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도와 리듬에 짜른 말소리의 변동 

현 보
「
 

1. 말의 소리는 언어의 기본 매체이므로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언어학에서는 일차 

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더구냐 말소리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음성학이나， 

음성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음운론에서는 말소리 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으로 말소리에 대한 청확한 지식은 음성학과 음운론에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언어학의 

종합적인 연구에도 필수적임을 알게 된다. 

2. 어떤 언어이건， 그 언어의 말소리에 관한 청확한 기술과 분석이 없이， 막연한 지식， 

또는 선대에서부터 전해 오는， 비판과 검토를 거치지 않은 애매한 정보에만 의존하는 언어 

분석이란 예기승지 않은 중대한 오류를 벙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그릇된 음성학적 지식 

과 자료에 의 지 하여 음운론적 분석 을 한다면， 그 분석 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에 따른 공식 

이 아무리 완벽하고 이상적으로 보인다고 해도 이는 이미 진실과는 동댈어진 거짓 분석이 

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3. 근래 우리나라의 언어학계에도 이같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언 

어 커 술과 분석이 엿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말소리를 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음성 

학과 음운론에서 말소리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이 어떠한 불합리한 결과를 빚는가를， 한국 

어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 보이기로 한다. 

4. 파열음의 유성화규칙. 한국어의 음성학과 음운론에서 파열음 / l:l/, / c / , / 기/는 유 

기파열음 /표/， /E/ , /격/ 및 우기파열음 / tltl / , /rr./, / 11/와 대럽되는 별개의 음소이며 

초성과 종성에서는 무성으로 나고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실현된다고 기솔하는 것 

이 보통이다. 즉 

[~l- m /v-v 
와 같은 일반적인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성음 사이에서 나는 /닝 c ， 

기 /는 항상 유성음 [b, d, gJ로 발음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5. 파열음의 유성/무성현상. 그러 나， 위에 말한 파결음 /l:l, c , 기/의 유성화 규칙은 

부분적인 현상을 설명할 뿐이고 전체적인 현상을 완천히 들어내 주지 옷하으로， 결국 불완 

천하고 부분적 인 규칙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우선 다음 예를 보자 : 

(1) 바보[\;>a:þoJ 

(2) 야당[ja :gaDJ 

(3) 요가 [jo:g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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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 방[홍wmþaDJ 

(5) 삼동 [ShmgooJ 

(6) 상가 [shaogaJ 

(7) -경 상\북도[흥jø:osha얘ukt?oJ 

(8) 대 \구시 [야gushiJ 

語學m究 第18卷 第 1 號

(9) -경 상북도 대\구시 [홍jø :ozaobukt? 0 qegushiJ 

(10) 대\구시 \대구[qegushi 야흥uJ 

[여기서 ‘-’는 일갱한 높이의 I영조 억양을， ‘\’는 내렴조의 억양을 표시하며 억양의 형태 

는 이들 표시가 없힌 음절에서 시작된다. 'J 

위의 예에서 (1-6)은 모음과 모음사이， 또는 유성자음과 모음사이에서 / 1:1, 1::, 기 /가 전 

형적으로 유성화하는 현상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7)의 /경상북도/에서 ‘북’의 /1:1/은 유성 

의 환경에서 나지마는 유영음 [bJ로 소리나지 않고 무성음 [ÞJ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7) 

과 (9)는 모두 ‘경상북도’란 같은 말이나 다만 강세의 수와 그에 따른 리듬 패턴에 차이가 

난다. 즉， (9)는 강세가 음절 ‘경’에 없힐 뿐이나 (7)은 ‘경’과 ‘북’에 모두 강세가 있다. 또 

한， 그에 따라서 리듬도 달라지기 마련이어서， (9) 의 ‘경상북도’는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한 리듬 단위로 발음되는데 비해서 (7)은 리듬 단위가 ‘경상’과 ‘북도’의 둘로 나뉘어 진 

다. (7) 과 (9)의 리듬 패턴의 차이를 음악의 음표로 대략 표시하연 다음과 같다. 

(7a) -경상\북도 

.L J J Þ 
(9a) \경 상북도(대 \구시 ) 

Jt þþþ (þ J þ) 

위의 (7a)와 (9a)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의 낱말도 강세의 수와 위치가 엮어 내는 

리듬 패턴에 따라서 그 양에서 나는 /1:1/의 음가는 [bJ와 [ÞJ로 달리 실현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 1:1, 1::, 기 /가 유성음 사이에서 우조건 유성화한다는 식의 

규칙을 세워서 이를 일반화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6. 또한 (8) 의 /대구시/와 (9)의 /경 상북도 대구시 / 및 (10)의 /대구시 대구/를 비교하 

여 보면 강세와 리듬 패턴이 다음과 같다. 

(8a) /대 \구시 / [qegushiJ 

Þ J Þ 
(9a) /-경장북도 대 \구시 /[흥jø:ozaobukt? 0 qegushi] 

』써써 Þ h))Þ 
ClOa) /대 \구시 \대 구/[야gushi qe흥uJ 

Þ J Þ Jl Þ 

위에 서 강세를 받아 강하고 길게 소리나는 음절인 c/대구시 /의 ) /구/의 / 기 /은 (8a)와 

(9a) 및 ClOa)에서 모두 유성음 [gJ로 난다. 이때의 /기/가 [gJ로 나는 것은， 유성음 사이 

에서 나는 / 기 /이 유성화 한다는 일반적인 규칙 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10a)의 /대구/에서 /기/은 유성음 사이에서 남에도 불우하고 [gJ 아닌 우성음 



속도와 리듬에 따른 말소리의 변동 117 

[홍〕로 남을 알 수 있다. (8a) , (9a) , (l Oa)의 [qegushi]와 (lOa)의 [qe흥u]의 차이는 음절의 

수와 강세의 위치에 따른-‘리듬 패턴에 있다. 즉， [야gushi]는 3음절로서 강세가 두째음절에 

있고， [qegu]는 2음절로서L강세가 첫음에 있어서 리듬의 패턴이 다음과 같이 달리 난다. 

qegushi-• J'> J J'> 

qe흥u →J2J'> 

여기서 음절의 수와 강세의 위치에 따른 리듬의 차이라는， 두가지 요인 중에서 어떤 것 

이 더욱 결정적인 초건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두 요소가 동등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치는 f더 

욱 광범한 자료를 이용한 조사가 있어야 정확한 판정이 나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 

구/ 에 서는 / 기 /이 무성파열음 [홍]로 실현되어 일반적 인 유성화 규칙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7. /人/의 유성화. 한국어에서 /λ/은 절대로유성화하지 않고 언제나 무성음으로 실현되 

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비록 유성으로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조건에서 

냐는지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위의 (7) /-경상\북도/에서 두째음절의 /人 /이 비록 

유성음 사이 (o_a) 에서 나지마는 유성화하지 않음을 보연 /λ/가 절대로 유성음으로 실현되 

치 않는다는 일 반적 인 규칙 에 따르는듯 하다. 그러 나 (9) /-경 상북도 대 \구시 /에 서 는 같은 

/λ/이 유성화하여 [z]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경상북도 대 \구시/에서는 /人/이 

유성화하는데 반해 /-경상북도/에서는 /人/이 유성화하지 않고 그대로 무성A로 실현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 두말할 필요 없이 /λ/에 무성음 또는 유성음으로 실현되게 하는 근본 
요인은 랩포， 즉 말의 속도와 리듬의 패턴이다. 이들의 랩포와 리듬패턴을 비교해 보자‘ 

(7a) /-경 상\북도/ [흥jø:osaogukt7 o] 

.J. J J J'> 
(9a) /-경 상북도 1대 \구시 / [홍jø:ozaobukt? 0헬egushiJ 

J1 hh J'> 껴J1J'> 

위에서 (7a) , (9a)는 점진적인 랩포의 차이와 그에 따라 각 음절이 차치하는 단위 시간의 

차이를 잘 드러내 보여 준다. (7a)는 두 리듬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단위가 두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음절이 차지하는 시간도， 네 음절이 한 리듬 단위를 이루는 (9a)의 

/-경상북도/보다 길기 마련이다. 또한 (7a)는 리듬 단위도 많고 음절 수도 많은 (9a)보다 

는 각 음철이 차지하는 시간이 길기 마련이다. 그러묘로 결국 (9a)는 가장 빠른 랩포로Z각 

음절이 발음되는 것이며， 그렇기 돼문에 유성음 사이에서 나는 /λ/이 무성을 계속 유치하 

기가 어려우리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7a) 와 (9a)에서 /북/의 / 'cl /이 문성 

으로 나나 (9a)에서는 유성화하여 [b]로 실현되는 사실도 설명해 준다. 

지금까지 설명한 유성/무성의 현상은 바단 /'cl / , / r. / , / 기 / 따위의 파열음과 마찰음 

/人/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파찰음 /^/과 마찰음 /등/ 따위에도 적용될 것￡로 생각 
된다. 

8. 래링고그라프의 증빙.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파열음 /'cl , r., 기/의 무성 /유성 현 

상과 마찰음 /人/의 유성화 현상은 단순한 청각척 판단에 근거한 것만은 아니다. 말소리의 

유성 /우성 현상은 스펙트로그라프나 오실로그라프 등의 기기를 이용한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 다. 여 기 서 는 래 렁 고그라프 (Laryngograph) 를 이 용하여 위 에 말한 유성 /우성 의 차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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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 본다. 원래 래링고그라프는 성대진동의 유우와 진동수에 따른 소리의 높낮이를 구체 

적으로 보여주는 기기이으로 성조와 억양의 분석에 적합하나 유성과 우성의 판단에도 효과 

가 있다. 다음 그럽에서 보듯이 아래쪽에 있는 기준선이 나타난 부분은 무성을 나타내 고， 

기준선이 나타남이 없이 이에 해당하는 윗부분에 나타나는 선은 유성을 표시한다. 다시 말 

하연 /강가![홍aogaJ의 [gJ는 유성이묘로 기준선이 안 보이고 /강λ 가![홍aok?aJ의 [k?J는 

우성이므로 기준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에 인용되었던 유/무성의 실험 자 

료를 다음에 제시한다. 

-F*、L、잖a 
5I?3 훌 

갖'1~ 

3", 냥a 
캉 7싸 

(7) 

t 、뉴'"'，.、 "-...흩 
L l' r L ‘-

(9) 

-앙 g:35aj 

r-" ...，엑· •·‘ r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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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래링고그라프의 실험자료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음성음향실험실에서 최근에 필자를 

펴실험자로하여 얻은 것이다. 

9. 맺는 말. 언어의 분석과 기술에서 정밀한 자료처리가 선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 

주려는 것이 이 짧은 글의 목적이었다. 광법한 자료에 대한 정밀한 관찰과 분석이 없이 성 

급한 결론을 내리고 규칙을 세운다는 것은 진실을 외면한 허황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음성학과 음운론 분야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말소리에 

관한 청확한 지식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어의 음성학 

및 음운론적 연구에는 더욱 신중하고 정밀한 음성자료의 분석과 처리가 요청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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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netic Variations of Korean Speech Sounds as Conditioned 

by Tempo and Rhythm 

Hyun-Bok Lee 

The purpose of this short paper is to show by way of some concrete examples from 

Korean that a precise phonetic observation and analysis of actual language material is 

essential for any serious linguistic studie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phonetics and 

phonology. 1t is very likely that phonological studies, no matter how elegant and neat 

they may look, may turn out to be worthless, if the underlying material used in the 

analysis is phonetically untenable, because 'lln analysis based on the material which is 

either irrelavant or inaccurately observed, is bound to nullify the resul t. 

1n Korean, it is taken for granted, for instance, that the Korean lenis plosive consonants 

are always voiced intervocalically. 

But some data from the Laryngographical experiment show that intervocalic lenis 

plosives are not always voiced; they become voiced only in certain contexts as conditioned 

by such prosodic features as stress, rhythm and tempo. 1t is clear, therefore, that u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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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basic features have been fully accounted for on the phonetic level, not even a study 

öf intervocalic behaviour of Korean lenis plosives can claim completion, not to mention a 

complete description of Korean pho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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