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한국어의 리듬에 판한 고찰 

-세대간의 리듬 변동 현상-

현 퍼!. 
「

펼자는 한국어의 리듬에 관하여 몇 현의 글을 쓴 일이 있다(이현복 1965, 

1973, 1974, 1982, 1985, 1986). 이들 논문에서 시도한 한국어의 리 듬에 관 

한 기술은 모두 안정된 세대가 쓰는 표준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를 

한국어의 표준적인 리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 

안정된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는 말의 리듬에 상당한 차이가 냥을 관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대에 따른 리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씨를 기준으로 하여 안정된 세대와 젊은 세대를 명확히 구분하기 

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펀의상， 일반적으로 40대 이후를 안정된 세대， 

그 이전을 젊은 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리듬의 

차이는 표준말 사용 지역의 세대간 뿐 아니라 방언간에도 존재한다. 

이 짧은 글에서 필자는 오늘날 젊은 세대 의 말써에서 나타나는 리듬 중에 

서 안정된 세대의 리 듬과 차이를 보이는 유형만을 추출하여 그 특정을 기술 

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음에 기술하는 젊은 세대의 리듬 유형이라고 하여 

모든 젊은 세대에게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다만 일반적 

인 경향이요 추세일 따름이다. 젊은 세 대 중에도 표준말 교육을 올바로 받 

은 사람은 안정된 세대의 표준 리 듬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세대에 따른 우리말 리듬의 변동 유형을 다음에 간추려 기 솔한다. 

1. ’(C)V: (C)jCV (C) • (C)V (C)j’CV (C) 

(표준 리듬) (젊은 세대 리 듬) 

이것은 첫음절에 긴 모음이 들어 있는 2-음절 및 3-음절 낱말에서 첫음절 

에 악센트를 두는 것이 표준적인 리듬의 유형이나 젊은 세대의 말씨 에 서는 

두째 음절로 악센트를 이몽하는 현상이다. 필자는 한국어의 “악센트”를 세 

기와 길이의 복합으로 본다. 따라서 악센트가 놓인 음절은 그렇지 않은 음 

절보다 “돋들린다”고 하는데 이는 돋들리는 음절 이 구체적무로 걸고 세게들 

린다는 뭇이다. 돋들리는 음절을 〈땅〉으로 명하고 그렇지 않은 음절을 〈디 〉 

로 한다연 표준 리듬은 〈땅디 〉로 나타낼 수 있고 젊은 세대 리듬은 〈디땅〉 

￡로 나타낼 수 있 다. 즉， 두 세대 간에 정 반대의 리 듬 유형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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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려듬의 차이를 보이는 예를 들연 다음과 같다. 

표준 리듬 젊은 세대 리듬 

’사:람(들) 사’람(들) 

’시 :장(에) 시’장(에) 

’고:장(차) 고’장(차) 

’전:화(가) 전 ’화(가) 

’경 :상(도) 경 ’ 상(도) 

2. ’(C)V(C)jCV (C) • (C) V(C)j ’CV(C) 

(표준 리듬) (젊은 세대 리듬) 

이것은 1에서 기술한 내용과 유사한 경우이나 다만 첫음절 모음이 짧다. 

젊은 세대는 역시 〈다땅〉의 리듬을 보인다. 보기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방법(이) 

’신속(한) 

’정치(가) 

’성공(적) 

방’법 (이) 

신 ’속(한) 

정’치(가) 

성’공(적) 

3. ’ (C)V: (C)j ’CV:(C) • (C)V(C)j ’CV:(C) 

(표준 리듬) (젊은 세대 리듬) 

첫음절과 두째 음절에 모두 긴 모음이 들어 있는 경우에 표준 리듬은 두 

음철 모두가 돋들리는 〈땅-땅〉의 리듬을 보이나 젊은 세대는 두째 음절만이 

돋들리는 〈디 땅〉의 리 틈으로 나타난다. 

l제:’오: (과) 재’오:과 

’소:’시 :민 (적) - 소’시 :민(적) 

’비 :’신:사(적) - 비 ’신 :사(적) 

때로는 두째 음절의 홈소리마저 길이가 짧게 나는 일이 적지 않다. 즉 

’소 .1 시;민적 - 소’시:민적 - 소’시민적 

’비:’신:사적 - 비’신:사적 - 비’신사적 

4. ’S:W ’S:W • W’SWW (S=강음절 W=약음철) 

표준 리듬 젊은 세대 

이것은 4음철로 구성된 복합어 (2-음철 형태소 2개로 이루어집)의 경우에 

표준 말써에서는 1음절과 3음철이 긴 흘소리를 포함하고 있어서 돋들리고 

냐머지 음철은 여리게 나는 〈땅디땅디〉의 리듬을 보인다. 그러나 젊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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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씨에서는 두째 음절만이 강화되어 돋들리고 나머 지 음절은 모두 여리 

게 실현되어 〈디땅디디〉의 독특한 리듬을 보인다. 

’예:방’주:사 

’시:청’연:셜 

’예 : ul ’회:당 

’회:장’선;거 

예’방주사 

시’정연설 

예’비회담 

회’장선거 

5. ’S:w’SW • W’sww 

이것은 4. 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세째 음철의 흉소리는 짧A냐 음철의 

구조는 CVCol 어 야 한다. 따라서 리 듬의 유형 도 4와 같다. 

’시:장’경제 시’장경제 

!저 :금!통장 - 저 !금통장 

’방:송’국장 - 방|송국장 

6. WW’SW • W’sww 
표준 리듬 젊은 세대 

이것은 CV로 구성된 두 개의 약음철 다음에 CVC로 구성된 강음절이 올 

경우에 바로 그 강음철이 돋틀리도록 발음하는 것이 표준 리듬이나 젊은 세 

대의 말씨에서는 처음에서 두번째 약음절로 강세가 이동한다. 따라서 리듬 

은 〈디다땅디 〉에서 〈디땅디다〉로 변한다. 

사라’진다 

기다’렸다 

너머’온다 

사’라진다 

커’다렸다 

너!머온다 

맺 음 말 

위에서 기솔한 세대 간의 리듬 변동을 종합하여 보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끌어 낼 수 있다. 젊은 세대의 말써는 제 2 음절에 강세를 두어 돋들리게 발 

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제 1 음절의 강세와 제 3 음절의 강세를 기피하고 

제 2 음절에 강세를 이동하는 경향이 정다. 또한 긴 흘소리를 짧게 내는 경 

향이 심하고 이는 바로 제 2 음절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CVjCVj 
CVCjCV의 음절 구조에 서 CVC 음철 이 두번째 의 CV음절 에 강세 를 넘 겨 준 
다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제 2 음절 선호도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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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Rhythmic Patterns of Korean 

Hyun-Bok Lee 

The rhythmic patterns of Korean words, simple and compound, are not 

uniform for a11 Korean speakers. They differ from dialect to dialect and 

sometimes even between different age groups within a dialect. The standard 

Korean, which is spoken in and around Seoul, exhibits such rhythmic dif

ferences in words between diffrent age groups. 

The aim of this paper, therefore, is to describe the rhythmic differences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of over 40 years of age and the younger 

generation of under 40. It has been found that the speech of the younger 

generation reveals a very strong tendency to put accent on the second sy11able 

of words by weakening the first andJor third sy11able, which are usually 

strognly stressed in the speech of the old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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