고 일반척인 /T/ 
(/u/)롤 향해， 또한 멀 기본적인 모음 /1/(/ A/)가 보다 일반적언 모음 
/↓/(/0/)를 향해 이통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현상은 유표(/1/와 /-/) 

가 무표(/..L/와 /T/)로 충화되는 이른바 유표이론(theory of markedness) 

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t ’ U 

유표 무표 
e 
‘\ 

상숭 ê A 

유표 、

o 
표
 

무
 

(도표 3) 평양 모음 

상호대렵올 나타내는 두 개의 언어학척 자질 중 보다 기본척이고 일반척 

인 자질율 가진 것올 무표(unmarked)라고 하고， 보다 복잡하거나 륙수하고 

멀 얼반척인 자질올 가진 것을 유표(marked)라고 말한다. 또 두 개의 음 

중 어느 하나가 어떤 환경에서 중화될 때 충화되는 쪽을 유표음이라고 하 

고， 쌀아남는 쪽융 무표의 음이라고 말한다. 륙히 음성변화(sound change) 

에서는 유표의 음이 우표의 음으로 융합(merger)되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명양 모음에서 유표언 /i/와 /A/가 무표인 /u/와 /0/로 융합되는 현상올 

도표 1에서 폴 수 었다. 범어척으로 가장 무표척인 음소는 /a, i, u/라고 활 

혜， 유표인 /i/가 무표언 /u/로， 유표인 /A/가 무표인 /0/로 융합되는 것은 

유표이론의 쿠장율 실충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양어는 세계 언어상 유표이 

론에 맞는 모음 융직임율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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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모음 /..L/가 /~/로 대체 발음되는 현상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명양 화자는 모음 /~/와 /-/를 유표 현상에 의하 

여 /..L/와 /T/로 전환하였는데， 이 번에는 이와는 반대로， /..L/를 /~/로 

전환 발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이들은 “오번”올 “어번” 등으로 발음 

하였는데， 이 현상은 무표음인 /..L/가 유표음인 /~/로 전환되는 것으로 앞 

서 설명된 유표음언 /-/와 /~/가 무표음인 /T/와 /..L/로 전환되는 현상 

과는 반대되는 현상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모 

음 /..L/에서 럴 일반적이고 특수한 /~/ 모음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은 /-/와 /T/ 모음 사이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직 모음 /..L/와 
/~/ 사이에서만 발견되었는데， 모음 구도에서 가장자리 (peripheral space) 
에 있는 안정된 모음이 럴 안정된 중앙 쪽의 모음으로 이동되는 현상은 특 

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었다. 과연 이 현상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차 실험을 실시하였다. 

3. 이차실험 

이차실험은 다음 네 가지 점에 유의하여 중접적요로 시행되었다. 

첫째，/..L/로 시작되는 낱말 충 모음으로 시작되며 첫음절에 강세가 오는 말: 

오번， 오명， 오판， 오십， 오전， 요인， 오후， 옥돌， 욱체， 올케 

둘째，/..L/ 모음으로 시작되냐， 첫음절에 강세가 없는 말: 

오통， 오늘， 오줌 

셋째， /..L/ 모음이 자음의 영향을 받는가를 얄기 위하여， 자음 다음에 /..L/ 

모음이 오는 날말: 

bilabial: 본드， 복창， 본능， 목창， 폼살， 폭설， 폭행 
dental/alve이ar: 돌격， 독설， 통중， 녹용， 농성， 속담， 손자 

palatal: 족발， 종기， 촉매， 총상 
velar: 곡식， 곤봉， 콩활， 콩알 

넷째， 모음이 자음의 영향을 받는 가를 알기 위하여 일차실험에서 실시하 

지 못했던 고립형(isolated form)의 모음 8개와 자음 다음에 8개의 모음이 

오는 경우: 

이에애으우아어오 

기게개그구가거고 

실험 방식은 일차와 마찬가지로 위의 첫째 항목에서부터 셋째 항목까지 

의 어휘들은 “냐는 라고 말했지”에 넣어서 얽도록 하였고 넷째 항목 

의 고렵형은 각각 5번씩 얽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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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화자(2차 실험 당시) 

ι‘ 걷r 경 

화자 A: 흥금주 (28세). 평양태생:.;명양 기계대학 졸업. 중국 유학. 
부-평안남도 출신， 모-함경남도 출신. 

화자 B: 안명진 (26세). 평양태생. 1차 실험과 갈음. 

화자 C: 최호영 (30세). 평양태생. 평양 상업대학 졸업. 

부모-평양 출신. 

* 서울 화자(2차 실험 당시) 

화자 D: 깅재원 (25세). 서울태생. 홍익대학교 재학생. 

부모-서울 출신. 

화자 E: 김진태 (24세). 서울태생. 홍익대학교 재학생. 

부모-서울 출신. 

화자 F: 윤영재 (21 세). 서울태생. 홍익대학교 재학생. 

부-충청남도 출신， 모-서울 출신. 

이차실혐의 중요한 목적은 모음 /.L/가 모음 /1/로 대체되는 현상올 연 

구하는 것이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첫째 모음 /.L/가 

/1/로 전환되는 현상은 “오번”이라는 말을 할 때 “오”를 길게 읽어서 

“오” 다음에 “어”가 일어나는 breaking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 

가셜은 평양 화자들이 “성명”을 “송명”으로 “금”을 “꿈”으로 발음하는 나 

머지 /1/를 /.L/ 등으로 잘못 발음한다고 의식하여 /←L/를 발음하는 과청 

에서 /1/로 과잉교청 (hypercorrection)하는 현상이 아닐가 하는 것이다. 

과영 교청이란 지역 방언이나 비표준어롤 쓰는 사랑들이 의식적으로 버 

표준어를 피하고 표준어를 구사하려는 나머지 도에 치냐치게 고치지 않아 

도 될 발움이나 문법구문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북부 영국인이 

납부 영어 [A] 발음을 come [kAm]. bus [bAS] 둥의 단어에서 의식적으로 
발음하다가 button [bA?n]과의 유추로 butcher를 [bAt~dr ]로 발음하는 경우 

인데， 이 현상은 우리나라 경상 방언 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영어학사전 

1990: 548). 즉 경상 방언에서는 자음 /사/의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싸운다”를 “사운다" “쌀”올 “살”로 발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따금 “성낸 

다”를 “썽낸다” “소나기”를 “쏘내기”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현상 

이 바로 과엉 교정 현상인 것이다. 평양말에서도 화자들이 “억양”을 “옥양” 

￡로 “금”올 “뭄”으로 표준말에 알맞지 않게 발음하는 것을 의식한 나머지 

교정 발음하려는 노력이 지나쳐서 고치지 않아도 될 “오번”을 “어번”으로 

발음한다는 가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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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과잉교정 (hyper떠rection) 현상 

해당된 낱말틀을 CSL에서 분석한 결과， 북한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장모 

음이 발견되지 않고 단모음만이 존재하고 있어서 breaking 현상이라는 첫 

번째 가셜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되었다. 즉 breaking 현상은 장모음으로 

발음될 때 우리나라 말 같은 pure vowel일 때는 breaking이 생겨서 /.J../ 다 

음에 / -1 /라는 모음이 삽입되고 이중모음화(diphthongization)가 되어 / -1 / 

처럼 들린다고 보았는데 평양 화자들은 서울 화자들에 비해 모음을 모두 단 

모음으로 짧게 발음하였다. 예를 들연 “콩알”이라는 낱말을 서울 화자와 평 

양 화자 발음의 길이 (duration) 를 재어보았는데 평양 화자 발음의 길이 

(0.02920 m/sec)는 서울 화자 발음의 길이 (0.06610 m/sec) 의 거의 삼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짧게 발음하였다. 

醫驚驚靈싫짧露륙:밟룹뿔뿔-얻 
}chl C42-1.HSP 
응 

IIN 
"lS M s -... 
a* t~ 
<fC( 

Ð.Ðee 

(도표 4) 평양 화자 C의 “콩알” 발음길이 (0.02920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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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서울 화자 D의 “콩알” 발음길이 (0.06610 m/sec) 

요즈음 국어에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의 발음에서는 모음에서 음장으로 

의미를 구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데， 특히 이 현상이 북한 말 

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모든 모음을 거의 단모음으로 발음 

하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한국의 20대 젊은이들이 낱말의 음장으로 의미를 

얼만큼 구멸하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평양 화자 3명과 서울 화자 3명의 

발음을 실험 분석한 본인의 연구(995) 에서도 평양 화자들이 서울 화자보 

다 낱말의 읍장으로 돗을 구별하는 능력이 뒤져있을 뿐 아니라， 그들 발음 

에서는 특별히 캉조할 때만 제하고는(예를 들연 위대한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 퉁) 장모음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명양 화자가 /上/를 /-1/로 대체 발음하는 현상은 과잉교정 현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는데， 이들이 /.1-/를 /-1/로 발음하는 데는 어떤 규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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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발음이나，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경우나 관계없 

이， 또 bilabial consonant 다음에 오던지 dental, palatal, velar consonant 다 

음에 오던지 상관없이 대체 발음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폭셜”을 “펙설”로， 

“옴살”을 “멈살”로， “돌격”을 “덜격 ”으로， “곤봉”을 “건봉” 등으로 발음하 

였다. 단지 명양에서 망명한 지 기간이 좀 되고， 이곳에서 서울 여성과 결 

흔하여 사는 사람이나， 이곳 대학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서는 과영교정 현 

상이 덜 얼어나며 ， phrase initial place에 “→L "가 stress를 받고 발음될 때는 

더 빈번히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오이” 보다 “옥롤”의 경우에 과잉교정 

현상이 더 얼어났다. 

이차실험에서 얻은 또 하나의 결과는 평양 모음의 형성음 값은 모음 앞에 

나오는 자음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이차 

실험의 네번째 항목의 경우는 모음이 앞에 오는 자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가를 알기 위하여 첫번째는 8개의 모음을 순수모음만으로， 두번째는 

“-," 자음 뒤에 오는 모음을 고립형으로 실험하였는데 ， 실험 결과는 자음 뒤 

에 오는 모음의 형성음 값은 앞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다. 

I~ ‘ 77""lIIIIII. ""P:j l “ -’「’--’1 ‘ _.H"~:"4; ‘ _:"E':n~:π'"" ‘~Y. 1’·’ ‘ .~약~’l 
- A) chl ‘ U~-~ . t‘S Y ‘ 9 . 0000fj( 32> 

( 도표 6) 평 양 화자의 “오” 발음 Spectrum 

Fl (제일형성음값) 467 Hz 

F2(제이형성음값) 759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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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7) 평 양 화자의 “고” 발음 Spectrum 

F1 (제일형성음값) 467 Hz 

F2( 제이형성음값) 759 Hz 

3. 2. 서울 모음과 평양 모음의 음소 

낱말에서 / 뀌 /와 / H /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미 알려진 현상으로 

남북한 젊은이들의 발음에서 공통적: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모음 / H /가 

/ 꺼 /로 상승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준박사 양하석은 그의 “조선말 흘모음 체계의 음향학적 성격 

(1 989)"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은 10개의 흘모음(단순모음)을 가지고 있다 

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음 글자의 수가 107~ 라는 것이지， 실 

제로 발음되고 의미의 변별을 가져오는 음소의 수가 몇 개인가 의문이 제기 

된다. 우선 107~ 의 모음체계에서 /괴/와 /껴/는 발음의 현실상 단순모음으 

로 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서울 방언에서 마찬가지인데 서울의 60대 이하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거의 /셔 /와 /너 /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되고 있어서 서 

울 모음을 8개 단순 모음 체계로 보는 이가 많이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평 

양방언도 8개의 단순모음 체계라고 할 수 있고， 87~ 모음 중 / -1 /가 / .L/ 

로， /-/가 /T/로 융합되고， / H /가 / 꺼 /로 상승하여 발음되는 컷은 본 실 

험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에 평양의 흘모음체계는 / 1. 꺼， ~， .L, T/의 다 

섯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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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8) 평양의 모음 분포도(1 ， 2차 실험결과) 

2500 2000 1500 1000 500 
.J 1 1111 1 1 ’ ’ l ’ | 

‘p 

혔풍 쫓호i 

기 11111 1 1 1 1 ’ 

(도표 9) 서울의 모음 분포도(2차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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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의 수는 언어마다 달라서 세계에서 가창 적은 수의 모음 체계는 /i, 
a, u/의 3개로 Greenland.9} Eskimo어가 대표적이다. 그 다음의 모음 체계 

는 /i, e, a , u, 0/의 5개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 일본어， 라틴어야 

며， 평양말에서도 강은 5개의 모음 체계를 가지고 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랄리아어에 /i, e, æ, a , u, 0 , -:>/의 7개의 모음이 었으며， 불어， 덴마크어 

동에 107"의 모음이 있고， 가창 많게는 42개의 모음을 제안하는 학자도 었 

다. 그러나 기술에 사용하는 도구는 간단할수록 좋아서 SPE는 12개의 모음 

올 제안하고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울말과 평양말의 모음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화자와 

평양 화자로 하여금 실제로 발음하게 하여， 그 결과를 CSL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애초에 8개로 출발하였던 평양 모음은 상송 작용과 유표가 무표 

로 융합된 결과로 5개의 모음만이 실제 발음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서울 모음도 /강가 /e/로 상승하여 7개의 모음만이 발음되고 있다. 평양 모 

음에서 /1/가 /J.../로 /-/가 /T/로 발음되는 현상을 원순모음화라고 언 

급한 학자는 있으나， 이 현상을 유표가 무표로 융합된다는 이른바 유표이론 

으로 설명한 것은 본 논문이 최초이다. 또한 평양 언어 이외에 세계 어느 

나라 언어에 모음의 수가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유표이론에서 볼 수 있는 유 

표가 무표로 전환되는 현상이 있는가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었다. 

서울 지역에서는 /H/가 /꺼/로 상송하여 7개의 모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지만 검진우(1971: 87-94)와 전상범 (1976: 66-67)은 /H/ 이외의 모음 
에서도 상승화 추세가 있어서 모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의 모음의 상승 

e 베다 /peta/ • 비다 /pida/ 

ε e 배 다 /pεta/ • 베다 /peda/ 

d~t 없다 /dPta/ • 융다 /생ta/ 

a -:> 하고 /hako/ • 허고 /h-:>gu/ 

o u 

위에서 본 바와 갈이 모음의 상송화 추세는 모음의 변화를 단순화시키려 

는 움직엄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양 모음은 상승 작용과 유표가 

무표로 전환된 결과로 8개의 모음이 5개의 모음으로 단순화되었으며， 서울 

모음도 8개가 상송 작용으로 7개로 되었으며， 그리고 계속 모음의 상승화 

추세로 언젠가는 /1. 개 )-，..1一， T/의 다섯개의 기본척 모음으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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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려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라도 방언에는 7개의 모음이， 경상도 

방언에는 6개의 모음 음소가 존재하지만 이들 방언들도 모음이 상송하거냐 

유표가 중화되거나 또 그 이외의 어떤 과청을 거치던지 그 방향은 각기 다 

르더라도 길게 보면 결국은 / 1, ~]， ]-, -1-, T /의 다섯개의 안정된 모음으 
로 향해가는 공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이 지어지며， 더 확실한 

것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지속척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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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oustic Analysis of South and 
North Korean Vowels 

Sun-Kyong Kang 

This paper aims to acoustically analyze the vowel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n dialects and find the phonological rules which exist in the 

two dialects. In my paper North Korean dialect refers to the Pyongyang di

alect which is considered to be Standard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dialect refers to Seoul dialect which is considered to be Standard South Ko-

rean. 

For my research three speakers from Seoul and three speakers who fled 

from Pyongyang recent1y were selected. The six subjects were all males 

whose ages were between twenty-three and twenty-nine. 1 selected eight 

minimal pairs which contained the long and the short vowels but their 

meanings are different. Each word was read in the sentence “1 said " 

The pronunciation of the six subjects was recorded in a sound-proof room 

and analyzed with the CSL (computerized speech lab) at the phonetics lab

oratories of UCLA and Hong-Ik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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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ory of Markedness: 

In Pyongyang dialect the vowel / A/ merges into the back vowel /0/ and 

the vowel /i/ merges into the back vowel /u/. In other words the vowel / A/ 

and /i / move to the peripheral space where all the back vowels including 

/u/ and /0/ usually stand. Lee Hyonbok and other phoneticians explained 

these phenomena as labialization of the central vowels / A/ and /i/. 1 would 

like to describe it this way: rather uncommon and unstable central vowels 

/ A/ and /i/ move to more common and stable back vowels /0/ and /u/. 

These phenomena prove “ the theory of markedness" in which universally 

uncommon factors move to common factors so that complicated systems 

may be simplified. 

2. Hypercorrection of /0/ for / A/: 

It is interesting that some Pyongyang speakers mispronounce /opAn/ as 

/ ApAn/. They sometimes substitute / A/ for /0/, but in a consistent way. 

(They do not substitute /i/ for /u/.) 1 describe this phenomena as 

hypercorrection. Because the speakers of Pyongyang dialect pronounce /i / 

and / A/ as /u/ and /0/, they are conscious that such pronunciations are 

different from standard Korean and they make an effort to correct their 

mispronunciation. However, their subconscious effort at correction some

times produces unintended results. 1 describe such subconscious effort as 

hypercorrection. 

3. Vowel systems of two dialects: 

The eight vowel letters, /i, e, E:, A, i , u, 0, a/ exist both in Seoul and 

Pyongyang dialects. In my experiment 1 found that the Pyongyang dialect 

has a five vowel system in actual conversation, whereas the Seoul dialect 

has a seven vowel system. 

4. The future of all Korean dialects: 

According to phonologists Middle Korean had more than ten vowel phσ 

nemes. As time goes on, the number of phonemes has decreased and finally 

in Modern Korean we have an eight vowel system. But by movement of 

merging and raising, the Pyongyang dialect has five vowel phonemes and 

by movement of raising, the Seoul dialect has a seven vowel phonemes at 

present. The phonologists believe that the Kyongsang dialect has a five 

vowel system whereas the Chulla dialect has a six vowel system. However, 
it was not clearly proved how the number of vowel phonemes in Kyongsang 

and Chulla dialects have decreased from the eight vowel phonemes.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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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intuitive reaction to my research so far 1 would like to conclude that the 

number of vowel phonemes in all Korean dialects will gradually move to a 

five vowel system. 1 believe that the goal of simplification should be the des

tination of linguistic endeavors. 

서울륙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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