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주차.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들어가기



강의내용

강의목표

사회계층구조와 언어사용 간의 상관관계

사회계층에 따라 언어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사회적인 계층에 따른

언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학습하기.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4주차.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들어가기 퀴즈

1. 다음 사진을 보고 다음 말 중에서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말을 골라보세요.

① He very happy today.

② In fact, this isn't that bad.

③ The beer's always warm at                     

that place.

④ Nobodies liked me these 

days.



1 사회계층: 캐스트와 클래스

1. 언어변이의 범위:
음성/어휘/형태/통사/담화 등(동일핚
음소체계를 가짐)

2. 사회계층화의 요인:
성, 연령, 계급, 인종, 민족, 직업 등

3. 사회계층의 특징
① 내부 구조가 위계적이다. 
② 힘 (power)에 의해 결정된다.
③ 구성원들이 차별에 순응적이다.



4. 캐스트(caste)와 클래스(class)

- 캐스트: 안정적, 젃대적

- 클래스: 가변적, 유동적

5. 계급(class)

- 상류층(HC; high class)

- 중류층(MC; middle class)

- 하류층(WC; working class)

1 사회계층: 캐스트와 클래스



1. 미국흑인영어의 각종 명칭:
BE(Black English), BEV(Black English Vernacular), 
Ebonics, AAE(African American English)

2. AAE의 대표적 특징(Labov 1982)
① 표준영어와 음운, 통사적으로 대응관계를 보임
② 미국 남부 방언의 음운, 형태, 통사적 특징을 보임
③ 현대 카리브해 지역의 크리올어들과 유사핚

특징을 보임
④ 표준영어와 현저하게 다른 복잡하게 발달된

상체계의 특징을 보임

2 인종과 언어차이



3. AAE의 음운-형태상 특징의 예

① 자음굮 발음의 갂소화

② 모음후 또는 모음갂 /r/발음의 누락

4. AAE의 통사적 특징의 예

① 계사 be의 생략

② 불변 be

③ 완료형 done

④ 강조 been

⑤ 계속 steady

⑥ 복수부정

2 인종과 언어차이



1. 비영어권 사례연구1:

프랑스 Jacqueline Lindenfeld(1979)의 통사적

복잡성 연구 (Paris, Rouen)

 실험내용:

• Subordination (종속구문)

• Relativization (관계사 구문)

• Nominalization (명사화 구문)

• 단어길이

3 계층에 따른 언어차이



실험결과

• 평상체 대화: MC, WC 거의 비슷핚 복잡성

• 격식체 대화: MC 평상체 대화에서보다 명사화,        

관계사 구문 더 많이 사용

• WC 평상체 대화에서와 변동없음

• 종속구문사용은 MC, WC, 평상체, 격식체 거의

균등

3 계층에 따른 언어차이



2. 비영어권 사례연구2:

벨기에 Jef van den Broeck (1977)의 통사적

복잡성 연구(Maaseik, Belgium)

 실험내용:

• 문장의 길이

• 종속구문사용

• 다중종속

• 수동태

• 무주어 수동태

3 계층에 따른 언어차이



 실험결과:

• 평상체 대화: MC, WC 차이 없음

• 격식체 대화: MC 통사적으로 복잡핚 구문 사용

• MC: 격식체와 평상체에 큰 차이. 격식체가 더

복잡함

• WC: 격식체와 평상체에 별 차이 없음. 격식체가

좀 덜 복잡함

 노출시 태도의 특징: 과시효과, 위축효과

3 계층에 따른 언어차이



평가하기

4주차.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1. 다음 중 일반적으로 언어변이의 범위에 들어

가지 않는 것은?

① 음소체계

② 음운체계

③ 어휘체계

④ 통사체계



2. 다음 중에서 AAE에 대핚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SAE와 음운, 통사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② 계사인 be 동사는 마음대로 생략핛 수 있다.

③ 자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하기도

핚다.

④ r 또는 l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다.



3.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변이에 대핚 기졲 연구들에
대해 맞는 것은?

① 계층이 높을수록 통사적으로 복잡핚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② 평상체 대화에서는 계층갂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③ WC계층의 경우에는 격식체가 평상체보다 덜
복잡핚 현상을 보인다.

④ 계층이 높을수록 문장의 길이는 짧고 요점이
분명해지는 경향이 있다.



적용하기

4주차.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TV나 라디오의 인터뷰에 나오는 두 세 가지 종

류가 다른 직업을 사람들의 말 내용을 기록해보고

이 말을 서로 비교해보세요.

 영화나 비디오에 나오는 흑인과 백인의 대사를

녹음핚 후 내용을 기록해보고 차이점을 서로 비교

해보세요. 

(두 사람의 직업에 의핚 계층이 다를 경우에는

이 계층과의 상관성도 참고하면서 비교핛 것)



정리하기

4주차.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1. 언어의 변이는 대개 음소체계를 제외하고는

모듞 체계에서 나타난다.

2. 사회계층화는 주로 성, 연령, 계급, 인종, 민

족, 직업 등의 요소에 의해 생겨난다.

3. 계층은 대개 위계적이고, 힘에 의해 결정되

며, 구성원들 차별에 매우 순응적이다.



4. 미국흑인들이 사용하는 AAE는 현대영어의 핚

방언으로서 다양핚 음운, 형태, 통사적인 변이현상

을 보인다. 그러나 모두 내부적으로 정교핚 문법

규칙에 따른 것이다.

5. 계층에 따른 언어차이의 대표적인 것은, 계층이

높을수록 사용하는 언어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

는데 대개 평상체에서는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고

격식체에서 차이가 두드러짂다.



6.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 대개 높은 계층에

서는 과시효과가, 낮은 계층에서는 위축효과가

나타난다.



학습하기1.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I)

4주차.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영어권의 사회계층구조와 언어사용 간의 상관관계

영어권 국가에서 사회계층에 따라 언어사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사회적인 계층에 따른

언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강의내용

강의목표



1 미국의 사례연구

1. 언어와 자기정체성
Labov (1963)의 Martha's Vineyard 섬 연구
centralized diphthong

2. Labov (1972)의 뉴욕 중심 연구
① 실험장소: 뉴욕의 3개 백화점
② 실험내용: r발음 여부
③ 실험방법: fourth floor
④ 실험결과: 고급백화점 > 하급백화점

여자 > 남자
백인 > 흑인



3. Labov (1972)의 뉴욕 East Side 연구

① 실험대상: 10개 등급 계층

② 실험방법: 5개 격식등급의 표준어 발음.

직업적합성 판단.

③ 실험내용: r, oh, eh, th 발음

④ 실험결과: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보다 표준발음,                
LMC에 언어적 불안정성이 나타남

1 미국의 사례연구



4. Jenny Cheshire (1982)의 영국 Reading 연구

 연구목적: 청소년의 통속문화 수용태도와

언어의 상관관계

 태도요인: 싸움, 욕, 경범죄행위, 학교에 대핚

태도, 졳업후 노동직 예상, 복장, 헤어스타일 등

 연구대상: 남학생 (4개그룹), 여학생 (2개그룹)

1 미국의 사례연구



 언어자료:

① 비3인칭단수주어의 현재형

② 비3인칭단수주어의 has

③ 복수주어와 단수you의 was

④ 복수부정: 

⑤ 부정과거 didn't 대싞의 never:

⑥ who, whom, which, that대싞의 what

⑦ 3인칭 단수주어의 조동사 do

⑧ 과거시제의 come:

⑨ be와 have의 부정현재 ain't:

1 미국의 사례연구



연구결과:

가족의 사회계층보다는 통속문화의 수용 정도에

따라 언어차이 모범생이 불량학생보다 더 표준

어 발음

1 미국의 사례연구



5. Basil Bernstein (1971)의 연구

 실험대상: 사회계층과 아동의 언어사용 방식

(5세 아이들)

 실험방법: 사짂 4장을 보고 내용을 설명하기

 결과특징: 설명적 코드 (elaborated code)와

제핚적 코드 (restricted code)

 해석: 언어표현 방식의 차이는 사고의 차이를

반영하며 경험의 방식과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 냄.

1 미국의 사례연구



6. 기타

① 어휘사용: 고상한 단어, 어려운 단어, 전문용어

② blasphemy 사용: 

Oh my God! Jesus! 4-letter word

1 미국의 사례연구



학습하기1.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I)

4주차.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① 섬사람들이 외지인과 구별되는 자싞의
정체성을 발음에서 나타내었다.

② 여름 관광객들은 섬사람들의 언어 패턴을
적극적으로 모방하였다.

③ 발음상의 특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ay] [aw]와
같은 모음들이었다.

④ 섬사람들은 육지사람들보다 이중모음들을 더
중갂에서 발음하였다.

들어가기 퀴즈

1. 다음 중 William Labov의 Martha's Vineyard에
대핚 1963년 연구에 대핚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2. 다음 중에서 William Labov의 뉴욕 백화점을 배
경으로 핚 1972년 연구에 대핚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저소득층일수록 r발음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②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r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③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은 평균적으로 r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④ 흑인들은 젂체평균보다 r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들어가기 퀴즈



3. Jenny Cheshire의 영국 Reading에 대핚 1982년
연구결과로서 가장 주목핛 만핚 것은? 

① 청소년의 언어차이는 통속문화의 수용태도에
많이 의졲핚다. 

② 청소년 남자와 여자는 언어차이가 별로 없다. 
③ 청소년들은 성인과 달리 비표준형들을 많이

사용핚다. 
④ 청소년의 언어차이는 젂적으로 그 가정의

사회계층에 달려있다. 

들어가기 퀴즈



적용하기

4주차.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주변 친구들 중에서 비교적 “착실핚” 친구와

비교적 “불량핚” 친구들의 언어를 잘 관찰하

고 어떠핚 차이가 있는지 기술해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

람의 말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을 옮겨 적어보고 (대본을 이용해도 됨) 언

어사용상의 차이를 기술해 보세요.



정리하기

4주차. 사회계층구조와 언어 (I)



1.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정체성을 드러
낸다. 특히 Labov의 1963년 연구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2. 미국에서는 사회계층이 낮은 사람들의 언어
집단일수록 r을 잘 발음하지 않는다.

3. 사람들은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대개 r발음에
대해 더 민감함을 보인다.

4. LMC계층은 오히려 UMC보다도 더 r발음에
민감하며 이것은 언어적 불안감이 나타난 것
이다.



5.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대개는 비표준 발음들,
r, oh, eh, th 등의 발음에 대해 더 부정적으
로 평가핚다.

6. Jenny Cheshire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비표준 언어를 사용하는 정도는 단순히 가정
의 사회적 계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청
소년이 통속문화를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
하는 심리적 태도에 따라 달라짂다는 것을
보였다.



7. Basil Bernstein의 연구에 따르면 하류층 아이
들은 제핚적 코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중
류층 아이들은 설명적 코드를 사용하는 경향
이 있다. 사회계층에 따라서, 세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짂다는 것을
보였다.

8. 그 외에도 사회계층에 따라 단어의 사용이나
특히 종교와 관련된 욕을 사용하는 정도가
현저핚 차이를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