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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3, 349-372.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difference in the intonation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speech from 

Hamgyeong-do and the speech of Seoul dialect speakers in an experimental 

phonetic metho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oul dialect speaker 

group has a wider pitch range within the same sentences than the Hamgyeong 

dialect speaker group. Seco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oul dialect speaker 

group and the Hamgyeong dialect speaker group is more significant in 

low-pitched sentences than in the high-pitched sentences. Third, in interrogative 

sentences, the Seoul dialect speaker group tends to speak in a rising tone. In 

contrast, the Hamgyeong dialect speaker group tends to speak in a horizontal 

tone. The three-way analysis of variance confirmed the group’s main effects in 4 

out of 5 items in both the declarative and the interrogative sentences and the 

interaction effects. It is confirmed that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oups X genders and groups X sentence typ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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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 연구는 서울 방언과 함경도 방언을 대상으로 문장 단위에서의 남북한 언어의 

억양 차이를 실험음성학적인 분석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은 2020년 09월 기준으로 3만 3천 명1)을 넘어섰다. 북

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

가 있거나 이질적인 어투로 인해 남한 사회에서 비호의적인 인상으로 비춰지고 

1)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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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해 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가 계속 있어 왔다(김석향, 

2005; 권순희, 2014; 정순미, 2010; 이홍식, 2007). 또한 남·북한의 오랜 분단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비롯해 

언어에서도 그 이질화 현상이 심화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어휘와 억양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권순희, 2014).

실제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접촉한 북한이탈주민 중 대다수가 남한에서의 언어 생활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

분에 대한 질문에 ‘억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억양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북한이탈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 본다. 이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남한 주민들

에게도 남북한의 어투나 억양 차이는 언어 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 구성원으

로서 적응해 나가기 위해 남한 언어를 적극적으로 배우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수적으로 많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방언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로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혀야 할 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방언과 함경도 방언의 억양에 관한 선행 연구 문헌을 살펴본 후 서울 방언 화자와 함경도 방언 

화자의 발화를 음성 분석 실험을 통하여 두 방언의 억양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함경(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양

강도) 방언 사용 지역의 방언과 서울 방언을 대상으로 한다. 해방 직후 북한의 행정 구역은 원래 6개 도, 102개 시·군 및 809개

의 읍·면이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해 왔다. 1954년도에는 함경북도 지역 10개 군을 병합하여 양강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양강도는 기존의 함경도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고 사용 언어 역시 함경 방언이기에 방언학에서는 방언 구

획을 할 때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지역을 함께 묶어 함경 방언권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도 이에 따랐다.

남북한의 언어를 비교 대조할 목적이라면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를 기준으로 연구해야 

하겠지만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약 68%가 함경도 출신이므로2) 함경도 방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

다. 또한 앞서 밝힌 함경 방언 지역인 양강도 출신자까지 더하면 총 87.6%가 함경 방언 화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방언과 함경도 방언의 문장 억양을 평서문과 의문문을 중심으로 문두3) 억양과 문미 억양, 문장의 최대음높이와 

최저음높이, 평균음높이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

한 언어 교육용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억양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억양을 정의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현복(1987)은 ‘목소리의 

높이’와 ‘목소리 높낮이의 변화 방향’, ‘높낮이의 폭’이 억양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억양을 ‘높낮이가 엮어내는 말

의 가락’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하였다. 허웅(1985)은 소리의 높이가 통어적 표현에 이용되는 것을 ‘월(문장)가락’이라 하

였고, 김영만(1974)은 문장 단위로 고저가 바뀌어지는 것인데 주로 중부 방언에 발달했다고 언급했다. 이호영(1996)에

서는 억양을 문장의 각 음절에 부과되는 높이가 연결된 높이 곡선(pitch curve)라고 했다. 대부분의 논의에서 억양을 문

장에 얹히는 음높이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음높이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과 논의를 진행하겠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평서문 발화 시 서울 방언 화자의 발화와 함경 방언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발화 간에 음높이 변화의 차이가 있는가?

2) 의문문 발화 시 서울 방언 화자의 발화와 함경 방언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발화 간에 음높이 변화의 차이가 있는가?

3) 억양구 첫음절의 성격에 따라 서울 방언 화자와 함경 방언 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발화 간에 차이가 있는가? 

2)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3) 여기서 문두 억양이란 억양구 발화 시작 지점의 음높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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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방언 화자(이하 SK)와 함경도 방언 화자(이하 NK)가 문장 단위의 일상 발화에서 어떤 억양 차이를 보

이는지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2장에서는 서울 방언과 함경도 방언 각각의 운율적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 함경도 출신 제보자의 발화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밝힌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선행 연구

2.1 서울 방언의 운율적 특징

서울 방언의 억양 체계를 수립하고 각 억양 패턴이 자주 사용되는 서법, 화용론적 의미, 화자의 감정 및 태도를 함께 정

리하여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는 이호영(1991)과 Jun(2000)이 있다. 이호영(1991)에서는 문장에 얹히는 음의 높낮이 형

태를 억양이라고 정의하고 문장 억양의 단위를 말마디 억양과 말토막 억양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말마디 끝억양 목

록으로 낮은 수평조, 가운데 수평조, 높은 수평조, 낮내림조, 높내림조, 온오름조, 낮오름조, 내리오름조, 오르내림조 등

의 9개를 제시하였다. 또한 언어를 운율 유형론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이호영(1993)에서는 서울말을 고정강세어에 속한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문장에서의 억양 실현에 관해서는 서울말에서 평서문이 내림조 억양으로 발음되고 예-아니오 의

문문은 오름억양으로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서울 방언의 억양 패턴을 음높이 대립으로 기술한 Jun(2000)에서는 서울말 강세구의 기본 억양을 저(고)-고-저-고

(THLH)로 설정하였는데 강세구의 시작 자음이 평음이면 저조(L), 마찰음, 격음, 경음이면 고조(H)로 실현된다고 하였

다. 억양구 단위는 억양구 경계성조로 설명하는데 이는 구 마지막 분절음의 끝에 부과되는 것으로 9가지, 즉 L%, H%, 

LH%, HL%, LHL%, HLH%, LHLH%, HLHL%, LHLHL%를 제안하였다.

이현복(1987)에서는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는 억양의 형태를 ‘네’라는 홑음절을 중심으로 8개 제시하였는데 낮내림, 높내

림, 오르내림, 내리오르내림, 낮오름, 높오름, 내리오름, 오르내리오름이 그것이다. 또한 이현복(1995)에서는 남북한 언어의 

자모음 음가와 모음의 길이, 말의 리듬, 억양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는데 억양에 관해서는 서술문에서 북한어는 문장 끝의 억

양이 높은 데서 낮게 떨어지는 높내림 억양이고 남한어는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낮내림 억양으로 실현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서 살펴본 논의들과 같이 문장 유형에 따른 서울 방언의 전형적인 억양 패턴을 다루기보다 서울 방언 화

자와 함경 방언 화자의 문장 발화의 운율적인 부분, 그 중에서 음높이 양상이 어느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고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생활을 위한 교육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험 설계에 있어 Jun(2000)의 

고성조군, 저성조군 구분을 받아들여 고성조군 문장과 저성조군 문장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이호영(1991)의 

하나의 억양 단위로서 의미 및 정보의 단위이며 숨의 단위로 제시한 말마디 개념을 참고하여 하나의 말마디로 이루어진 

간결한 문장을 실험 문장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2 함경도 방언의 운율적 특징

남북 분단 이후 북한어 연구는 주로 탈북자 언어나 조선족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고 평양 출신의 귀순자의 

언어나 문화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출신지를 특정하지 않고 여러 지역 출신자를 한 데 묶어 연구한 경우도 있다. 함경도

는 성조의 유무에 따른 구분에 의해 성조 지역과 무성조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경상남북도 전역과 강원도 삼척·영월·명



352 ∙ Lee, Sooyeon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6, No. 3, 2020

주 지역과 함께 성조 지역으로 분류된다. 함경도 방언의 운율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1음절어부터 다음절어까지 체언

과 체언의 조사 결합형을 대상으로 그 성조소를 밝혀 내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고(김영만, 1974; Robert Ramsey, 1974; 

전학석, 1994; 김봉국, 2004; 박진혁, 2018), 음소나 음운현상을 대상으로 논의한 연구도 있어 왔다(강순경, 1997; 이호영 

외, 2009; 정은혜, 2011; 배준영, 2011). 

그리고 함경 방언권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제보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실시한 실험음성학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

태희(2010), 정은혜(2011), 최미영(2013), 김다미 외(2019) 등이 있다. 발화 문장에 얹힌 운율을 다룬 연구는 이현복(1995), 

김태희(2010), 최미영(2013), 김다미 외(2019) 등이 있는데 이현복(1995)는 조사 대상자가 평양 출신이었기 때문에 논의에

서 제외하겠다. 따라서 북한어 연구 중에서 함경도 방언을 대상으로 한 문장 억양 연구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함경 방언 억양에 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전학석(1994)에서는 함경도 지역 토박이 6명을 대상으로 단어 1,020개

와 단일문 61개의 발화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함경도 방언은 단어에 따라 고조나 저조가 얹히는 위치가 결정되며 매 어간

에 음조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합성어나 복합어가 이루어질 때 각 단어에 고정되었던 음조가 규칙적으로 변

화하는 것을 밝혔다. 배준영(2011)에서는 북한이탈주민 28명을 대상으로 음운 체계, 음운 현상, 성조 세 개 층위에 대해 

정착 지역 방언형인 대구 방언에 적응한 정도를 지수로 나타냈는데 피험자의 약 90%가 함경 방언권 출신이었다. 성조는 

문장 단위가 아닌 2, 3, 4음절로 구성된 단어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비교집단 방언형의 성조소를 상승조, 고조, 저조

로 설정하고 대구 방언의 성조와 북한이탈주민의 발화를 청취 분석하였다. 

이호영 외(2009)에서는 북한이탈주민 39명을 대상으로 발음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대상자의 약 85%가 함경 

방언권 출신이었고 녹음 후 청취 분석 방법을 택하였다. 주로 자모의 음가와 음운 현상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였다. 성조

와 억양에 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함경 방언의 운율 유형이 고저 악센트라고 언급하며 단어마다 

고유의 성조를 가지고 있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 고저를 예측할 수 없는 자유 고저 악센트인데 조사 결과 2음절어와 3음

절어에서 마지막 음절을 고조로 실현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 중 비교적 함경 방언의 음조 특성을 잘 정

리하고 있는 전학석(1994)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함경도 방언은 자유 음조를 가지고 있다. 즉 단어의 음절 수나 어두 자음의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 단어

에 음조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2) 함경도 방언의 음조는 [고]와 [저] 두 단계의 높낮이를 가지고 있다. 

(3) 함경도 방언에서는 음절을 단위로 하여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음조가 얹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단위로 하여 음조

형이 얹히며 음조 연결의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

(4) 함경도 방언에서의 음조 변화는 어간과 토가 어울릴 경우와 어근과 어근이 어울려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 나타난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문장 단위의 발화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김태희, 2010; 최

미영, 2013; 김다미 외, 2019). 김태희(2010)에서는 Praat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발화 억양을 분석하고 중재한 후 

그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문장 발화 상의 특징으로 의문문의 문미 억양이 올림조인 표준어와 달리 낮은 수평조 혹은, 낮내

림조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최미영(2013)에서는 함경북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2명을 대상으로 문장 읽기 억양을 분석

한 결과 경남 방언 화자와 달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평서문과 의문문 모두 문미 억양이 내림조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A Contrastive Study on Pitches of Hamgyeong Dialect Speakers, Defected from North Korea, and Seoul Dialect Speakers ∙ 353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6, No. 3, 2020

김다미 외(2019)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5명과4) 남한 출신 15명을 대상으로 평서문과 의문문, 부정문 문장읽기와 억양자

가평가, 청지각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문장읽기 과제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실험 문장에서 한

국인 집단5)의 음도 범위가 북한이탈주민의 음도 범위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면, 기존의 남북한 언어의 음운·음성의 차이를 기술한 연구는 남북한의 음소나 음운 현상의 

차이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화자의 실제 발화 안에서 남한 화자와 북한 화자 두 집단 간 억양 차이에 대한 연구는 

김다미 외(2019) 외에는 거의 없었다. 또한 각 방언의 운율에 관한 연구는 서울 방언과 함경도 방언의 운율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것과 성조소를 밝히는 논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서울 방언 화자와 함경 방언 화자의 억양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서울 방언 화자와 함경도 방언 화자의 직접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평서문과 의

문문의 문장 억양을 문두와 문미의 음높이 및 변화, 문장 최대음높이, 문장 최저음높이, 문장 평균음높이를 비교하여 두 

방언 화자 집단 간의 두드러진 문장 억양 차이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의 관점에서 억양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박기영(2009)에서는 한국어 억양에 대한 체

계적인 기술을 위해 핵억양이나 경계 음조 유형에 대한 이해보다 각각의 문형이나 문장에서 실현되는 억양에 대한 이해

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며 의미에 따라 억양이 다르게 실현되는 동형다의 어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즉, 실용언어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각 방언의 억양 체계에 대한 이해보다 실제 문장 발화 상의 차이를 특정하고 발음 

교정이나 억양 교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은 남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교

정이나 언어 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연구 방법

3.1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 방언 화자 10명과 함경도 지역 출신 탈북 주민 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 방언 화자 집단은 서울·경

기 지역 출신으로 모두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연령대는 20대와 30대였으며 여자 7명, 남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 

함경도 방언 화자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출신의 북한이탈주민 중 10대 혹은 20대에 탈북하여 현재 서울·

경기 지역에서 거주 중인 1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령대는 20대와 30대였다. 아래 <표 1>과 <표 2>는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서울 방언 화자 정보

내용 사례수(백분율)

성별
남자 3(30)

여자 7(70)

연령대
20대 5(50)

30대 5(50)

4) 15명 중 13명이 함경 방언권 출신이었다.

5) 여기에서 ‘한국인 집단’은 서울·경기·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 출신 피험자를 뜻하며 본고의 ‘서울방언화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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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함경 방언 화자 정보

내용 사례수(백분율)

성별
남자 7(41.17)

여자 10(58.82)

연령대
20대 13(76.47)

30대 4(23.52)

북한 출신지

함경북도 8(47.05)

함경남도 3((17.64)

양강도 6(35.29)

북한 거주 기간

10년 이상-15년 미만 3(17.64)

15년 이상 – 20년 미만 11(64.7)

20년 이상 3(17.64)

제 3국 거주 기간

없음 4(23.52)

5년 미만 3(17.64)

5년-10년 9(52.94)

10년 이상 1(5.88)

한국 거주 기간

5년 미만 7(41.17)

5년-10년 8(47.05)

10년 이상 2(11.76)

3.2 실험 문장

실험 문장은 일상적인 발화에서 하나의 말마디로 발화될 수 있는 길이의 문장으로 구성하였고 두 방언 간의 문두와 문

미의 음높이 차이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같은 주어와 서술어를 사용하여 평서문 6문장,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 4

문장을 구성하였다. 문두에서 저성조군과 고성조군에 따른 음높이 변화를 예상하여 저성조군으로 ‘고기’를, 고성조군으

로 ‘채소’를 설정하였다. 모든 피험자에게 각 문장을 3번씩 읽게 하여 함경 방언 화자의 경우 총 510개(10문장×17명×3

회), 서울 방언 화자의 경우 총 300개(10문장×10명×3회)의 녹음 자료를 수집하였다. 평서문 저성조군 문장의 경우 문미 

강세구의 음절 수에 따른 음높이 변화 양상도 함께 관찰하기 위해 공통된 동사를 활용해 음절 수를 늘려서 설계하였다.

서울 방언에 존재하는 억양구가 함경 방언도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관련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함경도 출신 북한이탈주민 3명과 서울 출신 화자 2명을 섭외하여 예

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 이호영 외(2009)에서 사용된 시료를 참고하였으며 분석 결과 두 방언 화자가 동일한 억양구

를 가진 것으로 확인하였고 문장 간 억양 차이, 그중에서 음높이 차이가 두드러지는 지점들을 포착하여 본 실험을 위한 

실험 문장을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하였다6).

실험은 조용한 강의실에서 실시되었고 녹음은 소니 사의 ICD-SX2000을 이용하여 양자화 16bit, 표본추출률 

44100Hz로 녹음하였다. 녹음 전 피험자들이 준비된 자료를 미리 읽어볼 수 있게 하였고 별도의 초점 없이 대화체에 가까

운 발화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표 3>과 같다. 

6) 이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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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 문장 목록

문장유형 실험 문장

평서문

저성조군

고기 먹어

고기 먹어요

고기 먹습니다

고기 먹었습니다

고성조군
채소 먹어요

채소 먹습니다

의문문

저성조군
고기 먹어요?

고기 먹습니까?

고성조군
채소 먹어요?

채소 먹습니까?

3.3 억양 분석 방법

함경 방언 화자와 서울 방언 화자의 문장 단위의 발화를 대상으로 두 화자 집단 간 두드러진 차이를 음높이를 통해 실

험음성학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상 대화에서 하나의 말마디로 발화할 수 있고 2어절로 이루어져 있는 실

험 문장을 구성하여 피험자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읽게 하였다. 서울·경기 지역 출신 한국인 10명, 함경 방언권 출신 북한

이탈주민 17명의 발화 녹음 자료를 Praat 6.0을 이용하여 스펙트로그램과 포먼트 전이 구간과 연구자의 청·지각적 판단

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각 문장의 억양구 첫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위치를 특정한 뒤 음높이 값을 구하고 첫음절 안에서의 음높이 값 변화

량과 억양구 마지막 음절 안에서의 음높이 값 변화량을 측정하였다. 첫음절의 음높이는 발화 시작점의 음높이를 측정하

고 해당 음절의 마지막 지점의 음높이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두 지점 사이의 차이(이하 문두차)를 문두의 음높이 변화량

으로 보았다. 억양구의 마지막 음절의 경우 마지막 음절의 시작과 끝 지점의 음높이를 측정하고 두 지점의 사이 차이(이

하 문미차)를 그 변화량으로 보았다7). 그리고 문장 내 최대음높이 값과, 최저음높이 값, 문장 전체음높이 평균값을 측정

하여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 

모든 자료의 값은 ST (semitone)을 기준으로 하였다. 서울 방언 화자와 함경 방언 화자 각각의 피험자 집단은 남녀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남녀 사이의 고유의 음역 차이를 고려하면 절대적인 소리의 높이보다 

상대적인 값인 반음이 분석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아래 <그림 1>은 함경 방언 화자의 ‘고기 먹어요’의 스펙트로그램을 

보여준다. 

7) 모든 실험 문장의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의 음높이 값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서술어 음절수에 관계없이 문두차 값과 문미차 값은 각각 한 개씩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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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함경 방언 화자 3(여)의 발화 음높이 분석 예시

4. 집단, 성별, 문장종류에 따른 두 집단 간 음높이 차이

두 방언 화자 집단의 실제 발화 상의 두드러진 억양 차이를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관찰상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도 유의미한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수집된 각 문장의 음높이 값은 SPSS 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통계 분석

하였으며 유의 확률을 구하고 서울 방언 화자와 함경 방언 화자의 억양 중 두드러진 차이점을 특정하였다.

4.1 평서문

4.1.1 평서문 문두차

집단, 성별, 문장 종류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삼원분산분석(3-way ANOVA)를 실시하였다. 평서문 

문두차의 집단과 성별, 문장 종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4>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는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을 제시하여 해석하도록 한다. <표 4>와 <표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평서문의 문두차는 집단과 성별, 

문장종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즉 SK 집단은 문두의 음높이 변화량이 –4.76st이고 NK 집단은 –

1.33st로 서울 방언 화자의 문두에서 음높이 하강폭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F=22.102, P<0.001). 성별로는 남자가 –3.34st, 

여자가 –2.16st로 남성 화자가 문두 음높이 하강폭이 더 컸고(F=7.615, P<0.01) 문장 종류를 살펴 보면 저성조군은 –

3.56st, 고성조군은 –0.67로 저성조군에서 문두의 음높이가 크게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F=24.132, P<0.001).

<그림 2>는 집단 × 문장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문두의 음높이 변화량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SK 집단은 대체로 NK 집단보다 하강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저성조군 문장에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고성조군 문장에서보다 저성조군 문장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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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평서문 문두차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8.33 36 13.33 -3.22 18 6.64 -6.62 54 11.72

여자 -5.80 84 7.12 -.26 42 1.03 -3.96 126 6.39

합계 -6.56 120 9.43 -.40 102 2.77 -4.76 180 8.41

NK

남자 -2.39 84 7.42 -1.01 42 3.49 -1.93 126 6.40

여자 -1.37 120 5.31 .03 60 2.05 -.90 180 4.54

합계 -1.79 204 6.27 -.40 102 2.77 -1.33 306 5.40

전체

남자 -4.17 120 9.90 -1.68 60 4.71 -3.34 180 8.60

여자 -3.20 204 6.48 -.09 102 1.70 -2.16 306 5.58

합계 -3.56 324 7.92 -.67 162 3.25 -2.60 486 6.87

표 5. 평서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두차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920.668 1 920.668 22.101***

성별(B) 317.217 1 317.217 7.615**

문장종류(C) 1005.271 1 1005.271 24.132***

A × B 64.685 1 64.685 1.553

A × C 344.004 1 344.004 8.258**

B × C 1.217 1 1.217 .029

A × B × C .905 1 .905 .022

오차 19912.411 478 41.658

합계 26192.086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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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평서문 문미차

평서문의 문미 음높이 변화량에 대한 집단, 성별, 문장종류의 기술통계는 <표 6>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평서문 문미차는 집단이나 문장종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

이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6.751, P<0.01). 남자는 문미차 값이 

1.32st로 상승하고 있는 데 반해 여자는 –1.77st로 하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집단 ×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래프이다. 평서문의 문미 음높이 변화량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SK 집단의 경우 남자는 문미 음높이 변화량이 0.10st로 거의 변동이 없고 여성의 경우 1.31st로 약

간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NK 집단은 남자가 1.85st로 약간 상승하고 있고 여자는 –3.93st로 상당한 폭

으로 하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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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평서문 문미차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72 36 12.14 -1.13 18 5.82 .10 54 10.44

여자 1.10 84 10.05 1.74 42 8.35 1.31 126 9.49

합계 .99 120 10.67 .87 60 7.75 .95 180 9.77

NK

남자 .86 84 9.46 3.81 42 9.46 1.85 126 9.52

여자 -3.78 120 6.11 -4.24 60 6.67 -3.93 180 6.28

합계 -1.86 204 7.98 -.92 102 8.84 -1.55 306 8.27

전체

남자 .82 120 10.28 2.32 60 8.78 1.32 180 9.81

여자 -1.77 204 8.30 -1.77 102 7.94 -1.77 306 8.17

합계 -.80 324 9.16 -.25 162 8.47 -.62 486 8.93

표 7. 평서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미차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185.804 1 185.804 2.525

성별(B) 496.661 1 496.661 6.751**

문장종류(C) 8.842 1 8.842 .120

A × B 1418.904 1 1418.904 19.286***

A × C 76.607 1 76.607 1.041

B × C 4.549 1 4.549 .062

A × B × C 193.845 1 193.845 2.635

오차 35167.961 478 73.573 　

합계 38913.233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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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문두차의 추정된 주변 평균 그림 3. 문미차의 추정된 주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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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평서문 문장최대음높이

평서문의 문장최대음높이에 대한 집단, 성별, 문장종류의 기술통계는 <표 8>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호

작용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평서문 문장최대음높이는 집단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집단 F=9.555, P<0.01, 성별 F=57.887, P<0.001). SK 집단의 문장최대음높이는 20.17st인 데 반해 NK 

집단의 경우 16.55st로 비교적 낮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14.32st, 여자가 19.99st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집단 × 문장종류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저성조군 문장에서 두 집단의 문장최대음높이

값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SK는 20.65st, NK는 16.06st으로 그 격차가 꽤 컸고 고성조군 문장에서 SK는 19.20st, 

NK는 17.53st로 여전히 서울 방언 화자 집단이 높았지만 차이가 다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문두차에서와 같이 

고성조군에서보다 저성조군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문장최대음높이에서도 고성조

군 문장에서보다 저성조군 문장에서 두 집단 간 발화 상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평서문 문장최대음높이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17.74 36 12.31 13.24 18 9.46 16.24 54 11.55

여자 21.90 84 6.44 21.75 42 3.47 21.85 126 5.61

합계 20.65 120 8.78 19.20 60 7.05 20.17 180 8.25

NK

남자 12.80 84 9.51 14.91 42 8.55 13.50 126 9.22

여자 18.35 120 4.01 19.37 60 2.72 18.69 180 3.65

합계 16.06 204 7.34 17.53 102 6.24 16.55 306 7.01

전체

남자 14.28 120 10.62 14.41 60 8.79 14.32 180 10.02

여자 19.81 204 5.42 20.35 102 3.26 19.99 306 4.81

합계 17.76 324 8.20 18.15 162 6.58 17.89 486 7.69

표 9. 평서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장최대음높이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472.571 1 472.571 9.555**

성별(B) 2862.982 1 2862.982 57.887***

문장종류(C) 12.721 1 12.721 .257

A × B 39.536 1 39.536 .799

A × C 336.498 1 336.498 6.804**

B × C 59.064 1 59.064 1.194

A × B × C 164.269 1 164.269 3.321

오차 23640.822 478 49.458 　

합계 184370.286 48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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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평서문 문장최저음높이

평서문의 문장최저음높이에 대한 집단, 성별, 문장종류의 기술통계는 <표 10>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

호작용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평서문 문장최저음높이 역시 집단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집단 F=14.441, P<0.001, 성별 F=266.148, P<0.001).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6st, 여자는 5.60st로 

남자가 낮았고 집단별로 보면 앞의 문장최대음높이의 결과와는 반대로 SK가 2.35st, NK가 3.17st로 함경 방언 화자 집단

이 서울 방언 화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장최대음높이는 SK 집단이 높고 문장최저음높이는 SK 집단이 낮다는 것

은 SK 집단이 한 문장 안에서 음높이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김다미 외(2019)에서 남한출신 화자의 

발화가 북한이탈주민의 발화보다 음도 범위가 크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이옥주(2019)에서 성조 언어(중국어) 화자

가 비성조 언어(한국어) 화자보다 음도 범위가 넓다고 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림 5>는 집단 ×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F=7.038, P<0.01). 대체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낮은데 남자의 경우 서울 방언 화자가 함경 방언 화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남자SK –

4.01st, 남자NK –0.80st).

표 10.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평서문 문장최저음높이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4.09 36 .69 -3.86 18 1.66 -4.01 54 1.10

여자 4.67 84 5.34 5.90 42 4.15 5.08 126 4.99

합계 2.04 120 6.03 2.97 60 5.76 2.35 180 5.94

NK

남자 -.75 84 2.11 -.89 42 2.16 -.80 126 2.12

여자 6.17 120 5.81 5.52 60 6.42 5.96 180 6.01

합계 3.32 204 5.77 2.87 102 6.01 3.17 306 5.84

전체

남자 -1.75 120 2.37 -1.78 60 2.43 -1.76 180 2.38

여자 5.55 204 5.65 5.68 102 5.58 5.60 306 5.62

합계 2.85 324 5.89 2.91 162 5.90 2.87 486 5.88

표 11. 평서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장최저음높이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307.076 1 307.076 14.441***

성별(B) 5659.504 1 5659.504 266.148***

문장종류(C) 2.453 1 2.453 .115

A × B 149.668 1 149.668 7.038**

A × C 28.618 1 28.618 1.346

B × C 1.363 1 1.363 .064

A × B × C 12.693 1 12.693 .597

오차 10164.447 478 21.265 　

합계 20834.069 48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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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장최대음높이의 추정된 주변 평균 그림 5. 문장최저음높이의 추정된 주변 평균

4.1.5 평서문 문장평균음높이

평서문의 문장평균음높이에 대한 집단, 성별, 문장종류의 기술통계는 <표 12>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

호작용 결과는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평서문 문장평균음높이에서는 집단과 성별, 문장종류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집단 F=14.020, P<0.001, 성별 F=1431.632, P<0.001, 문장종류 F=4.845, P<0.05). 집단

에서 SK 남자는 2.50st, NK 남자는 4.15st로 서울 방언 화자가 낮게 나타났고 SK 여자는 12.75st, NK 여자는 13.24st로 

역시 서울 방언 화자가 낮게 나타났는데 SK 전체 값은 9.68st, NK 전체 값은 9.50st로 앞의 결과와 상반된 값이 도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SK 집단의 남자의 N값이 작아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3.65st, 여자가 

13.04st로 여자가 남자보다 전체적으로 문장평균음높이값이 높았다. 문장종류에서는 저성조군 문장이 9.37st, 고성조군 

문장이 9.96st로 고성조군 문장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은 집단 ×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남자 여자 모두 SK 집단이 낮았고 남자의 경우 집

단 간 차이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성조 언어(중국어)와 비성조 언어(한국어)의 음높이 특성에 대한 연구인 이옥주

(2019)에서도 일반적으로 성조 언어는 비성조 언어에 비해 음도 범위가 넓고 역동적인 음높이 변동을 보여 주며 음높이

는 높다고 알려져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음높이와 관련하여 성조 언어인 함경 방언을 구사하는 NK 집단의 평균음높

이가 좀더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림 7>은 SK 화자와 NK 화자의 평서문 ‘고기 

먹어요’ 억양 곡선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3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평서문의 경우 문미 강세구의 음절 수에 따른 음높이 변화 양상도 함께 관찰하기 위해 공통된 

동사를 활용해 음절 수를 늘려서 설계하였으나 음절수 변화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포착되지 않아 분석 결과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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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평서문 문장평균음높이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2.46 36 3.85 2.57 18 2.71 2.50 54 3.48

여자 12.21 84 1.93 13.85 42 1.68 12.75 126 2.00

합계 9.28 120 5.20 10.47 60 5.59 9.68 180 5.35

NK

남자 4.03 84 2.82 4.39 42 2.37 4.15 126 2.67

여자 13.18 120 2.03 13.36 60 2.56 13.24 180 2.22

합계 9.41 204 5.10 9.66 102 5.07 9.50 306 5.09

전체

남자 3.56 120 3.23 3.84 60 2.59 3.65 180 3.03

여자 12.78 204 2.04 13.56 102 2.24 13.04 306 2.14

합계 9.37 324 5.13 9.96 162 5.27 9.56 486 5.18

표 13. 평서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장평균음높이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83.508 1 83.508 14.020***

성별(B) 8527.212 1 8527.212 1431.632***

문장종류(C) 28.858 1 28.858 4.845*

A × B 47.047 1 47.047 7.899**

A × C 8.336 1 8.336 1.399

B × C 10.252 1 10.252 1.721

A × B × C 16.516 1 16.516 2.773

오차 2847.106 478 5.956 　

합계 57532.113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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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문장평균음높이의 추정된 주변 평균 그림 7. ‘고기 먹어요’의 SK3번화자(여성)와 NK7번화자(여성)의 억양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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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문문

4.2.1 의문문 문두차

의문문에 대해서도 평서문과 마찬가지로 집단, 성별, 문장 종류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삼원분산분석(3-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의문문 문두차의 집단과 성별, 문장 종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4>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다. <표 14>에서는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을 제시하여 해석하도록 한다. <표 14>와 <표 15>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의문문의 문두차는 성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집단과 문장 종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집단 간 수치를 보면 SK는 –4.09st, NK는 –1.10st로 두 집단 모두 문두에서 음높이가 하강하는데 

SK 집단이 문두에서 하강폭이 컸고(F=31.801, P<0.001) 이는 평서문의 같은 항목의 양상과도 비슷하다. 문장종류에서는 저

성조군이 –4.01st로 하강폭이 크고 고성조군이 –0.41st로 하강폭이 작았다(F=59.478, P<0.001). 

상호작용 효과는 집단 × 문장종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8>은 집단 × 문장종류의 상

호작용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F=37.595, P<0.001). 고성조군 문장은 두 집단 모두 문두에서 음높이가 하강하지만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하강폭이 작았고 저성조군 문장에서도 두 집단 모두 문두에서 음높이가 하강하는데 고성조군

과 반대로 SK 집단의 하강폭이 NK 집단의 하강폭보다 상당히 컸다. 즉 NK 집단은 성조군에 따른 하강폭 차이가 크지 않

으며 고성조군 문장보다 저성조군 문장에서 두 집단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14.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의문문 문두차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9.80 18 11.99 -0.67 18 1.35 -5.24 36 9.59

여자 -7.28 42 6.6 0.08 42 1.07 -3.60 84 5.98

합계 -8.03 60 8.54 -.14 60 1.21 -4.09 120 7.25

NK

남자 -0.92 42 6.5 -0.71 42 0.85 -.81 84 4.63

여자 -2.14 60 4.69 -0.46 60 1.21 -1.30 120 3.51

합계 -1.64 102 5.52 -.57 102 1.08 -1.10 204 4.01

전체

남자 -3.58 60 9.37 -.70 60 1.01 -2.14 120 6.79

여자 -4.26 102 6.08 -.24 102 1.18 -2.25 204 4.81

합계 -4.01 162 7.45 -.41 162 1.14 -2.21 324 5.62

표 15. 의문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두차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752.681 1 752.681 31.801***

성별(B) 22.081 1 22.081 .933

문장종류(C) 1407.758 1 1407.758 59.478***

A × B 75.713 1 75.713 3.199

A × C 889.830 1 889.830 37.595***

B × C .361 1 .361 .015

A × B × C 43.613 1 43.613 1.843

오차 7479.305 316 23.669 　

합계 11791.178 32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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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의문문 문미차

의문문 문미차의 집단과 성별, 문장 종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6>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결

과는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표 16>과 <표 1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의문문의 문미차는 문장종류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집단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집단 F=59.368, 

P<0.001, 성별 F=20.849, P<0.001). 집단에서 두 집단 모두 문미의 음높이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SK는 7.47st, 

NK는 0.25st로 서울 방언 화자 집단이 두드러지게 음높이 값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0.83st, 여

자가 4.16st로 여자의 문미 상승폭이 더 컸다.

상호작용 효과는 집단 × 성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9>에 제시되어 있다(F=15.116, 

P<0.001). 집단 × 성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면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남자와 여자 모두 문미가 상승하고 있고 성별

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대체로 상승폭이 크며 SK 여자가 가장 많이 상승하고(9.43st) SK 남자가 그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

고(2.90st), NK 여자는 약간의 상승을 보였고(0.47st) NK 남자는 약간이지만 하강하고 있다(-0.04). 이는 서울 방언 화자

는 평균적으로 문미를 올려 발화하는 데 반해 함경 방언 화자는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문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현복(1995), 김태희(2010), 최미영(201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16.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의문문 문미차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1.39 18 6.70 4.4 18 6.02 2.90 36 6.46

여자 9.16 42 5.27 9.69 42 5.81 9.43 84 5.52

합계 6.83 60 6.72 8.10 60 6.31 7.47 120 6.52

NK

남자 -0.10 42 6.21 0.00 42 8.94 -.04 84 7.65

여자 1.06 60 5.23 -0.11 60 6.11 .47 120 5.69

합계 .58 102 5.65 -.06 102 7.37 .25 204 6.56

전체

남자 .34 60 6.34 1.32 60 8.37 .83 120 7.41

여자 4.40 102 6.58 3.92 102 7.68 4.16 204 7.14

합계 2.90 162 6.76 2.95 162 8.02 2.93 324 7.41

표 17. 의문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미차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2365.454 1 2365.454 59.368***

성별(B) 830.714 1 830.714 20.849***

문장종류(C) 25.051 1 25.051 .629

A × B 602.267 1 602.267 15.116***

A × C 88.892 1 88.892 2.231

B × C 59.588 1 59.588 1.496

A × B × C 5.954 1 5.954 .149

오차 12590.598 316 39.844 　

합계 20522.214 32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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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문두차의 추정된 주변 평균 그림 9. 문미차의 추정된 주변 평균

4.2.3 의문문 문장최대음높이

의문문 문장최대음높이의 집단과 성별, 문장 종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18>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

호작용 결과는 <표 19>에 제시되어 있다. <표 18>과 <표 19>에서처럼 의문문의 문장최대음높이는 집단과 문장종류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는데 여자(22.09st)가 

남자(15.88st)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F=75.595, P<0.001). 

상호작용 효과는 집단 × 문장종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림 10>에 제시되어 있다

(F=4.349, P<0.05). 집단 × 문장종류의 통계값을 살펴보면 저성조군과 저성조군 두 문장종류 모두 SK 집단이 NK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저성조군 문장의 경우 SK 집단(21.95st)이 NK 집단(18.40st)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고 고성조군 

문장의 경우 SK 집단이 20.27st, NK 집단이 19.62st로 차이가 적었지만 여전히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평서문의 문장

최대음높이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의문문에서도 고성조군에서보다 저성조군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의문문 문장최대음높이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17.23 18 10.88 15.79 18 9.56 16.51 36 10.12

여자 23.97 42 5.30 22.19 42 2.27 23.08 84 4.15

합계 21.95 60 7.96 20.27 60 6.22 21.11 120 7.16

NK

남자 14.5 42 7.91 16.66 42 6.48 15.61 84 7.27

여자 21.08 60 3.52 21.70 60 3.37 21.39 120 3.45

합계 18.40 102 6.56 19.62 102 5.47 19.01 204 6.06

전체

남자 15.36 60 8.90 16.40 60 7.46 15.88 120 8.19

여자 22.27 102 4.54 21.90 102 2.97 22.09 204 3.83

합계 19.71 162 7.29 19.86 162 5.75 19.79 324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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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의문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장최대음높이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111.910 1 111.910 3.324

성별(B) 2544.715 1 2544.715 75.595***

문장종류(C) 1.066 1 1.066 .032

A × B 10.364 1 10.364 .308

A × C 146.405 1 146.405 4.349*

B × C 13.799 1 13.799 .410

A × B × C 5.534 1 5.534 .164

오차 10637.316 316 33.662 　

합계 140812.016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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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문장최대음높이의 추정된 주변 평균

4.2.4 의문문 문장최저음높이

의문문 문장최저음높이의 집단과 성별, 문장 종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0>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

호작용 결과는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0>과 <표 21>에서처럼 의문문의 문장최저음높이는 문장종류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집단과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집단 간 차이를 보

면 SK 집단이 3.61st, NK 집단이 6.68st로 서울 방언 화자의 최저음높이가 더 낮았다(F=67.904, P<0.001). 의문문의 문

장최대음높이에서는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높았는데 이로써 의문문도 평서문과 같이 SK 집단의 음도범위가 넓은 것

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자가 0.19st, 여자가 5.54st로 남자가 여자보다 낮았다( F=338.390, P<0.001). 상호작

용 효과는 집단 × 성별, 집단 × 문장종류, 성별 × 문장종류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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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의문문 문장최저음높이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3.05 18 1.40 -1.61 18 3.30 -2.33 36 2.60

여자 5.59 42 5.03 6.71 42 4.61 6.15 84 4.83

합계 3.00 60 5.84 4.21 60 5.72 3.61 120 5.79

NK

남자 1.24 42 3.48 1.30 42 2.87 1.27 84 3.17

여자 10.76 60 3.84 10.15 60 4.18 10.46 120 4.00

합계 6.84 102 5.97 6.51 102 5.71 6.68 204 5.83

전체

남자 -.04 60 3.59 .43 60 3.27 .19 120 3.43

여자 8.63 102 5.04 8.73 102 4.66 8.68 204 4.84

합계 5.42 162 6.19 5.66 162 5.81 5.54 324 5.99

표 21. 의문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장최저음높이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1045.970 1 1045.970 67.904***

성별(B) 5212.451 1 5212.451 338.390***

문장종류(C) 16.652 1 16.652 1.081

A × B 8.031 1 8.031 .521

A × C 40.115 1 40.115 2.604

B × C 4.076 1 4.076 .265

A × B × C .505 1 .505 .033

오차 4867.559 316 15.404 　

합계 21576.066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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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의문문 문장평균음높이

의문문 문장평균음높이의 집단과 성별, 문장 종류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22>에, 세 항목의 주효과와 변인 사이의 상

호작용 결과는 <표 2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2>와 <표 23>에서처럼 의문문의 문장평균음높이는 집단과 성별, 문장종

류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집단에서 SK 집단은 문장평균음높이가 11.74st, NK 집단은 12.01st로 

함경 방언 화자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F=18.254, P<0.001). 성별로 보면 남자가 0.19st, 여자가 8.68st로 여자가 남자보

다 높았다(F=913.095, P<0.001). 문장종류에 따른 차이에서는 저성조군이 11.40st, 고성조군이 12.43st로 고성조군의 문

장평균음높이가 더 높게 나타났다(F=16.974, P<0.001). 

상호작용 효과는 집단 × 문장종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F=4.482, 

P<0.05). 집단에 상관없이 고성조군 문장이 저성조군 문장보다 문장평균음높이 값이 높았고 SK 집단의 고성조군 문장

(12.65st)과 저성조군 문장(10.83st)의 차이가 NK 집단의 고성조군 문장(12.29st)과 저성조군 문장(11.73st)의 차이보다 

컸다. 즉 NK 집단의 경우 문장의 종류에 따른 평균 음높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현상은 의문문의 문두

차에서도 나타났다. <그림 12>는 SK 화자와 NK 화자의 의문문 ‘고기 먹어요?’ 억양 곡선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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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의문문 문장평균음높이의 기술 통계값

저성조군 고성조군 합계

집단 성별 M N SD M N SD M N SD

SK

남자 4.34 18 4.06 6.38 18 5.65 5.36 36 4.96

여자 13.62 42 1.56 15.34 42 2.16 14.48 84 2.06

합계 10.83 60 4.98 12.65 60 5.44 11.74 120 5.27

NK

남자 6.23 42 2.58 7.07 42 2.08 6.65 84 2.37

여자 15.58 60 1.40 15.95 60 1.98 15.76 120 1.72

합계 11.73 102 5.02 12.29 102 4.83 12.01 204 4.92

전체

남자 5.66 60 3.18 6.86 60 3.51 6.26 120 3.39

여자 14.77 102 1.75 15.70 102 2.07 15.23 204 1.97

합계 11.40 162 5.01 12.43 162 5.05 11.91 324 5.05

표 23. 의문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문장평균음높이의 상호작용 분산분석의 결과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A) 110.907 1 110.907 18.254***

성별(B) 5547.696 1 5547.696 913.095***

문장종류(C) 103.127 1 103.127 16.974***

A × B .000 1 .000 .000

A × C 27.229 1 27.229 4.482*

B × C 2.682 1 2.682 .441

A × B × C .097 1 .097 .016

오차 1919.922 316 6.076 　

합계 54253.963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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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문장평균음높이의 추정된 주변 평균 그림 12. ‘고기 먹어요?’의 SK5번화자(여성)와 NK3번화자(여성)의 

억양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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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함경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의 발화와 서울 방언 화자의 발화 상의 억양 차이를 실험음성학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억양 차이를 가늠하는 요소로 음높이를 선정하였고 실험 문장의 첫음절(문두)의 음높이 변화량, 문장의 마

지막 음절(문미)의 음높이 변화량, 문장 최대음높이와 문장 최저음높이, 평균음높이를 측정하여 두 집단 간의 억양 차이를 밝

혀내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과 성별, 문장종류에 따른 차이 여부와 각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함께 분석하였다. 

평서문에서 문두차, 문미차, 문장최대음높이, 문장최저음높이, 문장평균음높이 각각의 값은 출신 방언권과 성별, 문

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출신 방언권 즉 집단의 주효과는 문미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문두의 음높이는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하강했으며 문장최대음높이는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높았

고 문장최저음높이는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낮아 SK 집단이 음도 범위가 넓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김다미 외, 2019)

와도 일맥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문장평균음높이는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낮았다. 음도 범위와 관련하여 

서초슬(2009)을 참고할 수 있는데 서울 방언의 경우 하나의 문장이 화자의 의도에 따라 여러 억양으로 표현될 수 있는 데 

반해 성조 언어인 대구 방언에서는 문미에 서술이나 의문 등의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어미가 별도로 있어서 억양이 의미 

변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같은 성조 언어인 함경 방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함경 방언은 어미 종류가 세분화되어 있어 의도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문장 내 억양을 크게 변화시킬 필요가 적고 서울 

방언의 경우 여러 문장에 두루 쓰이는 어미들이 존재해 문장 내 음높이 차이가 커지게 된 것이다.

이어 성별의 주효과는 측정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문두에서 음높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하강

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하강폭이 컸는데 문미에서는 남자가 약간 상승하고 여자가 하강하여 성별의 주효과가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SK 집단에서는 여자의 상승폭이 더 컸는데(남자 0.10st, 여자1.31st) NK 집단은 남자가 상

승(1.85st), 여자가 크게 하강(-3.93st)하고 있어 두 집단의 양상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최대음높이와 문장최저음

높이, 문장평균음높이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낮았다. 문장종류의 주효과는 문두차와 문장평균음높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두의 음높이는 두 가지 문장종류 모두 하강하고 있는데 저성조군은 –3.56st, 고성조군은 –0.67로 

저성조군의 하강폭이 더 컸다. 문장평균음높이는 고성조군 문장(9.96st)이 저성조군 문장(9.37st)보다 높았다.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집단 × 성별’이 문미차, 문장최저음높이, 문장평균음높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SK 집단은 여자가 남자보다 문미가 약간 더 상승하는 데 반해 NK 집단은 여자의 문미가 하강하고 남자는 

상승한다. 문장최저음높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확연히 낮았는데 남녀 모두 SK 집단이 더 낮았다. 문장평균음높이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는데 집단을 살펴보면 SK 집단이 남자와 여자 모두 NK 집단보다 낮았다. ‘성별 × 문장종류’의 상

호작용효과는 없었고 ‘집단 × 문장종류’가 문두차와 문장최대음높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두

의 음높이 변화량은 SK 집단이 저성조군 문장, 고성조군 문장 모두에서 NK 집단보다 하강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

장종류까지 같이 살펴보면 고성조군 문장보다 저성조군 문장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문장최대음높이는 

두 문장 종류 모두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높았고 저성조군 문장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다(SK 20.65st, NK 16.06st). 

의문문에서도 문두차, 문미차, 문장최대음높이, 문장최저음높이, 문장평균음높이 각각의 값은 출신 방언권과 성별, 

문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집단의 주효과는 문장최대음높이를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문두차에서는 두 집단 모두 하강하는데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하강폭이 컸고 이는 평서문의 문두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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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유사하다. 문미차는 SK가 7.47st로 상승하고 NK는 0.25st로 상승폭이 매우 작았는데 SK 화자는 보통 문미를 올

려 발화하는 데 반해 NK 화자는 의문문에서도 문미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현복(1995), 

김태희(2010), 최미영(2013)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문장최저음높이는 SK가 3.61st, NK가 6.68st로 평서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 방언 화자의 최저음높이가 현저히 낮은 것 볼 수 있다. 문장최대음높이는 집단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SK(21.11st)가 NK(19.01st)보다 높았으므로 결국 의문문에서도 SK 집단이 NK 집단보

다 음도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평균음높이는 SK 집단(11.74st)이 NK 집단(12.01st)보다 낮게 나타났고 평

서문의 결과와도 비슷하다.

성별의 주효과는 문두차를 제외한 4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의 음높이 변화는 남녀 

모두 상승하지만 여자(4.16st)가 남자(0.83st)보다 크게 상승하였고 문장최대음높이, 문장최저음높이, 문장평균음높이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문장종류의 주효과는 평서문에서와 같이 문두차와 문장평균음높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두의 음높이는 두 문장종류에서 모두 하강하고 있는데 저성조군은 –4.01st, 고성조군은 –

0.41로 저성조군의 하강폭이 더 컸다. 문장평균음높이는 고성조군 문장(12.43st)이 저성조군 문장(11.40st)보다 높았다. 

의문문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면 ‘집단 × 성별’이 문미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K 집단은 

남녀 모두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는데(남 2.90st, 여 9.43st) 여자가 남자보다 현저히 상승폭이 높았고 NK 집단은 여자만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매우 작고 남자는 오히려 하강하는 양상을 보였고 남녀의 차이가 SK에 비해 작았다(남 –

0.04st, 여 0.47st). ‘집단 × 문장종류’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인 항목은 문두차, 문장최대음높이, 문장평균음높이였다. 문

두에서의 음높이 변화는 두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양상이었는데 고성조군에서 두 집단 차이가 크지 않았고 저

성조군 문장에서 SK 집단(-4.09st)이 NK 집단(-1.10st)보다 하강폭이 훨씬 컸다. 문장최대음높이는 평서문의 결과와 같

이 전반적으로 SK 집단이 NK 집단보다 높았고 고성조군보다 저성조군 문장에서 집단 간 차이가 컸다. 문장평균음높이

는 고성조군 문장에서는 SK(12.65st)가 NK(12.29st)보다 높았는데 저성조군 문장에서는 SK(10.83st)가 NK(11.73st)보

다 낮았다. 결과적으로 SK 집단은 고성조군 문장은 높게 발화하고 저성조군 문장은 낮게 발화하는 데 반해 NK 집단은 

성조군에 따른 음높이 차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4>는 위에서 분석한 분산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4. 평서문과 의문문의 집단 · 성별 · 문장종류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

평서문 의문문

문두차 문미차 최대 최저 평균 문두차 문미차 최대 최저 평균

집단(A) ○ ○ ○ ○ ○ ○ ○ ○

성별(B) ○ ○ ○ ○ ○ ○ ○ ○ ○

문장(C) ○ ○ ○ ○

A × B ○ ○ ○ ○

A × C ○ ○ ○ ○ ○

B × C

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울 방언 화자 집단이 함경 방언 화자 집단보다 같은 문장 

내에서 음도 범위가 넓다. 이는 기존의 남북한 화자의 언어를 비교·대조한 연구의 결과 김다미 외(2019)와 일치하며 성조

언어(중국어)와 비성조 언어(한국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옥주(2019)와도 일치한다. 둘째, 고성조군 문장에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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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성조군 문장에서 서울 방언 화자 집단과 함경 방언 화자 집단 간의 차이가 더 크다. 셋째, 의문문의 경우 서울 방언 

화자 집단은 올림조, 함경 방언 화자 집단은 수평조로 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호영(1993), 왕영준(2016)

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호영(1993)에서는 경상도 방언에서는 여러 문장형태에 두루 쓰이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에 문장형태는 어미에 의해 구별되며 예-아니오 의문문조차도 내림억양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일찍이 지적한 바 있다. 왕

영준(2016)은 성조 언어인 경상도 방언 화자와 서울 방언 화자, 경상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의

문문 문말 억양의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 방언 화자는 모든 판정의문문 실험에서 오름조를 나타냈고 경상도 방언 

화자는 내림조를 나타냈다. 즉 함경 방언 화자의 경우 서울에서 생활하며 문법이나 어휘 모두 서울 방언형을 사용하더라

도 서울 방언과 억양 패턴이 완전히 다른 의문문에서 억양상의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 방언과 함경 방언의 억양 차원에서의 대조라는 점에서 방언학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며 2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프로그램8)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일반 한국인들에게 북한어(함경 방언)가 다양한 방언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서울 방언 화자와 함경 방언 화자의 발화 상의 억양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평서문과 의문문을 대상으로 실

험음성학적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조사한 함경 방언 화자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의 해당 지역

에서 태어나서 평균 15년 이상 생활하기는 했으나 고향을 떠나 제 3국에서 오래 체류했거나 한국 거주 기간이 긴 경우도 

많았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변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온전한 함경 방언이라고 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을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함경방언 화자의 타 언어 노출 기간과 언어 간섭에 대한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20대와 30대로 국한되어 있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정착

지의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여 함경 방언 보유도가 낮아질 수 있어 더 넓은 연령층을 포괄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긴

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제 발화를 추출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선별된 문장을 읽

고 녹음한 것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 또한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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