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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변이와 세계영어들

Language Variation and World Englishes  

김양순

Kim, Yangsoon

요 약 본 연구는 언어의 본질인 언어변이의 주된 방향성을 탐색하고 언어변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영어의 모든 방언

들, 즉 세계영어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정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적, 사회적 방언의 연구인 언어변이의 특성을 규명

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을 제안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과 비대면 소통모드,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상호영향자의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을 제안하고 언어변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계적 영어방언 현상인 세

계영어들의 다양성 특질을 연구한다. 세계영어들의 문맥에서 지역화 목적으로 영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높은 비대면의 상황에서는 다양성이 감소하여 좀 더 표준적이며 글로벌한 영어가 사용되며 변이가 줄어 세계영어

들의 확장 속도가 완만해진다. 동시에 지역적인 사용이 줄어들어 의사소통의 오류도 줄어든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낮은

대면의 상황에서는 세계영어들의 확장 속도가 빨라지고 변이의 형태가 다양해지며 의사소통의 오류 또한 증가한다. 이러한 영

어변이 현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영어들의 핵심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영어, 미국영어, 그리고 캐나다영어의 언

어적, 사회적 변이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주요어 : 언어변이,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 세계영어들, 사회적 거리두기, 영어방언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nature of language variation by exploring the ways of the 
progress of the language variation that produces all English-lects, i.e., the World Englishes. The study of 
language variation in linguistics is a hybrid enterprise, so the study of World Englishes has led to the 
recognition of a highly diverse set of all English-lects, encompassing regional dialects, sociolects, ethnolects and 
(post-)colonial dialects of World English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hybrid language variation model with 
three interacting factors of social distancing, on/off-contact, and linguistic diversity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variation. In the context of World Englishes, the social distance is typically low in terms of their local 
location (country/speech) for local purposes. The social distance also varies based on online/offline communication modes 
and other social factors like gender, age and ethnic groups, resulting in all English-lects. To clarify the nature of World 
Englishes, the core Englishes, BrE, AmE and CanE are discusse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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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본 연구는 언어의 본질인 언어변이(language

variation)의 주된 방향성을 탐색하고 언어변이의 지역

화 결과로 영어에 나타나는 모든 영어방언들(

English-lects)인 세계영어들(World Englishes)의 언어

적, 사회적 변이와 지역방언, 사회적 방언의 현상과 특

질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다언어적 문맥에 적용되는

바람직한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hybrid language

variation model)을 제시하여 언어변이의 특질을 규명

하고, 영어의 모든 방언(dialect)의 집합인 세계영어를

연구하며, 그 사례로서 핵심영어(core English)에 속하

는 영국영어(BrE), 미국영어(AmE), 캐나다영어(CanE)

를 비교 분석한다. 특정지역에서 사용되는 지역적, 사

회적 방언의 연구인 언어변이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은 사

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 대면과 비대면

(online/offline) 소통 모드, 그리고 언어적 다양성이라

는 세 가지 상호영향자의 관점에서 언어변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계적 영어방언 현상인 세계영어들의 다양

성 특질을 연구한다.

세계영어들의 문맥에서 지역화 목적으로 영어가 어

떻게 사용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어변이의 현상

으로 나타나는 복수형의 세계영어들(world Englishes)

을 구조화하고 구체적으로는 핵심영어의 관점에서 영

어권 국가인 미국영어, 영국영어 그리고 캐나다영어의

언어변이를 언어적 그리고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비

교 분석한다.

따라서 다언어적 문맥에서 한 지역(국가/언어공동

체) 화자들이 지역화를 목적으로 어떻게 영어를 구사

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화의 결과로 나타난 영어변이의

유형과 영어변이의 결과물인 세계영어들의 특성은 무

엇인지에 관한 분석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Ⅱ. 언어변이와 세계영어

언어학에서 방언(dialect)이란 특정한 지역에서 사용

되는 언어이다. 표준어에서 벗어나는 어떤 지역 또는

특정 사회적 집단의 언어 특이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방언과 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언어변이는 비표준

어적인 여러 방언을 만들어내는데 방언의 존재는 표

준어의 존재를 함축한다. 이때 표준어 또한 언어변이

의 한 유형이므로 표준어는 좋은 언어이고 비표준어

는 나쁜 언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

에도 그랬듯이 늘 새로운 변이는 나타나고 있고 앞으

로도 나타나는 언어변화와 변이는 인간 언어의 본질

이기 때문이다. 방언에는 국가방언(national dialect)과

지역방언(regional dialect) 그리고 사회인종적 방언

(social ethnic dialect) 등이 있다. 따라서 언어변이의

연구는 방언학, 역사언어학, 사회언어학과 관련하는

연계학문분야이다.

1. 다언어적 환경의 언어변이모델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수의 여러 언어들을 구사한

다. 영어만을 사용하는 미국인들조차도 국내적으로는

복수의 방언을 구사한다. 언어변이의 국내·외적인

(inter-/intranational) 다언어적 환경을 표현하는 모델

을 설정하기 위하여 하산과 마붑은 양상(mode), 사용

자(user), 사용(use)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기초한 3차

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1, 2]. 이들이 제안한 세 가지

요인은 세로축에 문어 형식적 맥락(written/formal

text)과 구어 비형식적 맥락(spoken informal text)을

두는 양상(mode) 요인, 그리고 가로축에는 국내적 또

는 국제적인 사용을 두는 사용자 범위(user scope) 요

인, 마지막으로 오른쪽 사선 축에 전문어와 일상 담화

를 두는 화법(speech style)의 관점으로 구체화하여 다

음과 같은 모델을 제시했다.

그림 1: 언어변이모델
Figure 1: Language vari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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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의 모델은 아래 (1)과 같이 8 가지 언어변이

조합을 제시한다.

(1) a. 국내적, 문어맥락, 일상어

b. 국내적, 구어맥락, 일상어

c. 국내적, 문어맥락, 전문어

d. 국내적, 구어맥락, 전문어

e. 국제적, 문어맥락, 일상어

f. 국제적, 구어맥락, 일상어

g. 국제적, 문어맥락, 전문어

h. 국제적, 구어맥락, 전문어

영어방언의 관점에서 (1)에 나타난 8가지 영역을 구별

하면, a와 b의 영역은 영어의 지역방언들인 복수형의

세계영어들이 관여하는 영역이며, c와 d는 세계영어와

는 무관한 영역이고, e는 영어학과 영어교육에서 연구

되는 영역이고, f는 국제공영어(lingua franca)의 영역

이며, g와 h는 특수목적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방언들과 지역적인 영어다양화

인 복수형의 세계영어에 관심을 두고 연구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그림 1의 언어변이 모델의 세 가지 기준

축을 다양성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다. 다양성

의 관점에서 언어변이의 한 축은 높거나(high) 낮은

(low) 사회적 거리두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간주하여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그림 2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언어변이 모델을 제안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높을

때는 좀 더 표준적이며 글로벌한 언어가 사용되며 지

역적인 사용을 줄이게 되어 의사소통의 오류가 줄어든

다. 낮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왜 사람들이 언어의 지역

적 형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왜 사람들이 글로벌한 언어형태를 사용하는지 그 이유

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이요소의 핵심 축이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언어변이 모델에서 3가지 기준 축

을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offline)과 비대면(online), 다

양성의 정도로 설정하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

하는 영역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세로축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로 보고, 가로축은 대면과 비대면의

양상 모드로 설정할 때 비대면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

리두기가 높고 이때는 다양성이 감소하여 좀 더 표준

적이며 글로벌한 언어가 사용되며 지역적인 사용을 줄

이게 되어 의사소통의 오류가 줄어든다. 반면 대면의

상황에서는 낮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타나며 결과적

으로 다양성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언어

의 다양한 지역적 형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높은 사

회적 거리두기는 왜 사람들이 글로벌한 표준에 가까운

영국영어, 미국영어와 같은 핵심영어 형태를 사용하는

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세로

축과 대면/비대면 모드의 가로축을 사용하고 사선 축

으로는 다양성의 정도(degree of variety)를 두면 이러

한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영역이 나타난다. 아

래 그림 2에서 박스 처리된 오른쪽 상단의 영역이 표

준영어(standard English)에 가까운 핵심영어의 영역이

며 왼쪽 하단의 영역이 지역화된 세계영어들의 지역

다양성 영역이다.

그림 2: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과 세계영어들 영역
Figure 2: Hybrid language variation model &

World Englishes domain

그림 2에서 제안된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에서 낮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타나는 결과가 지역화인 복수형

의 세계영어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높아지

면 지역적인 형태와 자질이 축소되어 지역적인 자질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소통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

는 표준영어에 가까운 핵심영어의 형태로 다양성이 최

소화한다.

2. 언어변이의 요인

표준영어가 아닌 변이들은 모두 방언에 속한다. 화

자들이 지리적 또는 사회 언어적 문맥에 따라 어떤 변

이 형태를 사용하는가? 지정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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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istance) 외에도 사회계층, 나이, 젠더와 같은

사회적 요인과 앞서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에서 언

급한 의사소통모드(대면/비대면)에 의해서도 언어변이

의 정도는 차이를 보인다. 사용자 관점에서 본다면 언

어변이의 주도층은 일반적으로 젊은 계층과 여성, 그

리고 중산층 화자들이 좀 더 표준어적인 어법을 구사

하고 노동자계층과 남성들이 비표준어적인 어법을 좀

더 많이 구사한다는 연구가 있다 [3].

나이, 젠더 그리고 사회적 계층, 화법 등의 요인에

따라서도 언어적 변이가 나타나므로 사회와 언어의 관

계를 연구하는 사회언어학자인 라보브는 언어적 변이

는 절대적으로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나이는 공시적(synchronic) 변이로부터 통시적

(diachronic)인 지속적 변화를 추론하는데 중요한 요소

이며 사회적 요인(젠더, 사회연결망 등)도 언어적 변이

를 분석하는데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라보브는 영어의 ~ing/~in 변이는 화자의 사회계층에

의해 제약을 받아 중산층 화자들, 일상어보다는 문어

적 표현,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대화에서 ~ing형

태가 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4]. 다양한

화자들의 지리적, 언어적, 사회학적 요인들에 의해 언

어변이가 나타난다면 동일한 지역의 가까운 사람들(친

구/가족 등)은 가까운 거리두기 상황에서 그들만이 이

해하는 고유한 언어변이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

면 부부, 형제, 친한 친구들의 언어가 이에 속한다. 프

레스톤은 언어변이에 영향을 주는 언어변이 보편적 제

약순서를 언어적 제약(linguistic constraints > 사회적

제약(social constraint) > 문체적 제약(stylistic

constraint)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언어변이는 언어

적 제약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다른 영향으로

는 화자의 젠더와 같은 사회적 제약과 청자의 젠더와

같은 문체적 제약에도 약하지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즉 화자와 청자의 맥락이 모두 언어변이

에 영향을 준다.

3. 지역화와 세계영어들

여기서 모든 영어의 방언과 변이를 다룰 수는 없지

만, 영어권 국가의 영어 말하기와 쓰기에 나타나는 지

역화와 변이의 결과인 모든 영어방언들인 세계영어들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카추루가 세계영어 확장과

관련하여 제안한 3개의 영어 원(English circles)인 내

부 원(inner circle), 외부 원(outer circle), 확장 원

(expanding circle)의 관점에서 볼 때, 확장 원에 속하

는 세계영어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진행형으로

점점 더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다 [6, 7].

이제 다언어적 문맥에서 한 지역(국가/언어공동체)

의 사람들이 지역화 목적으로 어떻게 영어를 구사하는

지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영어변이의 유형에는 어

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자. 이 장에서는 카추루

의 내부 원에 속하는 세계영어들의 근간이라 할 수 있

는 영국영어, 미국영어, 캐나다영어의 주요 변이사례들

을 지역방언의 일종인 국가방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화된 세계영어들의 정체성과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영국영어, 미국영어, 캐나다영어는 근

본적으로는 동일한 언어이며 언어사용자들의 지역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언어변이가 촉발되

고 그 결과 영어방언인 세계영어들이 형성되는 것이다.

3.1 캐나다영어 변이

  캐나다영어의 변이와 지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영
국식민지로서 영국영어의 영향을 받다가 지정학적인

이유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미국영어가 최근에는 큰 영

향을 주고 있는 두 국가방언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적

균형감을 보여주는 세계영어이다. 캐나다영어는 이제

역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탈 식민지화하여 영국영어

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국제적 사회망안에서 많은 언어

적 변화를 겪고 있다.

지역화된 캐나다영어의 방언을 살펴보면 영어화자들

이 최초 정착한 캐나다의 동부지역인 뉴펀랜드 영어

(Newfoundland English)와 미국중부지역의 이민자들

이 정착한 온테리오 정착자들의 영어가 캐나다영어 지

역방언의 주를 이루고 있다. 여러 언어변이 중에 형태

통사적인 변이의 예를 살펴보면 캐나다영어의 주된 형

태통사적 특징으로, 아래 (3a)의 after 완료(after

perfect), (3b)의 긍정 anymore (positive anymore),

(3c)의 인용표지(quotative marker) be like, (3d)의 보

문소(complementizer) except for(‘cep’fer) 등을 들 수

있다.

(3) a. I am after calling. (= I have called.)

b. I eat meat anymore. (= I didn’t eat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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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and (but) I do now.) [7]

c. I am like, ‘Oh my God! This is such a

wonderful piece of news.’ And they said,

‘This cannot be happening.’ [8]

d. We could sit on the floor ‘cep’fer the teacher

would probably tell us not to.

인용표지 be like는 담화체에서의 문체적 선택(stylistic

option)으로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에서 짧

은 시간(대략 30년) 동안 나타난 두드러진 신경향의

현상이라고 타갈리아몬트와 다아시는 분석한다 [8].

한편, 보문소 ‘cep’fer는 except for의 음운적 축약이며

except for가 초기에는 We’re all here except for Tom

의 문장에서처럼 전치사로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흐름

에 따라 통시적으로 전치사가 보문소화 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젊은 캐나다인들의 어법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미국영어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덧붙여, 문법적 변이가 역사적인 변화를 통해 나타

난 캐나다영어의 if you will의 어법을 채임버스는 캐

나다영어 코퍼스인 스트레치(Strathy)와 영국영어

(BrE) 코퍼스(BNC)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를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9].

그림 3: 영국영어와 캐나다영어 코퍼스 비교
Figure 3: BrE (BNC) vs CanE (Strathy)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영국영어에서는 if you

will의 어법이 비삽입적으로(nonparenthetically) 사용

되는 통사적 어법의 빈도가 높지만 반대로 캐나다영어

에서는 you know, you see처럼 삽입적으로

(parenthetically) 사용되는 화용적 어법의 빈도가 높다.

삽입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한

화용적/담화 표지(pragmatic/discourse marker)로 사용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국영어와 달리 캐나다영

어에서는 화용적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캐나다영어와

영국영어의 차이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높은 국가간

지역방언이 만드는 언어변이의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3.2 영국영어 변이

언어변이는 국가방언에서 보이는 변이가 아니더라

도 국내적으로도 나타난다. 영국 내에서 나타나는 변

이의 한 예로 영국북부의 스코트랜드영어(Scottish

English)를 살펴보자. 언어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변이

는 주로 액센트, 발음에서 나타나는데 영국영어의 국

내 지역방언의 하나인 스코틀랜드영어의 예를 들어보

면 표준채택발음인 RP(Received Pronunciation)와 런

던영어(London English)는 주요 영향자인 것처럼 보이

지만 실제로는 RP는 다수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대신 지역적인 변이가 전형적인

스코틀랜드영어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사회언어학적인

요소에 일부 영향을 받는다. 푹리와 자우리베리의 예

를 인용하면, 전통적인 스코트랜드인들은 /r/을 발음하

지 않는데 접근음(approximant) /r/이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젊은 여성 화자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는

사회언어학적 표지(sociolinguistic marker)가 될 수 있

다 [10].

3.3 미국영어 변이

여기서는 미국영어변이의 주된 방향을 찾아보자. 미

국표준영어는 많은 변이를 보이는데 이는 미국 이민문

화의 역사적 구분을 잘 반영한다. 미국영어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의 언어로 미국에서

지역화의 결과로 나타난 영국영어의 변이이다. 짧은

이민 역사를 갖는 미국영어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영국

영어보다 방언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미국영어의 변이는 미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반영

하는데 다수가 구사하는 일반미국방언(General

American dialect) 외에 보스톤 영어, 뉴욕 영어, 아팔

래치언 영어, 캘리포니아 영어, 시카고 영어 등이 이에

속한다. 영국영어, 미국영어의 국가방언의 차이점이 아

니더라도 미국내에서도 지역방언들이 발생하는데 그

예를 들어보면. 미국북부지역의 사람들은 ‘주차하다’를

park a car라고 말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ran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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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로 그리고 남부지역의 사람들은 file a car라고 한

다. 즉 동의어가 아닌 전혀 다른 어휘가 사용되는 것이

미국영어의 지역적 영향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방언으로는 미국흑인통속영어

(Afro-American Vernacular English:AAVE)가 이에

속한다. 미국흑인통속영어는 be-동사의 생략, 긍정이

아닌 부정을 위한 이중 부정표현의 사용 등 미국표준

영어와는 상당 부분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변이의

근원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으나 17세기부터 19세

기 초까지 미국농장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사용하던 영

국영어의 변이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따라서 오늘

날까지도 미국흑인통속영어는 남부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남부백인통속영어(Southern White

Vernacular English)와 유사성을 갖는다 [11].

Ⅲ. 결론

지금까지 언어의 본질인 언어변이 지역화의 결과로

영어에 나타나는 변이의 필연적 결과인 세계영어들의

언어사회학적 변이를 살펴보았다. 지역방언, 사회적 방

언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구조화할 수 있는 다언어

적 문맥의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은 사

회적 거리두기, 대면과 비대면 소통모드, 그리고 언어

적 다양성이라는 세 가지 상호영향자의 관점에서 언어

변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세계적 영어방언 현상인 세계

영어들의 다양성 특질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다.

하이브리드 언어변이모델은 다언어적 문맥에서 한 지

역(국가/언어공동체)의 사람들이 지역화를 목적으로

어떻게 영어를 구사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화의 결과로

나타난 영어변이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와

모든 영어방언들인 세계영어들의 특성과 본질을 규명

한다.

또한 세계영어들의 특성을 구조화하기 위한 구체적

인 연구사례로서는 핵심영어영역에 속하는 영국영어,

미국영어, 캐나다영어를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한마디로 세계영어들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잇

는 영국영어, 미국영어, 캐나다영어는 근본적으로는 동

일한 언어이며 언어사용자들의 지역적 그리고 사회문

화적 요인 등에 의해 언어변이가 촉발되고 그 결과 영

어방언의 결과물인 복수의 세계영어들이 형성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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