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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본고는 부산 방언 사전 편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

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방언 사전은 일반 사전과 달리 그
지역에서 현재 사용하는 어휘의 집합이라고 할 때 지역의 언어 정보를 모
두 담아야 한다. 본고는 부산 방언 사전 편찬 과정에 만날 수 있는 몇 가
지 문제점을 올림말의 범위, 올림말의 선정, 올림말의 표시 등으로 나누
어서 살폈다.
올림말의 범위 문제는 부산 방언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부산 방언
이 기존의 동래 방언을 중심으로 김해, 양산, 울산 방언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았다고 파악하였다. 올림말의 선정 과정에서는 제보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선정 과정에서는 제보자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급적 다양
한 올림말을 등재하는 것이 사전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부산 방언의 올림말 표시 과정에서는 음운 정보와 형태 정보, 발음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음운 정보의 경우는 부산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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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에서 흔히 보이는 추상적 음소의 처리 문제와 다양한 축약 현상과 탈
락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형태의 내적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각각 논의하였다. 형태의 내적 구조 분석 과정에서는 전
체적인 패러다임과 형태소의 생산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적 분석을 시도
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발음 정보에서는 길이와 높이의 처리 문제 및 비
음성에 대한 표시 문제 등을 다루었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부산 방언 사전 편찬뿐만 아니라 다른 하위 방언 사
전의 개발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주제어: 부산 방언 사전, 조사 지역, 제보자 선정, 올림말 표시, 형태의 내
적 분석

1. 들어가기
방언 사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다양한 어휘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은 전
체 언어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함을 추구하는 일이며, 그 자체가 지역의
훌륭한 언어 문화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방언 사전 개발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나 실천 행
위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올림말의 배열과 뜻풀이 같은 기본적인 절차를 갖
추기는 하였으나 올림말의 범위나 선정, 올림말의 정보 표시 문제, 전사 등
과 같은 사전 편찬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도구가 도입되지 못했다는 점에
서 부산 방언 사전에 대한 본격적인 편찬 논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이와 관련된 가장 큰 이유로는 부산 방언 사전 편찬에 대한 연구자의 관
심과 연구자 부족 현상1)을 들 수 있다.2) 이러한 관심 부족 현상에는 자료의
1) 연구자의 부족 현상은 현실적으로 부산 방언의 정체성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부산
방언의 정체성 문제는 연구자의 부산 방언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실제 조사 과정을 통하
여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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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수집 과정에 대한 연구 및 노력 부족 현상도 포함시킬 수 있다. 부
산 방언의 공시태를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현존하는 기왕의 자료에 대한 수집 노력 또한 부족했음은 말할 필요
도 없다. 더군다나 부산 방언의 공간적 영역이 양산과 김해, 울산 방언 지역
과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경남 지역의 하위 방언에 대한 개별 조사 활동과
학문적 논의 결과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김영태 외 1994)
또한 반성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부산 방언 사전 편찬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
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시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방언 사전 편찬
작업은 지역 분권이 진행될수록 방언이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적 재화라
는 인식을 바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부산
방언은 부산에서 사용되는 특화된 재화다. 따라서 부산 방언 사전 편찬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경남 방언, 더 넓게는 국어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
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지역의 언어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출발점이라 평가할 수 있다.3)

2. 기존 부산 방언 어휘 기술 방식과 한계
부산 방언의 연구 활동은 시기적으로 타 방언에 비해 그리 늦지 않으나

2) 현재까지 개발된 지역별 방언 사전으로는 이돈주(1978), 이기갑 외(1998)의 전남 방언
사전, 현평효(1985), 박용후(1988), 현평효 외(1995), 송상조(2007) 등의 제주 방언 사전,
이상규(2000)의 경북 방언 사전, 김이협(1981)의 평북 방언 사전, 김태균(1986)의 함북
방언 사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경남 방언 사전은 여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3) 현재 사단법인 ‘경남방언 보존연구회’를 통해 경남 방언 사전이 개발되고 있다. 경남 방언
의 국어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작업은 방언 사전 개발사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영태 외(1994)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선 경남 방언의
하위 방언 사전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가치는 이러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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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사전류에 대한 간행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부산 방언 어휘의 채집과 소개 과
정은 대부분 경남 방언의 소개 과정에서 제시되면서 부산 방언이 가진 독자
적인 특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초기
의 경남 방언 어휘 자료 채집 과정에서 부산 방언은 부수적인 대상으로 인
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소창진평(1944), 김영신(1963, 1977), 김영태(1975),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 등은 부산 방언 어휘 채집과 관련된 이러한 저간
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어 방언 전체 목록에서 경남 방언 어휘 일부
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창진평(1944)는 초기 방언 어휘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 방언 어휘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가 존재
하지 않고, 제시된 어휘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법 정보와 함께 뜻풀이, 용례,
올림말의 내적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못하였다. 김영신
(1963, 1977), 김영태(1975)에서도 부산 방언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
며 전체 올림말의 경우에도 올림말 선정 방식이나 문법 정보, 뜻풀이, 용례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한국정신문화연
구원(1993)은 경남 지역의 어휘가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조사한 어휘의 음성
적 표기를 우선하였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사전류로 보기 어렵다. 부산의 방
언 어휘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올림말의 선정과 배열, 문법 정보의 표시,
뜻풀이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산방언연구
회(1977)의 경우도 크게 변함이 없다.
부산 방언을 포함한 초기의 이와 같은 경남 방언 어휘 채집과 보고 과정
이후 올림말의 배열과 뜻풀이를 시도한 경남 방언 어휘 관련 연구들은 꾸준
히 진행되었다. 이들의 기술적 공통점은 경남 방언 전체 어휘보다는 각 지
역의 방언에 국한되었으나 본격적인 방언 사전으로 다루기는 어렵다는 점
이다. 하동 방언을 대상으로 한 마산대학술조사단(1984)는 채집 어휘의 뜻
풀이만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김해 방언에 대한 주상대(1990)은 어휘의
음성 표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길남(2005)는 기본적인 품사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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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풀이, 소수의 활용형만 제시되어 있다. 밀양 방언 다수가 수록된 이병선
(1984)에서는 어휘만을 싣고 있으며 창원 방언 어휘를 제시한 김영태(1985,
1995, 2000)은 올림말과 품사, 뜻풀이, 용례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올림말의
선정 과정이나 다양한 문법 정보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울산 방언 사전류는 조홍제(2000), 신기상(2013)이 대표적이다. 조홍
제(2000)은 사전 편찬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부족하여 종합적인 기술이 제대
로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반면 신기상(2013)은 경남 하위 방언 가운데서 가
장 체계적으로 구성된 사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15,000여개의 올림말과 그
것들의 발음, 품사, 어원, 뜻풀이, 용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무
엇보다도 올림말에 대한 정확한 구조 분석이 이루어져 음성학적, 음운론적,
형태론적 규칙성이 면밀하게 반영하고 있다.
부산 방언 어휘를 직접 다룬 부산 사투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2003),
양희주(2008), 이복남(2012), 안태봉(2013) 등은 기본적으로 사전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올림말 선정 과정이나 품사 정보, 뜻풀이 등과 같은 문법 정보
와 사전 편찬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법론이 미비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 저
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전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부산 방언 어휘를 모아서
단순한 배열에 그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산 방언 어휘는 대부분 경남 방언의 전체 목록
속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체계적인 채집 과정이나 사전 편찬 과
정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또는 보고 과정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기존의 부산 방언 사전류 또한 여전히 학문적인 기술 방법이나 기준이
모호한 채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부산 방언 사전 개발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갑(1991:116)에서는 사전
편찬과 관련된 올림말의 미시적 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내용으로 올림말, 발
음, 지역, 품사, 어원, 뜻풀이, 용례를 들었다. 한편 김영태 외(1994)에서는
올림말의 선정, 올림말의 풀이, 전사 부분으로 나누고, 올림말의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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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대표낱말 설정, 대표낱말 선정 방법, 핵어휘 체계 수립, 특수 어휘
처리 문제, 올림말의 범위, 올림말 앉히기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또
한 올림말의 풀이 영역을 다시 음운 정보, 형태 정보, 통사 정보, 의미 정보,
‘참고’란 설치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반면 곽충구(1997:130)에서는
현행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방언 어휘의 처리 문제에 대해 올림말의
선정, 올림말의 표기, 분포 지역 명시, 뜻풀이 영역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였
다. 한편 김영태 외(1994:58)에서는 사전 개발 내용을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구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일정한 순서에 따라 올림말을 배열하는 과
정은 거시 구조에 속하며, 올림말의 발음, 품사, 의미, 어원, 용례 등의 정보
를 일정한 구조로 서술하는 것을 미시 구조라고 하였다. 그러나 올림말의
배열 과정은 일반적인 사전적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
다. 반면 미시 구조는 특정 방언의 특수성을 반영하므로 이론적, 실제적인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 방언 사전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미시 구조로 이 글에서는 올림말의 범위, 올림말의 선정, 올림말의 표시(추
상적 기저음소, 음운 정보, 형태 정보), 발음 정보 등으로 나누어 시험적 기
술을 시도하고 기본적인 대안을 모색한다.4)

3. 부산 방언 사전의 기술 방법
3.1. 올림말의 범위
부산 방언의 올림말은 부산 방언의 물리적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
진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 방언을 대표하는 공간적 범위에 대한합의가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하위 방언 사전에 등재되어야 할 대상인 ‘대
4) 방언 사전 개발과 관련된 전체적인 논의는 김영태 외(1994)를 참조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는 김영태 외(1994)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부산 방언 사전 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만을 다룬다.

부산 방언 사전의 개발 방안 연구 131

표 낱말’(김영태 외 1994:68~69)의 선정 문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부산 방언이 점하는 이와 같은 문제는 기존의 동래 지역이 부산 방
언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과 함께 육이오 전쟁으로 인한
방언의 뒤섞임 현상과 그 이후 확대 개편된 행정 구역 및 유동 인구의 증대,
그리고 매스컴의 발달과 정규 교육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뒤섞여
있어서 올림말의 물리적 범위를 확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5) 실제로 부산 방
언의 물리적 범위와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최명옥(1994:882~888)
과 최명옥(2000:161~162)에서는 경남 방언을 동부 방언과 중서부 방언(기존
의 서부 방언)으로 구분한 뒤 김해, 양산, 울산, 밀양 방언을 모두 경남 동부
방언권에 포함시키면서도 부산 방언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회피하고 있
다. 이러한 관점은 음운 규칙의 측면에서 경남 방언의 하위권을 다룬 박정
수(199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부산 방언에 대한 하위 방언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다룬 논의
도 있는데, 엄밀한 내적 구조 분석과 공시성, 통시성의 문제가 따르기는 하
지만 김택구(1991)에서는 부산 방언을 양산, 밀양, 울주 방언과 묶어서 동부
방언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박지홍(1977)에서는 음운, 형태, 문법 등을 기준
으로 부산, 양산, 기장 방언을 하나의 방언권으로 묶었다. 반면 높임-물음씨
끝과 높임-베풂씨끝의 실현 양상을 근거로 한 박지홍(1983)에서는 부산 방
언을 울산, 동래, 양산 방언과 묶어서 부산 방언권으로 처리하였다.6) 김봉
모(1991, 2006)에서는 부산의 중심 언어가 신라 시대 이후 행정 중심지였던

5) 이러한 점 때문인지는 모르나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3)의 경상남도 방언 자료집에는
부산 방언에 대한 조사 자료가 일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 방언에
대한 자료 수집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박지홍(1983, 1997)에서는 제보자가 글쓴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박지홍
(1983:163~164)에서는, 육이오 전쟁 중에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들었던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는 이미 부산 방언의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박지홍
(1983:163~164)에서의 주장은 이들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아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들 지역에서 3대 이상 살고 있는 제보자를 찾아내고 이들의
언어를 밝히는 일은 부산 방언의 특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매우 시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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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의 지역어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부산 방언을 경남 동부 방언으로 처리
하였다. 한편 이근열(1997)에서는 음운 구조의 차이에 따라 부산 방언을 김
해와 양산, 창원 방언과 함께 동부 방언으로 처리하였다. 김봉국(2011)에서
는 최명옥(1994)의 언급을 빌어 부산 방언이 경남 동부 방언의 하위 방언이
라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방언 현상의 논의 과정에 따르는 제보자 선정 문
제가 뒤따르고 있다. 제보자 선정의 문제는 비단 김봉국(2011)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방언 사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라 할 수 있다.7) 그 외 부산 방언의 음운 현상을 논의한 김영선(2001ㄱ, ㄴ)
에서도 부산 방언의 명확한 경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음
은 2014년 현재 부산광역시의 행정 체계이다.
(1) 부산광역시 행정 체계, 2014

부산시 연혁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757년) 때 최초로 ‘동래군’이 등장한
7) 부산 방언을 다룬 개별 논문에는 억양을 다룬 동승희(1998) 및 이호영(2001), 음운 현상을
다룬 김필순(2000), 음운 체계와 탈락 현상을 다룬 이효신(2004) 등이 있다. 이들 논의에
서도 부산 방언의 물리적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논의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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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018년에 동래군이 동래현으로 격하되었으며 1367년 다시 동래에 부
산진을 설치하면서 행정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후 1910년에는 동래부를 부
산부로 개편하면서 부산은 부산부와 동래군으로 나누어졌다. 이때 부산부
에는 (1)에서 볼 수 있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가, 동래군에는
그 외의 지역인 옛 동래부와 기장군이 편입되었으며 1914년 양산군의 일부
가 다시 동래군에 편입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김해시의 일부였던 강서구
가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비로소 (1)과 같은 현재의 행정 체계가 완성된 것
이다. 따라서 현재 부산 방언에는 김해와 울산, 양산 방언이 일부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한 것이며8)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부산 방언 사전 개발 과정
에서도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김정대(2000ㄱ, 2000ㄴ)에
서는 부산을 김해와 양산, 울산과 함께 하나의 방언권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 방언의 물리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산 방언에 김해, 울산, 양산 방언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들
방언이 하나의 방언권으로 묶여질 수 있음을 암시하며, 부산 방언 사전의
올림말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9) 부산 방언 사전
의 올림말을 동래 지역으로 한정 지을 필요 없이 좀더 포괄적인 정의가 가
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해, 울산, 양산 방언이 부산 방언에 섞여 있다는
것은 부산 방언 사전 개발 과정에서도 ‘대표 낱말’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될 수 있다. 부산, 김해, 양산, 울산 방언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공범주
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실이 ‘대표 낱말’을 선정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만
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8) 음운, 어휘, 문법을 기준으로 한 김택구(1991)와 음운 규칙을 근거로 한 박정수(1992)에서
는 양산과 김해 방언을 각각 경남 동부 방언과 경남 서부 방언으로 나누고 있다. 부산
방언의 관점에서는 양산 방언과 김해 방언, 그리고 울산 방언은 부산 방언과 하나의 상위
방언권으로 묶여질 가능성이 크다.
9) 이 부분은 앞으로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부문 등에 걸쳐서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뒤따
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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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올림말의 선정
부산 방언 사전에는 부산에서 사용되는 모든 일상 언어가 실려야 한다.
그러나 일상 언어의 채집 과정에는 제보자를 전제해야 하므로 올림말의 선
정은 제보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올림말의 선
정과 제보자의 상관 관계를 잘 보여준다.

(2) ㄱ. ‘흙’: [헐](cf. 흙+이⟶헐이)(김필순 2000:54)
ㄴ. ‘흙’: [흘]/[흑](경상남도지 1963:1021)

(2)에서 제시된 ‘흙’에 대한 각각의 음성 형태인 [헐]과 [흑]은 동일한 동래
지역에서 채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달리 실현되고 있다. 김필순
(2000:54)의 기술에 따르면 이미 동래 지역의 ‘흙’은 /헐/로 재구조화한 것으
로 보이며 경상남도지(1963)의 경우는 /흘/과 /흑/이 공존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40여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동래를 제외한
부산의 다른 지역에서는 ‘흙’의 표면형으로 대부분 [흑]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
실은 부산 방언 사전에 등재해야 할 올림말 선정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서로 다른 기저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의 올림말 선정 기준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지역을 지배하는 압
도적인 기저형을 올림말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보다 광범위한 어휘
수집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는 둘 다 올림말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는 이들을 복수 올림말로 처리하여 가급적이면 많은 어휘들을 등재하는 방
식으로 실제로 신기상(2013)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첫 번째 방
식은 올림말로 선정된 어휘가 그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라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하고, 또 그 사실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어휘적인 사실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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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부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일 음운 현상에 대해 상이한 결과를 보
여주는 활용형의 예들이다.
(3) ㄱ. 장구+아도→장가도(김영선 2001ㄱ:12, 김필순 1999:59)/장가아도
(이근열ㄱ 1997:120, 이효신 2004:42)
ㄴ. 치+어서→치서(김영선 2001ㄴ:39, 김필순 1999:56, 이근열ㄱ
1997:129)/처서(이효신 2004:51)
ㄷ. 꿉(炙)+고→꿉꼬(김봉모 1991:169, 이효신 2004:27)/꾸꼬(김필순
2000:46)10)

(3ㄱ)에서, 김필순(2000), 김영선(2001ㄱ)에서는 어간말 모음 ‘오/우’의 탈
락 현상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근열(1997ㄱ), 이효신(2004)에서는 모음동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3ㄴ)에서 이근열(1997ㄱ), 김필순(2000), 김영
선(2001ㄴ)에서는 어미 모음 ‘어’의 탈락 현상을 보고하고 있지만11) 이효신
(2004)에서는 어간 모음 ‘이’의 탈락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또 (3ㄷ)에서, 김
봉모(1991:169), 이효신(2004)에서는 어간말 자음 ‘ㅂ’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후행 어미 앞에서 남는 현상을, 김필순(2000)에서는 탈락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동일 현상을 두고도 서로 다르게 실현되는 이러한 결과가 지역적인 차이
인지 제보자의 차이인지는 분명하게 언급하기 쉽지 않다. 김영선(2001ㄱ)은
중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지역에서 2대 이상이 그 지역에 거주한 30~50대
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며 김영선(2001ㄴ)은 중구 지역에서 2대 이상
을 거주한 50대를 제보자로 선택한 결과다. 한편 이근열(1997ㄱ)은 일광면
에 거주하는 60~70대 이상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확보한 자료이며, 김봉모

10) 김봉모(1991:169)에서는 동래 방언의 음운론적 특징을 기술하면서 김필순(1999:46)과는
달리 어간말 자음 ㅂ가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우’로 바뀐다고 주장하였다.
11) 이근열(1997ㄱ)의 자료는 좀 더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장가아도’와 ‘치서’가 기장 방
언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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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은 동래구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에서 성장한 본인의 발화를 기초
로 한 것이다. 이효신(2004)는 수영구, 기장군, 연제구 출신 제보자를 대상
으로 한 것이며 김필순(2000)은 현재의 동래구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확보한 자료이다. (3)과 같이 동일한 지역에서도 일관된
정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보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
된다. 동래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김봉모(1991), 김필순(2000)의 자료
가 일관되게 동래 지역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 방언 사전 개발 과정에서는, (3)에서 볼 수 있는 서로 달리 실현되는
음운 정보나 그 외의 다양한 문법 정보를 포함한 올림말 선정, 또는 내용
기술에 대한 특정 기준이 사전 개발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부산 방언에서 대부분의 용언은 활용 과정을 통해서 어간과 어미의 규칙
적인 결합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성이 확보된다면 활
용형을 사전에 등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
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3)에서와 같이 제보자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장가
도’와 ‘장가아도’, ‘치서’와 ‘처서’, ‘꾸꼬’와 같은 활용형은 김영태 외(1994), 신
기상(2013)에서처럼 복수의 활용형으로 처리하여 활용에 따르는 특이성이
사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3. 올림말의 표시
방언 사전에서 등재되는 올림말은 해당 방언 전체의 패러다임이 가지는
규칙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음주의로 가기 쉽다. 지금까지 개발
된 부산 방언 사전류의 경우가 주로 표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이
러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곪다’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사실을 방언 화자들
이 알고 ‘공기다/곰기다’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12) 그러나 사전의 경우는 올
12) 신기상(2013:46~47)에서는 ‘곰기다’와 ‘공기다’를 둘 다 올림말로 등재하였다. 이는 표음
주의적 표시 방식에 따른 것이다. ‘곪다’라는 올림말이 있으므로 ‘곰기다’, ‘공기다’, ‘곪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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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말이 가진 형태의 내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서 표시할
필요가 있다. 올림말에 대한 어원 중심의 표시 방식은 이러한 내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하는데 부산 방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분석
과정에는 해결되어야 할 몇몇 정보가 존재하고 있다.

3.3.1. 음운 정보
기저 음소 /ㆆ/의 존재는 동남 방언의 특이한 현상으로 곧잘 지적된다(최
명옥 1994, 2000; 이효신 2004). 그러나 /ㆆ/는 추상성을 특징으로 하며 유음
ㄹ에 후행한다는 제한적인 분포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
봉국 2011). 다음은 관련 예들이다.

(4) 불-꼬(增)(붇-고), 눌-꼬(炙)(눋-고), 실-꼬(載)(싣-고)

(4)의 예에서 유음 ㄹ 뒤에 /ㆆ/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미 첫 자음이 경음
으로 실현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음화를 설명하기
위해 /ㆆ/를 허용할 경우 (4)에 제시된 형태들의 기저 어간형은 각각 /-,
- , -/이 된다. 사전에 등재되는 올림말은 가독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
러한 점에서 올림말 표시 과정에서는 음소 문자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ㆆ/를 설정할 경우 추상적인 음소를 허용해야 하는 이론적
인 문제뿐만 아니라 올림말에도 ‘ㆆ’가 나타나야 하므로 가독성이라는 측면
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효신(2004:23, 45)에서는 (5)의 경우도 (4)와 같
은 활용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5) ㄱ. 달-꼬(摩)(닳-고), 알-꼬(病)(앓-고)
ㄴ. 끈-꼬(斷)(끊-고)

다’ 가운데서 어느 것을 대표 올림말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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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ㄱ)의 예에서는 (4)와 같이 어간말 음절 종성이 ㄹ로 끝나지만 (5ㄴ)에
서는 ㄴ으로 끝나고 있다. (5ㄱ, ㄴ)에서 볼 수 있는 경음화 현상은 표준어에
서 나타나는 어간말 자음 ㄴ, ㅁ 뒤의 경음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
한 사실은 부산 방언에서 /ㆆ/의 설정 가능성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부산 방언에서는 (4), (5) 및 다음 예처럼 어미 첫 자음이 격음
으로 나타나는 좀더 많은 예를 목격할 수 있다.

(6) ㄱ. 불-꼬(增)/불-코, 눌-꼬(炙)/눌-코, 실-꼬(載)/실-코
ㄴ. 꿀-꼬(詘)/꿀-코, 끌-꼬(沸)/끌-코, 달-꼬(耗)/달-코, 알-꼬(病)/알-코
(7) 끈-꼬(絶)/끈-코, 안-꼬(否)/안-코, 만만찬-꼬/만만찬-코
(8) 나-꼬(誕)/나-코, 다-꼬(到)/다-코, 찌-꼬(搗)/찌-코
(9) 나-꼬(回復)/나-코, 씨-꼬(洗)/씨-코, 지-꼬(作)/지-코

(6ㄱ)은 어간말 자음이 ㄹ로 끝나는 규칙 용언들이다. 반면 (6ㄴ)은 어간
말 자음이 ‘ㅀ’인 경우로 두 경우 모두 ‘-꼬’와 ‘-코’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7)은 어간이 ㄴㅎ으로 끝나는 예이며, (8)은 모음으로 끝나는 예이
며, (9)는 어간말 자음으로 ㄱ, 또는 ㅅ를 예상할 수 있는 예들이다.
특징적인 것은 (6)~(9)의 예들은 어미 첫 자음이 이효신(2004)의 주장과
달리 경음, 또는 격음으로도 발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산 방언
을 다룬 대부분의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던 현상으로 부산 방언이 가진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것은 (6)~(9)의 어간 기저형이 /Xㅎ-/,
또는 /Xㆆ-/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김영선(2012:80)
에서는 이들 활용 현상을 기저형의 변화와 과도교정이라는 복합적인 현상
으로 설명하고 있다.

(10) ㄱ. 나X-다⟶나코〜나타가〜나짜마자, 다X-다⟶다꼬〜다짜마자(cf.
쌓다, 빻다, 뿌수다, 찧다)
ㄴ. 부X-다(물을, 살이)⟶부코〜부꼬〜부짜마자, 꺼X-다(선을)⟶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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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꼬〜꺼짜마자(cf. 깰밧다, 잇다/잇수다, 잣다(실을))

(10ㄱ)은 어간말 자음이 ㅎ으로, (10ㄴ)은 ㅅ으로 끝나는 용언으로 위의
(6)~(9)와 같은 성격을 띤다. 김영선(2012:80)에서는 ‘낳다’는 ㅎ의 중화 현상
의 결과로, ‘닿다’는 기저형의 변화로 설명하면서 /Xㅎ/>/Xㆆ/의 변화 과정
을 예상하였다. 한편 (10ㄴ)은 ‘부꼬, 꺼꼬’의 기저형은 /Xㆆ/로, ‘부코, 꺼코’
는 과도교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음절말 자음 ㅎ의 중화 현상은 원래부터
ㅅ인 것까지 ㅎ으로 해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ㄱ)이 /Xㅎ/>/X
ㆆ/의 결과로 어간 재구조화가 이루어졌으며, (10ㄴ)이 과도교정이라는 사
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Xㅎ/>/Xㆆ/와 같은 기저형
의 재구조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ㆆ/가 이미 부산 방언의 자음 체계 내에
존재해 있음을 전제해야 하는데 /ㆆ/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더군다
나 과도교정은 어간말 자음이 ㆆ로 끝나는 용언이 ㅅ로 나타나야 가능한 현
상이므로 이러한 주장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10)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인접한 방언에서도 흔히 목격
할 수 있다. 다음은 몇몇 활용형에 대한 경남 방언의 자료들이다(한국방언
자료집 1993).

(11) ㄱ. 실X(싣)-다: 실코(거창, 하동, 고성,)/실꼬(합천, 창녕, 밀양, 울주,
함양, 산청, 의령, 진양, 함안, 의창, 사천)
ㄴ. 끄X(끌)-다: 끄코(거창, 밀양, 창녕,)/끄꼬(의령, 합천, 하동, 함양,
진양, 양산, 함안, 사천)13)
ㄷ. 글X(긁)-다: 글코(밀양, 울주)/글꼬(거창, 함양, 산청, 하동,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ㄹ. 훌X(핥)-다: 훌코(거창)/훌꼬(위 제외 전 지역)14)

13) 합천, 사천, 방언에서는 ‘끄꼬, 끄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14) 거창 방언에서는 ‘홀코, 홀찌’가 동시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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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ㄱ. 끈X(끊)-다: 끈치(거창, 창녕, 밀양, 울주, 함양, 하동, 진양, 함안,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해)/끈찌(합천, 산청, 거제)
ㄴ. 찌X(찧)-다: 찌코(거창, 함양, 하동)/찌꼬(합천, 울주, 산청, 양산,
사천, 고성, 남해)
ㄷ. 끄X(긋)-다: 끄코(거창, 창녕, 밀양)/끄꼬(위 제외 전 지역)
(13) ㄱ. 뭉X(묶)다: 뭉키라(합천, 진양)/뭉꺼라, 뭉끼라(위 제외 전 지역)
ㄴ. 후X(쫓)-다: 후차지, 후추지, 후차(거창, 창녕, 함양, 의령, 의창,
양산, 사천,)/후찌(합천, 밀양, 울주, 산청, 하동, 진양, 함안, 김해)
ㄷ. 끄X(끌리)-다: 끄키(합천, 함양, 거제)/끄끼(양산, 사천, 남해, 통영)

(11)~(13)의 예들은 어간말이 어떠한 모음이나 자음으로 끝나든 방언에 따
라 후행하는 어미의 첫 자음이 경음이나 격음으로 실현됨을 보여준다. 경음
실현 지역과 격음 실현 지역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경음 실현 예
가 4개 이상의 경우는 거창군, 창녕군, 밀양군, 함양군이 포함되며 격음으로
실현되는 지역은 하동군, 합천군, 산청군, 진양군, 함안군, 사천군, 양산군,
남해군 등이다. 굳이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음 실현 지역은 경남 북부 지역으
로, 격음 실현 지역은 남부 지역으로 어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예에서 발생하는 경음, 격음 실현형들이 (6)~(9)와 같은 부산
방언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
음과 격음이 어미에서 동시에 실현되는 인접 방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은 적어도 경남 방언 전체를 두고 볼 때 흔히 있는 현상이며 부산 방언 또한
이러한 현상에서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15)
사전의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해당 언어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일이
다. /ㆆ/ 설정 문제도 부산 방언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을 반영하는 일이지만
이론적인 설명력과 가독성의 문제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문자
15) 이들 방언이 겪는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일률적인 규칙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어휘적
인 개별성에 따른 현상으로 잠정 처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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ㆆ의 도입은 /-고/⟶[불꼬]라는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력을 강화시켜
주지만 ‘다’라는 올림말에 대한 가독성 문제는 해소하기 어렵다.
이 경우 두 가지 처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는 [불꼬]와 [불코]에
대응하는 기저형으로 /다/와 /붏다/를 각각 설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기저형이 바로 올림말이 되므로 올림말 ‘다’에 대한 가독성의
문제가 발생하며 새로운 올림말의 도입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는 어간 구조를 /Xㅎ-/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5ㄱ)에서 보았던 [달꼬]는 /닳-고/로 처리하여 ‘ㅎ’의 중화와 경음화 규칙의 연속적 적용 결과로
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설명 방법을 확대하면 [불-코]와 [불-꼬]는 각각 /붏고/에서 격음화 규칙과 ‘ㅎ’의 중화로 인한 경음화 규칙의 적용을 받아 실현
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11)~(13)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은 개별 방언
이 격음화 규칙과 ‘ㅎ’의 중화에 이은 경음화 규칙이라는 두 규칙의 임의적
적용 결과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올림말은 ‘붏다’로,
활용형 ‘불꼬’, ‘불코’ 등은 올림말의 발음 정보에서 처리됨이 합리적이다.

3.3.2. 형태 정보
부산 방언의 형태적 특징 중의 하나는 이들의 내적 구조가 탈락, 축약 등
으로 인해 형태 분석을 시도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활용이나 곡용이 규칙성을 띠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확한 형태
분석 작업을 통한 개별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부산 방언에서는 이러한 특성
을 보여주는 몇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 어휘들이 있다.

(14) ㄱ. 가리-늦가16), 배아-주다/비아-주다

16) 올림말의 내적 구조가 규칙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는 그것을 소리나는 대로 표시하는
방식과 형태음소적 표시 방식이 있다. 이 글에서는 가급적 형태음소적 표시 방식을 취
하여 형태의 내적 구조와 음운론적 규칙성 등을 올림말의 정보에 표시하여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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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드-가다/들-눕다/들-받다, 어-있겠노/어-있노, 딜이-놓다/딜이다보다, 째러-보다/째리-보다
ㄷ. 이라고/이란다/이랄끼/이랍시더, 어짜든지/어짜라고/어짤끼고/
어짜노/어짜꼬/어짤라카노
ㄹ. 그넘아, 그넘우, 베라벨놈/이녀러, 그라이라도

(14ㄱ)은 선, 후행 형태가 비교적 원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분석된 형
태의 생산성 문제가 남아 있는 예들이다. ‘가리-늦가’의 경우 ‘가리’의 품사
정보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미 ‘-가’는 ‘가리-늦가’에서만 나타나는 이형
태17)라는 점에서 ‘-가’의 분포 또한 제한적이다. 어기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석된 형태소의 생산성이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는 그 자체
를 올림말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각각의 형태소 사이에 ‘–’을 넣
어서 ‘가리-늦-가’와 같이 형태의 구조 정보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
다.18) 한편 ‘배아-주다/비아-주다’는 ‘배아-’와 ‘비아-’의 형태적 기원과 뜻이
모호하다. 특히 이들은 ‘주다’와만 결합한다는 분포적 제약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각각 올림말로 처리하여 형태적 특수성을 사전에서 제시해
야 한다.
(14ㄴ)의 ‘드-가다/들-눕다/들-받다’의 예에서 분석되는 ‘드-/들-’은 ‘들어’에
서 어미 ‘-어’의 탈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어미의 탈락 현상이 규칙성
을 가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드-가다, 들-눕다, 들-받다’를 올림말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있겠노, 어-있노’ 등에서 분석되는 ‘어’는 ‘어디’
에서 기원하였으나 기원형을 알기 쉽지 않을뿐더러 ‘어’를 올림말로 처리할
경우 ‘어디’라고 하는 뜻풀이가 가능한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이 경우에도 ‘어-있다’를 올림말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딜이-놓다’의
‘딜이’는 ‘들다’의 사동 형태인 ‘딜-이-어’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편 ‘딜이다’는
17) ‘-게’와 이형태 관계에 있다.
18) 신기상(2013:4)에는 ‘가리느까’, ‘가리늦가’라는 복수의 올림말이 등재되어 있다. 이 경우
이들 형태의 내적 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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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入)’의 사동 형태다. ‘끓+이-⟶낄이-, 늘+리-⟶닐이-, 먹+이-⟶믹이-’ 등
과 같은 예를 고려할 때 ‘딜이다’는 ‘딜-이-다’의 내적 구조를 유지하는 활용
형이라 할 수 있다. 음운론적 규칙성이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규칙성
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하여 형태 정보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째러-보다/째리-보다’는 ‘째리다’에서 기원한 형태다. ‘째러’와 ‘째
리’의 내적 정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적용된 음운론적 과정이 다르다.
‘째러’는 ‘째리+어⟶째러’로 어간말 ‘이’ 탈락 현상을 경험하였지만, ‘째리’는
어미 ‘어’의 탈락, 또는 ‘이’ 동화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정상적인 음운론적 과정을 밟은 것으로 둘다 올림말로 처리된다.
(14ㄷ)의 ‘이라고’는 ‘이렇게 하고’의 뜻으로 해석된다. ‘이란다’나 ‘이랄끼’,
‘이랍시더’, ‘이라다’ 등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이렇게 합시더’,
‘이렇게 하다’ 등과 같이 뜻풀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형태의 내적 분석
을 통하여 ‘이라다’라는 새로운 용언 올림말의 설정이 가능하며 ‘이라고’는
‘이라-고’로, ‘이랄끼’는 ‘이라-ㄹ끼’ 등으로 내적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라고/이란다/이랄끼/이랍시더’는 활용 정보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다. ‘어
짜든지, 어짜라고, 어짤끼고, 어짜노, 어짜꼬, 어짤라카노’ 등도 ‘어짜다’라는
어간에 ‘-든지, -라고, -ㄹ끼고, -노, -꼬, -ㄹ라카노’가 결합한 형태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19) ‘어째+하다’ 등과 같은 두 형태의 융합으로 분석할 수도 있
지만 그 과정에서 ‘어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출을 설명하기 어렵다. (14
ㄷ)의 예는 둘 이상의 형태가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도출한 경우 형태의
내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어짜다’는 실제
로 발화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올림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언 올림말
을 어기로 하여 새로운 활용형이 사용된다면 가상적인 형태를 올림말로 등
재하는 것이 설명력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20)

19) ‘어짜든지, 어짜라고, 어짤끼고, 어짜노, 어짜꼬, 어짤라카노’에 대응하는 ‘어째 하든지,
어째 하라고, 어째 할끼고, 어째 하노, 어째 하꼬, 어째 할라카노’ 등의 존재는 이들이
하나 이상의 형태가 융합되어 이루어진 새로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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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ㄹ)의 ‘그넘아, 그넘우, 베라벨놈/이녀러, 그라이라도(그렇지 않아도)’
등은 (14ㄱ~ㄷ)과 달리 둘 이상의 형태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그넘아’는 ‘그’, ‘넘(놈)’에 명사 ‘아(아이)’가 결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베라벨놈’은 ‘베라벨(별의별)+놈’으로 분석 가능하다. ‘그’나
‘넘’, ‘아(아이)’, 그리고 ‘베라벨’, ‘놈’이 형태적인 독립성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통해 이들을 올림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21) 한편 ‘그넘우’는 ‘그+넘
(놈)+의’ 정도로 분석할 수 있다. ‘-의’가 선행 자음 ㅁ에 의하여 ‘-우’로 나타
난 것으로 해석하면 ‘그넘우’ 자체를 올림말로 처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
실은 올림말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들이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고 형태의 결
합을 통해 새로운 뜻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올림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이녀러’와 ‘그라이라도’는 내적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라는 대명
사에 ‘녀러’가 결합한 것이라 하더라도 ‘녀러’의 의미적 모호성이 여전하며,
‘그라이라도’22)에서는 아예 어기를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은 그 자체를 올림말로 처리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예들을 통해 기원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생산성이 낮거
나 형태의 결합 과정에서 규칙성을 잃은 경우, 그리고 둘 이상의 형태가 결
합하였으나 더 이상의 내적 구조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두 올림말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이러한 방식은 사전의 올림말을 추출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언의 경우에는 형태의 내적 분석이 기
술적으로 좀 더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해당 방언 전체의 어휘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형태의 결합 과정에서 규칙
성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성은 좀더 포괄적
20) 신기상(2013)에서도 가상의 기본형을 올림말로 처리하고 있다.
21) 신기상(2013:57, 493)에서는 ‘그넘’, ‘그넘아’, ‘이너무/이넘우/이노무’를 올림말로 제시하
고 있다.
22) 신기상(2013:58)에서는 ‘그라이라도’를 ‘그라지 아이라도’의 준말로 보았다. 그러나 부산
방언에서 ‘그라지 아이라도’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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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점에서 해당 방언의 개별 어휘의 구조를 분석하는 유용한 기준으로 활
용할 수 있다.23)

3.3.3. 발음 정보 및 그 밖의 표시
부산 방언에서 실현되는 비음화 현상을 표시할 일정한 발음 표시 장치도
필요하다. 부산 방언에서 발생하는 비음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모음에 해당
하는 현상이다. ‘농(欌)-에서⟶노~오~서, 방(房)-에서⟶바~아~서, 눈(眼)-이
⟶누~이~, 보(視)-니⟶보~이~’와 같이 선행 음절이 ㅇ, ㄴ과 같은 자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ㅇ, ㄴ이 가지고 있던 비음성만 남고 자음 자체는 사라지
게 된다. 동시에 비음성은 선행 음절 모음과 후행 음절 모음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방’과 ‘-에서’가 결합한 ‘방아서’는 결합 방식의 규칙성과 생산성을
근거로 각각 ‘방’과 ‘-에서’를 올림말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방아서’의 실제
발음 [바~아~서]에서 보이는 비음화 현상은 ‘방’과 ‘아서’가 결합한 다음에 나
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음 정보를 표시해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처
이~(처녀)’와 같이 형태소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음성은 형태의 결합 과정에
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도 올림말의 발음 정보에 ~와 같은 기
호로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24)
높이는 동남 방언의 대표적인 발음 정보에 속한다. 경남 방언과 마찬가지
로 부산 방언도 ‘고’, ‘중’, ‘저’의 세 높이가 있다(김봉모 1997:167). 그런데 부
산 방언은 ‘밤(夜)’, ‘밤:(栗)’에서 보듯이 길이에 따라서도 올림말의 뜻이 구
분된다. 따라서 고저와 장단의 개별 발음 정보와 이들이 결합된 발음 정보
를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 방언에서는 고조, 중조, 저조에 의해
23) 김영선(2011:190~192)에서는 방언 자료가 이론적 구축 자료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이질적인 형태의 복수 표면형이 다수 존재함으로써 이론적 접근이 용이하
지 않았다는 점, 형태소 분석의 어려움, 형태소의 생산성, 또는 패러다임의 규칙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지적은 방언 연구가 표준어 못
지않게 체계적인 성격을 요함을 보여준다.
24) 김영태 외(1994)에서는 추상적 문자 ㆁ의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146 우리말연구 40집 (2015. 1.)

서 뜻이 변별되는 경우는 ‘말’, ‘손’, ‘배’, ‘장’25) 정도이다. 그런데 ‘말:(言)(저
조)/말(斗)(중조)/말(馬)(고조)’의 예에서 보듯이 ‘말(言)’은 높이보다는 ‘말
(斗)’과 ‘말(馬)’에 대해 길이로 대립된다. 만일 ‘말(言):’과 같이 저조에서 고
조로 높아가는 올림말의 장음을 저고조로 표시하고 ‘가:(그 아이)’와 같이 고
조에서 저조로 낮아가는 올림말의 장음을 고저조로 표시해서 처리할 수 있
다면 중조와 고조를 각각 저조와 고조로 해석하여 이를 다시 고단조, 고장
조, 저단조, 저장조로 나누어서 높이와 길이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26)

(15) ㄱ. 장음: 저고조(밤:(栗)), 고저조(가:(가지고)), 고장조(불:(火)), 저장
조(장:(늘, 항상))
ㄴ. 단음: 저단조(물(水)), 고단조(술(酒))

그 외 부산 방언 사전의 올림말 표시 과정에서 중화 모음의 표시 문제도
짚어야 할 부분이다. ‘애, 에’, ‘으, 어’ 등은 부산 방언에서는 변별되지 않으
므로 올림말 표시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발음에서는 이들이 각각 중화음으로 나타나므로 올림말의 표시 과정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표준어의 발음 표시를 따르는 것이 유익할 수 있
다. ‘어무이’를 ‘으무이’로 표기하기 쉽지 않은 것은 올림말도 문자로 표시된
것이므로 가독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마무리
방언 연구의 최종적인 도착점은 방언 사전의 개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25) ‘장’의 경우 ‘장(腸)(저조)-장(場)(고조)-장:(늘, 항상)’이 대립된다.
26) 울산 방언을 대상으로 한 신기상(2013)에서도 길이와 높이를 동시에 표시하기 위하여
고저장단 기호를 고장조, 고단조, 저장조, 저단조, 저고복합조, 고저복합조로 나누어서
각각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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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부산 방언 사전 개발은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경남 방언
사전과 같은 상위 방언 사전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정지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언 사전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 방언의 가치를 인식하고 독자
적인 체계적 모습을 가진 방언이 언어문화의 재화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
으며 국어 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부산 방언에 대한 사전류는 부산 인근 지역의 방언 조사를 통해서 적은
수이지만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근래에 들어 좀 더 많은 수의 올림말과 뜻
풀이를 시도한 사전류가 단행본으로 개발되어 부산 방언에 대한 관심이 증
폭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올림말의 선정과 내용 기술 방식, 내적 구
조 분석 등과 같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방언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수집하고 남겨야 한다는 욕구
는 있지만 사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국어에 대한 이론적 부족 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방언 사전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이미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상태
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부산 방언 사전 개발에 필요
한 몇 가지 문제만을 간단하게 다루었다. 자료 수집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와 제보자 문제, 올림말 표시 문제 및 형태의 내적 구조 분석에 따르는 문제
등을 살핌으로써 부산 방언 사전 개발에 따르는 기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
고자 하였다.
부산 방언 사전 개발은 부산 방언의 기술과 사용이라는 실용성에 머무르
는 것이 아니다. 부산 방언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식하고 넓게는 경남 방언
사전 개발에 일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국어 생태계
의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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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Compilation of Busan Dialect Dictionary

Kim Young-Seon, Oh Ga-Hyun(Dong-A univ.)
This paper tries to solve some problems with headword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Busan dialect dictionary. Dialect dictionary must have all that dialect
informations, because that is gathering of words native speakers today use in their
area. We look for four problems throughout, research area, selection of informants,
expression of headwords and analysis of headword’s internal structure,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Busan dialect dictionary.
Research area is related an identity of Busan dialect, and Busan dialect was
influenced by Kimhea, Yangsan and Ulsan dialect. We comprehend perticularity of
Busan dialect is affected by more education and the media than locational
differences. Expressions of headwords must have all dialect informations. In this
respect, we argued to use a latter ‘ㆆ’ aggressively. It’s hard to analyse a internal
structure commonly. In this cases, we point to try their internal analysis with
consideration for total paradigm of forms and productivity of morphemes.
Our discussions so far have significance about not the development process of
a Busan dialect dictionary but the development process of different dialect
dictionaries.
Key words: Busan dialect dictionary, research area, selection of informants,
expression of headword, analysis of headword’s internal stru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