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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粵方言은 한어 7대 방언1)중의 하나로 閩方言, 客家方言과 더불어 남방방

언에 속한다. 粵方言은 북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방지역의 언어이기 때문

*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1) 한어방언은 크게 官話方言(또는 北方方言), 吳方言, 湘方言, 贛方言, 粤方言, 閩方言,

客家方言의 일곱가지로 구분된다. 黃景湖 ≪漢語方言學≫ : 現在根據能看到的方言調査
材料, 採用語音的特徵和綜合判斷, 按通行的說法大別分爲官話方言, 吳方言, 湘方言,

贛方言, 客家方言, 粤方言, 閩方言七個區.(현재 방언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어음의
특징과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 본다면, 통용되고 있는 주장에 따라 크게 官話方言, 吳
方言, 湘方言, 贛方言, 客家方言, 粤方言, 閩方言의 일곱 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

다.) (福建, 廈門大學出版社, 1987.6),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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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표준중국어와는 확연히 다른 언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표준

중국어와 구별되는 특성은 소수민족의 언어인 壯侗語族의 언어와 상당히 유사

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壯侗語族에 속하는 언어는 廣西省과 廣東省 등 주로

중국의 남방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粵方言에서 壯侗語族 언어의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남방방언에 속하는

粵方言과 남방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壯侗語族의 언어가 지리적으로 서로 인

접해있기 때문인데, 이에 본고에서는 표준중국어와 다른 粵方言의 특성에 대

해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壯侗語族의 언어와 어떠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

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인 특성을 비교해본다면

두 언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한어에 근간

을 두고 있는 粵方言이 한어뿐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언어의 영향도 받아 형

성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표준중국어와 다른 粵方言의 특성

1. 장음과 단음의 구별

粵方言의 운모는 모두 53개가 있는데,2) 표준중국어와는 다르게 단음과 장

음의 구별이 있다(이는 표준중국어나 다른 방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粵方言

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단원음 ‘a ’ː를 제외하고는 16개의 운모가 서로 쌍을 이루어 대응하는데, 복

2) 粵方言의 53개 운모는 다음과 같다.
單元音 aː   ɔ     ɛ   œ i u y

複元音 ai aːi ɔi ei øy ui au aːu ou iu
鼻尾韻 am aːm im an aːn ɔn øn in un yn aŋ aːŋ ɔŋ oŋ

ɛŋ eŋ œŋ

塞尾韻 ap aːp ip at aːt ɔt øt it ut yt ak aːk ɔk
ok ɛk ek œk

鼻韻

위의 53개 운모는 袁家驊(1989), 李新魁(1994), 饒秉才(1997), 李榮(2001), 詹伯慧

(2002)의 운모표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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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元音 鼻尾韻 塞尾韻

단음
ai, au

雞 九

am, an, aŋ

今 緊 等

ap, at, ak

急 不 北

장음
aːi, aːu

街 猫

aːm, aːn, aːŋ

咸 閑 行

aːp, aːt, aːk

答 八 百

원음 ai/aːi, au/aːu, 비음운미 am/aːm, an/aːn, aŋ/aːŋ, 색음운미

ap/aːp, at/aːt, ak/aːk이 서로 단음과 장음으로 대응한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3)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粵方言은 단음과 장음을 구분해서 발음해야 하

는데, ‘ai’ 와‘ aːi’에서 예로 든 것처럼 ‘雞[kai55]’와 ‘街[kaːi55]’의 발음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我睇雞[kai
55
]’처럼 [kai]를 짧게 발음하면 ‘나는 닭

을 본다(‘睇’는 ‘본다’는 뜻이다)’라는 뜻이 되고, ‘我睇街[kaːi
55
]’처럼 [ka iː]

를 길게 발음하면 ‘나는 길을 바라본다’라는 뜻이 된다. 단음으로 발음하는지

장음으로 발음하는지에 따라 이와 같이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2. 피수식어+ 수식어의 구조4)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꾸며주는 경우에, 표준중국어는 대부분 수식어가 피수

식어를 앞에서 꾸며주게 되지만(예를 들어 수탉인 경우는 ‘公鷄’), 粵方言은

다수의 경우가 뒤에서 피수식어를 꾸며주게 된다(예를 들어 수탉인 경우는 표

준중국어와 상반되게 ‘鷄公’이라고 한다). 이렇듯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서 꾸

며주는 어휘 중에서 粵方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동물의 성별을 나타

3) 粵方言의 개론서나 사전에서는 장음 aːi를 ai로, 단음 ai를 ɐi 혹은 ei로 표기하기도 하

는데, 본문에서는 장음과 단음을 보다 쉽게 식별하기 위하여 장음 표기부호 ‘ ’ː를 사용하
여 장음을 표기하였다. aːi 뿐 아니라 aːu, 그리고 비음운미와 색음운미에서 나타나는
장음 운모들도 모두 ‘ ’ː를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4) 粵方言 수식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趙恩梃 <廣州語 수식구조의 語順 특성 연구>(≪

中國文學硏究≫ 第32輯, 韓國中文學會, 2006. 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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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5)

鷄公(公鷄, 수탉) 鷄乸 (母鷄, 암탉)

猪公(公猪, 수퇘지) 猪乸 (母猪, 암퇘지)

貓公(公貓, 수고양이) 貓乸 (母貓, 암코양이)

狗公(公狗, 수캐) 狗乸 (母狗, 암캐)

馬騮公(公猴, 수원숭이) 馬騮乸 (母猴, 암원숭이)

이밖에도 많은 단어가 동물의 성별을 나타내는 어휘처럼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놓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들 어휘는 饒秉才 등의 ≪廣州

話詞典≫에서 발췌했다.6)

菜乾(乾菜, 말린 채소, 시래기) 匙羹(羹匙, 숟가락)

布碎(碎布, 헝겊) 銜頭(頭銜, 직함)

月大(大月, 큰 달,31일까지 있는 달) 月小(小月, 작은 달,30일까지 있는 달)

黃瓜酸(酸黃瓜, 오이 절임) 椰菜花(花椰菜, 꽃양배추)

위의 예들은 표준중국어와 형태소가 일치하면서 어순이 상반되는 경우들이

지만, 이와는 다르게 표준중국어와 형태소도 다르고 어순도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手指公(拇指, 엄지손가락) 脚指公(拇趾, 엄지발가락)

手指尾(小指, 새끼손가락) 脚趾尾(小趾, 새끼발가락)

晩黑(夜晚, 저녁, 밤) 雨溦(毛毛雨, 이슬비) 字粒(鉛字, 활자)

‘手指公(엄지손가락)’과 ‘脚指公(엄지발가락)’은 손가락과 발가락 중에서 제

일 크고 두꺼운 부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엄지를 나타내는 ‘公’은 ‘手指’와 ‘脚

指’ 뒤에 놓여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다.7) 표준중국어에서 ‘엄지손가락’과 ‘엄

5) 袁家驊 等著 ≪漢語方言槪要(第二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89), 212쪽
6) 饒秉才、歐陽覺亞、周無忌 編著 ≪廣州話詞典≫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7)
7) ‘公’은 ‘남자’, ‘수컷’ 등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크다, 단단하다’라는 뜻

에 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趙恩梃 <廣州語의 ‘乸’와 ‘公’에 관한 고찰>,(≪中國言語硏

究≫ 第28輯, 韓國中國言語學會, 2009. 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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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발가락’은 ‘拇指’와 ‘拇趾’라고 하는데, 엄지를 나타내는 ‘拇’가 손가락과 발가

락을 나타내는 ‘指’와 ‘趾’ 앞에 놓여 수식을 하고 있는 반면, 粵方言은 이와

반대로 수식어 ‘公’이 피수식어 ‘手指’와 ‘脚指’ 뒤에 놓여 수식구조를 이루고

있다.

‘手指尾(새끼손가락)’과 ‘脚趾尾(새끼발가락)’ 역시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

락과 마찬가지로 ‘尾’가 ‘手指’와 ‘脚指’ 뒤에 놓여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다.

‘맨 끝’ 이라는 뜻의 ‘尾’를 사용하여 새끼손가락과 새끼발가락을 나타내고 있

다.

‘저녁’ 혹은 ‘밤’을 나타내는 ‘晩黑’은 까맣다는 뜻의 수식어 ‘黑’이 피수식어

‘晩’ 뒤에 놓여 ‘까만 밤(밤+까맣다)’로 쓰였다. 또한 雨溦(이슬비)에서의 ‘溦’

는 ‘작은 물방울’이라는 뜻으로, 수식어인 ‘雨’ 뒤에 놓여 피수식어+수식어 구

조가 되었다. ‘雨溦’는 ‘물방울처럼 흩날리는 가늘게 내리는 비’ 즉 ‘이슬비’를

말한다.

‘字粒(활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수식어+수식어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낱알, 알갱이’라는 뜻의 ‘粒’이 글자라는 뜻의 ‘字’ 뒤에 놓여 수식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로 분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활자’를 粵方言

에서는 ‘粒’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3. 술어+부사어의 구조8)

표준중국어에서는 부사어가 동사나 형용사 앞에 놓이지만 粵方言에서는 부

사어가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 粵方言 後置부사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趙恩梃 <廣州語 後置부사어 연구>, (≪中國文
學硏究≫ 第30輯, 韓國中文學會, 2005. 6)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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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사+(목적어)+先 : 先(먼저)

(1) 你走先啦, 我等一陣就去.

(你先走啊, 我等一下再去.)

너 먼저 가, 난 조금 있다 갈게.

(2) 你想睇乜嘢先啊?

(你先想看什麽啊?)

먼저 뭘 보고 싶니?

(3) 你食先啦, 唔使客氣.

(你先吃吧, 不用客氣)

사양하지 말고 먼저 드세요.

위의 예문들에서 ‘先’은 모두 동사인 ‘走(가다)’, ‘睇(보다)’, ‘食(먹다)’의 뒤

에 위치하고 있다. 표준중국어에서 이들 동사들(走, 看, 吃)은 ‘先’의 뒤에 위

치하지만, 粵方言에서는 이와 반대로 동사의 뒤에 놓인다.

2) 동사+緊+목적어 : 正在(~하고 있다)

(4) 我飲緊啤酒.

(我正在喝啤酒.)

나 지금 맥주를 마시고 있어.

(5) 金老師講緊說話.

(金老師正在說話.)

김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계셔.

(6) 而家落緊雪囉.

(現在正在下雪.)

지금 눈이 오고 있어.

粵方言에서 ‘緊’은 ‘~하고 있다’라는 현재진행의 뜻으로 동사 뒤에 놓인다.

‘緊’ 뒤에는 주로 목적어가 놓여 ‘동사+緊+목적어’의 형태로 쓰이는데, 위의

예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緊’은 ‘飲(동사)+緊+啤酒(목적어)’, ‘講(동사)+緊+

說話(목적어)’, ‘落(동사)+緊+雪(목적어)’처럼 쓰이고 있다. 이처럼 粵方言에

서는 ‘緊’이 동사의 뒤에 놓이는데, 표준중국어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뜻의 ‘正在’가 동사 앞에 놓여 ‘正在喝啤酒’, ‘正在說話’, ‘正在下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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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쓰인다.

3) 동사+수량보어+添 / 동사+목적어+添 : 再(다시, 더)

(7) 飲一杯添, 唔好客氣.

(再多喝一杯, 不要客氣.)

한 잔 더 마셔, 사양하지 말고.

(8) 我仲要瞓一陣添.

(我還要再諈一會兒.)

나 좀 더 자야겠어.

(9) 買幾件衫添, 好唔好?

(再買幾件衣服, 好不好?)

옷 몇 벌 더 사는 게 어떨까?

표준중국어에서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동작이 거듭됨을 나타내는 ‘(조금) 더’

라는 뜻의 ‘再’가 동사의 앞에 놓이지만, 粵方言에서는 이러한 뜻을 지닌 부사

어 ‘添’이 동사의 뒤에 놓인다.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표준중국어에서는 ‘再’가 동

사(喝, 諈, 買) 앞에 놓이지만 粵方言에서 ‘添’은 동사(飲-마시다, 瞓-자다, 買-

사다) 뒤에 놓인다(엄밀히 말하면 동사 뒤의 수량보어나 목적어 뒤에 놓인다).

4) 형용사+過頭 / 형용사+得滯 : 太, 非常(아주, 매우)

(10) 呢啲甜品甜過頭.

(這些甜點太甜.)

이 디저트 너무 달아.

(11) 車開得快過頭, 好危險.

(車開得很快, 很危險.)

차를 너무 빨리 몰고 있어. 위험해.

(12) 呢啲蕉生得滯.

(這些香蕉太生了.)

이 바나나들 너무 안 익었어.

(13) 嗰條褲貴得滯.

(那條褲子太貴了.)

저 바지 너무 비싸.



332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

표준중국어에서 ‘아주, 매우’라는 뜻의 ‘太’와 ‘非常’은 형용사 앞에 놓이지만,

동일한 뜻의 粵方言 ‘過頭’와 ‘得滯’는 형용사 뒤에 놓인다. 표준중국어의 ‘太

甜’은 粵方言에서 ‘甜過頭’로, ‘太貴’는 ‘貴得滯’로 쓰인다.

4. 뜻은 같지만 발음과 글자가 다른 어휘

粵方言의 어휘 중에는 표준중국어와 뜻은 같지만 발음과 글자가 다른 어휘

가 상당히 많다. 물론 ‘我[ŋɔ35
]’나 ‘學校[hɔk2

haːu
22
]’처럼 발음만 다르고

글자가 같은 어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음과 글자가 서로 다르다. 아래의 어휘

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9)

쭈그려 앉다(蹲 dūn) 踎 [mau
55
]

접촉하다(觸碰 chùpèng) 掂 [tim
33
]

낭비하다(浪費 làngfèi) 嘥 [ʃaːi
55
]

바로, 마침(恰好 qiàhǎo) 啱 [ŋaːm
55
]

막, 방금(剛剛, 剛才 gānggang, gāngcai) 啱 [ŋaːm
55
]

형편없다(差勁 chàjìn) 曳 [jai
12
]

푹 삶다(爛熟 lànshú) 腍 [nam
21
]

놓다(放 fàng) 躉 [tan
35
]

떨어지다, 빠지다(脫落 tuōluò) 甩 [lat
5
]

삶다, 끓이다(煮 zhǔ) 煲 [pou
55
]

어리석다(傻 shǎ) 戇 [ŋɔŋ22]

위의 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표준중국어와 粵方言은 발음과 글자가 완전히

다르다. 특히 발음 부분은 성모와 운모가 전혀 다를 뿐 아니라 표준중국어는

이음절인 어휘가 많은데 비해 粵方言은 모두 단음절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더욱 특이한 것은 이렇게 표준중국어와 다른 粵方言의 어휘가 壯侗語

族의 발음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壯侗語族과 粵方言에 관한 내용은 제3장에

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9) 아래의 어휘들은 饒秉才、歐陽覺亞、周無忌 編著의 ≪廣州話詞典≫ (廣東, 廣東人民出

版社, 1997)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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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粵方言과 유사한 壯侗語族 언어의 특성

壯侗語族은 중국 境內에 거주하는 少數民族 언어의 하나로 ‘侗泰語族’ 또

는 ‘黔台語族’이라고도 한다. 王均 等의 ≪壯侗語族語言簡誌≫에 이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있다.10)

壯侗語族又稱 “侗泰語族” 或 “黔台語族”. 我國屬於這個語族的語言分布在廣

西壯族自治區, 貴州省南部、西部和東部, 雲南省西部、南部和東南部, 廣東省的

海南島和連山壯族瑤族自治縣, 以及湖南省的西南部。我國說這些語言的民族，

人口約在一千五百萬以上。

(壯侗語族은 또한 ‘侗泰語族’ 혹은 ‘黔台語族’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중국)에서

이 語族에 속하는 언어는 廣西壯族自治區, 貴州省南部와 西部, 東部, 雲南省西

部와 南部, 東南部, 廣東省의 海南島와 連山壯族瑤族自治縣, 그리고 湖南省의

西南部에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중국)에서 이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인구

가 대략 천오백만 이상 된다.)

壯侗語族은 漢藏語系에 속하는 언어로, 壯語, 傣語, 布依語, 侗語, 仫佬語,

水語, 毛難語, 黎語의 여덟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여덟 가지 언어는 또한

세 가지 語支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본문에서는 粵方言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유사한 壯侗語族의 현상들에 대해

살펴보고, 세 가지 語支, 여덟 가지 언어들에 나타나는 예들을 함께 살펴보면

서 壯侗語族의 특징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0) 王均 等≪壯侗語族語言簡誌≫ (北京, 民族出版社, 1984), 1쪽.
11) 王均 等≪壯侗語族語言簡誌≫ (北京, 民族出版社, 1984),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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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 i o u ɯ ə
aːi

aːu

ai

au

aɯ

ei

eu iːu

oːi

ou

uːi ɯːi

aːm

aːn

aːŋ

am

an

aŋ

em

en

eŋ

iːm

iːn

iːŋ

im

in

iŋ

oːm

oːn

oːŋ

om

on

oŋ

uːm

uːn

uːŋ

um

un

uŋ

ɯːn ɯn

ɯŋ
aːp

aːt

aːk

ap

at

ak

ep

et

ek

iːp

iːt

iːk

ip

it

ik

oːp

oːt

oːk

op

ot

ok

uːp

uːt

uːk

up

ut

uk

ɯːt ɯt

ɯk

去 死 要 咱們 忘記 兒子

仫佬語

侗　語

水 語

毛難語

paːi1

paːi
1

paːi1

paːi1

tai1

təi1
tai1

tai1

aːu1

aːu
1

aːu1

aːu1

hɣaːu1

taːu
1

ndaːu1

ndaːu1

laːm2

laːm
2

laːm2

laːm2

laːk8

laːk
10

laːk8

laːk8

1. 장음과 단음이 존재

위의 제 2장에서 말한바와 같이 粵方言에는 단음과 장음이 존재하는데, 壯

侗語族의 언어에서도 이와 같이 단음과 장음이 존재한다. 壯侗語族의 대표 언

어인 壯語의 운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2)

壯語의 운모는 모두 79개인데, 그 중 장음이 32개로 운모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粵方言은 장음이 壯語만큼 많지는 않지만 역시 장음이 존재한다.

壯語도 粵方言과 마찬가지로 -p, -t, -k 입성이 존재한다.

壯語 뿐 아니라 다른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도 장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데, 어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3)

12) 王均 等≪壯侗語族語言簡誌≫ (北京, 民族出版社, 1984), 27쪽.
13) 王均 等≪壯侗語族語言簡誌≫ (北京, 民族出版社, 1984),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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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仫佬語, 侗語, 水語, 毛難語에서 살펴본 것처럼 壯侗語族의 언어에

는 장음이 존재하고 있는데, 粵方言도 이와 마찬가지로 장음이 존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제2장 제1절 참고). 어음 이외에 또 어떠한 부분에서 粵方

言과 壯侗語族의 언어가 서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2. 수식어는 피수식어 뒤에 위치

粵方言과 마찬가지로 壯侗語族의 언어도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놓이는

‘피수식어+수식어’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동물의 성별을 나타내는 어휘뿐 아

니라 상당수 많은 어휘들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물의 성별을 나타내는 어휘14)

母猪 壯語: mou1 me6 公鷄 壯語: kai5 pou4

猪 母 鷄 公

傣語: mu1 mɛ6 傣語: kai5 pu4

猪 母 鷄 公

仫佬語: mu5 mai4 仫佬語: ci1 tai3

猪 母 鷄 公

毛難語: mu5 ni4 毛難語: kaːi5 sai3

猪 母 鷄 公

侗語: ŋu5' məi4 ～məi4 ŋu5 侗語: aːi5 sai3' ～ sai3' aːi5

猪 母 母 猪 鷄 公 公 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粵方言 역시 壯侗語族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암퇘

지’는 ‘암+돼지’가 아닌 ‘돼지+암(猪乸)’의 형태로 쓰이고, ‘수탉’은 ‘수+닭’이

아닌 ‘닭+수(鷄公)’의 형태로 쓰이고 있다.

14) 王均 等 ≪壯侗語族語言簡誌≫(北京, 民族出版社, 1984),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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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또 어떤 어휘들에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수식형 합성어의 구조15)

壯侗語族의 수식형 합성어에서는 ‘피수식어+수식어’의 구조를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수식형 합성어가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발음기호의 아래쪽은 각각의 발음에

대응하는 壯侗語族 언어의 뜻이고, 발음기호의 오른쪽은 표준중국어의 뜻

임).16)

① 壯語 lau
3

vaːn
1

甛酒 luŋ
2

taːi
6

大伯父

酒 甛 伯父 大

② 布依語 taŋ
5

vai
4

木凳 ɣaːi
2

mo
5

新鞋

凳 木 鞋 新

③ 傣語 lau
3

tsaːŋ6 淡酒 thuŋ
1

pa
2

背包

酒 淡 袋 背

④ 侗語 nam
4

ta
1

眼淚 mja
4

ma
1

菜刀

水 眼 刀 菜

⑤ 仫佬語 u
1

pɣa
1

山上 nja
1

lo
4

大河

上面 山 河 大

⑥ 毛難語 jaːn
1
ŋwa

4
瓦房 van

1ʔ
mu

3
明天

房屋 瓦 日 將來

⑦ 水語 van
1

liŋ
3

晴天 pjam
1
lja

1
辮子

天 晴 頭髮 編

⑧ 黎語 u
2
aːu

1
toŋ

2
kok

7
中國人 ploŋ

3
paːn

1
新房子

人 中國 房子 新

위의 예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壯侗語族의 여덟 가지 언어 모두에서 수식

어가 피수식어의 뒤에 놓이고 있다. 粵方言에 나타나는 ‘피수식어+수식어’ 구

조 역시 이러한 壯侗語族 언어의 특성과 일치하고 있다.

15) 壯侗語族 언어에 나타난 ‘피수식어+수식어’ 구조의 여러 예들은 趙恩梃 <廣州語 수식구
조의 語順 특성 연구>(≪中國文學硏究≫ 第32輯, 韓國中文學會, 2006. 6)을 참조할 것.

16) 王均 等 ≪壯侗語族語言簡誌≫(北京, 民族出版社, 1984), 壯語: 48쪽, 布依語: 166쪽,傣

語: 232쪽,侗語: 344쪽, 仫佬語: 475쪽, 毛難語: 632쪽,水語: 535쪽,黎語: 19, 737쪽.



표준중국어와 다른 粵方言의 특성, 그리고 壯侗語族 언어와의 상관관계 337
────────────────────────────────────────────

3. 부사어는 술어 뒤에 위치

粵方言과 마찬가지로(제2장 제3절 참고)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도 부사어가

동사나 형용사 즉, 술어의 뒤에 위치하는데, ‘먼저’라는 뜻의 부사어와,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 그리고 ‘조금 더’ 또는 ‘다시’라는 뜻의 부사어는 동사 뒤에

위치하고, ‘아주, 매우’라는 뜻의 부사어는 형용사 뒤에 위치한다.

본문에서는 王均의 ≪壯侗語族語言簡誌≫, 張元生、覃曉航의 ≪現代壯漢

語比較語法≫, 石林의 ≪侗語漢語語法比較硏究≫ 세 권의 책에서 예문을 인

용하였는데, 번역부분이 표준중국어로 되어있는 관계로 아래의 소절 표제어도

편의상 ‘先’, ‘正在’, ‘再, 添’, ‘太, 非常, 很’과 같은 표준중국어로 표현하였다.

대신 표제어 옆에 ‘먼저’, ‘~하고 있다’, ‘다시’, ‘아주, 매우’처럼 우리말 번역을

적어놓았다.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는 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粵方言과

壯侗語族의 어순이 일치하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표제어에 한자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음을 밝혀둔다.

1) 동사+(목적어)+先 : 먼저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도 粵方言처럼 ‘먼저’라는 부사어가 동사 뒤에 위치한

다. 예를 들면:17)

例) 壯語 : Mwngz bae gonq.

你 去 先.

(你先去.)

너 먼저 가

布依語 : pu4laɯ2 nau2 kuan5

誰 說 先

(誰先說?)

누가 먼저 얘기할래?

傣語 : su1tsau3 pai1 ɔn1 dɔʔ8 !

17) 張元生、覃曉航 ≪現代壯漢語比較語法≫(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3), 62쪽.
王均 ≪壯侗語族語言簡誌≫(北京, 民族出版社, 1984), 177, 271, 556쪽.

石林 ≪侗語漢語語法比較硏究≫(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7),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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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 去 先 吧

(你先去吧!)

너 먼저 가

水語 : taːp
7

kon
5

挑 先

(先挑)

먼저 골라.

侗語 : jau
2

pai
1 ɕi5wun

5

我 去 先

(我先走.)

나 먼저 갈게.

위의 예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저’라는 부사어 ‘gonq(壯語)’, ‘kuan5(布依

語)’, ‘ɔn1
(傣語)’, ‘kon

5
(水語)’, ‘ɕi5wun

5
(侗語)’가 모두 ‘가다(bae:壯語, p

ai
1
:傣語, 侗語)’, ‘말하다(nau

2
:布依語)’, ‘고르다(taːp

7
:水語)’라는 동사

뒤에 놓였다.

2) 동사+正在 :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진행형도 동사 뒤에 위치하는데, 다음의 예문에서 보는바

와 같이 ‘쓰고 있다’는 표현은 ‘쓰다’라는 동사 ‘va
5
’ 뒤에 ‘~하고 있다’라는 현

재진행형 ‘ta5tot8’이 놓여 ‘쓰다+~하고 있다’의 형태가 된다. 예를 들면:18)

例) 水語 : va
5

ta
5
tot

8

寫 正在

(正在寫)

쓰고 있어

3) 동사+(수량보어, 목적어)+再, 添 : 다시

아래의 예문에서는 ‘오다’라는 동사와 ‘설치하다’라는 동사가 ‘다시’라는 부사

어 앞에 놓여 ‘동사+부사어’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19):

18) 王均 ≪壯侗語族語言簡誌≫(北京, 民族出版社, 1984), 556쪽.
19) 石林 ≪侗語漢語語法比較硏究≫(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7),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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例) 侗語 : ma1
zau

5
tin

1

來 次 添

(再來一次.)

또 오세요.

水語 : ndau5 ai5

裝 再

(再裝)

다시 설치해

즉, 侗語에서 ‘다시’라는 부사어 ‘tin
1
’은 ‘오다’라는 동사 ‘ma

1
’의 뒤에 놓였고,

水語에서 ‘다시’라는 부사어 ‘ai
5
’는 ‘설치하다’라는 동사 ‘

n
dau

5
’ 뒤에 놓였다.

4) 형용사+太, 非常, 很 : 아주, 매우

‘아주, 매우’라는 부사어는 ‘형용사’ 뒤에 놓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20)

例) 壯語 : Ngoenz neix nit dangqmaz.

天 這 冷 非常

(今天非常冷.)

오늘 아주 추워.

布依語: siu3 laːi1

少 太

(太少)

너무 적어.

傣語 : di1 tɛ4

好 很

(很好, 非常好)

아주 좋아.

侗語 : ni5 lau4wo3

小 太

王均 ≪壯侗語族語言簡誌≫(北京, 民族出版社, 1984), 556쪽.
20) 張元生、覃曉航 ≪現代壯漢語比較語法≫(北京,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93), 62쪽.
王均 ≪壯侗語族語言簡誌≫(北京, 民族出版社, 1984), 160, 270쪽.

石林 ≪侗語漢語語法比較硏究≫(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1997), 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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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小)

너무 작아

위의 예문에서 ‘춥다(nit)’, ‘적다(siu
3
)’, ‘좋다(di

1
)’, ‘작다(ni

5
)’라는 형용사

는 모두 ‘아주, 매우’라는 뜻의 부사어 ‘dangqmaz’, ‘laːi
1
’, ‘tɛ4

’, ‘lau
4
wo

3
’

뒤에 놓였다.

첫 번째 예문에서 ‘Ngoenz neix’는 ‘天這’이라는 뜻인데 이는 ‘這天’을 말하

는 것으로 ‘이 날’ 즉 ‘오늘’을 뜻한다.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놓이는 壯侗語

族 언어의 특성으로 인해 ‘오늘’이라는 단어도 ‘이 날(這天)’이 아닌 ‘날+이(天

這)’라고 표현하고 있다.

4. 발음이 유사한 어휘

위의 제2장 제4절에서는 표준중국어와 뜻은 같지만 발음과 글자가 서로 다

른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표준중국어와 다른 粵方言의 어휘들이

壯侗語族의 발음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粵方言 어휘들을 壯語, 黎

語와 비교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21)

壯語 粵方言

쭈그려 앉다(蹲) mău
35 踎 [mau

55
]

접촉하다(觸碰) tăm
55

掂 [tim
33
]

낭비하다(浪費) sai
24 嘥 [ʃaːi

55
]

바로, 마침(恰好) ŋam
55 啱 [ŋaːm

55
]

막, 방금(剛剛, 剛才) ŋam
55 啱 [ŋaːm

55
]

형편없다(差勁) jăi
31

曳 [jai
12
]

푹 삶다(爛熟) năm
31

腍 [nam
21
]

21) 李新魁、黃家敎、施其生、麥耘、陳定方 ≪廣州方言硏究≫ (廣東, 廣東人民出版社，
1995), 247-248쪽 참조. ≪廣州方言硏究≫에서는 ‘ă’라는 표음부호가 나오는데 아마도

단음 ‘a’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는 장음 ‘a ’ː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壯侗語
族語言簡誌≫에 ‘ă’라는 발음은 없고 단음 ‘a’와 장음 ‘a ’ː만 있기 때문이다. ≪廣州方言
硏究≫에 표기된 粵方言 부분의 단음 ‘ɐ’는 본문에서는 ‘a’로, 장음 ‘a’는 ‘a ’ː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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黎語 粵方言

놓다(放) tan
53

躉 [tan
35
]

떨어지다, 빠지다(脫落) lăt
55

甩 [lat
5
]

삶다, 끓이다(煮) ʔbou11
煲 [pou

55
]

어리석다(傻) ŋăŋ
55

戇 [ŋɔŋ22]

위의 예들은 제2장에서 살펴본 粵方言의 어휘를 壯侗語族의 어휘와 비교한

것인데, 두 언어의 발음이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壯語와 粵方言, 黎語

와 粵方言을 비교해보면 성모와 운미가 서로 일치하는 것은 물론 주요원음까

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쭈그려앉다’의 ‘mau(각주 21에

서 말한 대로 위의 예자에서 나타나는 ‘ă’는 아마도 단음 ‘a’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와 ‘mau’, ‘바로, 마침’ 혹은 ‘막, 방금’의 ‘ŋaːm(위의 예자에서 ‘a’는 장

음 ‘a ’ː를 표기한 것으로생각된다. 각주 21 참고)’과 ‘ŋaːm’, ‘형편없다’의 ‘jai’

와 ‘jai’, ‘푹삶다’의 ‘nam’과 ‘nam’, ‘놓다’의 ‘tan’과 ‘tan’, ‘떨어지다’의 ‘lat’과 ‘la

t’은 성모와 운미는 물론 주요원음까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낭비하다’라는 뜻의 발음은, 壯語에서는 齒間淸擦音인 [ɵ]로 발음되

지만(표기는 ‘sai’로 되어있지만 壯語에서 [s]의 실제 음가는 설첨전음이 아닌

齒間淸擦音 [ɵ]이다.22)) 粵方言에서는 舌葉音인 ‘[ʃ]’로 발음된다. 두 음이 조

금 다르긴 하지만 모두 舌音계통의 擦音으로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고, 주요

원음과 운미가 ‘[aː]’와 ‘[i]’로 서로 같다.

또한 ‘어리석다’라는 뜻의 발음은, 黎語에서는 주요원음이 ‘[a]’이고 粵方言

에서는 ‘[ɔ]’이지만 성모와 운미는 두 음 모두 같은 설근비음 ‘[ŋ]’, ‘[-ŋ]’으로

발음된다. ‘접촉하다’라는 뜻 역시 성모와 운미는 같지만 주요원음은 다른 경우

에 해당하는데, 성모와 운미는 각각 ‘[t]’와 ‘[-m]’으로 같고 주요원음은 ‘[a]

(壯語)’와 ‘[i](粵方言)’로 서로 다르다.

22) 王均의 ≪壯侗語族語言簡誌≫(1984:25)에서는 [s]의 실제 음가가 齒間淸擦音인 [ɵ]
로 발음된다고 했다. [ɵ]는 영어 ‘thin’의 ‘th’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혀끝이 윗니의 끝에
접촉되면서 나는 소리이다. 이 역시 설첨음의 일종(설첨-치음)으로 [s]와 마찬가지로 설
음에 해당한다. 壯語를 사용하는 일부 지방(紅水河 유역)에서는 이 음을 설첨전음인

[s]로 발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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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원음과 운미는 같지만 성모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삶다, 끓이다’가 여기

에 해당한다. 黎語에서 성모는 雙脣濁塞音 ‘[b]’에 喉塞音 ‘[ʔ]’가 첨가된 [ʔb]
로 발음되지만 粵方言에서는 雙脣淸塞音 不送氣에 해당하는 [p]로 발음된다.

두 음 모두 雙脣塞音으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다. 주요원음과 운미는 두 언

어 모두 ‘[o]’와 ‘[-u]’로 발음된다.

Ⅳ. 結論

본문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粵方言은 표준중국어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

을 지니고 있는데, 장음과 단음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현상이라든가 수식어가

피수식어 뒤에 놓이는 현상, 부사어가 술어 뒤에 놓이는 현상이 이에 해당한

다. 또한 표준중국어와 발음이나 글자모양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여기에 해당

한다. 이러한 표준중국어와 다른 粵方言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은 많은 부분

壯侗語族의 언어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는데, 장단음의 구분이나 수식어가 피

수식어 뒤에 놓이는 현상, 부사어가 술어 뒤에 놓이거나 동일한 뜻을 지닌 어

휘가 유사하게 발음되는 현상들은 粵方言 뿐 아니라 壯侗語族의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특성들이었다.

이렇듯 粵方言에서 표준중국어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粵方言이

壯侗語族 언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李新魁의 ≪廣東的方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廣東, 廣西 지역의 壯語, 侗語, 傣語는 壯侗語族에 속하는 것으로 “台語”라고

도 부르는데, 이 지역 민족의 고대 언어를 일반적으로 “古台語”라고 부른다. 南楚

의 언어도 이 古台語와 漢語가 융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한어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南楚방언과 “南楚 이남”의 방언은 당연히 粵方言의 초기의 형태

혹은 前身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언의 전체적인 구조는 한어에 속하지만 어음과

어휘, 어법의 구성에 있어서는 원래 거주하던 민족의 언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

다.(廣東、廣西等地的壯語、侗語、傣語，屬於壯侗語族，又稱為“台語”，這些先

住民族的古代語言，一般稱之為古台語。因此，也可以說，南楚的語言也就是古

台語與漢語融合而成的一支獨特的漢語方言。這個南楚方言及“南楚以南”的方言

應該就是粵方言的雛型或前身。這個方言在其總體特點上，表現其屬於漢語的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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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但在語音、詞彙和語法結構上，又存在若干原來民族語言的特點。)23)

李新魁가 위에서 말한 南楚방언과 南楚 이남의 방언은 廣東과 廣西 그리

고 湖南南部 등지의 방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南楚방언은 楚方言과 廣東, 廣

西, 湖南지역 소수민족(壯侗語族)의 언어가 융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즉 楚方

言이 壯侗語族의 언어와 융합해 南楚방언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南楚방언이

粵方言의 근간이 되어 粵方言 형성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先秦시대에 이루어진 南楚방언은 여러 시대를 거쳐 점점 현재와 유사한 粵

方言으로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秦漢 이후 魏晉南北朝를 거쳐 唐代까지 粤方言 지역은 漢語를 받아들였고 게

다가 粤方言 지역의 민족 언어도 받아들이게 되었다.……宋代 이후 粤語는 성숙

하고 견고하게 되어 中原漢語와 날이 갈수록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이것

은 한편으로는 粤語가 계속해서 그 지역 소수민족언어의 단어를 유입하여 융화시

켰거나 혹은 소수민족의 어음이나 어법상의 특징을 흡수하였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中原漢語와는 다른 자신의 언어가 내부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粤語와 中原漢語 사이에는 더욱 더 큰 차이가 생겨나게 되

었다.(秦漢以後, 經魏晉南北朝至唐代, 粤方言區也是處於接受漢語的傳播以及與

當地民族語言融合的階段.……宋代以後, 粤語在成熟、鞏固之後, 便朝着與中原

漢語差異日益增大的道路變化了. 這是因爲它一方面繼續融入當地少數民族語言

的詞語或吸收它們在語音或語法上的特點;另一方面也安着與中原漢語不同的自身

語言內部發展規律向前發展, 這就造成了與中原漢語更大的差異.)24)

위에서 말한 ‘粤方言 지역의 민족 언어’나 ‘그 지역 소수민족언어’는 모두 ‘壯

侗語族의 언어’를 가리킨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粵方言은 끊임없

이 壯侗語族 언어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다. 粵方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壯侗語族 언어와 일치하는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粵方言이 표준중국어와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인접해있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粵方言이 壯侗語族 언어의 영

23) 李新魁 ≪廣東的方言≫(廣東, 廣東人民出版社，1994), 47쪽.
24) 李新魁 ≪廣東的方言≫(廣東, 廣東人民出版社，1994),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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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粵方言이 현재와 같은 언어체계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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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在粵方言裡可以看到與普通話不同的一些現象，其特色可分為四種:

一，有長短音之區分；二，修飾語放在中心語的後面；三，狀語的位置在

謂語的後面；四，一些詞彙的發音和寫法與普通話完全不同。

這些現象在壯侗語族的語言裡也可以找到。其特點為:一，壯侗語族

的語言也有長短音之區分；二，修飾語放在中心語的後面；三，狀語的位

置在謂語的後面；四，一些詞彙的發音和粵方言相當一致。

在粵方言中出現與普通話不同的現象，是因為收到壯侗語族語言的影

響。其原因在粵方言和壯侗語族語言的地理上的位置，即該兩種語言的距

離非常近，所以比較容易收到鄰近語言的特點，在自己語言當中可以表現

出鄰近語言的語言特色。

【主題語】

粵方言, 壯侗語族,普通話,長音,短音, 中心語+修飾語,謂語+狀語,少數民

族, 壯語, 傣語, 布依語, 侗語, 仫佬語, 水語, 毛難語, 黎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