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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이중방언시용과 영어 핵습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기 위

한 기초연구로서 실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 영어 관련 전공 대학생을 중

심으로 이중방언시용이 영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연，이충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웅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사실상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히는

웅답자보다 많았다 구체적오로 보연，발음 영역을 제외하고 억양，어휘，말하기，

듣기，읽기에 걸쳐 도웅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측연 또한 억양

및 말하기라고 선택하였다 또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옹당자 그룹 중에서 자신의 영어능력을 높게 평가허논 인원이 다른 그룹보

다 않았다 마지막으후 옹당자 대부분 저주방언의 시용능력보다는 표준어 놓력

* 이 논운은 2014학년도 제주대학교 학숭진홍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저주대학교;영어교육과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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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동둥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긍정 부정�중립그룹

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려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방향

및 구체적인 연구방법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1중방언사용예bid 잉'"이sm)，영어학승제주방언1 표준어

I 서 론

우리나라 제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방언시용의

양상을 보이는데 제주방언 1)과 표준어가 함께 사용되는 소위 이중방언사

용 bidialectalism)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주방언과 표준어

가 상황에 따라서 한 화자에 의해 선택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며 특히 언어습득의 측면에서 통상적으로 표준어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 혹은 대중매체를 통해 표준어의 발음，억양，

어휘 동을 습득한 후에 주어진 맥락에 따라서 두 개의 방언을 선택하여

구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지역 방언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내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언급한 문헌으로 유철인 (1986) 과 이정민 (1981) 이 있으며，강융희

( 1994)는 이러한 부호전환 (cαle-swirching) 이 일어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

관하여 실증적인 중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관점을 달리하여 이러한 방언 간 습득(즉，제주방언 사용자가 표준어를

시용하는 현상)이외국어 학습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중언어사용써 lingualism) 혹은 외

1) 현재는 ‘제주방언’보다는 ‘제주어혹은 제주말’로통용되지만본 연구의주제인
‘이중방언사횡bi이외ectalÎsm)’의관점에서용어상의흔란이없도록‘제주방언’이란
용어를사용하도록한다 따라서 ‘제주어’를한국어의방언요로볼 것인가아니
면 한국어와는독립적인언어로볼 것인가에대한 특정입장을기반으로논의를
전개하고있지 않음올밝힌다 아울려 ‘표준어’와‘제주방언’란용어도가치중링
적인 입장에서단순히 한국어의두 변이형(variety)이란 관정에서논의를 전개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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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습이 또 다른 외국어의 학습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송지희，2014; Balla ，'2013; Cenoz ，2003; Sanz ，2000)，

이와 유사한 이중방언사용 또한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예측이 가놓할 것이다 물론 방언 간 습득과 언어 간 습득을 같

은 맥락에서 볼 수 없다는 문제도 있지만，제주방언이 보이는 표준방언

과의 어휘 및 문볍 간의 상이성을 고려한다연 제주지역의 이중방언사용

현상은 사실상 이중 언어 사용 현상처럼 어느 정도 외국어학습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모국어와 외국어사이의 교체사용이 아닌 한 언어 내에

서 두 가지 방언이 교체되어 사용되는 현상이 영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이중방언사용을 보이는 제주지역

화자들의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

된 목적응 제주지역에서 보이는 이중방언사용 현상과 외국어 학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제주지역 영어학습자의 인식도

를 조사하고 향후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그틀이 인식하고 있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

습간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향후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II 문헌 연구

본 연구를 위한 관련 문헌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

루어졌다

(1) 제주의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직접적으로다룬 연구

(2) 제주와 유사한 언어사용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서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3)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로서 제주지역 외국어 학습자와 타 지역 외

국어 학습자의 언어습득 현상을 비교한 연구

첫 번째로，제주의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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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강윤희 (994)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제주방언과 표준어

를 선택적으로 사용히는 현상을 다양한 사회적 맥락 및 요인 속에서 이

해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두 방언간의 교체사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정체성(‘제주’대 ‘육지’)，상황의 공석성，친밀도，사회적 지위를 언

급하였다 예를 들면，제주방언의 경우 제주사람과의 대화，비공식적 상

황，친밀한 사람，그리고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낮을 때 주로 사용되

는 반면에 표준어의 경우 각각 반대되는 상황인 육지사람，공식적 상황，

친밀하지 않은 사람，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의 이중방언사용과 관련된 다른 연구들 (이정민，1981; 유철

인，1986) 또한 이러한 제주지역 내 방언사용의 특성을 언급하거나 운화

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궁극적으로 ι본 연구의 관

섬사항인 두 방언의 교체 사용 현상이 영어 학습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주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제주와 유사한 언어사용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서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연구를 보면，Rahbar(2013) 와 Yiakownettiab & Minab(2011)

이 있는데，먼저，Rahbar(2013)2) 의 경우 이중방언사용 현상과 영어발음

습득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표준어인 Standard PersÍan

만 사용하는 테헤란 πehran) 지역 영어학승자보다 지역 방언인 Guilaki 와

Standard Pers때을 함께 사용하는 라쉬트 (Rasht)지역 영어학습자의 영어발

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더 정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에 대한 이유로 지역 방언인 Guil때에는 영어와 유사한 분절음{segments)

이 있는데 반해서，표준어인 Standard Pcrsian 에는 영어와 유사한 분절음

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Yiakoumettiab & Minab(2011) 의

경우 오히려 이중망언사용이 외국어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 그리스어 (Modern Srandard Gπek) 와 키프러스 방언

2) Rahbu(2013)의 경우 연구방법론상의문제 뿐 만 아니라설험 결과가정확히제
시되지못한상태에서논의가이루어져연구결과를신뢰할 수 없는부분이있으
나 상대적으로제주지역과유사한방언사용의양상을바탕으로외국어학습과관
련된 연구가이루어진예를찾기 어령다는점에서인용하였음을밝힌다 따라서
연구결과의중요성보다논연구가이루어진언어사용맥락에초점을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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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k Cy띠ot dìaleα)이 교체하여 시용되는 키프러스의 한 지역에

서 영어교사가 키프러스 방언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영어학습자의 영어 수동형 (p잉sìve forms) 습득에 문제가 있었

음을 밝히고 있다 이 경우 또한 언어 간(키프러스 방언과 영어)간섭

(interference) 혹은 부정적 전이 (negative transfer)의 입장에서 키프러스

방언이 갖고 있는-문법적인 요소가 영어 수동형 습득을 방해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이러한 두 연구는 지역 방언이 학습하고 있는

외국어의 해당 영역 분절음 발읍 혹은 수동형 과 같거나 다르기 때

문에 이를 습득하는데 유리하거나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 소위 대조분석

가설 (Comrastive Analysis Hypothesis)(Lado 1957)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반면에 Kouridou(2009) 또한 키프리스를 배경으로 영어 학습과 관

련된 연구를 하였는데 영어교사가 표준그리스어와 함께 키프리스 방언

을 함께 시용하여 영어를 가르쳤을 때，표준그리스어를 사용한 경우보다

영어구술능력， 받아쓰기， 영어쓰기에서 효과적이었응을 밝히고 있다 이

는 Yiakournettiab & Minab(2011)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한

가지 방언이 아닌 두 가지 방언을 시용한다는 점이 오히려 긍정적 전이

(posìtive rransfer)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비교 대조 전략의 관점에서

상위언어능력 (metalinguistic ab피ty)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어 이중방언사용이 외국어 학습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

고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키프리스를 배경으로 한 Papapavlou &

뻐i(2009)의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중방언사용이 아이들의 상위언어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으로 제주와 유

사한 언어사용 현상，즉 이중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어써의 영어 학습에 관

한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언어학적 관점어써 이중방언시용과 영어학습의

관계를 바라볼 경우 다소간 장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애야lbar(2013)와

Yiakoumettiab & Minab(2011))，이중방언 사용자의 인지말달 혹은 상위

언어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이중언어 사용자에게 보이는 다른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1중방언 사용자에게도 찾아 볼 수 있

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로서 제주지역 영어학습자와 타 지

역 영어학습자의 언어습득 현상을 비교한 연구로 서미석 (2011)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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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지역 방언이 존재하지만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보이지 않는 ，

대구지역의 영어학습자와 이중방언사용 현상을 보이는 제주지역 영어학

습자의 영어모읍 발읍 능력을 비교한 연구인데 대구나 제주 출신 영어

학습자 모두 원어민의 영어모음과는 다른 모읍을 발읍하였으며 오히려

제주 출신 영어학습자의 영어모읍 말음에 모국어의 간섭이 더 많이 있

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두 방언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좀 더 구체적으로 어휘，발음/억양，문법규칙을 교체하여 사용하논 능력

이 다른 외국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

정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더욱이 앞서 두 번째 관련 연구에서처럼，서

미석 (2011) 의 연구 또한 분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역 방언이 줄 수 있는 언어 간 간섭 현상에서만 외국어 습득을 이해

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이제까지 살펴본 관련연구는 이중방언사용 현상이 외국어 학습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

구가 음운 혹은 통사 단계에서 외국어 습득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그치

고 있고 이를 해당 외국어와 학습자의 방언 혹은 표준어와 비교�대조하

면서 긍정적 전이 (positive transfer) 와 부정적 전이 (negative transfer) 의 관

점에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Kouridou(2009) 혹은 Papapavlou .&

Phili(2009) 처럼 언어학습과정의 차원에서 이중방언시용과 외국어 습득

의 관계를 살펴볼 펼요가 있을 것S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방언 지역 방언과 표준어 이 갖는 언어적 특성이 외국어 학습에 주

는 영향이 아님 두 가지 방언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 표

준어가 시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표준어를 학습하였던 능력에 초점을 맞

추고 이러한 점이 어떻게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를 살펴보

는 것이 나을 듯하다 좀 더 구체화한다면， 한 언어 내 두 가지 방언을

상황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의사소통능

력(communicative competence) 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사회언어적 능력

(5αiolinguistic competence)(Canale & Swain，1980)과 관련이 있을 수 있

으며 실제 표준어 발음 혹은 어휘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과정은 L2 학습

전략 (L2 learning straregy) 과 연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즉，이러한 이

중방언시용 혹은 표준어 습득 과정을 통해서 사회언어적 능력 혹은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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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전략을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외국어 습득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 역 영어학습;;<)-를대

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m.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주로 영어 관련 전공을 하는 제주지역 대학생 40명을

대상으혹 본인들이 인식하는 이중방언사용 능력과 외국어로서 영어 학습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연령，

전공，출생 및 성장한 곳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대학생 나이 1 전공，출생지 및 성장한 곳

참여대상자 대학생 40명

I영 끌냐。1 23.05세 (2 세 - 3C세)

영어교육 34명

대학천공
윤리교육 3영 (영어교육부전공’
컴퓨터교육 Z영(영어교육부전용)

국어국운학 l영

출생지 제주 3E영 인천 1영 서융 l영

성장한곳 제주 40명

학교교육을반은곳 께주 40영

이중방언사용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실제 경험 및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영

어교육을 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

며 출생지의 경우 2명 인천/서울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성장하거나 학교

교육을 받은 곳은 제주이므로 모든 참여자가 사실상 이중방언을 시용한

다고 볼 수 있었다 사용된 설문지(부록 창조)의경우는 제주방언과 표준

어를 교체 사용하는 사회적 맥락 및 요인，제주방언과 표준어를 습득한

환경 및 본인이 인식하는 표준어 및 제주방언 능력，그리고 이중방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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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영어습득에 도웅 혹은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마지막으로 도웅 혹은

방해가 되었다연 어떤 부분인지를 질문하였다.특히 제주방언과 표준어를

교체 사용하는 사회적 맥락의 경우는 강윤희 (1994)의 연구결과，즉 에주방

언올 시용히는 경우와 표준어를 시용하는 경우릎 바탕으로 설문운항올 작

성하였다 설문결과는 주로 빈도분석을 통해서 각 설문운항의 대당올 선

택한 수와 비융올 살펴보았으며 필요에 따라서 변인간의 유의미한 명균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cesr 혹은 일연량 분산 분석 (one-way Al"10V A)를 실

시하였다 이에 대한 동계적 분석은 SPSS 18.0올 활용하였다

JV 설문결과 빛 분석

L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숨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

련성올 보연 〈그링 1>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중방언사용이 영

어 학슐에 도웅이 된다는 긍정적인 대답이 21영(52.5%)이고 도웅이 되

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대당이 12영(30.0%)，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중럽적인 의견이 7명(17.5%)으로 나왔다 따라서 설문에 용답한 인

원 중 반 정도는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도웅이 되는 것으로 인식

하고있다

〈그림 1) 이중앙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이흥앙언사용/명어학융 핀얻성

2s
20

15

10
s
。

에 이니g 엉엉R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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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향이 없다는 중립적인 의견을 제외하고 긍정 혹은 부정의 의

견을 제시한 경우，구체적으혹 어느 언어기능 혹은 영역별로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 결과는 <표 2>

와같았다

〈표2> 이중망언사용이 영어 학슴에 영홀을 추는 세부 언어기능

긍정척인영향을 부정적인영'ðJ'을
받는다고인식'Õl-T:: 언어기능 받는다고인석하는언어가능

바< "。 2.9% (1) 0.0% 에

억 양 17.6% (이 ’3.8% (7)

어 휘 14.7% (5) 7.7% (1)

말하기 23.5% 애) 갱 1%β)

튿 기 14.7% (’) 0.0% (이

~ 7] 5.9% (기 7.7% (1)

읽 기 17.6% (6) 0.0% (0)

기 타 2.9% (1) 7.7% (1)

l00.W{34) l00.W{13)

<표 2>를 보면，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

는 경우에는 말하기 (23.5%) 를 포함하여 대부분 영역에서 이중방언사용

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택한 반연에 부정적인 관계로 인식

하는 경우는 특히 억양 (53.8%) 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

하고 있다 하지만 발음，듣기，읽기에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선택하였

다 특히， 억양 및 말하기 영역의 경우 이중방언시용이 영어 학습에 도

웅이 된다고 인식하는 웅답자와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웅답자 모두 긍

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

로운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영어발음 영역의 경우 이중방언사용이 긍정

적 혹은 부정적 영향 모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빈도수

를 통해 알 수 있는데，결과적으로 발음보다는 억양 영역에서만 이중방

언사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

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어 학습

에서 발음과 억양은 상당히 밀접하거나 유사한 습득 영역으로 볼 수 있

는데 이렇게 분리하여 인식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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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결과중 하나는 대부분이 20대임에도 상대적으로

20대 초반에 가까운 용답자가 그 관련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20대 중반에 가까운 웅답자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립 2> 에서 보는 것처럽 중럽적인 의견올 제외하고 답연별로 명균
연령(22.2 vs. 24.5)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t-tCSt 를 통해

서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여주었다 {p=O.OlO) 따라서 향후 더 다

양한 연령의 연구 참여자를 통해서 연령대별로 관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불 휠요가 있올 것이다

1답연영영균나이

24.5

24

23.5

23

22.5

22
21.5

2'

-당영법영깅나이

여 아니오 영양잉용

〈그림2) 답연별 영균나이

2 제주방언/표준어 사용 빛 습득 과정

이번에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올 조

사하기 위해서 강윤희 (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준어와 제주방언올 사

용핸 상황틀올 제시하고 복수의 답변올 하도록 하였올 때 각각 〈표

3>과 〈표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저 〈표 3>에 나타난 표준어

를 사용하는 상황을 보연 웅답자 모두 기타 의견을 제외하고 고르게 선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고 가장

많이 선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발표 혹은 어른께 말씀드렬 때라고 웅답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윤희 (994) 는 지역적 정체성이 표준어와 제주

망언올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와는 다른 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 즉，공식성 혹은 비공식성보다는 육지사랍인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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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람인가가 이중방언사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의 결과는 강윤희 (1994) 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차이별(긍정 혹은 부정)

로 보더라고 표준어를 사용하는 상황별 분포 양상은 전체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든 부정적인 입장이든

각 상황별 분포 비율이 유λ봐며 ‘공식적인상황’에서사용한다고 웅답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3) 표준어를사용하는상황

긍정 부정 중립
합

%선댁수) %선택수) %선택수)

육기 사장에게
18.8% 25，0% 27.8% 깅1%

(아 (5) (5) (19)

공식적인상횡에서
15.4% 45.0% 27.8% 36.0%

(17) (9) (5) (31)

친멸하지 않은사랍
18.8% 10.0% 27.8% 18.6%

(9) α (5)
(1“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20.8% 20.0% 16.7% 19.8%

(1이 (4) (3) (1끼

가타
6.3% 0.0'ìt 0.0% 3.5%

β) 에 에 (3)

1α10% 100.0% 100.0% 100.0%

(48) Q이 (18) (86)

이와 유사하게 제주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문항에서도 앞서 표

준어 사용 상황에서처럼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황별로 유사한 비율의 분

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친밀한 사람에게 사용한다고

웅답한 경우가 제일 않았으며 그 다읍으로는 제주사람，비공식적인 상황

퉁의 순서로 결과가 나왔다(<표 4> 참조)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 한 점

은 표준어 사용이든 제주방언 사용이든 중립적인 의견，즉 이중방언사용

과 영어 학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긍정

혹은 부정적인 그룹과는 다소 다른 비율의 상황별 분포를 보이고 있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긍정 혹은 부정적인

그룹에서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능냥 비율이 가장 높은 반

연에 중립적인 그룹에서는 그러한 비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비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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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응답자의 수가 적은 관계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

만 이 또한 향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호 여겨진다

〈표4)제주방언을 A녕하는 상황

긍정 부정 중협
함

%선택수) %(선택수) '*'선액수)

제주사람에게
28.3% 23-1% 2’8% < 25.8'Æ
(13) (이 (5) (24)

비공식적인상횡에서
15.2% 15.4% 28.6% 18.3%

m (4) (6) (17)

친밀한사람에게
43.5% 46 ，2% 33.3% 41.9%
(20~ (12) m β”

상대방과의 지위관계가 8.7% 7.7% 4.7% 7.5%
강조되지 않논상황 어) (2) (1) 이

청자의 지위가낮을때
4.3% 3.8% 9.5% 5.4%
(이 (l) (2) (’)

기타
0.0% 3.8% 0.0% 1.1%

。” (1)

”
(1)

100.0% lOO.O'lt 100.0% 100.0%
(46) (2~ (21) (93)

다음으로 <표 5>와 <표 6>은 제주방언 및 표준어 습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표 5>에 제시

된 것처럼 제주방언의 습득은 주로 부모로부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료 간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로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다고

답변하였다 (총6명중 5명) 기타 의견 중에는 자라온 환경，조부모，친

척 둥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조모부의 경우는 제주방언 습득을 위한 주

요 교수자임을 알 수 있다 3) 각 항목별 분포비율은 이중방언사용과 영

어학습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상관없이 즉，그 관련성이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제주어습득과정과관련된 질문의선택운항에 조부모로부터융득했다는것이 없
다는 점은 경과적으로주요습득요인중 해}를누락시켰다는측연에서 추후 연

구를통해서 보완될 펼요가있을 것으로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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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제추방언 습득 괴엠

당정 i!-7à 중염
합

%선택수) %선택수) %선택수)

부모~부터
57.1% 64.7% 38.5% 55.4%

(2이 (11) (5) (J이

학고모흡을통해서
8.6% 5.9% 15.4% 9.2%
β) (l) (2) (6)

π냐라디오장은 0.0% 0.0% 7.7% 1.5%

대중매체릉통해서 (이 에 ()) (1)

동료로우터
20.0% 29.4% *α8% 24.6%

(끼 (’) (이 (l6)

71타
14.3% 0 ，0% 7.7% 9.2%

(5) (0) (l) (α

100.0% 100.0% 100 ，0% 1α).0%

(35) (17) (13) (65)

반면에 표준어 습득의 경우 학교교육을 통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TV나 라디오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습득했다는 의견 (20.8%) 도 적지 않게 나왔다 학교교육도 ‘선생님으로부

터’혹은 ‘교과서로부터’로좀 더 세분화하여 풀었을 때 이에 대해 답변

한 웅답자 14명중에 1명만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고 웅당하고 ‘교과서

로부터’ 습득했다는 인원이 9명，툴 다 선택한 인원은 4명이었다 따라

서 학교교육의 경우도 선생님보다는 주로 교과서를 통해 표준어가 습득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방언 습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 혹은 부정

의 관련성과 상관없이 유사한 비율로 각각의 습득과정을 선택하고 있다

다만 관련생에대해 중립적인 의견을 낸 웅답자 중에는 비율상 기타 의견

이 많은 편인데 ‘군대에서’혹은 ‘자연스럽게’배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표6)표준어 습득 과정

긍정 부정 중힘
함

'!Ii.선댁수) %선태수) '!Ii.선택수)

부모로부터
22.0% 18.8% 20，0% 20.89잉

191 (3) (3) (l5)

학교교육을통해서
39.0% ’0.0% 26，7% 38.9%

(1이 (8) (4) (28)

1v냐 라디오 강은 29.3% 잉0% 20.0% χ4%

대중매체를통해서 (12) (4) (3) (1아

동료로우터
7.3% 2.4% 6.7% 69%

(3) (1) (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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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4% 0.0% 26.7% 6.9%
(1) (이 (4) (5)

lω0% 100.0% 1이 0% 100.0%
(41) (16) (15) (7긴

3 관련생 인식에 따른 영어능력 인식의 차이

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그룹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룹 간 언어기능별로 인식하는 영어능력을 보

면 <표 7> 과같다

〈표7) 답번별 영어능력에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당연 부정적인 답연 중립척인당변

상 중 하 상 중 하 ^J 중 하

알하지 9.5% 76.2% 14.3% 8 ，3% 75.0% 1ι7% 0.0% 57.1% 42.9%
(2) (16) (3) (1) (9) (긴 에 (4) (3)

쓰기
14.3% “7% 19.0% 0.0% 66.7% 33.3% 0.0% 85.7% 14.3%
(3) (14) 여) (이 어) (4) (이 (6) (1)

듣기
2}81Jf 66.7% 9.5% 16.7% fA5.7% 16.7% 14.3% 85.7% 0.0%
(5) (14) (깅 (기 (삐 (2) (1) (6) (0)

읽기
38.1% 61.9% 0.0% 8.3% 83.3% 8.3% 28.6% 71.4% 0.0%
(8) (13) (이 (1) (10) (1) (2) (5) (0)

발음 28.6% ’2.4% ← 19.0% 16.7% 58 ，3% 25.0% 0 ，0% 71.4% 28.6%
(6) (11) (4) α 끼 (3) (0) (5) (2)

어휘
0.0% 81.0% 19.0% 0.0%% 96.7% 8.3% 0.0% 71.4% 28 ，6%
(이 (17) (4) (0) (11) (l) (0) (5) (기

19.0% 67.5% 1}5% 8.3% 73.6% 18.1% 7.1% 73.8% ILl%
α4) (85) (1기 (이 (53) (13) β) (31) (8)

<표 7>에서 보이는 분포상의 두드러진 특정은 아마도 관련성에 대

한 인식에 상관없이 각 언어기능에 대해 ‘중’을선택한 옹당자가 많다는

점(<그림 3> 참조)인데 이 점만으로는 주목할 만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스스로 인식하는 언어기능별 능력(상중

하)에따라서 그 특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각 언어기능별로 ‘상’

을 선택한 웅답자의 분포를 보연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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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3) 자가 잉가에 의한 영어능럭멸 긍정‘부정，중립적인 인식의 분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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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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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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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_0

�긍정
�부엉
�용립

앙혀기 상기 를기 i'기 냉융 。{후’

〈그림4)영어능력 ‘상’응답자의 대답별 분포

언어기능별로 스스로 인식하는 영어능력에 있어서 ‘상’으로표시한

웅답지들의 관련성 인식에 대한 분포를 보연(<그립 4> 참조)，이중방언

사용과 영어 학습간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대당올 한 웅답자의 비

중이 다른 경우 - 부정적인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 - 보다 많은 연이

다{<표 7> 함께 참조.).특히，쓰기，듣기，읽기，발음 영역에서 긍정적

인 대답을 한 웅답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긍정적인

대답을 한 웅당자 중에 자신의 영어놓력올 ‘상’의수준으로 인식하는 경

우가 많음을보여준다

한편 언어기농별로 스스로 인식하는 영어능력 수준을 ‘중’으로표시한

용답자의 분포륜 보면(<그립 5> 창조)，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숨간의

판계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올 취한 웅답 À}.가 밸}기 영

역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대답올 한 용답자보다 더 많은 비융을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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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서 영어딸}기 영역올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기능에 대해서

자신이 중간갱도의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웅답자들이 이중방언사용과 영

어습득의 관련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올 취하고 있다

100
90

힘함「80
70
60

�긍정50
�부정40 R중잉

~30
20 1-.10
o

밍하기 쓰기 를기 I1PI 얼음 어'"
〈그림5> 영어능력 ‘중’응당자의 대답벌 분포

마지막으로 언어기농별로 스스로 인식하는 영어능력에 있어서 ‘하’로

표시한 용당자의 분포를 보연(<그링 6> 창조)，이중앙언사용과 영어 학

습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이거나 중핍적인 입장올 취한 용답자가 긍

정적인 대답올 한 용답자보다 더 많은 비중올 차지한다‘특히 말하기에

서는 중립，쓰기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 비중올 차지하고 있다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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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영어능력 ‘하응답자의 대답열 문포



제주지역 이충방언사용{B 닝ialccralism)과 영에슐득의 관연성에 대한 인식죠샤 23

결흔적으로 언어기농별로 자신의 영어능력올 ‘상’으로인식한 용답자

중에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웅답

자가 많고 ‘중’으로여기는 용답자 중에는 부정척이거나 중립적인 답변

을 한 경우가 조금 더 않은 비중올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하’를표시한

용답자 또한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당연올 한 용답자가 상대적으로 많

은 비중올 차지하고 있응용 알 수 있다

위에서는 X까 평가에 의한 영어능력에 따라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습의 관련성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영어능력과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용답

자의 TOEIC 정수를 조사하였는데 이는 〈그링 7> 파 같다 이중앙언사

용이 영어 학슐에 도웅이 된다고 여기는 웅답자의 TOEIC 점수가 그렇지

않거나 혹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용당지들의 TOElC 정수보다
실체로 더 좋은지룹 알기 위해서 대답별로 TOElC 성적의 평균이 유의미

하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한 일변량 분산 분석 (onc-way ANOV A)올 실

시하였다 유의확률이 0.955로 사실상 대답별 TOEIC 정수의 평균이 유의

미한 차이흘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슐의 관

련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실질적인 영어놓력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았으

며 부정적이거냐 중립적인 입장이라도 긍정적인 입장의 웅답자와 비교해

서 공인영어시험 성적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료 보인다 하

지만 이 부분은 추후 더 많은 용당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확인할

펼요가 있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연 현재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영어교

육을 전공하거나 부전공~t는 학생들로 사실상 영어능력에 있어서 대체적

으로 상향평준화되어 있으며 정수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긍!갱
605

6'。

〈그림7)긍정，부정‘중립 그룹별 토의접수 영균



241ft< 검文化 47호

4 관련성 인식에 따론 제주방언/표준어 구사능력 인식의 차이

마지막으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별

로 스스로 생각하는 표준어 혹은 제주방언 사용능력을 보면 <표 8>과

갇다

〈표8)대답별 제주방언 표준어 사용능럭에대한 인식
긍정그등 부정그룹 중링그즙

표준에 풍등 제주어 표준어
옹등

제주어 표준어
동음

제주어
우우1이 우위 우위 우우1 우위 우위

어찌표현 57.1% 2}8% 19.1% 50.0% SO.09í 0.0% 28.6% 71.4% 0.0%
(12) (’) (4) (이 (6) (이 α) (5)

”말음F걱양 42.9% 57.1% 0.0% 33.3% ’8.3% 8.4% 0.0% 100.0% 0.091:
(9) (12) (이 (4) (7) (1) (이 m (0)

웅탑자 스스로 인식능F는 표준어 및 제주방언의 사용 능력을 대답유형

별로 살펴보면(<그림 8，9> 참조)，우선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

련성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경우는 어휘/표현에 있어서는 표준어

능력이 우위에 있고 말음/억양에 있어서는 상호 동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 부정적으로 대답한 경우는 어휘/표현에 있어서

표준어가 우위에 있거나 통퉁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발음/억양에 있어

서는 통풍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끝으로 중립적인 용답자의 경우도 모

두 두 방언의 사용능력이 동퉁하다고 인식승F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식은 대답유형에 상관없이 제주방언 구사능력이 어휘/표현

혹은 발음/억양의 측면에서 부족하거나 표준어 사용능력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인 용답지들이 자신

의 제주방언 구사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설분문항에서는주어진 영역별(어훼표현혹은 발음/억앵로표준어와제주방언의
사용능력에대한상호비교를직정적a로 질문하지는않았다 다만 상 중 g녕기

준으호주어진 영역별로자가 명가들하도록 하였는데논의의 편의상표준어가
한 단계라도높으연표준어우위로제주방언이한 단게라도높으연제주방언우
위 그리고같으연동등으로분류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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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빌음/억앙의측면에서 대답열 표준어/제주방언구사능력인식

하지만 표준어를 우위에 두느냐 혹은 제주방언과 동둥하게 인식하느

냐는 〈그립8>과 〈그링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럽 대답별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중핍적인 대답올 한 웅탑자 중에 표준어와 제주방언 구사

능력이 동둥하다고 인식하는 옹당비율이 많은 면이다 부정적인 대답올

한 경우도 동동하다고 인식하는 HI율이 높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대당을

한 경우에 적어도 어휘나 표현에 있어서는 표준어 구사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웅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음과 억양에

있어서는 두 방언의 구시능력을 동동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v. 결 론

본 연구는�제주지역의 이중방언사용 현상이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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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문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제주지역 영어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련성

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았다 관련문헌의 경우，제주지역의 이중방언사

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제주지역과 유사한 이중방언시용 현상을 보

이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교육을 다룬 연구，그리고 직접적A로
제주지역 영어학송자의 영어숨득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혹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관련생 측면에서 다소간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만

언어적인 관점이 아닌 언어학습과정 빛 의사소통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중방언사용이 외국어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

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중방언사용과 외국어

학습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설문결과를 다시 정리해 보면，이중방언사용이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사실상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웅답자보다 많았다 좀 더 나아가 발

음 영역을 제외하고 억양，어휘，말하기，듣기，읽기에 걸쳐 도웅이 된다

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측면 또한 억양 및 말하기라고 주로 선

택하였다 또한 스스로의 언어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이중

방언사용이 영어 학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았다 다시 말해서 이중방언사용과 영어학습의 관계를 긍정적

으로 보는 웅답자 그룹 중에서 자신의 영어놓력을 높게 평가하는 인원

이 다른 그룹보다 많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긍정적 그룹의 실제 영어능

력이 더 뛰어 1.-J-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

지 못했고 이점은 영어능력별로 더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확대함으로써 재차 확인할 펼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웅답자 대부분 제주방언의 사용능력보다는 표준어 능력이 우위에 있거

나 적어도 동둥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긍정 부정 중립 그룹별로 크

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관련운헌 연구 및 이중방언 사-%자의외국어 학슴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외국어학습 능력 혹은 성과에 기반을

둔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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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추가되거나 보완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여

겨진다

(1) 본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령대 및 다른 외국어

를 배우는 학습자를 포함한 더 많은 이중방언 시용지를 대상으혹 설문

조사를 할 펼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나이에 따른 이중방언사용

과 영어학습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확증하거나 관련성

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실질적인 영어실력의 차이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좀 더 다양한 계층，연령대，외국어 놓력을 보이는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제주방언 및 표준어의 사용상황과 습득과정 그리고 제주방언 및

표준어 능력에 대해 더욱 구체적요로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문항을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주방언 습득과정에 조부모에 대한 항목

을 추가할 펼요가 있으며 제주방언 및 표준어 구사능력에 대한 자가 평

가 시 이해부분(듣기/읽기파 사용부분(말하기/쓰기낼 구분하여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어 학습전략에 대한 설문을 추가하여 제

주지역 이중방언 사용자에게 두드러지는 외국어학습전략이 있는지 확인

해 보고 이것이 효과적인 외국어 학숨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3)가능하다면 실질적인 언어놓력 표준어，제주어， 영어 능력

을 평가하고 관련성에 대한 인식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

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어，표준어， 영어 모두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다면 이중방언사용의 실제 능력과 영어능력의 상관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 이중언어사용 혹은 이중방언시용이 상위언어능력의 측면에서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는

데(송지희，2014; Balla ，2013; Cenoz ，2003; Papapavlou & Phili，2009;
Sanz ，2000) 이와 같은 주장이 제주지역 이중방언 사용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학생과 서울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상위언어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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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부록]

이중방언사용과 영어 학습 관련성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전곰

모
모

모
모

본인의 영어능력

상 중 ôf
밀ôfJI
쓰 기

듣 기

읽 기

6를， -n
어 염의

공인 영어 성적 (TOEIC / TOEFL /TEPS / 기타 )점수

1 표준어 습득/학습은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해당하는것을 모

두 고르시오)

(1) 부모로부터

(2) 학교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의표준어 사용---←/교과서 )

(3) TV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4)동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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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2 본인이 생각하기에 언제 표준어를 주로 사용합니까? (해당하는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육지사랍에게 α) 공식적인 상황에게 (구체적으로 --)

.，(3) 친밀하지 않은 사람 (4)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5) 기타

3 제주어 습득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해당하는것을 모두 고

르시￡
(1) 부모로부터

(2)학교교육을 통해서 (선생님의제주어 사용-_/교과서 )

(3) η7나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써동료로부터 5) 기타

4 본인이 생각하기에 언제 주로 제주어를 사용합니까， (해당하는것을

모두고르시오)

(1) 제주사람에게

(기비공식적인 상황 (구체적으로

(3)친멸한 사람에게

(써상대방과의 지위관계가 강조되지 않는 상황

(5)청자의 지위가 낮을 때

(6)기타

5 본인이 생각하는 제주어 능력은〉

어휘/표현 상 중 하

발음/억양 상 중 하

6 본인이 생각하는 표준어 능력은〕

어휘/표현 상 중 하

발음/억양 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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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혹은제주어와 표준어를 교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본인의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합니까〉 예 /아니오

(4)말하기(3) 어휘

(7) ~171

7.1 만약 위 질문에 “예”라고대답했다면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1) 발음 α) 억양
(5) 듣기 (6) 쓰기

(8) 기타

7.2 만약 위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연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l

(1)발읍 (깅억양 (3)어휘 (4)말하기
(5) 듣기 (6) 쓰기 (7) 읽기

(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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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떤뜨」

English Learners' Perceptions on the Influence of
Bidialectalism in JejuIsland on their L2 English

Acquisition

Shin，αang-Won*

This study attempts to look at how EFL learners in J이u Island，

where both ]eju dialect and standard Korean are used alternately，

perceive the inf1uence of their bidialectalism 00 their English learning

and t。εxplore specific ways to do empirical studi않 00 the effe다 of

bidialectalism 00 L2 acquisition. For trus，data were collected from 40

UnlV-εrsitystudents using a questionnaire about their perceptions on the

effect of bidialectalism 00 rheir English learning， their learning

experience of acquiring Jeju di외ect and stanclard Korean，specific socìal

conditions uncler which they switch between Jeju dialect and standard

Korean， and their perceived English profi디ency.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think their

bidialectalism has a positive effect on their L? English learning. and they

identified intonation，vocabulary，speaking，listening，and readìng as

specific language skills which can be positively inf1uenced by their

bìdialectalism. On the other hand，the respondems who perceive their

bidialectalism to ha、e a negative impact on their Englìsh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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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that Jeju dialecr seems to intcrfere with their acquisition of

intonation and speaking skill. Furthermore，Ît was found that the more

positive the subjects consider the relatîonship between bidialectalism and

English learning to be，the higher they perceive their English proficiency

to be. Most of the subjects also reported that theîr..profìciency of

standard Korean is ，~qual to or higher than that of Jeju qialect. Finally，

based on these fìndings，somc specific ways to deal wÎth the issue of

bidialectalism as a facilitator of language learning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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