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의 이주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방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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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거주하는 해외 이주 여성의 완벽한 정착과 적응을 위해서는
표준 한국어와 함께 해당 지역의 방언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
나 방언 교육은 적어도 중급 수준의 표준말 습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방언 교육은 기본적으로 표준말과의 대응 교육
이므로 표준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언은 표준말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하므로 방언 전체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일은 너무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방언의 내용을 초급 방언과 중급 방언의 두 단계로 나누어 가
르칠 필요가 있다. 이때 이주 여성이 매일 접하는 남편과 시부모의 말이
초급 방언과 중급 방언을 구분하는 유효한 기준이 된다. 70대 이상의 시
부모는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방언을 거의 100% 사용하지만, 40대의 남
편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방언을 사용할 뿐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
를 학교 교육에 힘입은 표준말이 메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사
용하는 방언은 표준말 교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매우 기초적인 방언
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 방언을 초급 단계의 내용으로
삼고, 70대의 시부모가 사용하는 방언은 중급 단계의 교육 내용으로 삼아
야 한다.
주제어: 이주 여성, 방언 교육, 전남 방언, 음운 교육, 문법 교육, 어휘 교육.

* 이 논문은 200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창의 주
제 연구) 연구비(KRF-2006-A00588)를 받아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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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 총각들과 결혼하여 한국의 농어촌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이를 ‘해외 이주 여성’ 또는 ‘이주 여성’이라 부르기로 한다.)들의
수는 1990년대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왕 한석(2007：10～11)
에 의하면 2005년 현재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 숫자는 2885건
으로서 전체 결혼 건수의 35.9%를 차지한다고 한다. 농어촌 총
각 10명 가운데 거의 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상황이다.
이 숫자는 날로 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처녀와 결혼하
는 농어촌 총각의 숫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날도 얼마 남
지 않았다.
이처럼 해외 이주 여성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부딪
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한국어 교육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
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함께 어울려 살아
야 하는 다문화 가정에서는 상이한 문화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
나 마찰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 의사소통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그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외 이주 여
성들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에서의 빠른 적응과 안정을 위한 가
장 절실한 과제이다.
해외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은 이들의 2세 교육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들의 학업 지도
에 손길이 미치지 못할 때, 아이들이 겪는 좌절이나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왕에 다른 외모 때문에 따돌림
과 눈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언어적으로 뒤떨어지거나 학
업의 성취에서 낙오될 때, 이러한 자녀들의 성장은 한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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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이주 여
성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의 학습
을 도와줄 정도의 충분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해외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각 지방자치단
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어촌 지역의 해외
이주 여성들을 위한 ‘한글학교’가 군 단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는 가톨릭 등 종교 단체나 여성 단체
등이 산발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교육 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교재는 문화관광부와 국
립국어원이 공동으로 간행한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과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이다. 이 밖
에도 기관에 따라 기왕에 출간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는바, 예
를 들어 광주광역시 가톨릭 센터는 이화여대 출판부가 간행한
Pathfinder를 교재로 쓰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어 교재들은 모두 표준말 습득을 목표로
한 것이다. 여러 도시와 지역에 사는 해외 이주 여성들, 그리고
일반인이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이기 때문에 표준말이 습
득의 주된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한 각종 서적이나 언론, 그리고 교육 등이 표준말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표준 한국어를 우선적으로 배워야 할 필요성은 아무
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자녀들
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교과서에 등장하는 표준 한
국어의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인 상황에 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해
외 이주 여성들은 가족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만
나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접촉의 주 대상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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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은 표준말이 아닌 현지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다. 따라서 현지의 토박이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의
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농어촌의 토박이들이 어느 정도나 방언을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래 (1)과 같은 본보기 발화를 살펴보기로 하
자. (1)은 이주 여성의 시어머니(70세)의 발화인데, 밑줄 친 부분
이 비표준어 곧 방언을 나타낸다. 이 발화의 전체 어절은 121개
인데 밑줄 친 비표준어는 58개로서 전체의 48%를 차지한다. 그
렇다면 70세 정도의 토박이들은 발화할 때마다 50% 가까운 방
언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1) 처음에 일허로 가갖고 거 사방니 있는 뭐이냐 영세민 일을
내가 갔든가 모르겄소. 고 인자 대리로 갔드니 쩌그 저 저저
가 상이네 상이네 근방에서 각시 한나가 일허로 왔어라. 그서
어서 왔냐 했드니 저 태국 사람 태국서 왔다고 그리라우. 그
리서 오 그리야고 우리따그 우리 아들 중매 하나 허라고 소개
좀 허라구 그맀드니 그리야고 내 허께 그먼은 생얼생시랑 다
나이랑 따 도라고 그러라우. 그래서 다 따 줬어. 긌더니 고놈
갖고 가서 애기를 힜든가 통일교에다 애기를 힜든가 통일교에
서 힜어요. 그래갖고 요러게 딜이왔어요. 아이 근디 쩌 거기도
담영이로 들어간가 모르겄네. 우리 동생 여동생 하나도 막내
를 고로게 못 여웠어요. 마흔살 가차이 될 것이요. 근디 못 여
워서 인자 대치나 우리 요거마은 요것보고 소개만 해 도라고
싼디 글때는 직장에 댕에나서 딸싹도 못 허고 직장이로나 댕
여서 인자 못 히 줘 붔어요.

물론 세대에 따라 방언 사용의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이다. 연배가 높을수록 방언을 사용하는 비율은 높을 것이며,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40대 이하의 사람들은 비교적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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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률이 낮다. 그렇지만 아무리 연배가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
도 일정한 정도의 방언을 사용하는 경향은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사는 해외 이주 여성들은 적어도 이들
이 말하는 방언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방언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사용하는 방언을 이해하
지 못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럴 경우 의
사소통의 장애 때문에 생기는 마찰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
물론 가장 이상적인 단계는 해외 이주 여성들이 현지 토박이
들과 마찬가지로 현지 방언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일 것이다. 타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고향 말을 하는 사람
을 만나게 될 때 느끼는 동질감을 생각해 보라. 서로 같은 방언
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
하게 하고, 같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드높이는 효과를
준다2).
따라서 전혀 다른 나라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현지 토박이들
과 같은 방언을 허물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한국인으로서의
동화는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왕 한석(2007：77)에서도 이주 여성의 이상적인 언어 학습의 목표가
어느 지역 변이어이든지 그것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일상생활에서 효
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하고 있다.
2) 글쓴이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 표준말로 집전하는 미사 중에 사투리를
일부러 섞어 써서 신자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예
를 들어 ‘냅두씨요, 어찔 것이요 다들 안 헌닥 헌디’와 같은 전형적인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면 신자들은 대개 폭소로 응답하면서 신부와
신자 사이의 거리가 사라지고 마음의 일체감을 이루게 된다. 신부가
의도적으로 신자의 ‘말높이’에 맞춤으로써 말뿐 아니라 정서적 높이까
지 맞추게 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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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단계는 아래와 같은
세 단계를 상정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표준말을 습득하는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표준말을 들어 이해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일반적으로 초급과 중급 과정을 마치
면 이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 그 다음 단계는 표준말과
함께 현지 방언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
대가 말하는 방언의 뜻을 이해하는 단계이며, 여기서는 방언형
과 표준어형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해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마
지막 단계는 가장 이상적인 단계로서 표준말과 함께 방언을 자
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한국어 교
육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해외 이주 여성들에게 방언을 가르치는 것은 적어
도 중급 또는 그 이상의 표준말 습득이 이루어진 2단계부터 가
능한 일이라 하겠다.3)
1단계: 표준말 습득(말하고 이해하기)
2단계: 표준말 습득 + 방언 이해
3단계: 표준말 습득 + 방언 구사

이 글은 이주 여성의 한국어 습득 단계 가운데 2단계에서 배
워야 할 방언의 내용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2단계는 표준말 습
득과 방언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비록 방언을 자유자
재로 구사할 정도는 못 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방언 표현을
이해하는 수준의 교육이 행해지는 단계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3) 이 은경(2008)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주 여성들은 방언 교
육이 초급과 중급의 어느 단계에 이루어져도 상관없다는 응답을 보인
반면, 조사 대상 교사의 80% 이상은 방언 교육이 중급 단계 이후에 이
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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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방언 교육의 단계를 초급과 중급의 두 단계로 구분
하고, 방언의 특성에 따라 초급 단계와 중급 단계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구분해 보려는 것이다.
교육의 대상인 방언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주 여성
이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떠한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주
여성들이 가장 가까이 접하며 생활하는 남편과 시부모의 말을
검토하여 그들의 말 속에 어떠한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 첫걸음인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인 남편의
말과 노년에 속하는 시부모의 말을 각각 초급과 중급의 방언으
로 삼는다면, 일차적으로 남편의 말을 이해하고 이어서 이차적
으로 시부모의 말을 이해하는 단계적 이해 과정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언 교육의 단계적 과정이 담아야 할 구
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적인 작업이다.
전통적인 방언 조사는 제보자에게 미리 준비한 질문지의 내
용을 물어 원하는 방언형을 찾는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격식적인 방식은 자연스러운 언어 상황을 알아보는 데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주 여성 가족들의 자연스러
운 발화를 녹취하고 이를 전사하여 분석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담화 분석 방식은 비체계적인 자료를 얻게 되는 약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가 해외 이주 여성에
대한 방언 교육 내용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 여성
을 위한 단계적 방언 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험적인 것이
기에 담화 자료의 한계는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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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 조사
2.1. 조사 과정
이주 여성이 사는 가정의 언어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필리핀
에서 시집온 김 세리 씨 가족의 언어 상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가능한 한 많은 다문화 가정을 찾아서 이들의 언어생활을 조사
하면 이상적이겠으나, 실제 조사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으므로
이번 조사는 다문화 가정의 본보기 예로서 한 가정만을 대상으
로 하였다4). 김 세리 씨 가족과의 면담은 2007년 5월 27일 시
부모님 댁에서 약 3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5월 27일 오후 3시 40분 경 금성면 소재지에 도착하여 전화
로 통화하니 5분쯤 후에 오토바이를 몰고 김 세리 씨(38세)와 남
편 박 진우 씨(47세)가 나왔다. 집은 면소재지 내에 있었다. 그다
지 크지 않은 집은 부모님이 사시는 곳이고, 김 세리 씨 부부는
집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애초에는 담
양읍에서 사글세를 얻어 살았는데 석 달 만에 부모님이 사는 집
으로 퇴거하여 집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들여 놓고 5년을 살
았다고 한다. 이제 빌라에서 산 지 겨우 1년이 되었다고 한다.
박 진우 씨는 한 눈에 장애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딸 역시
같은 장애가 있어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각막 이
식 수술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적당한 각막을 얻지 못한
모양이었다. 박 진우 씨는 담양군 금성면 공단의 한 공장에서 박
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든 일에 비해 보수가 보잘것
4) 다문화 가정의 언어 조사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왕 한석
(2007：37～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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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하였다. 오늘은 모내기를 하는 날이어서 온 가족이 일을
하고 난 뒤, 시간에 맞추어 글쓴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무 미
안할 따름이었다.
방에 들어가서 김 세리 씨가 준비해 온 수박과 닭튀김을 먹
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 박 진우 씨가 주로 말을 많이
하였는데 비교적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주된 화
제는 어머니의 주선으로 결혼을 하게 된 사연, 딸의 장애에 대
한 이야기, 아내가 한국어를 빨리 배운 과정 등이었다. 김 세리
씨는 필리핀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인지 총명하여 혼자
공부하였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한국어를 배운 모양이었
다. 시어머니 말로는 1년쯤 되니까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되었다
고 한다. 김 세리 씨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으며 이 때문에도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김 세리 씨는 현재 38세로서 필리핀에서 통일교의 주선에 의
해 1999년 12월 5일 박 진우 씨(만 47세)와 결혼하였다. 남편으
로부터 한글 읽는 법을 익히고, 간간히 모르는 단어를 남편에게
물어서 한국말을 배웠다. 시어머니는 한국식 생활 방식이나 음
식 만드는 법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 한글,
한국 문화를 스스로 깨쳤고, 1년 전부터는 담양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한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한글학교에서 1주일
에 2시간씩 1년 정도 공부하였는데, 지금은 고급반에서 문법,
강독, 쓰기 등을 공부하고 있다. 남편 생각에는 한글학교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강의가 더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담양의 소쇄원과 같은 문화재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기를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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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세리 씨는 현재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가게에서 물
건을 사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데, 남편과 하루에 4시간 정도의 대화 시간을 가져 이것을 통해
한국어를 익힌다고 한다. 그 밖에 텔레비전은 1시간 정도밖에
보지 않음으로써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해외 이주 여성들
이 텔레비전에 의존하는 것(왕 한석 2007：360)과는 다른 생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가족들의 평가와는 달리 글쓴이가 보기에 김 세리 씨
의 한국어 능력은 체류 기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상
대방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어 어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일부 아는
어휘와 눈치 등에 의존하여 의사소통을 꾸려 가는 정도였기 때
문이다. 그리고 말하기는 듣기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 특
히 ‘기뻐요’를 ‘기쁘다요’처럼 말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말하기
에 비해 한글 읽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쓰기는 거의 불
가능한 수준이다.
이 연구의 관심사인 표준말과 방언의 구별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백여시 같다’라는 말의 뜻을 대강은 알지만5)
‘여시’가 ‘여우’의 사투리인지는 모르고 있었으며, 높임의 토씨
‘라우’와 ‘요’의 대응 관계 역시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
황은 8년 정도의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
기 때문으로 보인다.6) 김 세리 씨의 말 가운데 방언으로 보이
는 어휘는 ‘묵다’(먹다), ‘엄니’(어머니), 그리고 감탄사 ‘아이구메’
5) ‘백여시’는 ‘백여우’의 전남 방언인데 그 의미는 표준말의 ‘불여우’에
해당한다.
6) 이주 여성들의 한국어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왕 한석(2007)에 사례별
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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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정도였다.

2.2. 남편의 말
해외 이주 여성에 있어서 남편은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다. 이
국에서의 적응 기간 동안 이주 여성이 믿고 의존하는 것은 오
직 남편뿐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도시 근로자라면 이주 여성이
남편과 보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은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된다. 시부모와 동
거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와의 대화 시간도 상당한 시간을 차지
하겠지만, 초기의 적응 기간이 끝나고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
하여 중급 단계에 이르게 되면 시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남편과의 대화가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게 된다. 이주 여성의 방언 교육에서 남편의 언어가
가장 중요시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해외 이주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한국 농어촌 남성들은 대
부분 혼인의 적령기를 지난 나이에 결혼을 하는 편이다. 대체로
30대 후반 또는 그 이후에 결혼하므로 부인과 상당한 나이차를
보이게 된다. 왕 한석(2007：53)에 따르면 해외 이주 여성과 남
편들의 나이 차이는 평균 10.7세, 곧 11세 정도라고 한다. 만약
해외 이주 여성이 25세에 결혼한다면 결혼 당시의 한국 남편
나이는 36세 정도가 될 것이며, 결혼 후 적어도 5년 이상의 적
응 기간을 거쳐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중급 정도에 이를
때쯤이면 남편은 40세를 넘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주 여성의 방언 교육과 관련되어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 남편
의 나이층은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본 연구에서 제보자로 삼은 박 진우 씨는 조사 당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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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세였다. 박 진우 씨는 전남 담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
며, 졸업 후 서울과 부산에서 각 2년, 마산과 창원에서 모두
7～8년 정도의 객지 생활을 하였으므로 합하면 11～12년 동안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산 셈이다.
일반적으로 방언 조사의 제보자는 60세 이상, 학력이 없고,
고향에서 붙박이로 살았던 사람을 이상으로 친다. 이런 기준에
서 보면 제보자 박 진우 씨는 방언 조사의 이상적인 제보자는
아닌 셈이다. 그러나 이주 여성의 남편이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
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나이가 40대에 머물러야 했으며, 한국 사
회에서 40대의 학력은 고졸이 일반적이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한 현대에서 40대의 붙박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박 진우 씨는 관점
에 따라서는 가정 전형적인 한국 농촌의 40대 남성일 수도 있
는 것이다.
박 진우 씨처럼 47세의 제보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
소지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표준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고향에서 계속 붙박이로 살았던 것이 아
니라 서울, 부산, 마산, 창원 등지를 10여 년 동안 떠돌았으니
표준말이나 현지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박 진우 씨가 사용하는 말 속에 포함된 방언 어
휘들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와 비교하여 점
차 방언을 잃어버리고 표준말로 대체해 가는 과정을 겪은 40대
의 세대가 사용하는 방언 어휘란 곧 표준말과의 투쟁에서 살아
남은 말이기 때문이다.
방언에는 표준말로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 손쉽게 바뀌는 것
이 있는가 하면, 표준말에 저항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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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 있다. 이런 잔존 표현이야말로 마지막까지 그 지역의 토
박이들이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이며 기초적인 방언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 진우 씨의 말을 통해 쉽게 표준말로 동화되
는 방언과 표준말에 저항하면서 토박이말로 남아 있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2.3. 시부모의 말
전통적인 방언 조사는 60대 이상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였
다. 전통 사회의 어휘들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방언을 많이 사
용하는 층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이런 나이 제한을 두게 되었
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실제 현지 조사를 해 보
면 60대의 농촌 제보자들은 표준말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방언이 급속도로 사라져 가는 변화를 60대 또는
그 이하의 세대로부터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해당 지역의 방언을 제대로 구사하는 제보자는 70대 이상에서
찾아야 한다.
김 세리 씨의 시부모님은 70대로서 시어머니가 70세, 시아버
지가 73세이다. 따라서 김 세리 씨의 시부모님 말은 전형적인 담
양 지역어의 말로 판단된다. 시아버지는 말할 것 없고 시어머니
마저 같은 금성면에서 태어나 같은 면내로 출가하였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말은 전형적인 담양군 금성면의 말씨인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시아버지의 발화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시
어머니의 말은 상당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사자
에게 높임의 토씨 ‘라우’를 즐겨 쓴다든지, 긍정을 표시하는 부
사로서 ‘글매’와 같은 토착적인 방언형을 쓰는 등, 표준말에 물
들지 않은 이 지역 방언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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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시부모의 말과 아들 박 진우 씨의 말을 비교해 보면
세대에 따른 방언의 차이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이주 여성
이 학습해야 할 방언의 단계적 과정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방언 교육의 내용
이주 여성에게 방언을 교육할 경우 해당 방언의 전모를 체계
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방언을 이해하고 습득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남 담양 지역어의 음운적 특징
이나 문법적 특징 그리고 표준말과 다른 어휘들을 모아서 교재
를 만들고 일정 시간 동안 이주 여성들에게 교육한다면 효과적
인 방언 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의 방언 체계 전체를 가르치는 일은 생각만
큼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그 양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
다. 따라서 방언 교육도 표준말 교육과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준말 교육은 초급, 중급, 고급의
삼 단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더 세밀하게 학습의 단계를 나누
어 교육한다. 방언 교육도 이러한 표준말 교육의 방식을 적용하
여 최소한 초급과 중급의 두 단계 정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방언 교육은 적어도 중급 이상의 표준말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
상으로 하는 만큼, 표준말보다는 그 단계가 세밀할 필요는 없다.
방언 교육이 초급과 중급의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그 내
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일까? 본 연구는 방언 교육
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주 여성이 접하는 대상의 세대
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이주 여성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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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즉 40대가 말하는 방언의 내용을 초급 교재에 담고, 그 이
상 특히 70대 이상의 시부모 세대의 방언을 중급 교재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7) 따라서 중급의 과정을 마치게 되
면 해당 지역의 방언 전반에 걸친 대강의 지식을 얻게 되리라
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다. 이를 위해서 이주 여성의 남편이 사
용하는 방언을 검토할 것이며 이때 남편 부모의 말도 함께 고
려하여 그 차이를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3.1. 음운 교육8)
3.1.1. /ㅔ/ → /ㅣ/
전남 방언에서 장음을 가진 표준말의 /ㅔ/가 /ㅣ/로 대응되는
것은 일반적이며 장음이 아닌 낱말에서도 이러한 상승이 발견
되는 수가 있다(예: 덩치→등치, 서다→스다). 반면 /ㅗ/가 /ㅜ/ 등
으로 상승하는 변화는 중부 방언에서는 흔히 찾아지지만 전남
지역에서는 결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남편 박 진우 씨의 구
술 발화에서 /ㅔ/가 /ㅣ/로 실현되는 예가 몇 개 발견된다. ‘허
다’의 활용형 ‘헤:-’가 ‘히:-’, ‘떼:다’가 ‘띠:다’, ‘제허다’가 ‘지허다’
등으로 실현되는 것이 그것이다.
(2) ㄱ. 야가 앞으로 어틓게 히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7) 이 논문의 한 심사위원은 방언 어휘를 초급에서 그리고 문법을 중급
에서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언어 교육은 어휘와 문법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글에
서 음운, 문법, 어휘를 아울러 가르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이러한 일
반적 교육 방식을 따른 것이다.
8) 여기서 제시된 음운 현상 외에도 전남 방언에는 특징적인 음운 현상
이 더 있으나, 제보자들의 자연 발화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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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ㄴ. 고놈을 삼백만 원 다 띠어 불고 주인한테 사글세방 난중
에 삼 개월치 고놈 지해갖고 주세요 해서

담양 지역어에서 이 변화는 매우 일반적이므로 비록 40대 후
반이지만 박 진우 씨의 구술 발화에서도 /ㅣ/로 실현되는 예들
이 일부 확인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표준말
의 영향 때문에 노년층에서 /ㅣ/로 실현되는 예가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는 /ㅔ/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 (3)과 (4)에서
ㄱ은 어머니의 말, ㄴ은 박 진우 씨의 말이다.
(3) ㄱ. 긍게 인자 빙원에서 연락이 와야제 우리는 어칳게 알아요?
ㄴ. 전번에도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거 전대 병원 임 경철 선
생님 교수님을 만나고 왔는 디 어찔 것이여?
(4) ㄱ. 모르겄소 밋 섬이나 나온고
ㄴ. 몃 년 있으면 몃 년 있으면 그것을 헐 수가 있다고 고걸
봉께 아조 진짜 눈이 솔끗 허드만 아조.
(5) 두 가짓 것 세 가짓 것

위에서 보는 것처럼 박 진우 씨가 ‘병:원’, ‘몃’으로 발음하는
것을 어머니는 ‘빙:원’, ‘밋’으로 발음하고 있다. 게다가 (5)의 경
우 ‘세: 가지’가 흔히 ‘시: 가지’로 발음되지만 이 역시 박 진우
씨는 ‘세: 가지’처럼 표준말 발음을 고수한다. 이것은 결국 70대
의 어머니는 /ㅔ:/가 /ㅣ:/로 상승하는 규칙적인 변화를 겪었지
만, 40대의 아들은 동일한 변화를 부분적으로 겪고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박 진우 씨는 /ㅔ:/가 포함된 일부 단어만을 /ㅣ:/
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ㅔ:/가 /ㅣ:/로 변한다는
규칙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ㅣ:/로 실현되는 단어들에 대
한 정보는 개별적으로 습득되어야 할 텐데, 이주 여성들에게 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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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하나하나에 대한 규칙 적용 여부를 알려서 이들을 따로따로
습득하도록 해야 할까?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너무 많은
학습의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결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규칙을 먼저 제시하고, 그 예외에 대한 현상을 설
명해 주는 단계적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는 이주 여성들에게 표준말과 전남 방
언의 음운적 대응 관계를 규칙화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글
쓴이는 실제 담양군의 한글학교에서 1시간 동안 이주 여성들에
게 방언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주 여성
한 사람이 자신의 시부모님이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띠어’
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궁금해 했었다. 즉
표준말 ‘떼다’를 왜 ‘띠다’로 발음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글쓴이가 표준말의 /ㅔ:/가 전남 방언에서는 /ㅣ:/로 변한
다는 사실을 규칙화하여 설명하고 그에 합당한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었더니 모든 이주 여성들이 신기해 하면서 흥미를 표시
하였다. 표준말 낱말과 방언 낱말 사이의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음운 대응의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많은 방언 현상을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음운 대응의 규칙을 이
해하게 되면 이주 여성들은 방언형을 통해 역으로 표준형을 추
정할 능력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음운 대응의 규칙이 부모 세대와 남편 세대 사이에 차
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시부모들은 거
의 100% 규칙적인 대응을 보이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대응
의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남편처럼 40대에 이르게 되면 일부
는 /ㅣ/로 변하고 일부는 표준말처럼 /ㅔ/로 발음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결국 40대의 남편 말은 방언과 표준말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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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언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3.1.2. 움라우트
움라우트 현상은 전남 방언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이다. 박 진
우 씨의 발화에서도 움라우트가 일어난 단어들이 일부 확인된
다.
(6) ㄱ. 고롷게 멕여
ㄴ. 가게 하나 채레 줘 갖고

‘멕이다’나 ‘채리다’는 모두 한 낱말 안에서 움라우트가 일어
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의 움라우트와는 달리 명사의
움라우트는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반면 어머
니의 말씨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가 확인된다.
(7) 학교가 모지래 괴실이 모지랜가비요.

위의 예에서 보듯이 어머니는 ‘학교’를 ‘핵교’라 하지는 않으면
서도 ‘교실’을 ‘괴실’로 발음하여 움라우트를 보이고 있다. 70대의
어머니는 명사의 경우 부분적으로 움라우트를 보이고 있다. 하지
만 40대의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는 명사 내부의 움라우트는 확
인되지 않는다.
한편 낱말 경계에서 일어나는 움라우트도 세대에 따라 그 양
상이 달리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람’에 주격토씨 ‘이’가 결합할
경우 박 진우 씨의 아버지는 ‘사램이’로 발음하지만, 어머니와
박 진우 씨 자신은 모두 ‘사람이’로 발음하였다.9) 아래 예에서
9)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의 같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도 움라우트의
양상이 다른 것은 세대 외에 성과 같은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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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ㄱ～ㄴ은 박 진우, (8)ㄷ～ㅁ은 어머니, (9)는 아버지의 발화
에서 인용한 것이다.
(8) ㄱ. 사람이 차분하시고 아조.
ㄴ. 사람이 아무리 히도
ㄷ. 각시가 한나 와서 산디 그 사람이 소개헐란다고 소개헐란
다고 히서
ㄹ. 그 동네 어디 사람이 지가 가기만 허먼
ㅁ. 시방은 따로 산 사람이 많제 한테 산 사람이 빌라 없어
요.
(9) 멋이 되았든지 돈 있이야 멋을 히보제 돈 돈이 앞서제 사램
이 앞설락허먼 안 되아

한 가정 안에서 세대에 따라 이처럼 움라우트의 실현이 달리
나타나는 것은 표준말로의 이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가장 나이든 세대인 아버지는 낱말 내부와
낱말 경계에서 모두 움라우트를 겪지만, 어머니와 아들의 움라
우트는 단지 낱말 내부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도 움라우트의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어 어머니는 명
사와 동사에서 일어나지만 아들은 오직 동사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움라우트를 이주 여성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두 단
계로 나눌 필요가 있다. 초급 단계에서는 남편 박 진우 씨가 알
고 있는 움라우트, 즉 동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국한하여
가르치고, 명사 내부와 낱말 경계에서 일어나는 움라우트는 중
급 단계로 미루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단계를 따를
경우 초급 단계를 마치면 남편의 말을 이해하고, 중급 단계를

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표준화를 지향하는 강도가 강하다는 점은 사
회언어학에서 흔히 지적되는 사항이다(이 익섭 19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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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 70대의 시부모 그리고 담양 지역의 70대 이상의 노인들
이 사용하는 움라우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3.1.3. 구개음화
전남 방언에서는 ㄱ-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표준말의 ‘길’이나 ‘기다리다’, ‘끼다’ 등이 이 방언에서는 각각
‘질’, ‘지달리다’, ‘찌다’ 등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ㄱ-구개음화는
박 진우 씨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음운 현상이었
다. 그런데 47세의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는 이러한 구개음화가
더 이상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구술 발화에 구개음화와 관련
된 낱말의 실현이 매우 적어서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
래에서 보인 대로 ‘기달리다’와 같이 구개음화를 겪지 않은 낱
말들이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면 부모 세대
에서 구개음화를 겪은 낱말들이 아들 세대에서는 구개음화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ㄱ-구개음화가 없는 표준말
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ㄱ-구개음화는 초급이 아닌 중
급 단계의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10) ㄱ. 또 쫌 기달리락 헌디 거그서 빨리만 히주라고 내가 성질
내먼 어떠게
ㄴ. 펭야 기달리란 헌디 어쩔 거여.

3.2. 문법 교육
3.2.1. 토씨
박 진우 씨와 그 부모 세대의 토씨 사용의 양상을 비교해 보
면, 박 진우 씨의 말이 훨씬 표준화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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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예 (11)ㄱ은 어머니, (12)ㄱ은 찾아온 60대의 동네 어른의
말이며, (11)ㄴ과 (12)ㄴ은 박 진우 씨의 말이다.
(11) ㄱ. 아 딸기보당 낫제. 딸기는 춘하추동 기양 손이 안 가요
기양?
ㄴ. 따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늦게 낳는디 나보다 더 늦게
낳는디 지금 둘 서이 키우고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그래
불었는디
(12) ㄱ. 배추 입삭맹이 생있는디 케링가 머인가
ㄴ. 우리 영세민처럼 뭐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고 그런 걸 그
런 건 없어요.

여기에서 보듯이 어머니나 60대의 동네 어른은 ‘보당’, ‘맹이’
처럼 담양 지역의 토착적인 토씨를 사용하고 있지만, 박 진우
씨는 ‘보다’나 ‘처럼’처럼 표준말형을 쓰고 있다. ‘처럼’은 전남
방언에서 흔히 ‘치로’나 ‘칠로’ 등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박 진
우 씨는 이러한 방언형이나 어원이 전혀 다른 ‘맹이’ 계통의 말
대신 ‘처럼’과 같은 표준말을 그대로 썼다.
한편 토씨 ‘밖에’는 박 진우 씨의 경우 ‘밖에’와 방언어형 ‘배
끼’를 혼용하고 있어 표준말형과 방언어형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아래 예 (13)이 이를 보여 준다.
(13) ㄱ. 전화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밖에 혜택 받는 것
없어요
ㄴ. 삼백만원배끼

이러한 박 진우 씨의 토씨 사용을 보면 ‘보당’, ‘맹이’는 중급
에서, 그리고 ‘배끼’는 초급에서 가르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
다’, ‘처럼’, ‘밖에’ 외에 박 진우 씨가 사용하는 토씨로는 몇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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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2.1.1. ‘라우’와 ‘요’
‘밖에’와 ‘배끼’의 혼용 예와 유사한 상황이 높임의 토씨 ‘요’와
‘라우’에서도 확인된다. 표준말의 ‘요’에 대응하는 높임의 토씨로
서 전남 지역에서는 ‘라우’가 쓰인다. 이 ‘라우’는 ‘라이’나 ‘라’
등으로 변이되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박 진우 씨와의 발화에
서 우리는 이 ‘라우’를 세 차례 확인하였는데, 그 발화 상황이
흥미롭다. 우선 예 (14)ㄱ은 집을 찾아온 친척 형님에게 하는
말에서 ‘라우’가 사용되었으며, 예 (14)ㄴ과 (14)ㄷ은 조사자에게
한 발화에서 ‘라우’를 사용한 경우이다.
(14) ㄱ. 딱 팔일 되얐구만요 그때 일요일날 숭구싰지라?
ㄴ. 고것도 좋은 회사야야 그르지 그렇지 않으먼은 좀 힘들
제라.
ㄷ. 근디 이자 따문에 어디 가서 써끅 또 달라들도 못허고
그래라이. 아라바뜨 해봤자 그것이 되지도 안허고

그런데 박 진우 씨는 조사자와의 발화에서 대부분 ‘라우’ 대
신 ‘요’를 사용하였다. 아래가 ‘요’를 사용한 예이다.
(15) ㄱ. 일주일에서 십오일 사이에 해야 허거든요.
ㄴ. 긍게 수확량이 농사를 저 사람 사는 것이나 똑 같애요
그것이.
ㄷ. 시골에서 거 어디 가먼은 어디 가나 노인들만 살고 건디
누가 헐락 허겄어요?
ㄹ. 쫌 힘들지요.
ㅁ. 그렇지 않으먼은 인자 농사 짓기 힘들먼은 펭이나 고놈
따른 사람 줘 불먼은 인자 고놈을 쌀을 사십 키로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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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키로 그것밖에 안 와요.
ㅂ. 짓다 보먼은 태풍 같은 것 저 거름을 많이 해 불먼은 어
느 정도 허고 나락이 크다 보먼은 태풍이 와 갖고 또 많
이 쓰러져 불어요. 그먼은 쓰러지먼은 거 수학이 얼마
안 나와요. 거 그레갖고 병해에 걸려갖고 바로 조치를
해서 사람처럼 아프고 그러먼은 금방 해서 낫어 불먼 상
관이 없는디 못 낫아 불먼은 고놈 수학이 떨어져요. 인
자 쌀이 인자 메말라 갖고 수확량이 없어요. 저 쌀이 이
렇게 굵어야 된디 굵지 않고 요만이나 히 갖고 그러면은
인자 저 방아를 찧어도 다 날라가 불어요.

이처럼 박 진우 씨가 조사자에게 대부분 ‘요’를 사용한 것은
그가 높임의 토씨 경우에는 이미 표준화하였음을 말해 준다. 특
히 낯선 상대나 격식을 차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요’를 사용하
는 것이다. 다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척에게 ‘요’와 함께 ‘라
우’를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말씨 바꾸기’(code switching)로 볼
수 있다. 가깝고 친한 사이의 손위 사람에게는 그 지방 토속적
인 말투를 사용하는 반면, 처음 만나 낯선 조사자에게는 덜 친
밀한 표현인 표준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조사자에게 두 차례
‘라우’를 사용한 것도 조사자와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친밀도가
깊어짐에 따라 ‘요’에서 ‘라우’로 바꿔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역
시 말씨 바꾸기의 예에 속한다.
한편 박 진우 씨의 어머니는 조사자에게 대부분 ‘라우’를 사
용하여 아들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아래의 예가 이를 보여
준다.
(16) ㄱ. 예, 그러지라.
ㄴ. 고것이 머이가니라?
ㄷ. 함평이 솔찬이 멀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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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우이들 만치끼 지어라. 댓마지기
ㅁ. 월산면이 아니고 대성리라. 대성리 금성면 금성면 대성리.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어머니의 말에서는 말씨 바
꾸기 현상이 보이지 않는 반면 아들인 박 진우 씨의 경우는 말
씨 바꾸기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어머
니는 표준말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담양 토박이 표현 외의 다
른 변이형을 쓸 수 없지만,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은 아들은 표
준말과 방언의 두 변이를 모두 알고 있으며 이를 적절한 상황
에서 구별하여 쓸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씨 바꾸기에 따르면 박 진우 씨는 자신의 부모에게
‘라우’를 쓸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비록 이주 여성은 자신이
직접 시부모나 남편에게 ‘라우’를 쓰지는 않더라도 남편이 부모
에게 하는 말 속에 포함된 ‘라우’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어도 ‘라우’가 표준말의 ‘요’에 대응하는 그 지역 방언 표현임
을 이해시키고, 그 발음이 ‘라우’ 또는 ‘라’ 등으로 실현되는 것
을 주지시켜야 한다.
실제 조사자가 시어머니의 말 가운데서 확인되는 ‘라우’가 무
슨 말인지를 김 세리 씨에게 물었을 때, 그녀로부터 전혀 알지
못한다는 부정적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비록
남편과 시부모의 말을 대부분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야
기의 큰 줄거리만을 이해하는 것일 뿐, 언어가 나타내는 세세한
문법적 정보 등을 이해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임을 보
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나 시부모의 말에 쓰이는 ‘라우’
또는 그 변이형 ‘라이’나 ‘라’가 표준말의 ‘요’와 같은 것임을 알
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족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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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씨 ‘요’를 초기부터 습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
‘요’를 ‘라우’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한다. 단지 남편이 부모에게 하는 말 또는 동네 어른들 사이
에서 이루어지는 발화 속에 포함된 ‘라우’나 ‘라’가 표준말 ‘요’에
대응하는 방언 표현임을 이해시키는 정도이면 족할 것으로 보
인다.
3.2.1.2. 에가
전남 방언에서 ‘에가’는 표준말의 ‘에’에 대응한다. ‘애기들이
집에가 있다’는 ‘집에 있다’의 의미이며, ‘애기들이 서울에가 산
다’는 ‘서울에 산다’의 의미이다. 이 ‘에가’의 ‘가’는 동사 ‘가다’에
서 문법화를 겪은 것이다(이 기갑 2003). ‘에가’는 표준말의 ‘에’에
대응하지만 후행하는 서술어가 존재를 나타내는 용언(‘있다, 많
다, 흔하다, 살다’ 등)으로 제약된다는 차이가 있다. ‘에가’의 ‘에’는

자음이나 /ㄹ/ 다음에서 생략될 수 있다.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는 ‘에가’가 한 차례 확인되었는데 예
(17)의 ‘여가’는 ‘여기에’의 뜻이다.
(17) 지금 또 여가 밑에 방도 지금 다 만들었어요.

‘여가’로 미루어 이 말할이는 ‘거가’(=거기에)나 ‘쩌가’(=저기에)
등의 표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주 여성은 초급
단계에서 ‘에가’가 ‘에’에 대응하는 처격 토씨임을 알 필요가 있
으며, 여기에 덧붙여 ‘에’가 생략되어 쓰인 ‘여가’, ‘거가’, ‘쩌가’
등의 표현도 함께 습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에가’가 사용되
는 서술어의 제약도 함께 습득하여 이러한 제약이 없는 ‘에’와
의 차이를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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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할라
토씨 ‘할라’는 표준말의 ‘조차’나 ‘까지’ 등에 대응되는 전남 방
언의 토씨인데, ‘할라’ 외에 ‘할차’나 ‘한지’, ‘한질라’ 등이 더 있
다(이 기갑 2003).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는 ‘할라’가 한 차례 확인
되었다.
(18) 그나마 내가 또 성질할라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에서도 거식
허먼 기양 툭툭 쏴 불어.

이 ‘할라’ 계의 토씨는 경기도나 강원도 등 중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의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서 입말에서는 쉽게
확인되는 매우 일반적인 토씨이다(이 기갑 2003). 따라서 40대의
박 진우 씨가 이 토씨를 부모 세대에 이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는 일이다.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 확인되
었으므로 ‘할라’는 방언 교육의 초급 단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할라’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조차’나 ‘까지’가 담양 지역어
에서도 함께 쓰이므로 ‘할라’가 ‘조차’나 ‘까지’에 대응하는 토씨
임을 이해시키는 것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능을 하
는 토씨들을 굳이 하나 더 첨가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3.2.1.4. 인용 토씨
간접 인용토씨 ‘고’가 ‘ㄱ’으로 축약되어 쓰이는 것은 전남 방
언의 한 특징이다. 박 진우 씨의 말에서도 예외 없이 인용토씨
는 ‘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때 축약된 ‘ㄱ’은 후행하는
‘허다’의 /ㅎ/이 약화되는 바람에 ‘ㅋ’으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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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ㄱ’과 ‘하’가 축약되어 ‘카’로 발음되
는 경상도 방언과 비교해 주면 학습자의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19) ㄱ. 하노먼은 즈그들이 다 큰닥 헌디 그렇지 않잖아요.
ㄴ. 돈이라도 들에서 할 수만 있닥 허먼은 얼마나 좋겠어요.
ㄷ. 또 쫌 기달리락 헌디

3.2.2. 씨끝
전남 방언의 씨끝들은 표준말과 형태만 조금 다를 뿐 기능에
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방언의 씨끝들을 표준말
의 씨끝과 대응시키는 것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태
적 유사성이 큰 이음씨끝 ‘-는디’, ‘-을라고’, ‘-응께’ 등이 이런
경우에 속한다.
(20) ㄱ.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지금 초등학
교 인자 들어갔는디.
ㄴ. 공무원들이 긍게 서로 해 묵을락 해, 혜택이 좋응께.
ㄷ. 고걸 봉께 아조 진짜 눈이 솔끗허드만 아조.

반면 ‘-드만’, ‘-등마’는 표준말의 ‘-더구먼’에 대응하지만 표준
말에 있는 ‘구’와 같은 형태가 완전히 탈락되거나 ‘ㄱ’으로 줄어
서 쓰이므로 이런 경우는 좀 더 분명하게 그 대응 관계를 가르
칠 필요가 있다.
(21) ㄱ. 전번에는 영국 런던에서 어디 대학교에서 그거 나왔드만.
ㄴ. 긍께 팔월달에등마 팔월달에.
ㄷ. 잘 되먼은 서로 좋지마는 살다봉께 그것이 잘 안 되드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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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씨끝들은 모두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 확인된 것들이
므로 초급의 단계에서 포함되어야 한다.
3.2.3. 부정법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방식은 두 가지이
다. 하나는 직접부정으로서 부정어 ‘안’이 서술어 앞에 놓이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부정 또는 대용부정이라 불리는 것
으로서 씨끝 ‘-지’와 ‘않다’가 결합한 형식을 사용한다(이 기갑
2003). 전남 방언 역시 표준말과 같이 직접부정과 대용부정의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지만, 특히 대용부정에 있어 약간
의 차이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씨끝 ‘-지’ 대신 토씨 ‘도’나 ‘들’, ‘-든’을 줄기에 직접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때 결합되는 ‘-들’은 표준말의 ‘-지를’, ‘-든’은 ‘-지는’에 각각
대응한다. 한편 ‘않다’는 전남 방언에서 ‘안허다’ 등으로 축약되
지 않은 채 쓰이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따라서 표준말의
‘가지를 않는다’는 전남 방언에서 ‘가들 안헌다’, ‘가지는 않는
다’는 ‘가든 안헌다’, ‘가지도 않는다’는 ‘가도 안헌다’처럼 쓰인
다. 따라서 토씨 ‘를’, ‘은’, ‘도’ 등이 결합하지 않은 채 씨끝 ‘지’와 ‘안허다’만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일은 이 방언에서는 없
다(이 기갑 2003).
박 진우 씨는 표준말과 전남 방언의 부정 형식을 혼합하여 사
용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그는 전반적으로 씨끝 ‘-지’
를 사용하는 점에서 표준말과 같은 용법을 보이지만, 조동사
‘않다’ 대신 ‘안허다’를 사용하는 점에서는 전남 방언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오직 한 차례에 한해서 씨끝 ‘-지’ 없이 순전히
전남 방언의 전형적 부정 형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아래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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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여 준다.
(22) 근디 이자 따문에 어디가서 써끅 또 달라들도 못허고 그래
라이. 아라바뜨 해봤자 그것이 되지도 안허고

위 예에서 보듯이 ‘달라들도 못허고’는 씨끝 ‘-지’가 사용되지
않는 전형적인 전남 방언의 부정 표현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
장에서는 ‘되지도 안허고’처럼 씨끝 ‘-지’가 사용되어 표준말 표
현법을 따르고 있다. ‘되지도 안허고’에서 보듯이 박 진우 씨는
‘되지도’에서는 표준말 용법을, 그리고 ‘안허고’에서는 전남 방언
용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표준말과 전남 방언의 혼합
형식은 아래 예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23) ㄱ. 긍께 내 땅 있으니까 쪼끔 쪼끔 먹고 살라고 있으니까
인자 히서 인자 고롷게 헐라거러지 그렇지 안허먼은 인
자 농사 짓기 힘들먼은 펭이나 고놈 따른 사람 줘 불먼
은 인자 고놈을 쌀을 사십키로나 팔십키로 그것밖에 안
와요.
ㄴ. 가가 거 등치도 그렇게 뚱뚱허지 안해요.
ㄷ. 긍께 그놈 받아갖고 내가 놀먼 멋히여? 맞지 안허제.
ㄹ. 고것도 좋은 회사야야 그르지 그렇지 안허먼은 좀 힘들
제라.

이상의 예들은 결국 47세의 박 진우 씨가 전남 방언으로부터
표준말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즉 대용 부정은 본동
사와 조동사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박 진우 씨는 본동사
영역에서 표준화를 겪었지만 조동사 영역에서는 아직도 전남
방언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어머니는 본동사
의 영역에서도 ‘-지’ 없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 (24)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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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준다.
(24) 지가 조까 머리가 영리허덜 못허먼 얼름 못 배운디 갈치먼
언능 배와요.

이러한 부정법의 양상을 고려하면, 이주 여성에게 방언의 부
정 형식을 이해시키는 일차적 목표는 부정의 조동사 ‘안허다’를
이해시키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미 표준말 교육을 통해
씨끝 ‘-지’를 포함하는 본동사 영역은 습득되었을 것으로 추정
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조동사 영역만을 따로 떼어
교육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는 표준말
의 ‘않다’와 전남 방언의 ‘안허다’를 대응시키는 교육이 필요하
다. 이 단계를 마친 뒤 거치는 중급 단계에 가서 비로소 ‘-지’
없는 부정 형식 ‘-들 안허다’, ‘-든 안허다’, ‘-도 안허다’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말의 부정 조동사 ‘않다’에 대한 방언형 ‘안허다’를 교육
시키기 위해서는 ‘안허다’뿐만 아니라 표준말의 축약형 ‘많다’,
‘귀찮다’, ‘젊잖다’, ‘괜찮다’ 등이 전남 방언에서 축약되지 않은
채 ‘만허다’, ‘귀찬허다’, ‘점잔허다’, ‘괜찬허다’ 등으로 대응되어
쓰이는 사실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한편 대용 부정 형식을 이용하여 들을이에게 확인의 물음을
물을 수 있다. 박 진우 씨가 이런 확인 물음을 할 때에는 예 (25)
처럼 표준말과 같은 ‘-잖아요’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담
양 지역어의 전형적인 확인 물음은 ‘-잔히여?’처럼 ‘안허다’가
축약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것인데, 박 진우 씨는 이러한 담양 토
착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표준말형을 사용하는 것이 흥미롭다.
일반적인 부정에서는 ‘안허다’ 형식을 쓰면서도 확인 물음에서

194

농촌 지역의 이주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방언 교육: 이 기갑

는 표준말과 같은 축약 형식을 쓴다는 것은 부정의 표준화 정
도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확인 물음에
서는 표준화가 완성되었다면 일반 부정에서는 본동사 부분의
표준화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박 진우 씨의 부모 세대는 어느 경우에도 표준화
가 일어나지 않아 해당 지역의 고유한 부정 형식만을 사용할 뿐
이다. 물론 이러한 확인 물음은 표준화가 완성되었으므로 초급
단계의 방언 교육의 내용에는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
다. 이에 따라 ‘-잔히여’와 같은 토착적인 확인 물음 형식은 중
급 단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25) ㄱ.
ㄴ.
ㄷ.
ㄹ.

딸기 같은 건 허먼 좋지마는 누가 헐 사람이 없잖아요?
뉴스보먼은 많이 떨어져 붔닥 허잖아요?
즈그들이 다 큰닥 헌디 그렇지 않잖아요?
우선 급헌 것도 급헌 것이지마는 어느 정도 한국 눈하고
맞아야잖아요? 글고 나이에 맞어야 돼.
ㅁ. 야가 어링께 오십 육십 묵은 사람 갖다 넣먼은 또 안 맞
지 않아요? 그것이 긍께.
ㅂ. 이거 음료수 병 있잖아요?

3.3. 어휘 교육
박 진우 씨의 발화에서 발견되는 방언 어휘는 아래의 예에서
밑줄로 표시된 것들이 눈에 띈다.
(26) ㄱ. 긍께 뉴스를 보도 내가 관심있게 봐요.
ㄴ 오십 육십 묵은 사람
ㄷ. 난중에 삼개월치 고놈 지해갖고 주세요.
ㄹ. 그게 전라동게 펭야 /펭야 기달리란 헌디 어쩔 거여.
ㅁ. 긍께 긍께 고놈을 갖다 어떻게 히서 고생해서 놀먼 못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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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여 집에서 인자 그것이라도 심심풀이로 인자 질라고
허는 것이제 긍께 그거 따무레 지금
ㅂ. 이거 묶어서 차 우에다 올리먼은
ㅅ 우리 같으먼은 삑삑거려 워매
ㅇ. 즈그들이 큰닥 헌디 그렇지 않잖아요.

위의 예에 제시된 낱말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것들로서 40대에서도 아직까지 표준화하지 않은 채로 사
용되는 것들이다. 우선 ‘긍께’는 ‘그러니까’에 대응하는 접속부사
인데 씨끝 ‘-으니까’가 이 방언에서 ‘-응께’로 대응되는 관계로
생긴 어형이다. 이런 식으로 축약되어 쓰이는 접속부사로는 글
먼’(그러면), ‘글고’(그리고), ‘근디’(그런데), ‘글다가’(그러다가) 등이
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표준말의 ‘러’가 전체로 탈락하거나
아니면 모음 /ㅓ/만 탈락하여 축약된다. 표준말 ‘그러니까’는 전
남 방언에서 ‘그렁께’로 쓰이는데 이 ‘그렁께’의 ‘러’가 탈락하여
‘긍께’가 생긴 것이다.
‘먹다’를 ‘묵다’, ‘나중’을 ‘난중’으로 말하는 것도 이 방언의 특
징적인 것인데, 기초적인 어휘에 속하므로 아직 표준화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난중’은 ‘나중’의 방언형으로서 /ㅈ, ㅊ/ 앞에
서 /ㄴ/이 첨가되는 음운 변화의 결과이다. 같은 변화가 ‘인자’
(이제), ‘깐치’(까치) 등에서도 확인된다.

(라)의 ‘펭야’는 전라도 외의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지
역 토박이말로서 어떤 사실이 결과적으로 말할이의 예상과 같
을 때 사용하는 부사이다. 아마도 표준말의 ‘어차피’나 ‘결국’ 정
도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곳이 전라동게 펭
야’는 ‘그곳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전라도에 속하니까’라는 뜻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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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따무레’는 ‘때문에’에 대응하는 말인데 ‘때문’이 이 방
언에서 ‘따문’으로 쓰이고 거기에 토씨 ‘에’가 결합된 ‘따문에’가
‘따무레’ 또는 ‘따물레’ 등으로 흔히 쓰인다. (바)의 ‘우’는 표준말
‘위’에 대응하는 말인데 중년 이상의 말할이들은 흔히 ‘욱’으로
쓰는 낱말이다. 40대의 박 진우 씨는 ‘욱’ 대신 ‘우’를 씀으로써
부분적인 표준화를 보이고 있다. (사)의 감탄사 ‘워매’는 놀랄
때 사용하는 말로서 ‘오매’나 ‘왐마’ 등 여러 변이형이 있다.
(아)의 인칭 대명사 ‘즈그’는 표준말의 ‘저희’에 대응하는 대명
사이다. 이 밖에 표준말의 ‘너희’에 대한 ‘느그’ 등이 전남 방언
에 쓰이고 있으므로 박 진우 씨 역시 이 대명사를 사용할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26)의 낱말들은 모두 방언 교육의 초급
단계에서 학습해야 할 어휘 항목들이다.
이상과 달리 비록 사용 빈도가 높은 기초적인 낱말이라 할지
라도 박 진우 씨가 이미 표준화를 겪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
로 ‘다니다’를 들 수 있다. ‘다니다’는 전남 방언에서 ‘댕기다’나
‘댕이다’로 쓰이는 것으로서 박 진우 씨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흔히 쓰였던 낱말이다.
아래 예 (27)의 ㄱ은 박 진우 씨의 아버지, ㄴ은 박 진우 씨
의 어머니의 말로서 모두 ‘댕이다’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28)
은 박 진우 씨의 말인데 여덟 차례에서 모두 ‘다니다’를 쓸 뿐
결코 ‘댕이다’나 ‘댕기다’를 쓰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미 박 진
우 씨의 말에서 ‘댕이다’는 사라지고 ‘다니다’로의 표준화가 완
전히 일어났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다니다’의 방언형 ‘댕이다’
는 비록 기초적인 어휘에 속한다 할지라도 방언 교육의 초급
단계에서는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27) ㄱ. 이렇게 댕이싱게 그런디 우리같이 이렇게 폭폭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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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28)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조께 정부에서 조께 거식헐 수 없는가 몰라요.
글때는 직장에 댕에나서 딸싹도 못허고 직장이로나 댕여
서 인자 못 히 줘 붔어요.
지금 계속 다녀요.
전에는 쫌 회사 생활 일당제로 인자 다니면서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닌 지가 한 일 년 넘었어요.
수시로 다녀.
내가 회사 다니고 머 헌다고 그런 것은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여 국방경 거그 다니면서 가가 거 등치도 그렇게 뚱뚱허
지 안해요.
유치원에 다니면서도 혜택을 전혀 못 고 지금 초등학교
인자 들어갔는
지금 둘 서이 키우고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그래 불었는디
회사 회사 다니고 어디 직장에도 있어 직장이 있어야 되지.

4. 결론
농어촌에 거주하는 해외 이주 여성의 완벽한 정착과 적응을
위해서는 표준 한국어와 함께 해당 지역의 방언을 이해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방언 교육은 적어도 중급 수준의 표준말
습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방언 교육
은 기본적으로 표준말과의 대응 교육이므로 표준말에 대한 지
식이 어느 정도 쌓인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언은 표준말
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하므로 방언 전체를 한꺼
번에 가르치는 일은 너무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
육을 위해서는 방언의 내용을 초급 방언과 중급 방언의 두 단
계로 나누어 가르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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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주 여성이 매일 접하는 남편과 시부모의 말이 초급
방언과 중급 방언을 구분하는 유효한 기준이 된다. 70대 이상의
시부모는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방언을 거의 100% 사용하지만,
40대의 남편은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방언을 사용할 뿐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학교 교육에 힘입은 표준말이 메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사용하는 방언은 표준말 교육의 영향으
로부터 벗어난 매우 기초적인 방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러한 기초적 방언을 초급 단계의 내용으로 삼고, 70대의 시부모
가 사용하는 방언은 중급 단계의 교육 내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음운과 문법 그리고 어휘의 세 측면에서 남편이
사용하는 방언을 검토하고 이를 시부모의 방언과 비교하여 초
급과 중급에 들어갈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이 글에서 검토
한 방언 자료는 매우 제한된 것이므로 이것이 초급이나 중급의
내용을 망라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극히 소수의 제보자를 대상
으로 한 조사이므로 제보자의 수가 많아지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초급과 중급의 내용을 구분하
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내용에 포함될 일부 항목들을 보여 주
려 한 시험적인 작업에 불과하다.
이 글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다문화 가정 구성원
들의 언어를 분석할 수 있다면〈표 1〉보다 더 충실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작업들이 꾸준히 계속된다면 초
급과 중급의 이상적인 방언 교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앞으로의 작업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데 의
의가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살펴본 초급과 중급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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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초급 방언과 중급 방언의 내용

ㅔ→ㅣ

초 급
ㅔ → ㅣ

움라우트

동사 내부의 움라우트

구개음화
토씨
씨끝

배끼, 라우, 할라, 에
가
-는디, -을라고
-응께, -드만

명사 내부 및 낱말 경계
의 움라우트
ㄱ-구개음화
보당, 맹이

-도(/-들/-든) 안허다
잔히여?

부정법

-지 안허다

인용토씨

ㄱ
긍께, 묵다, 난중,
펭야, 따무레, 우,
워매, 즈그

어휘

중 급

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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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eaching Dialect to the Asian Migrant Women
in the Rural Areas of Jeollanam-do, Korea
Lee Ki-gap
The number of Asian women who get married with Koreans
has increased rapidly. However, they are confronted by much
difficulties in the successful settlement in Korea, among which
the most urgent and important thing is to improve their ability
to speak Korean. For language is the basic instrument with which
people can adapt himself or herself to the new lives and cultures.
The Asian migrants who live in rural areas of Korea have
another difficulty in learning a dialect as well as the standard
Korean. Therefore well-made textbooks and programs for learning
a dialect have to be provided for them. This study is about the
content of the textbooks and the programs.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dialects of migrants' husbands
and parents-in-laws be surveyed to differentiate between the
levels of textbooks. For while old generation speaks the dialect
fluently, younger generation speaks the dialect only partially.
Husbands' Korean is the complex system of the standard and a
dialect which constitutes the textbook of low level. On the other
hand, the textbook of high level can contain the dialect of old
generation, that is, the dialect of parents-in-laws.
In this paper, vowel change of /e/ to /i/, umlaut, palatalization,
postpositions, endings, negation construction, complementizer, and
some lexical words are examined to show different aspe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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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ectal variations according to generations, which will be part
of the textbooks for dialects.

* Key words: migrant, teaching dialect, jeollanam-do dialect, teaching
phonology, teaching grammar, teaching lex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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