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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8.2, 127-142. This study aims to examine /ㅡ/ 

and /ㅓ/ of the difference rate and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in acoustic 

phonetics and articulation of Daegu dialect speakers. Daegu dialect speakers of 

the younger generation can distinguish between /ㅡ/ and /ㅓ/, while the older 

generation does not. Although it is the same dialect, it has a different vowel 

system for generation. So /ㅡ/ and /ㅓ/ perception and articula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Daegu dialect speakers. In the perceptual experiment, 

meaningless words were carried out, and in the articulation experiment, the free 

talking experiment was carried out. The analysis focused on the Formants (F1, 

F2), and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elderly generation was not good at perception and articulation of /ㅡ/ 

and /ㅓ/. However, the younger generation was good at perception and 

articulation of /ㅡ/ and /ㅓ/. Therefore, it can be confirmed that Daegu dialect 

elderly speakers do not distinguish phonemes and show neutralization of /ㅡ/ and 

/ㅓ/, while younger generations make different /ㅡ/ and /ㅓ/. (Woos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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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한국어 단모음 체계는 10모음 체계(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이

지만 동남 방언은 6모음 체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영태(1975)에서는 /i, 

E, Ǝ, a, u, o/의 6모음 체계를, 박종덕(2005)은 영남 지역의 모음 체계가 ㅔ와 ㅐ, 

ㅡ와 ㅓ를 구별하지 못하는 6모음 체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박창원(1995)은 현대 

한국어에 사용되고 있는 모음 체계는 최대 10모음 체계이며 최소 6모음 체계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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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곳은 동남 방언으로 거의 6모음 체계로 굳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상규(1988)는 경북 방언의 모음 체계는 경북 

북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 간 체계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따라 6모음 체계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

다. 동남 방언의 모음 체계에 관한 그 외의 연구들로는 김영송(1963), 김차균(1966), 정연찬(1968), 최명옥(1976, 1982) 

등을 들 수 있고, 정연찬(1968)과 같이 /ɪ, ㅔ, ㅐ, ㅡ , ㅓ, ㅏ, ㅗ, ㅜ/의 8모음 체계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동남 방언을 6모음 체계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동남 방언을 6모음 체계로 보는 견해가 많은 이유는 /ㅔ/:/ㅐ/, /ㅡ/:/ㅓ/의 중화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1) /ㅟ/

와 /ㅚ/는 동남 방언에서는 이중 모음으로 단모음 체계에 속하지 않으므로(백두현, 1992; 최명옥, 1979, 1998), 동남 방언

이 6모음 체계인지를 결정짓는 모음은 결국 /ㅔ/와 /ㅐ/, /ㅡ/와 /ㅓ/이다. 그동안의 동남 방언 /ㅔ/:/ㅐ/, /ㅡ/: /ㅓ/ 중화와 관

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째는 /ㅔ/와 /ㅐ/, /ㅡ/와 /ㅓ/ 대립 여부

를 살펴본 것(김무식, 1997; 박종덕, 2005; 백두현, 1989, 1992; 최명옥, 1979, 1998)이고, 둘째는 /ㅔ/와 /ㅐ/, /ㅡ/와 /ㅓ/

의 중화를 문헌사적으로 고찰(백두현, 1992, 1999)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동남 방언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 화자는 /ㅔ/와 /ㅐ/, /ㅡ/와 /ㅓ/의 변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언권인

데도 불구하고 세대에 따라 다른 모음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별 모음 체계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고동호

(2008), 김원보(2006), 박종덕(2011), 신우봉과 신지영(2012), 안미애(2011), 장승두(2005), 장혜진과 신지영(2007), 장

혜진 외(2008), 장혜진 외(2015), 박지윤(2011)이 있다. 본고에서는 동남 방언 중 대구 방언을 사용하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ㅡ/와 /ㅓ/ 음운 지각과 산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2)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포먼트와 스펙트로그램을 중

심으로 한 음향음성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의 방언은 지역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중부 방언(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방언), 동남 방

언(경상도 방언), 동북 방언(함경도 방언), 서남 방언(전라도 방언), 서북 방언(평안도 방언), 제주도 방언이 그것이다. 방

언에 따라 적게는 6모음 체계부터 10모음 체계까지 존재한다(최명옥, 2015: 75~86). /ㅔ/:/ㅐ/, /ㅡ/:/ㅓ/ 변별이 안 되어 있

다고 알려져 있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ㅔ/:/ㅐ/, /ㅡ/:/ㅓ/를 변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언권인데도 세대에 따

라 다른 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방언권임에도 모음 체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지역적인 요인으로 설명하

기보다는 언어외적인 요소, 특히 세대(연령)에 의한 언어 차이로 살펴볼 수 있다.

학력이나 성별, 억양, 말투 등의 요인이 아니라 세대(연령)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 필요성은 기존 연구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학력, 성별 등의 요인보다는 세대(연령)에 의한 요인이 /ㅔ/:/ㅐ/, /ㅡ/:/ㅓ/ 변별에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박종덕(2000, 2011)에 따르면 안동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 

변화의 주요 변인은 연령이었으며, 성, 학력, 말투에 따라 모음 체계가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승두

1) ‘중화’는 변별적으로 기능하던 상이한 두 개의 음소가 그 기능을 상실하여 동일 환경에서 같은 이음을 공유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합류’ 등으로 대치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중화’를 사용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에서 동남 방언 중 대구 방언으로 선정한 이유와 /ㅔ/와 /ㅐ/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2장 선행 연구 검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밝

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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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에서는 울산 공단 지역의 /ㅡ/와 /ㅓ/의 변별률을 지역별, 세대별, 직군별,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는데, 연령이 높을

수록 변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장혜진 외(2008)에서도 20대 화자와 40, 50대 화자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인명 지

각 실험과 단어 지각 실험에서 40, 50대의 화자가 20대 화자보다 지각 비율이 현저히 낮았음을 보여준다. 조규태(2001)

는 경남 지역 전반(거제, 거창, 남해, 마산, 밀양, 사천, 울산, 창원 등)의 ‘ㅡ’와 ‘ㅓ’ 변별률을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30대 

이하에서 /ㅡ/와 /ㅓ/를 변별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변별률이 높았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살펴 보았듯이, 노년 세대는 /ㅔ/:/ㅐ/, /ㅡ/:/ㅓ/ 중화 현상이 있지만, 젊은 세대는 /ㅔ/:/ㅐ/, /ㅡ

/:/ㅓ/ 변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ㅔ/:/ㅐ/, /ㅡ/:/ㅓ/의 세대별 음운 지각과 산출의 양상을 살

펴볼 수 있는데, 음향음성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음향음성학에 기반한 연구가 다소 활발해졌지만 주로 

/ㅔ/와 /ㅐ/의 대립 여부나 사회언어학적 관점에 기반한 발음 실태, 또는 /ㅔ/와 /ㅐ/의 음가 차이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연

구(박지윤, 2011; 장혜진 외, 2015)가 이루어져 왔을 뿐이다.

/ㅡ/와 /ㅓ/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가 /ㅔ/와 /ㅐ/의 연구보다 그 수가 적은 이유는 /ㅓ/의 음가 차이 때문일 것이다. 

허웅(1990)에서는 60대 이상에서 /ㅓ/는 [ə:]와 [ʌ]로 나타난다고 하였고, 이호영(1996)은 /ㅓ/의 발음이 [ʌ]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이현복(1993)은 긴 /ㅓ/는 중설 모음의 일종인 [ə:]이고, 짧은 /ㅓ/는 후설 모음인 [ʌ]의 음가로 실현

된다고 하였고, 이현복(1971)에서는 3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ə:]와 [ʌ]로, 30대 이하에서는 [ʌ]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김민자(1982)는 젊은 세대는 /ㅓ/를 [ʌ]로, 박주경(1987)은 30대 이하에서는 /ㅓ/를 [ʌ]로, 김정수(1998)는 40, 50

대에서 [ʌ]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동남 방언은 신승용(2004)에서 경북 방언은 /ㅡ/와 /ㅓ/가 /Ǝ/로 합류하였

기 때문에 표기상의 ‘ㅓ’의 실제 음가는 [Ǝ]라고 하였다. 이처럼 /ㅓ/의 음가는 [ə], [ə:], [ʌ], [Ǝ]로 실현된다. 이러한 다양

한 음가로 인해 /ㅡ/:/ㅓ/ 연구는 /ㅔ/:/ㅐ/의 연구보다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3)

/ㅡ/:/ㅓ/ 연구는 경남 지역 전반(조규태, 2001), 안동 지역(박종덕, 2000, 2011), 울산 공단 지역(장승두, 2005), 부산 지

역(이근열, 2015; 최현정, 2011)에서 이루어졌다. 대구 방언 /ㅡ/:/ㅓ/ 연구는 주로 음운 산출에 관해 다루고 있었으며 대

구 방언 화자의 /ㅡ/:/ㅓ/ 산출에 관한 연구는 장혜진과 신지영(2006), 장혜진과 신지영(2007), 안미애(2011)가 있다. 그

리고 대구 방언 화자의 /ㅡ/:/ㅓ/ 지각 연구는 장혜진 외(2008)가 있다. 그러나 대구 방언 화자의 /ㅡ/:/ㅓ/ 지각과 산출의 

양상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구 방언 화자의 세대별 /ㅡ/와 /ㅓ/ 지각과 산출의 변별률과 

상관성을 음향음성학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음향음성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 방법

3.1 음향음성과 조음 특징과의 관계

말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조음음성학적 관점과 다르게 음향음성학은 화자가 조음

하는 말소리(sound)가 어떤 과정을 통해 청자의 귀에 도달하는지를 물리적 관점에서 주되게 분석한다. 이때 음향음성학

은 공기 중의 음성 파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모음은 구강 내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 등에 의해 구

3) /ㅡ/:/ㅓ/, /ㅔ/:/ㅐ/의 논의에서 /ㅔ/:/ㅐ/ 대립 여부만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권경근, 2001; 소신애, 2010; 이현복, 1977, 1982; 정일진, 

1991)가 /ㅡ/와 /ㅓ/보다 조금 더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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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되므로 자음에 비해 상호 간의 차이가 불분명하지만, 혀의 위치를 상하전후로 움직일 때 구강 내 공간이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변하게 되고 그 결과 성대를 진동시켜 나오는 공기의 음파 역시 여러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모음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화자가 모음을 조음할 때 각각의 모음 조음에 따른 혀의 위치 변화는 구강이 다양한 모양의 공명실(resonance 

chamber)이 되도록 한다.

이 다양한 모양의 공명실을 통과하여 나오는 음파를 포착하여 나타낸 것이 바로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이다. 스

펙트로그램은 소리나 파동을 시각화하여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파형(waveform)과 스펙트럼(spectrum)의 특징이 조합

되어 있다. 파형에서는 시간 축의 변화에 따른 진폭 축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스펙트럼에서는 주파수 축의 변화에 따른 진

폭 축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스펙트로그램에서는 시간 축과 주파수 축의 변화에 따른 진폭의 차이를 농도 등의 차이로 나

타낸다. 스펙트로그램의 가로축은 모음의 길이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모음의 주파수 값을 나타낸다. 검은색 띠로 표시된 

포먼트는 강도가 셀수록 색이 짙게 나타나며 강도가 약할수록 옅은 색으로 나타난다. 검은 띠로 나타나는 포먼트 주파수

는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모음의 자질(quality)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준거이다(고도흥 외, 1999: 142).

모음을 발음할 때 음향음성학에서 관심 있게 다루는 또 다른 것은 성도(vocal tract)의 모양이다. 성도는 혀 위치나 입

술 모양과 같은 조음 기관의 활동에 따라 변한다. 성도 모양이 변함에 따라 모음도 구별되는데, 각 모음은 음향적 특성인 

스펙트로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다. 스펙트로그램의 포먼트(Formant) 주파수를 측정하여 분석하면 상응하는 모음을 추

정할 수 있다.4) 이론적으로 포먼트 주파수는 무한하지만, 모음에서 중요한 포먼트는 첫 두 개의 공명 주파수인 Formant 

1(이하 F1), Formant 2(이하 F2)이다. F1과 F2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의는 의견이 분분하고 합치를 보지 못하고 있

다. 다만, 여기에서는 학계에서 지배적이고 타당성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진행하는 논의에 근거를 두고자 한

다. F1은 개구도와 관련 있고, F2는 혀의 전후와 관련 있다. 결국 조음적 작용은 음향음성적 작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음

향적 특성을 보이는 포먼트 구조가 조음적인 특성인 조음 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연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3.2 연구 방법

본고는 대구 방언 화자의 세대별 /ㅡ/:/ㅓ/ 음운 지각과 산출 변별률과 상관성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음

향음성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3.2.1 피험자 구성 및 특성

본 연구는 비교적 균등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령, 성별, 출생지, 성장지를 기준으로 피험자 집단

을 구성했다. 피험자의 연령, 성별, 출생지, 성장지의 다양한 변인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출생지와 성장지는 대구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즉, 출생지와 성장지 중 어느 하나라도 대구 지역이 아니라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양육자의 언어는 피험자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험자의 부모 모두 

대구 출신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성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였고, 연령은 세대 구분이 되도록 젊은 세대(10, 20대)와 

노년 세대(60, 70대)로 구성하였으며 각 집단별 구성원을 균등하게 구성하였다. 피험자 섭외 방식은 길거리 섭외이며 연

4) 모음의 주파수 해석 방법은 Clark와 Yallop(1992)에서 턱과 혀의 모양에 중점을 두고 포먼트 분석 지침을 제시하였다.



The Phonological Perception and Articulation by Generation in Daegu Dialect /ㅡ/ and /ㅓ/ ∙ 131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8, No. 2, 2022

구 목적을 밝히고 연구에 동의한 피험자로 하였다. 총 피험자 수는 젊은 세대 30명, 노년 세대 30명으로 총 60명이다.

 피험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연령 구분이 중요하고, 피험자의 출생지와 성장지, 피

험자의 부모 출신지를 모두 대구 지역으로 제한하였다. 그 외의 요인인 직업, 최종 학력, 피험자 간의 관계 등은 이해를 돕

도록 부수적으로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피험자 정보

번호 연령 성별 출생지 성장지 부모 출신지 학력 직업

1

젊

은

세

대

18 남 대구 용산구 대구 용산구 대구 고교 재학 고등학생

2 18 남 대구 달서구 대구 용산구 대구 고교 재학 고등학생

3 18 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고교 재학 고등학생

4 19 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고교 재학 고등학생

5 20 남 대구 동구 대구 동구 대구 대학 재학 대학생

6 20 남 대구 북구 대구 동구 대구 대학 재학 대학생

7 21 남 대구 서구 대구 북구 대구 대학 재학 대학생

8 21 남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대구 대학 휴학 휴학생

9 21 여 대구 용산구 대구 용산구 대구 대학 휴학 휴학생

10 24 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대학 졸업 취업 준비생

11 16 남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12 16 남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13 16 남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14 16 남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15 16 남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16 16 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17 16 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18 16 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19 16 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20 16 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중등 재학 중학생

21 16 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중등 재학 중학생

22 25 남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대구 대학 휴학 휴학생

23 27 남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대학 휴학 취업 준비생

24 26 남 대구 중구 대구 중구 대구 대학 휴학 취업 준비생

25 24 여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대학 휴학 카페 아르바이트생

26 23 여 대구 중구 대구 북구 대구 대학 휴학 카페 아르바이트생

27 22 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대학 재학 대학생

28 17 남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고교 재학 고등학생

29 21 여 대구 동구 대구 동구 대구 대학 재학 대학생

30 21 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대학 재학 대학생

31 64 남 대구 서구 대구 북구 대구 대학 졸업 공인중개사

32 61 남 대구 남구 대구 남구 대구 고교 졸업 시계방 운영

33 63 남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고교 졸업 슈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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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령 성별 출생지 성장지 부모 출신지 학력 직업

34

노

년

세

대

64 남 대구 서구 대구 용산구 대구 대학 졸업 공인중개사

35 63 남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대구 대학 졸업 편의점 운영

36 67 여 대구 서구 대구 서구 대구 고교 졸업 가정 주부

37 60 여 대구 달서구 대구 남구 대구 대학 졸업 꽃집 운영

38 62 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고교 졸업 카페 운영

39 61 여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대구 고교 졸업 폰케이스 판매

40 62 여 대구 달서구 대구 남구 대구 대학 졸업 가정 주부

41 67 남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대학 졸업 회사 퇴직

42 64 남 대구 달성군 대구 달성군 대구 고교 졸업 폰케이스 판매

43 61 남 대구 남구 대구 남구 대구 고교 졸업 편의점 운영

44 64 여 대구 남구 대구 남구 대구 고교 졸업 편의점 운영

45 61 여 대구 남구 대구 남구 대구 고교 졸업 카페 운영

46 61 여 대구 남구 대구 남구 대구 고교 졸업 시계방 운영 보조

47 64 남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고교 졸업 공인중개사 손님

48 67 남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고교 졸업 공인중개사 손님

49 67 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고교 졸업 가정 주부

50 72 남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고교 졸업 회사 퇴직

51 70 여 대구 북구 대구 북구 대구 고교 졸업 가정 주부

52 75 남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고교 졸업 회사 퇴직

53 73 여 대구 달서구 대구 달서구 대구 고교 졸업 가정 주부

54 70 여 대구 북구 대구 남구 대구 고교 졸업 가정 주부

55 71 여 대구 남구 대구 남구 대구 고교 졸업 가정 주부

56 65 남 대구 남구 대구 남구 대구 고교 졸업 공인중개사 손님

57 68 남 대구 남구 대구 남구 대구 고교 졸업 공인중개사 손님

58 75 여 대구 동구 대구 동구 대구 고교 졸업 가정 주부

59 71 여 대구 동구 대구 동구 대구 고교 졸업 슈퍼 운영

60 73 남 대구 중구 대구 동구 대구 고교 졸업 슈퍼 운영

3.2.2 실험 도구

다음으로 실험 도구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ㅡ/와 /ㅓ/의 지각 실험 도구를 먼저 기술하고 다음으로 산출 실험 도

구를 기술하겠다. 지각 실험 도구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 단어’를 사용하였다. 유의미 단어는 

실험의 결과가 친숙도나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무의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유의미 단어는 화자가 문장이나 단어의 문맥을 통해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친숙성이나 빈도에 따라 /ㅡ/:/ㅓ/

를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무의미 단어’를 사용하였다. 무의미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로 

구성된 단어 목록이다. 단어를 구성할 때 /ㅡ/와 /ㅓ/를 각각 어두와 어중에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였고, 2음절과 3음절에

도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였다. 의미 없는 단어 총 20개를 무작위로 섞어 피험자에게 녹음을 들려주고 해당하는 /ㅡ/와 /ㅓ

/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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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녹음자는 표준어가 훈련된 30대 여성 아나운서이다. 녹음은 같은 단어를 3번씩 녹음하였고 그중 두 번째 녹음 음

성을 자극음으로 사용하였다. 자극음은 Praat의 스크립트를 사용하였고 스크립트는 Praat 매뉴얼에서 제공하는 

ExperimentMFC를 인식 실험에 알맞게 수정하여 만들었다. 무의미 단어는 단어 목록 차례대로 나오도록 했고, 음성

은 문제당 한 번씩 피험자들에게 들려주었고 한 번의 다시 듣기를 제공하였다. 피험자들은 원한다면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었다.

표 2. 무의미 단어 목록

번호 무의미 단어 번호 무의미 단어

1 으새 11 어수

2 으하 12 어가

3 그노 13 거차

4 스세달 14 더트날

5 흐아풀 15 처다하

6 너프 16 가어

7 하스 17 다더

8 세으 18 마서

9 높그넬 19 갈더모

10 학스탈 20 마처미

다음으로 산출 실험 도구에 대해 기술하겠다. 산출 형식은 크게 자연 발화와 낭독 발화로 나눌 수 있다. 자연 발화는 피

험자가 일상 생활을 하며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발화하는 것을 말한다. 낭독 발화는 실험자가 작성한 문안을 피험자가 자

연스럽게 읽는 발화를 말한다. 낭독 발화가 다소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인 발화를 녹취한다면 자연 발화는 인위성을 배제

한 자연 상태의 발화라고 할 수 있다. 낭독 발화는 연구자가 문안을 작성, 설계하기에 따라 어색한 문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험자는 문안을 읽을 때 아무리 자연스럽게 읽는다고 해도, 책을 읽듯이 또박또박 읽거나 문안을 틀리게 발

화하면 그 즉시 수정 발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무리 평상시와 같은 발화 속도를 유지하려 한다 하여도 발화 속도가 느

려진다든지 또는 특정 부분에 긴장이 들어가거나 음이 늘어진다든지 하여 일상적인 대화의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

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대구 지역 세대별 화자가 /ㅡ/:/ㅓ/ 변별을 하는지, 중화를 하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에 /ㅡ/:/ㅓ/ 대립 여

부와 중화 현상 여부는 자연 발화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전언(前言)한 낭독 발화의 단점 때문이다. 또한 김정대(2009: 2)

에 따르면, 발화를 조사할 때는 조사자가 제보자의 발화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특별한 형

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구술 발화를 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낭독 발화보다 자연 발화

가 본 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자연 발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2.3 연구 진행

피험자는 지각 실험을 할 때는 조용한 장소에서 녹음된 음성을 듣고 정답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산출 실험을 

할 때는 조용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담화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들은 연구자와 시간을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산출 실험을 



134 ∙ Park, Jiyoo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8, No. 2, 2022

할 때는 실험 참여 시간대가 같은 피험자끼리 자유롭게 담화를 하도록 하였다. /ㅡ/와 /ㅓ/ 지각 실험은 2022년 4월 3일에

서 2022년 4월 24일까지 이루어졌다. /ㅡ/와 /ㅓ/ 산출 실험은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 

피험자의 포먼트와 스펙트로그램 분석은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되었다.

3.2.4 자료 분석 방법

지각 실험의 경우 정답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답을 맞출 경우 10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ㅡ/가 포함된 문제는 총 10개였

고, /ㅓ/가 포함된 문제도 총 10개였다. 우선 개인의 점수를 합산하고, 그룹의 평균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룹별로 비교하

였다. 그리고 /ㅡ/와 /ㅓ/ 산출 실험의 경우, 포먼트를 분석하였다. F1 주파수는 혀의 높낮이와 관련이 있으며, F2 주파수

는 혀의 전후 위치와 관련이 있다. 총 자유 발화 시간은 129분 40초였으며, 총 문장 수는 992개, 총 어절 수는 6,111개였

다. 포먼트 분석을 위해 피험자들의 녹음된 음성에서 관찰 단어가 포함된 부분을 잘라내고 해당 모음 구간에서 포먼트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수된 자료에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차이 검증인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5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4. 대구 방언 /ㅡ/와 /ㅓ/의 세대별 음운 지각 및 산출 결과 분석

다음은 대구 방언 /ㅡ/와 /ㅓ/의 세대별 음운 지각 및 산출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다. 세대별 음운 지각과 세대별 

음운 산출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고, 대구 방언 /ㅡ/와 /ㅓ/의 세대별 음운 지각 및 산출 변별률을 살펴보고 아울러 음운 지

각 및 산출의 상관성도 살펴보겠다.

4.1 대구 방언 /ㅡ/와 /ㅓ/의 세대별 지각 및 산출 변별률 결과 분석

세대별 /ㅡ/와 /ㅓ/ 지각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ㅡ/와 /ㅓ/의 F1에 대한 차이 값을 

<표 3>, <그림 1>,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젊은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 차이 기술통계

구분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1
젊은 세대 /ㅡ/:/ㅓ/ 차이 455.33 30 18.84 3.44

노년 세대 /ㅡ/:/ㅓ/ 차이 76.30 30 82.8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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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젊은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 차이 분포

표 4. 젊은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 차이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t 자유도 p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차이 379.03333 86.47841 15.78873 346.74176 411.32490 24.007*** 29 .000

*

p<.05, **p<.01, ***p<.001

젊은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 차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젊은 세대 /ㅡ/:/ㅓ/ 차이의 경우 M=455.33점, 노년 세대 /ㅡ/:/ㅓ/ 차이 M=76.3점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의 경우가 노년 세대의 경우보다 평균값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007, p<.001).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은 차이 값이 노년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 차이 값이 

높게 나타나, 변별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은 차이 값이 노년 세대 /ㅡ

/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 차이 값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변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ㅡ/와 /ㅓ/의 F2에 대한 차이 값을 <표 5>, <그림 2>,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젊은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 차이 기술통계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F2
젊은 세대 /ㅡ/:/ㅓ/ 차이 12.50 30 10.16 1.86

노년 세대 /ㅡ/:/ㅓ/ 차이 8.60 30 4.48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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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젊은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 차이 분포

표 6. 젊은 세대 /ㅡ/ F2(평균값)와 /ㅓ/ F2(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2(평균값)와 /ㅓ/ F2(평균값) 차이 대응표본 검정

대응차

t 자유도 p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차이 -3.90000 10.50238 1.91746 -7.82165 .02165 2.034* 29 .050

*

p<.05, **p<.01, ***p<.001

젊은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 차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젊은 세대 /ㅡ/:/ㅓ/ 차이의 경우 M=12.5점, 노년 세대 /ㅡ/:/ㅓ/ 차이 M=8.60점으로 나타나, 젊은 세

대의 경우가 노년 세대의 경우보다 평균값 차이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34, p<.05). 이러한 결과

는 젊은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은 차이 값이 노년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 차이 값이 높게 

나타나, 변별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험자는 자유 발화하도록 실험에 참여하였는데, 그 결과, /ㅡ/와 /ㅓ/가 들어간 자유 발화 단어는 ‘그냥, 그네, 음악, 근

로자, 끝났다, 스트레스, 더럽다, 언제, 엄청나죠, 얹어 놓고, 얼마나, 선풍기, 엄청, 이런 게, 얹다, 얼굴, 스마트폰, 얼음, 

스윗하다’ 등 다양한 단어를 발화하였다. 다음 <그림 3>~<그림 6>은 피험자의 /ㅡ/와 /ㅓ/ 포먼트와 스펙트로그램을 무

작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3. 젊은세대(피험자 11)의 ‘얼마나’를 발화한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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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젊은 세대(피험자 11)의 ‘얼마나’를 발화한 포먼트 측정

<그림 3>은 젊은 세대가 발화한 ‘얼마나’의 스펙트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세로축은 모음의 주파수 값을 나타내는

데, 젊은 세대의 경우 ‘얼마나’의 ‘어’를 발화할 때 주파수 값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젊은 세대가 ‘얼마

나’를 발화한 포먼트를 제시한 것인데, F1과 F2의 분포를 보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노년 세대(피험자 38)의 ‘그때는 인자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를 발화한 스펙트로그램

그림 6. 노년 세대(피험자 38)의 ‘그때는 인자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를 발화한 포먼트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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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노년 세대가 발화한 ‘얼마나’의 스펙트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세로축은 모음의 주파수 값을 나타내는

데, 노년 세대의 경우 주파수가 일정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파수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은 노년 세대가 발화한 포먼트를 제시한 것인데, F1과 F2의 분포를 보면 일률적이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대구 방언 /ㅡ/와 /ㅓ/의 세대별 지각 및 산출 상관성 분석

앞 절에서는 대구 방언 /ㅡ/와 /ㅓ/의 세대별 변별률을 분석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대구 방언 /ㅡ/와 /ㅓ/ 세대별 지각 및 

산출의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ㅡ/와 /ㅓ/의 세대별 지각이 /ㅡ/와 /ㅓ/의 세대별 산출에 미치는 영향(F1)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F1

젊은

세대 /ㅡ/

(상수) 403.133 3.000 　 134.392 .000

지각 .227 .346 .226 3.655 .000

젊은

세대 /ㅓ/

(상수) 451.620 2.227 　 202.823 .000

지각 .247 .249 .267 3.189 .854

노년

세대 /ㅡ/

(상수) 360.237 1.261 　 285.760 .000

지각 .018 .225 028 .080 .120

노년

세대 /ㅓ/

(상수) 386.467 2.211 　 174.829 .000

지각 .027 .390 .095 .609 .135

*

p<.05, **p<.01, ***p<.001

세대별 /ㅡ/와 /ㅓ/ 지각은 세대별 /ㅡ/와 /ㅓ/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F1)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젊은 세대 /ㅡ/ 지각의 경우 회귀계수 β=.226으로 산출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젊은 세대 /ㅓ/에 대한 지각의 경우 회귀계수 β=.267으로 산출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노년 세대 /ㅡ/에 대한 지각의 경우 회귀계수 β=.026으로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노

년 세대 /ㅓ/에 대한 지각의 경우 회귀계수 β=.096으로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이러

한 결과는 젊은 세대의 경우 /ㅡ/와 /ㅓ/ 지각은 세대별 /ㅡ/와 /ㅓ/ 산출에 영향을 준다(F1)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노년 세대

의 경우는 유의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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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세대별 /ㅡ/와 /ㅓ/ 지각이 세대별 /ㅡ/와 /ㅓ/ 산출에 미치는 영향(F2)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베타

F2

젊은

세대 /ㅡ/

(상수) 1703.568 1.037 　 1643.161 .000

지각 .113 .120 316 3.940 .000

젊은

세대 /ㅓ/

(상수) 1252.887 46.532 　 26.925 .000

지각 .950 5.209 .264 4.182 .000

노년

세대 /ㅡ/

(상수) 1365.074 4.732 　 288.467 .000

지각 .020 .845 .050 3.141 .131

노년

세대 /ㅓ/

(상수) 1270.209 1.754 　 724.075 .000

지각 .031 .309 .035 4.099 .210

*

p<.05, **p<.01, ***p<.001

세대별 /ㅡ/와 /ㅓ/ 지각은 세대별 /ㅡ/와 /ㅓ/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F2)를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젊은 세대 /ㅡ/ 지각의 경우 회귀계수 β=.316으로 산출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젊은 세대 /ㅓ/ 지각의 경우 회귀계수 β=.264으로 산출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1). 노년 

세대 /ㅡ/ 지각의 경우 회귀계수 β=.050으로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p>.05). 노년 세대 /ㅓ/ 

지각의 경우 회귀계수 β=.035으로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p>.05).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

의 경우 /ㅡ/와 /ㅓ/ 지각은 세대별 /ㅡ/와 /ㅓ/ 산출에 영향을 준다(F2)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노년 세대의 경우에는 유의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대구 방언 화자의 세대별 /ㅡ/와 /ㅓ/ 지각 및 산출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대구 방언 화자들의 /ㅡ/와 /ㅓ/ 음운 지각과 산

출 변별력을 각각 분석하고, 상관성도 살펴보았다. 먼저, /ㅡ/와 /ㅓ/ 지각 실험에서 젊은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

(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1(평균값)과 /ㅓ/ F1(평균값) 차이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젊은 세

대의 경우, 노년 세대보다 평균값 차이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젊은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의 차이 값과 노년 세대 /ㅡ/ F2(평균값)과 /ㅓ/ F2(평균값)의 차이 기술 통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역시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보다 평균값 차이가 높게 나타나고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듯 대구 방언 화자의 

젊은 세대 /ㅡ/와 /ㅓ/의 F1(평균값)과 F2(평균값) 각각의 차이 값이 노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젊은 세대가 노

년 세대보다 /ㅡ/와 /ㅓ/ 지각을 더 잘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노년 세대의 경우에는 /ㅡ/와 /ㅓ/ 변별을 잘하지 못한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ㅡ/와 /ㅓ/의 산출 양상 역시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다. F1은 개구도와 관계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경우, 

노년 세대에 비해 F1(평균값)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젊은 세대는 /ㅡ/와 /ㅓ/를 발화할 때 노년 세대보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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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입을 벌려서 발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젊은 세대는 /ㅡ/와 /ㅓ/를 변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F2는 혀의 전

후 위치와 관계가 있는데,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보다 F2(평균값)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젊은 세대는 /ㅡ/와 /

ㅓ/를 발화할 때 노년 세대보다 혀의 전후 위치를 더 구분하여 발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젊은 세대는 /ㅡ/와 /ㅓ/를 

변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대구 방언 화자 젊은 세대가 /ㅡ/와 /ㅓ/를 각각 발화함에 있어 노년 세대보다 좀더 입을 벌려 발화하고, 노년 세대보다 

혀의 전후 위치를 더욱 변별하여 발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젊은 세대의 /ㅡ/와 /ㅓ/ 지각은 /ㅡ/와 /ㅓ/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노년 세대 /ㅡ/와 /ㅓ/ 지각은 /ㅡ/와 /ㅓ/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통해 세

대별 /ㅡ/와 /ㅓ/ 지각과 산출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결론

동남 방언이 6모음 체계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6모음 체계로 되는 중요한 요인을 /ㅔ/:/ㅐ/, /

ㅡ/:/ㅓ/의 중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동남 방언, 특히 본고에서 살펴본 대구 방언은 노년 세대에서 /ㅡ/와 /ㅓ/ 지각을 

잘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ㅡ/와 /ㅓ/의 변별률이 낮아 중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구 방언 /ㅡ/와 /ㅓ/의 

노년 세대 음운 산출에서도, /ㅡ/의 F1과 /ㅓ/의 F1, /ㅡ/의 F2와 /ㅓ/의 F2 값이 유의하게 차이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대구 방언 노년 세대 화자는 /ㅡ/와 /ㅓ/가 대립 음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젊은 세대 /ㅡ/와 /ㅓ/ 포먼트 값을 보았을 때, 젊은 세대는 /ㅡ/와 /ㅓ/ 음운 지각과 산출을 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ㅡ/와 /ㅓ/ 음운 지각은 /ㅡ/와 /ㅓ/ 음운 산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구 방언 노년 세대의 결과를 앞서 살펴보

았듯이, /ㅡ/와 /ㅓ/ 음운 지각이 잘 되지 않으면 /ㅡ/와 /ㅓ/ 음운 산출도 잘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젊은 세대는 /

ㅡ/와 /ㅓ/ 음운 지각이 잘 되면 음운 산출도 잘 되고 있었다. 음운 지각과 음운 산출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 방언의 세대별 /ㅡ/와 /ㅓ/ 음운 지각과 산출의 변별률과 상관도를 음향음석학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서 의의가 있다. 대구 방언 /ㅡ/와 /ㅓ/는 대립 기능을 잃고 중화를 겪기 때문에 6모음 체계라는 기존 논의와 달리, 대구 방

언 젊은 세대에서는 /ㅡ/와 /ㅓ/를 지각하고 산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같은 방언권이라 하더라도 세대에 따라 모

음 체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같은 방언권인데도 불구하고 세대에 따라 모음 체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하며, /ㅡ/와 /ㅓ/ 지각과 산출 양상을 살펴보았다. 대구 방언 /ㅡ/와 /ㅓ/는 대립 기능을 잃고 중화

를 겪기 때문에 6모음 체계라는 기존 논의와 달리, 대구 방언 젊은 세대에서는 /ㅡ/와 /ㅓ/를 지각하고 산출하는, 즉 변별

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동기를 본고에서는 세대(연령)로 분석하였는데, 다른 언어외적인 요인도 찾아볼 필

요도 있다. 그러한 논의는 후속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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