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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광고에서의 방언 사용 전략에 대해 살펴본 연구이다. 방언은 광고에서 배경

화 되어 전경화 된 제품을 소비자인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거나 주목성을 이끌어 

내게 한다. 

방언이 전체적으로 사용된 광고 언어에서는 배경화가 웃음 유발 기제로 작용하여 호감

도를 형성하며, 부분적으로 방언이 사용된 광고 언어에서는 방언이 제품명 등으로 소비

자의 관심을 연결시키는 주목성의 역할을 갖게 한다. 이처럼 방언이 광고 언어에 활용될 

때는 방언이 전체 광고 언어에서 차지하는 양과 위치에 따라 소비자에게 작용하는 역할

이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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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광고 언어는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 배치가 전략적인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언어라면 재미있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표현도 마다하지 않는데 때로는 방언을 활용해서 광고 언어를 구

성할 때도 있다. 이때는 방언이 갖고 있는 지역성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에

게 상품에 대한 정서적 장점을 호소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유통업을 하는 기업은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렇게 소비자들에게 다가서려는 심리를 방언을 통해 나타낼 때가 있다. 다

음 (1)의 광고 언어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시민들의 성향을 파고들

기 위해 만든 전단광고에 실린 내용인데 매우 간단한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다. 

(1) 1999년 이마트 대구 성서점 개점 전단광고

이 뭐꼬? 

(1)의 광고 언어는 이마트라는 유통기업이 1999년 11월 17일 대구 성서

점을 개점하기 전에 대구 전역에 배포한 전단에 게재한 표제어1)이다. 이 

광고 언어는 노란색의 접지전단 맨 앞 표지에 큰 글씨로 쓰여 있어서 누가 

봐도 알아보기 쉽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 당시 대구지역에는 지역 유통기

업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이 새롭게 자리를 잡기 위해

서는 지역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들어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1) 광고업계에서는 헤드라인 또는 헤드카피라고 하지만 본고에서는 표제어로 명명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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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 것이 방언이었다. 그 당시 대구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투리

로 광고를 해서 재미있네’라는 반응 정도만 나타내었지만, 유통 대기업의 

치밀한 광고 전략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그 당시 광고업계의 

평이었다. 사실 (1)의 광고 언어가 실린 전단지의 맨 앞에는 점포 사진과 

함께 큰 글씨로 ‘이 뭐꼬’라는 표현만 있었지 다른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뭐꼬’라는 한 마디를 보고 전단지를 열어보게 되고 안에 있는 

이마트의 개점 내용까지 다 읽게 된 것이다. 표준어 지향적인 현대의 언어

생활 속에서 광고처럼 차별화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방언은 엄청난 힘을 갖

고 있다. 

광고 언어에서 사실 방언이 사용된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나 텔

레비전 광고나 라디오 광고에서는 그리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방송광고심의 과정에서 표준어 지향적인 예전의 심의 방식으로 인해 

방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방송광고심의 방식의 변화와 함께 인터넷 매체 광고 등에서의 자유로운 광

고 언어 사용 등으로 인해 광고 언어에서 방언의 사용이 꽤 늘어났다.2)

이에 광고 언어에서 방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살

펴보고 표준어를 사용하는 광고 언어에 비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2) 2005년 3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에 대해 2008년 6월 헌법재판

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해오던 방송광고의 

사전심의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2008년 제5차 이사회에서 회원사 방송광고의 사전

자율심의를 방송협회 사무처가 시행하는 안을 의결하여 2008년 11월 3일부터 한국방

송협회 광고심의팀에서 진행하고 있다(한국방송협회 누리집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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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광고 언어에 대한 연구 경향을 보면 예전에는 규범대상으로 광고 언어

를 연구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분석대상으로서 광고 언어를 연구하고 

있다(박영준 2002: 267-300). 오랫동안 광고 언어는 표준어 지향을 요구받

았고 비어 은어 등 잘못된 표현에 대한 규제 대상이었다. 그 규제의 요소 

속에는 방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텔레비전 광고 언어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방언이 활용되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김민수(1998: 66-72)는 인쇄매체에서 제품관여도에 따라 헤드라인에 방

언을 사용한 광고와 표준어를 사용한 광고에 대해 어떤 광고 효과의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저관여 제품에서 사투리를 

헤드라인에 사용한 광고가 헤드라인에 표준어을 사용한 광고보다 배 이상

이나 표적광고를 정확하게 기억하였고 광고에 대한 태도 역시 방언을 사용

한 광고가 표준어를 사용한 광고보다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제품에 대한 태도에서는 사투리를 사용한 광고가 표준어를 사용한 광

고보다 효과에 있어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부산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남방언을 사용해 얻어낸 성과여서 우리나라 전

체 광고 상황에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기동․김정우(2013: 183-210)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광고에서 활용된 

방언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세 가지 양상을 찾

았다. 하나는 방언이 광고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품 특징 설명에 방언의 활용이 유용하며, 마지막으로 광고에서 방언의 

활용은 광고의 인상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뢰도 향상과 

유용성, 강한 인상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함께 세 가지 양상으로 해석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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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이 어느 정도 지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권 방송에서는 진행

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에 대한 연구

도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오새내(2011: 77-104)에서 지역 구

성원들은 이동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구 변동을 고려한 사회언어학

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 이동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방

언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언어의 방언에도 다양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에서 지역성을 담고 있는 방언이 담

화적으로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광고 언어 연구에서 의의

를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담화분석의 무대화 방법을 이용해 방언을 활용

한 광고 언어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무대화는 정보의 제시 방법이다. 정보를 제시할 때는 전경화 되는 내용

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배경화 되는 정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서 방언을 사용한다는 것은 방언에 나타난 지역성 등을 배경화 

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그런 역할로 인해 실제 발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에 대한 자료는 텔레비전 광고

만을 대상으로 하며, 방송광고 심의 과정이 개편된 2008년부터 2014년 8월

까지 tvcf 누리집의 14,281편 중 무작위로 추출한 10편을 대상으로 한다.

Ⅲ. 고 언어에서 방언의 역할

현재 표준어 지향적인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어 

화자들은 방언에 대한 인식이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방언 화자들은 최근

의 방송 매체와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해 방언과 준표준어(RP)와의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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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 화자(bidialectal speaker)라고 말할 수 있다(이상규 1987: 84). 그래

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라도 방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는 상대 지역의 방언에 담긴 내용

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발화생산능력에 앞서 발화이해능

력이 있기 때문이다(Steinberg 1996: 167-168). 즉 사람들은 상대방 방언

을 직접 발화할 수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이 대중매체에 이용될 충분한 가능성이 열린다.

방언에는 표준말이 담아낼 수 없는 그 지역의 대표적 정서가 담겨 있다. 

이기갑(2009: 12-23)은 방언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꾸밈말, 정이 담긴 말, 

생생한 말, 순수한 우리말, 아름다운 방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표준

어와 다른 특징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방언은 상업적으로도 상당한 매

력이 있어서 특정한 상품 이름을 방언으로써 알리면, 해당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생소함 때문이라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고 하였

다. 결국 방언은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그 친숙함과 낯설음으

로 인해 광고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역성은 사회․문화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말한다. 지역성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사람들이 공유한 경험을 바탕

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도 표면적으로 그 특징이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지역성 중에 방언도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언어의 차이

에서 오는 지역성의 차이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낯설게 보이기도 하

고 때로는 서로에게 웃음을 제공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방언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은 없지만 작

은 심리 묘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영

어 화자인 미국인과 한국어 화자인 한국인이 있을 때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의 각 문장마다 숨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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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묘한 차이는 파악하기 힘들다. 

한국 안에서 각 지역의 방언을 쓰는 방언 화자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다

른 지역성이 묻어나는 미묘한 차이는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신 

서로 다른 억양과 어휘의 차이로 인해 웃음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방언을 사용하는 각기 다른 언어권의 화자들은 서로의 방언을 듣고 웃음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언어권의 방언이 의사소통은 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받

아들일 수도 있다. 이는 자연언어의 사용에 대하여 완전히 고정된 의미나 

규칙에만 의존하는 설명은 결코 완전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리의 의사소

통은 언어의 문자적 의미나 사용에 의하여 전달되는 의미 전달 기능을 훨

씬 능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박종갑 2006: 331). 방언에서 나오는 어

떤 차이 혹은 이상함 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청자에게 웃음을 짓게 만드

는 것 또한 언어의 문자적 의미 그 이상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

한 웃음은 곧 사라진다. 즉 계속 그 방언을 듣게 되면 그 방언에 익숙해지

면서 상대방의 방언에 대한 낯섦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머리 속에는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규범화 된 언어체계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규범에 따라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지역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머리 속에 있는 언어 규범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방언을 듣게 되면 그 규범과 

차이가 나면서 이상하게 들리면서도 의사소통은 가능하게 된다.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작은 규범의 차이로 인해 웃음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3)

 3) 양수경(2013:26-27)은 방언 화자 사이,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심리적 이질

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방언을 매체에서 사용할 때는 언중에게 다른 

심리적 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즉 방언을 직접 사용할 경우와 객관적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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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광고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흥미의 유발뿐만 아니라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김기혁 외 2012: 190). 그렇다면 흥

미를 일으키게 하는 담화 구조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서 방언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

어는 표준어로 전제하고 있는 일반 화자들은 웃음을 보이게 된다. 사실 웃

음을 유발하는, 이 자체가 이미 사회적 관계의 시도이다. 이것은 유아에서 

어른까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상이다. 유아들은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기존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무한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때 웃음을 표출

하고, 자신의 작은 성취라도 이를 타인과 공유하고자 하는 등의 사회적 관

계를 시도해 가는 하나의 기제이다(차영숙 2011: 207-209). 이러한 것은 

어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집단에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웃음을 유발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이러한 것

은 방언을 활용한 광고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 

방언이 있는 광고 언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 또한 

사회적 관계의 시도이다. 베르그송(Bergson)은 웃음의 본질을 사회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웃음은 현실의 또는 가상의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합의를 

본, 거의 공범이라 할 만한 저의를 숨기고 있다고 했다(홍경수․조의진 

2012: 140). 웃음을 유발하며 긍정적 분위기를 만드는 그 과정에 광고주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함께 표출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방언을 활용한 광고를 유머광고의 한 종류로 분류하지는 않는

다. 유머광고는 전형적인 재현 텍스트와는 차별성이 있어 서사를 비틀고 

실종시킴으로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있으며, 의미전달의 불확실성을 지

에서 살펴볼 때는 방언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다. 김선희(2010:45-66)에서도 방언은 

토속 정서를 환기시키고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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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수밖에 없으며 끊임없이 반복되거나 의미생성 훈련을 받도록 시리즈물

로 기획되거나 다른 텍스트로부터 의미를 끌어오는 상호텍스트성의 전략

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원용진 2001: 132-133). 하지만 방언을 활용한 광

고 언어는 언어 그 자체의 차이를 보일 뿐 그것으로 광고 담화 서사 자체를 

비틀지는 않으며, 상호텍스트성의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굳이 끌어오

지 않아도 된다. 방언은 그 자체로 광고 언어에서 배경화 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보통 담화 세계는 발화 참여자와 발화 장면이 포함된 텍스트 외적 세계

와 언어 표현과 그 의미로 구성된 텍스트 내적 세계로 나뉜다(Lambrecht 

1996: 36-37).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서 방언이 활용될 때는 방언이 가진 

지역성과 방언을 발화하는 배우로 인해 텍스트 외적 세계와 관련되어 있다

고 볼 수 있다.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는 그 방언에 담긴 지역성으로 인

해 그 광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하고, 그것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그 광고에 나오는 제품에 대해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의 지역성

은 그 내부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갖고 있는 외연적 특징을 

말한다. 즉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억양, 어휘 등을 통해 드러나는 낯선 

언어이며 이러한 낯설고 생경한 언어의 모습이 일시적 웃음을 유발하게 하

며, 이러한 웃음은 그 광고 제품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한다. 

결국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에서 지역성은 하나의 배경화 된 전략으

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4) 지역성을 담고 있는 방언 그 자체가 배경화 

 4)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전경 정보와 배경 정보라는 현상을, 극장 은유를 이용해

서, ‘무대화(staging)’라고 한다. 전경화는 어떤 한 측면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고 배경화는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한다. 화자나 필자는 어떤 요소들은 전경화되고 다른 

요소들은 배경에 남아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Renkema 1992: 

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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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광고주의 제품은 전경화 되는 것이다. 배경화 된 방언은 전경화 된 

제품과 상호소통하기도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소비자인 시청자에게도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역할을 한다. 

시청자는 방언이 가지는 이질적 언어에 의해 일시적으로 웃음을 보이면

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며, 시청자는 그 방언의 화자가 제시하는 광

고 메시지에 공감을 하게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방언 사용자는 자신의 정

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광고 언어에서는 이러한 방언의 정체성

을 이용해야 할 때도 있다. 이때 방언이 광고에서 하게 되는 역할은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긍정성,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이다. 또한 방언은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 모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는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구매보다는 그 제품에 대해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적

절하게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서 방언이 사용된 범

위에 따라 실현되는 담화적 효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Ⅳ. 고에서 방언의 활용 양상

(2)의 광고 언어는 일반인 모델을 통해 ‘남자한테 좋은데’라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광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특

히 억양에서 방언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하면서 그 제품을 사용할만한 세대

의 소비자들에게 은근한 신뢰감과 함께 호소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광고 

언어의 문장 내용은 산수유가 몸에 좋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말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방언을 활용하지 않은 비슷한 제품의 

다른 광고에서는 언어의 전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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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0년 천호식품 (남: 김영식 회장)

남: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남Na: 진하게 농축하여 만든 산수유 지금 주문하십시오.

공팔공 칠팔구 천오 천오 산수유 천 프리미엄

다음 (3)의 광고 언어는 전체적인 광고 언어의 흐름이 치밀하게 제품을 

향해 달리고 있다. ‘첫 촬영날’이라는 어휘에서 처음이라는 메시지를 던지

고, ‘너 요즘 뜬다며’에서 제품의 인기를 부각시키고 있다. ‘석류빛 내일’이

라는 말에서는 앞으로 이 제품이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

지고 있다.

(3) 2006년 미녀는석류를좋아해

여Na: 기다리던 첫 촬영날

남 : 한번뿐인 인생 놀다가면 그뿐

여 : 너 요즘 뜬다며?

남 : 선배

여 : 석류 꽤나 마셨나보지? 흥! 비켜

남 :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여Na : 석류빛 내일은 반드시 온다.

(2)의 광고 언어에서는 제품의 효용을 나타내는 형식을 보이면서 다소 

일차원적인 광고 언어의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3)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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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광고 언어의 흐름 자체가 매우 치밀하게 짜여 있어서 두 광고 언어

의 전개 양상은 매우 다르게 보인다. 하지만 (2)의 광고 언어는 방언이라는 

배경화를 통해 이미 그 자체로서 제품을 전경화 시키는 효과를 가지면서 

광고 언어의 흐름을 유지한다. 방언의 배경화는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웃음

을 유발하게 하며 이미 그 자체에서 긍정적인 호감도를 형성하게 한다. 이

는 방언이 가지는 지역성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가 지역성을 배경화 시키면서 소비자인 시청자

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광고 언어의 전략은 다양한 분야의 제품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음료 등 저관여․감성 제품뿐만 아니라 은행 등의 

고관여․이성 제품군이나 휴대전화 등의 고관여․감성 제품군에서도 방언

을 활용한 광고 언어가 보이고 있다. 방언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년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계층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4) 2014년 IBK 기업은행1 (남: 송해, 여2: 유빈)

여1: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간다 아입니꺼∼

그기 예금을 하모∼ 기업들이 억수로 좋다칸다카네

남, 여2: 맞데이∼

여1: 일자리도 마 팍팍 는다카데

여3: 뭣 좀 아시네예∼

남: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IBK기업은행

(5) 2014년 IBK 기업은행2 (남: 송해)

남1: 지금 단박에 IBK로 가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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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 예금을 하면은 기업을 많이 살쿤다잖아요.

여1: 참 좋더래요.

남1: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늘군다 그러구요.

남2: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IBK기업은행

광고 언어 (4)와 (5)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가 

전략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기업은행에 대한 치밀한 광고 메시지의 흐름보

다는 방언을 배경화 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하면서 일반인에 

대한 기업은행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여기서 ‘기업을 살리

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기업은행의 역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직접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미 방언을 통해 배경화 된 웃음 유발 기제가 소비

자인 시청자들에게 전제되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호감도와 공감대를 끌

어내기 위한 것이다. 즉 ‘기업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갖게 되는 오해를 

해소하고,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은행이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는 데에 

방언이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정치광고는 방언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을 정체성으로 연결시켜서 그 정

체성을 전략적으로 배경화 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주로 일반인 모

델을 통해 표현한다. (6)의 광고 언어는 각각 하나의 광고처럼 보이는 광고

를 두 개로 연결시켜 만든 것인데, 앞부분은 여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을 전라도 방언으로 표현하고 있고, 뒷부분은 실천의 중요성을 경상

도 방언과 연결시키고 있다. 

전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선 광고의 경우 각 지역을 다 고려해

야 하는데, 지역마다 던지는 광고 메시지도 다르게 담아내고 있다. (6)의 

광고 언어는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연관 지역인 경상도에는 대통령이 되면 

무언가를 해 줄 것처럼 암시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담고 있고, 정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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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인 지역에서는 현실 정치의 당면성보다는 ‘여자’라는 여성성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러한 것은 각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방언을 통해 유권자들

에게 호감도를 높이려고 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6) 2012년 대선 (여1: 박근혜 후보)

여1: 무엇보다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저, 박근혜 부패의 고리를 끊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2: 그랑께 여자가 돼야 된당께∼ 

그래야 아 뭐라도 바낄께 아녀

여Na: 기대하세요. 박근혜가 바꾸는 세상

여2: 확 바까부러!

여Na: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1번 박근혜

여1: 약속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기 어렵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실천∼

남: 그래 맞데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맨날 조디만 갖고 하는 놈은 안 된다 마

이번에는 박근혜 니가 해뿌라 마

여Na: 기대하세요. 박근혜가 바꾸는 세상

남: 확 바까뿌라 마!

여Na: 준비된 여성 대통령 기호1번 박근혜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에서 방언의 지역성을 배경화 시키는 것은 광

고 언어를 하나의 정보로 처리하여 무대화 시키는 방법이다.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지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에서는 정보가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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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담화 체계에서 정보와 의미는 

분명히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의미는 문장을 구성하는 일부도 될 수 

있지만 정보는 청자에게 전하려는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말한다. 다음 (7)

의 예문에서 그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선생님: 왜 학교에 늦었어?

학생 : 버스가 늦게 왔어요.

(7)의 담화에서 ‘학교’나 ‘버스’ 등은 그 자체가 정보는 아니다. 여기서 

이 담화를 통해 우리가 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은 ‘학생이 평소에 버스를 타

고 다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담화에서 의미보다도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데, 특히 광고 담화에서는 의미 전달보다는 정보 

전달에 더 치중할 때가 있다. 이때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는 방언이 가진 

지역성을 배경화 시킴으로서 그 자체가 이미 어떤 정보 전달의 힘을 갖게 

된다. (8)의 광고 언어는 ‘하모니’라는 고추장비빔라면에 대해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보다는 그 제품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시청자

들에게 전하기 위해 방언을 활용하고 있다. 

(8) 2012년 농심 고추장비빔라면 하모니 (여: 도희)

여: 요것이 바로 하모니여이∼

숯불 고추장을 쫙 쫙 쥐어 짜가지고 요로코럼 비비면은

아∼ 나 방금 욕할뻔 했어 

와 나 환장하겄네 

겁나 맛있다

함께: 내 이름은 비빔라면 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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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광고 언어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단순히 ‘비빔면이 맛있다’는 것인

데 이 자체는 정보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때 방언은 광고 언어에서 배경화 

되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방언은 광고 언어를 듣게 되는 

시청자로 하여금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광고 언어가 배경화의 전략으로 방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전국 

지역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방언이 사용될 수도 있다. 다음 (9)의 

광고 언어는 웃음을 유발하는 기제로 방언을 배경화의 전략으로 사용하면

서도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방언이 활용

된 예이다. 

(9) 2012년 LG U+LTE (남1: 황현희, 남4: 양상국)

남2: 암만 미쳐버리겄네∼

남1: 안 터져

여1: 환장하겄시유

남1: 안 터져

남3: 와아아∼, 와 이기 와 이런기래요?

남1: 안 터져

남4: 이걸 확 마 궁디를 쭉 차삐까?

남1: 정말 안 터져

여2: 무사 영 햄신고 게

남1: 예? 모든 시에서 터지지 않는 LTE의 불편한 진실

전국 모든 시에서 터지는 유일한 LTE는 유플러스뿐입니다.

남Na: U+ LTE

(9)의 광고 언어는 각각의 대사에서 전라도, 충청도, 함경도, 경상도, 제

주도 방언을 나타내면서 제품이 전국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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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방언은 유명 개그맨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기

제로 방언이 배경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방언을 활용한 광고 언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이 등장인물인데, 

주로 유명 모델과 함께 등장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의 광고에서 천

호식품 회장인 일반인 모델이 방언을 사용하지만, (4)와 (5)의 광고에서 

‘전국노래자랑’의 사회자인 송해와 대화하는 모델이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6)은 대통령 후보가 등장하는 가운데 일반인 모델이 방언을 발화하고 있

고, (8)은 연예인 도희가 방언을 사용하며, (9)는 황현희와 함께 출연하는 

양상국이라는 개그맨이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방언이 갖고 

있는 지역성을 유명 모델과 연결시킴으로서 표준어 방송으로 전제되어 있

는 일반 시청자의 마음속에 놀라움과 생경함을 자아내게 한다. 즉 방언 화

자의 친근감과 동질감이 표준어 방송 멘트와 대비시키면서 인지적 부조화

로 웃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다.

방언이 광고 언어에서 배경화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방언이 사용되

어야 한다. 방언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방언을 사용할 때

와는 그 의도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 (10)의 광고 언어와 (11)의 광고 언어

는 방언의 양적 활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10)은 전체적으로 (11)은 처음

에만 방언을 활용하고 있다. 광고 언어 전체에서 방언이 차지하는 양의 비

중과 어떤 위치에서 방언이 나타나는가에 따라 방언이 배경화 하고자 하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다. 광고 언어 전체적으로 방언을 활용한 경

우에는 공감대 형성을 통한 호감도와 관련 있어 보인다. 하지만 (11)의 광

고 언어처럼 처음에만 방언을 활용하는 것은 주목성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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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3년 맥스웰하우스

남1: 아따 친구야 생각나냐? 

우리 참말로 많이 싸웠었잖네

남2: 모리나? 

싸우니까 친군기다.

남1: 캔 커피 한 잔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는 친구다 

맥스웰이다

남2: 응답하라 맥스웰하우스

(11) 2014년 피자헛

남1:   촌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남2:   우리 돈 많아라아아

여:    오천구백 원 맞습니다.

S.E:   (염소 울음 소리)

점심 피자 진∼짜로 오천구백 원

남3:   점심이 기다려져요.

Jingle: 피자 앤 모어 피자헛

일상언어의 대화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

볍고 부드러운 화제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광고 표제는 수신자의 시선 고

정에 일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고의 시작부인 표제는 일상언어와 다른 

전략이 요구된다(서은아 2003: 106-107). 이처럼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서

도 도입 부분에 방언을 사용해 주목성을 높일 수도 있다. 방언을 부분적으

로 광고 언어에 활용하는 것은 웃음 유발 기제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다음 (12)와 (13)의 광고 언어는 방언이 전체 광고 언어에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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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번만 나온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순간적인 웃음을 유발하여 광고

의 주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12) 2013년 삼성 갤럭시 S4 LTE-A

여 : 아 심심해

남1 : 그럼 우리 끝말 잇기 할까?

함께 : S translator 끝말잇기 하기

남1 : 바다

갤럭시(여) : 우미

여 : 미타이

갤럭시(여) : I want to see

남2 : 에스 이…… 엘레펀트

갤럭시(여) : 파샹

남 : 샹치

갤럭시(여) : 장기

남 : 기……  머라카노

갤럭시(여) : What did you say?

함께 : 하하하하

여Na : 삼성 갤럭시 S4 LTE-A

(12)의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서는 방언이 아주 부분적으로 활용되어 웃

음을 유발하고 있다. ‘머라카노’처럼 한 문장만 활용된 경우에는 방언이 배

경화 전략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텔레비전 광고 언어의 마지막 부분에

서 제품명이 발화되기 직전에 그 제품명으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

한 연결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방언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중간에 나오거나 마지막 부분 바로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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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는 것은, 순간적인 주목성을 활용하여 광고 언어 전체에서 제일 중

요한 제품명을 시청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13)의 텔레비전 광고 언어도 그러한 경우이다.

(13) 2012년 올레TV (여: 달샤벳 수빈)

남1: 예, 타자 쳤습니다.

남2: 방망이가 좌중간을 가르네요.

여 : 뭐요? 

아이, 방망이가 가르면 안타제 

으메 미쳐뿌려이 

안타여

남Na: 딱 편파적인 당신을 위해! 

올레TV 편파 야구중계

여Na: 두(do) 두 두 올! 레! 

위 (13)의 광고 언어는 ‘방망이가 가르면 안타제 으메 미쳐뿌려이 안타

여’ 등 방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순간적인 웃음을 유발하여 

광고 언어를 접하는 시청자로 하여금 주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때 방언은 소비자의 관심을 제품명으로 연결시키는 연결 장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품에 대한 광고 전략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서 방언이 사용되는 범위와 방법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이 활용된 텔레비전 광고 언어의 표현 양상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방언이 발화되는 유형은 대부분 어휘로 방언을 나타내고 있으며, 문장은 

표준어인데 억양으로 방언을 나타내는 것은 한 편밖에 없다. 이는 방언으

로 표현된 어휘의 의미를 일반 시청자들도 알고 있으며, 의미가 같지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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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다른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웃음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표1. 방언을 활용한 텔 비  고 언어의 표  양상

구

분
방언 활용 텔 비  고 발화자

방언문장 치

/ 체문장 수

방언

유형

제품

고 략

1 2010 천호식품 일반 1,2,3,4/6 억양 신제품

2 2012 올레TV 편파방송 모델 3,4,5,6/9 어휘 신제품

3 2012 대선 박근혜후보 일반 3,4,6,11,12,13,15 /16 어휘 정치광고

4 2012 농심고추장비빔라면 모델 1,2,3,4/5 어휘 신제품

5 2012 LG U+LTE 모델 1,3,5,7,9/11 어휘 리포지셔닝

6 2013 맥스웰하우스 모델 1,2,3,4/7 어휘 리포지셔닝

7 2013 삼성갤럭시S4LTE-A 모델 12/14 어휘 신제품

8 2014 IBK기업은행 모델 1,2,3,4,5/6 어휘 리포지셔닝

9 2014 IBK기업은행 모델 1,2,3,4/5 어휘 리포지셔닝

10 2014 피자헛 모델 1,2/6 어휘 신제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서도 살폈듯이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서 

방언이 활용될 때는 유명인의 발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인과 유명인 모델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방언 화자의 친근감과 유명인 모

델의 이미지가 대비되면서 웃음 유발 기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

다. 이는 광고의 무게감이나 고관여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정치광고에서

도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에는 전체 광고 언어에서 방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이미 있었던 제품에 대한 리포지셔닝의 경우에는 

방언이 비교적 많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언이 전체적으로 사용

된 광고 언어는 제품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었을 때 적당해 보이며 부분

적으로 사용된 광고 언어는 시장 진입 초기에 제품에 대한 주목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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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텔레비전 광고 언어에서 방언이 어떤 역할을 하며, 그것이 실

제 광고에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 방언은 광고에서 

언어적으로 배경화 되어, 시각적 혹은 언어적으로 전경화 된 제품을 부각

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는 호감도와 주목성이 관련되어 있는데, 광고

에서 방언을 전체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

라 그 양상은 다르다.

소비자는 전체적으로 방언이 사용된 광고와, 부분적으로 사용된 광고에 

대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배경화 된 방언의 웃음 유발 기제는 전경화 

된 제품에 대해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거나, 제품에 대해 주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면을 봤을 때 광고에서 방언을 활용할 때는 제품의 

특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세분화 시켜 적용할 때 더욱 더 효과적으로 작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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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Strategy of the Dialects in Advertisement

Lee, Chul-Woo

This thesis aims to do a research on the application strategy of 

advertisement using the dialects. Whether the dialects are used partially or 

in full scale in advertisement, the application of dialects appear different.

If the dialects are used in full scale in the advertisement, the background 

of the dialects plays a role of the mechanism for laughter and make the 

spectators have attachment. If the advertisement is using dialects partially, 

the dialects make consumer note the brand and pay attention to the 

commodity. When dialects are used in advertisement, the role of the dialects 

for consumer in advertisement work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mount 

and position of the dialects as you see. 

Key Word : Advertising language, dialects, background, device of laughter, 

attachment,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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