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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권 저15장 동두천 언어 

1) Of숭영,「효택g앤,q~ 

r효~문호μκH겨~V, (1967) 
41 1쪽참조 

저11 절 개관 

각지역마다고유의 풍습이 있듯이 언어 또한특잭이 있다. 이렇듯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들을 지역 언어 또는 방언이라고 한다 현 시때는 방송 매체의 비약적 

발전시대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언어의 통합화가 암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각 

지역 언어의 특색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이다. 사람들의 삶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변화를 안타깝게만 생각할 

필요는없을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변화의 단계마다 무엇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를 

충실히 기록해 두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들 하나하나는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정신이 켜켜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 지역 언어는 중부방언권,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방언권에 속한다. 

지역에띠라다른말을방언이라고하며 그특성이다른지역들과는구별되면서 

그들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접 지역들을 묶어 방언권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크게 여섯 개의 방언권, 곧 서북방언(평안도) · 동북방언(함경 

도) ‘ 서남방언(전라도) -동남방언(경상도) 제주방언(제주도) -중부방언(경기, 

충청, 강웬 등으로 구분된다. 

중부방언 중 경기방언은 대략 해안, 도서 지역과 님부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I) 이에 견주어 보면 동두천방언은 경기방언 가운데 내륙 

북부지역방언에속한다고볼수있다 

동두천방언은 넓게는 국어 표준어 토대가 되는 서울말과 같은 방언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큰 태두리에서는 표준어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동두천 지역은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 문화적으로도 서울과 큰 차이가 



없는표준어 권이고, 상당수의 외지인이 유입된 지역이다.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 방송매체의 급속한 확충과 보급으료 인한 지역 간의 

교류와 의사소통이 활빌F해지면서 방언 간 차이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동두천방언도 분명히 그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예를 

들어 ‘벗가리[뱃가리]’는 동두천방언이 인접 포천이나 의정부와 일치하지만, 

‘나;중(의정부), 야증(남양주~). 난중/냥중(동두천)’에서는 세 지역의 방언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동두천방언의 독자성이야말로 동두전 지역 언어의 살아있는 

전승이라할것이다. 

동두천 지역 빙언을 조사 분석함에 있어서 개별방언 기술학의 방법론2)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두천 지역의 토박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표준어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어휘체계, 음운체계, 문법체계의 

특성을 훌P혀 정리히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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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권 제5장 동두천 언어 

1) 효벅정~I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편, 

「흔팩빙언조사설문지i (1989) 

2) 자료조사는 2010년 7월 20일 

부터7월 25일까지실시했다 

3) 어문연구실편, 

r효택빙언자료집」 | (경기도펜, 

(효묵정t문화연구월, 1995) 

저12절조사개요 

한 지역의 방언을 조사함에 있어서 제보자 선정기줍은 매우 중요하다. 그 

지역에서 시용되고 있는 언아를 가급적 그대로 채록히-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조시 제보자의 선정기준을 동두천지역에서 3대 야상 세거한 분, 치이-가 

건강한 분, 연세기- 70대 이싱인 분으로 하였다. 이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인물 

인 검문규(72세, 남, 동두천시 생연2동 823-91) 님을 통해 제보 받았음을 밝혀 

둔다. 

조사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방언 종합 질문지인 「한국방언조사 

질문지 l )」 를 이용히-여, 농사 음식 가옥 · 의복 인체 육아 ‘ 인륜 - 경제 · 

동물 식물 자연 상태 동작 등 모두 13분야의 생훨 어휘를 조사하면서2) 

한녁방언자료집외에 수록되어 있는 양주 지역 방언과 대조히면서 기록하였다. 



저13절 톨듀천 지역 어휘 체계의 특성 

동두천 지역 방언의 어휘 체계 특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조시-히-여 표준어와 병행하여 자료를 수록하였으며 , 형태소의 결합관계나 

형태소의 변이형이 나타나는것은그변이형을수록하였다 

지역 방언을 전사(轉寫)함에 있어서는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는 것이 그 

음기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겠으나, 이 글의 성격상 한글로 표기하였다. 

한 형태소의 여러 변이형이 쓰일 경우에는 빈도수에서 어느 것이 우세하게 

쓰이는기를 제보자에게 질문하여 우세한 것을 ‘동두천방언형1’로, 그렇지 않은 

것을 ‘동두천방언형2’로 표기해서 함께 쓰이는 방언들을 함께 기술하였다. 

1. 농사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농번형1 동두천방언형2 

벼 베 

뉘 눠| 

볍씨 볍씨 

김매다 김맨다 짐맨다 

새침 새밥 

보습 보십 

써레 쓰레 

쇠스랑 쇠시랑 

벗단 뱃단 

벗가리 뱃가리 

짐 집 

꼬다 곤다 꼬지 

굉주리 광우리 

바구니 소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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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구공이 절구굉이 

디딜'e:,fOf 디딜뽕tof 

빙잇공이 농엣굉이 

뱃돌 뱃둘 

겨 게 

왕겨 왕게 

어레미 얼레미 

보리 버리 

깜부기 까뷔기 

발두둑 밭두덕 밭두더기 

밭고랑 밭글창 

밭이랑 
이랑 

(두덕과같다고함) 

수웃잎 수수잎새 

옥수수 옥쑤수 옥수꾸 

사대콕식) 을보} 

팔대곡식) 사다 

E「,_ 무수 

무말랭이 무말랭이 

시래기 시래기 씨라구 

고갱이 고팽이 

2. 가옥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농변형1 동두천g뻔형2 

자물쇠 자물통 

열쇠 열웨 

마루 마루 말루 

미닫이 미다지 

여닫이 여다지 

흙손 킹「5;끼」、 

지붕 지빙 

기오t집 개오}집 

이엉 이영 

용마름 용구새 

처마 초마 

고특름 고특럼 

담 담장 

뜰 대뜰 

뒤껄 뒤란 

변소 두깐 뒷깐 

우물 샘 

두레박 두러|박 두래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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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관련어휘 

표쥔{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농엔형2 

끽두기 깎뚜기 

오01소박이 오0 1소백이 

?}마 가미솟 

조리 조래미 

누릉지 누릉갱이 

눌은밥 누름압 

숭늄 숭냉 

가래떡 힌떡 

백설기 흰무리 

밀기울 밀지울 

국수 국시 

고명 괴명 

새일심 새심이 

과줄 으P!t 뺑튀기 

튀밥 강정 

시루번 시루벤 

뚜껑 웨 

바가지 바가치(큰것) 쪽쁘R작은것) 

Of궁이 아궁지 

T닙J'l'-D「} 닙g막 

부지껑이 부지길에| 

침윷 침숫 

화로 화루 

부젓가락 회젓가락 밭두더기 

석쇠 석수 

4. 의복관련어휘 

표환{ 동두천농뻔형1 동두천빙언형2 

디듬잇돌 다담미돌 디들미돌 

두루마기 두루매기 

짐방이 짐병이 말루 

누더기 누데기 

나막신 나먹신 

흔수감 채단 

흩옷 -「-?/、4

X댐틀 지빙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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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 가새 

반짙고리 반짙그릇 

목화 목하 

씨앗 씨아 

누에 뉘어| 

고치 눠|꼬치 

번데기 뻔데기 

5. 육아관련 어휘 

표쥔{ 동두천농번형1 동두천농엔형2 

ζ밴to~〕| 갓느때 어린애 

여자아이 계집애 기집OH 

남7'10IO I 사내 

죄암죄암 조디j잉디앙 챔쟁 

따로따로(따따로) 따다루 

버릇 버르장머리 

。C그↑λJ 옴실 

샘 새암 

시금파리 새금파리 

소꼽질 -人」꼬"'"'。L」f 

숨바꼭질 술래잡기 

쥐불놀이 쥐불로리 

6. 인체관련어휘 

표잘{ 동두천농번형1 동두전빙언형2 

턱수염 E「1츠1신1。디# 

코시스여口 콧위염 

구레나룻 구렛나루 

얼굴 낫 

';!']} ';!'그t 벌(서로 같은 것이라 함) 

흐큰"- tεH므 벌따구니 

검은자위 낌먼동자 꺼먹자위 

흰자위 힌동자 

tr:」c「=ia tr:-C「c'a
눈곱 눈꼽 

다래끼 다락찌 

소경 쇄경 ε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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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꾸 애꾸눈 외눈백이 

콧구멍 콧구녁 

입술 입설 

혀 쇠 핏바닥 

껏볼 귀물이 

오른손 바른손 

손가락 손까락 손꾸락 

겨드랑 겨드랑이 

배꼽 배핍 

가부좌 책상다리 

엉덩이 엉덩이 응멍에허리Of2H) 

넓적다리 허벅다리 

무릎 -口「~ !f!--ε「르I「11 

오금 오굳 

정강이 정갱이 

복새뼈 복숭삐 

부즈럼 부시럼 헌디 

우드러기 두드래기 

주근깨 주긍깨 

언청이 언챙이 

딸픽질 띠픽질 

.§_~ 게트림 -든리口 

71지개 게지개 

7. 인륜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농번형2 

어미 에미 

Of범 애비 기집애 

아우보다 아수보다 동생보다 

며느리 메누리 

처녀 처자 

새색시 새댁 새색시 

시누이 애기씨손아래) 형님(손위) 

매부 매형(자형) 매저K손Of래) 

도련님 데련님 

홀아비 홀애비 

남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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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제관련어휘 

표환1 동두천E번형1 동두천방언헝2 

OIDP I 얘기 

마을ζH각 마실간다 

가게 가개 

거스름돈 거시럼폰 

더C그 ~ 

대장간 대장깐 A。"L。·η〕↓

벼리다 베리다 

바퀴 바꾸 

마리 필 

포기 포|기 

자루 가락 

두름 -I「τ~ 드름 

꾸러미 꾸레미 

9. 물고기관련어휘 

표쥔{ 동두천농뻔형1 동두천빙언형2 

고기 괴기 

생선 바다고기 

미끼 낚시압 미끼 

지느러미 나래미 

창자 칭재기 

미꾸라지 미꾸리 

피라미 II I래미 

개구리 깨구리 7JlfT'-락지 

갈치 칼치 

우렁이 우링이 

달맹이 탈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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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물관련대휘 

표쥔{ 동두천빙언형1 동두천농뻗형2 

봉선화 봉숭아 봉숭아 

도깨닙|비늘 도깨1:11바눌 

덩굴 녕쿨 

질경이 질갱이 

씀바귀 씹바귀 

고들빼기 고들빼기 고들마기 

개암 가암 

아그배 이구배 

껍질 껍줄 

도토리 도토래상수레 가도토리(도토레 

그루터기 듬거리 

삭정이 삭쟁이 

슬가리 솔까래 

11. 자연관련머후l 

표쥔{ 동두천방언형1 동두천빌번형2 

산마루 산봉우리(뾰족한곳) 산마루 (높이올라가서펑펑한곳) 

기숨 도깨비바눌 

덩굴 기실 중턱 

묘 모이 

언덕 번덕 

비틸 비얄 까까닙|알 

벼랑 낭떠러지 

메아리 산울림 

바위 바우 

모래 모새 

01끼 니끼 

해거름 해질무렵 

이슬비 이실비 

가랑비 가는비 

소나기 소내기 

가을 갈 

회오리바람 회리바람 

먼지 몬지 

아지랑이 아지랑이 

윗마을 움말 

모퉁이 모팅이 



저11권 제5장 동두천 언어 

12. 상태관련어휘 

표준어 동두천농번형1 동두천농앤헝2 

짧다 찔다 

높다 눔다 

넓다 빌다 

없다 읍다 

닮다 담다 

다르다 달르다 

13. 동작관련 어휘 

표준어 동두천농번형1 동두천빙언형2 

먹이다 먹이다 맥이다 

젓는다 바다고기 

줄까g주어라/드려라 줄끼요/줘라/드려라 

홈쳐라/닦아래먼지를) 훔처라 

맡기다 기다 

나누다 갈르다 논다 

훌는다 흙넌다 

치우다 치다 

만들다 맨들다 

자르다 자른다 

맞추어진다 맛춰진다 

메었다{목01) 미었다 

놀라다 놀래다 

토라지다 토라지다 삐치다 

벗긴대껍질을) 멧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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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문법체계 

1. 대명사 

표준어 동두천농번형1 동두천방언헝2 

누구냐 누구니 

자71가 지가 

니에게 나효또H 내게 

너희 니들 

2. 조사 

표준어 동두천방언헝 

돼지를 돼질 

여’쿠와 여우허구 

나와 나허구 

보I리는 보린 

3. 경어법 

표쥔{ 동두천농번헝1 동두천방언형2 

앉으세요 앉Q;\j1£_ 앉으십시오 

가시지요 가세요 가십시오 

큰다 지린다 

무엇이냐 뭐야 

4. 시저| 

표준어 동두전빙언형1 동두천농번형2 

좋겠다 좋겠다 

왔었니 왔등가 왔었나 

오겠더라 오겠드라 

직았던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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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동, 퍼동 

표쥔i 헬두전빙언형 

빨게해라 빨개해라 

쓰게해라 쓰개해라 

만져진다 '2t쳐진다 

기다려진다 기달려진다 

6. 연결어미 

표쥔{ -딸두전빙언형 

오면 오븐 

때문에 맴에 

뭐라구 머라구 

I,.fef.고 w二F규 

7. 보조용언 

표쥔{ 뚫두천농번형 

t_ft.._f 보다 t_q 부다 

싶어서 십어서 

올까봐서 올까바서 

샘ζh하지않았다 생각지잃댔다 

8. 부사 

표준어 동뜸천농뻔형 

찬효h히 천천이 

나중에 나중 

히머터면 하마트라문 

어떻게 으트캐 



저15절 동두천 지역 언어의 음운 체계 

동두천 지역 방언의 음운체계를 밝힘에 있어 우리 국어의 현재 표준어 

음운체계를 바탕으로 동두천 지역 방언의 음운체계를 비교히는 방법을 시용 

하였다. 

1. 단모음처I계 

현재 국어 표준어 모음 음소체계는 단모음( } . -l . -」 I ’ - · l · H · 

뀌 괴 궈) 10개 , 복모음( ): . 콰 • 」L OT ~ ~j 놔 · 궈 · 내 · 궈1 - 」)

끄개로 이루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모음 체계도는 학자 간 다소 치아가 

있으나 표준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구분 
전설모음 우설모음 

평순 원순 며。스ι 원순 

고모음 껴 -「

중모음 11 셔 ..L 

저모음 H 

동두천 지역 단표음 체계 역시 표준어외- 마찬가지로 10개이다. 전설모음계 

‘뀌와 H’ · ‘ 1 와 나’ 와후설모음계 ‘- 와 4’ 의 대립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즉 게(햄)/개(大) - 떼(群)/때(時) 데다/대다 세(實)/새(鳥), 틀(機)/ 

털(毛) 글(文)/걸(윷), 시(生時)/귀(觸떼) · 기願)/귀(耳) 등을 흔동하지 않고 

명확히구분한다 

180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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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운변화 

1) 전설모음화현상 

후설모음 ‘-’ 가 ‘人, A., ;'<., λA’ 디음에서 전설모음 ‘ l ’로 실현되는 전설모음화 

현싱어 아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부스럼〉부시럼 

이슬〉이실 

말씀〉말씹 

증손〉정손 

2) 고모음화현상 

디듬잇돌〉다덤이돌 

스물〉시물 

무슨〉무신 

보습〉보십 

씀바귀〉셈바귀 

쓸다〉썰다 

슬며시〉실며시 

행복스럽다〉행복시럽다 

전설모음인 ‘ ~l ’ 외-후설모음인 ‘ 4’ 기-첫째 음절 위치에서 고모음화현상이 

나티-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아래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야두 음절 

위치에서 장모음의 ‘ ~l ;’ 는 ‘이 ;’로, 마찬가지로 장모음의 ‘ ~ -’ 는 ‘-;’로 실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자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발〉지발 세다〉시다 세숫물〉시숫물 

메다〉미다 베다〉비다 떼다〉띠디-

세생世上)〉시상 제사總떼〉지사 제일(第-)〉지일 

제씨b맹蘇)〉지상 제수(弟뼈〉지수 

영덩빙}아〉응덩l:IJ-아 어째〉으째 어떻다〉으뚱다 

거북하다〉그북하다 석잔〉속잔 서럽다〉〈럽디-

없어지다〉읍어지다 어른〉으른 험하다〉흠하다 

덜먹는다〉들먹는다 댐다〉품다 거머리〉그머리 

얻어오다〉을어오다 거지〉그지 건너다〉근너다 

너희〉느이 헝검〉흥검 처녀〉츠녀 

선물애향物)〉슨물 성씨뾰ec》승씨 성미(I'生빼〉승미 



3) 비원순모음훼현상 

원순모음 ‘T’나‘_.L’가비원순모음‘ 4 ’로·변히는비원순모음화가아래의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현되고 있다. 이는 근대 국어에서 순자음 아래에 오는 

비원순모음 ‘-’나 ‘ 4 , } ’ 가 각각 ‘T’나 」’로 변하는 원순모음빼 역행하는 

현상으로, 동두천지역 방언에서 나타나 주목된다. 

볼〉벌 

본처〉변처 

입술〉입설 

4) 움라우트현상 

본전〉번전 

보리〉버리 

밭두묵〉밭두덕 

본바탕〉번바탕 

오빠〉어빠 

너무〉너머 

움라우트 현상(‘ l ’모음 역행동화 현상)은 국어 표준어에서도 상당히 널리 

나타나는 현싱 중에 하나로서, 빌-음징의 노력 경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미 

1해l기 후기 국어에서부터 니타나기 시작한 움라우트 현상은 다음 예에서 보이는 

바와같이우리 동뚜천지역에서도폭넓게나타나고 있음을알수있다 

꾸러미〉꾸레미 엉덩이〉영탱이 두드러기〉두드레기 

우렁이〉우랭이 피라미〉피래미 만들다〉맨들다 

두루마기〉두루매기 홀아비〉홀애비 소나기〉소내기 

잠빙F이〉잠뱅이 어미〉에미 누더기〉누데기 

언청이〉언챙이 아지랑이〉아지랭이 며느리〉메느리 

방앗공이〉방앗굉이 절구공이〉절구굉이 고명〉괴명 

JD])괴기 구렁이〉구랭이 마루터기〉마루태기 

찌꺼기〉찌께기 다일〉탱일 다리다〉대리다 

막히다〉맥히다 먹이다〉멕이다 삼티다〉생키다 

시루번〉시루벤 삭정이〉삭쟁이 누비이불〉뉘비이불 

깜부기〉깝뷔기 포기〉픽기 오이소박이〉오이소백이 

아지랑이〉아지랭이 난쟁이〉난쟁이 미%에〉미쟁이 

유기장이〉유기쟁이 손잡이〉손챔이 u}구잡이〉미구쟁이 

182 +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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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된소리화현상 

입밀뻐l서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발음하려는 경향이 젊은 층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일반회한현%에다. 그러나동두천지역빙언제보자연령대가70대 이싱k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된소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젊은 세대에 비하면 정도가 낮지만 현대인들의 조급한 성격을 

반영하는현%엠을생각할때, 지OJ'해야할현상중의 하나로볼수있다. 

곱빼기〉꼼배기 소나기〉쏘내기 고갱이〉꼬팽이 

시래기〉씨래기 광〉팡 껴])꺼l 

세다〉씨다 갈기다〉깔기다 집적거리다〉찜적거리다 

구겨지다〉꾸겨지다 족제비〉쪽제비 기스〉까스 

싱크대〉썽크대 페인트〉뺑끼 보트〉뽀드 

새시〉삿시 기운데〉기운태 먼저〉먼첨 

바가지〉바가치 호박고지〉호박꼬지 디딜빙·》디딜맹}아 

3. 자음탈락현상 

자음탈락현상은국어의 일반적인특징으로 단어 경계나형태소경계를선행시키는 

지음 앞의 환경에서 어간말 자음군 가운데 옹바의 지응을 탈락시키는 현상을 밀히여, 

동두천지역벙언에서도다음의예에서 보이는바와같이나타나고있다 

값〉삭이,삭도,삭만 

몫〉목이, 목을, 목두, 목만태 

흙이〉혹이, 혹을, 혹에다 

앉-〉안저, 안찌, 안따 

젊-〉절머, 점찌, 점따 

밟-〉발바, 밥찌, 밥떠라 

넓-〉떨버, 뜰버, 뜰지 

맑-〉말가, 말끼, 말꾸, 막따 

값〉갑이,갑만,갑두 

닭〉닥이, 닥을, 닥두, 닥만, 닥한체 

없-〉읍써, 읍찌, 읍따, 읍뜨라 

많-〉만아, 만치, 만타, 만터라 

닮-〉딜마, 담끼, 담찌, 담는다 

넓-〉널벼, 널지, 널따 

읽-〉읽거, 일끼, 익따, 익찌 

굶-〉굴머, 굳찌, 굽뜨라, 궁는다 



11 저16절 돋,푸천 지역 언어의 특성 

동두천 지역 방언의 어휘체계 음운체계 및 문법체계를 표준어의 체계와 비교 

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두천지역 방언의 문법체계는 표준어와의 

별다른차이점을발견할수 없었다. 

어휘체계로는 어휘의 여러 특징을 규정짓기보다는 어휘 항목을 가지고 변이형 

태들을조시해서 프러나는 현상들을통해서 간접적으로 어휘 특성을 파책1-고자 

하였다. 

대부분이 발음징· 부주의로 인힌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표준어에서 ‘곡식을 사는 것을 판디J 고 하며 반대로 ‘파는 것을 산다’ 라고 히는 것 

이다. 음운체계에서는 표준어와 마찬가자로 1. 귀, ~l. 괴, B • -. -1 • } • '· -'

등의 10단 모음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운변화로는 전설모음화, 고모음화, 비 

원순모음화, 움라우트, 된소리, 자음탈락현상등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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