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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모음-자음 연쇄에서의 F2 전이 연구

전 진 호

  모음의 포먼트 구조는 모음 고유의 안정 구간과 인접음으로의 전이 구간으로 나
누어진다. 자음으로의 전이 구간은 자음을 조음하기 위한 성도 내 발음 기관의 움직
임이 음향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자음의 조음 위치 및 발성 유형, 음절 유형에 따라 어떠한 F2 전이 양상을 
보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산출 실험을 주요한 방법
으로 채택하였다. 전이 양상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자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를 수치화한 뒤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
다.
  발성 유형에 따른 전이 양상을 비교하여,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F2 전이가 평
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어 작은 폭의 하강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경음의 후두 긴잔성으로 인하여 선행 모음의 길이가 짧아져 
조음체의 움직임이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구강 내 접촉 면적이 넓은 경음의 경우, 조음점이 이동하여 이것이 음향적으로 반영
되어 전이 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폐음절과 개음절은 전이 
폭 또는 전이 시작 시점에서 차이를 보임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밝혀내었다.
  동일 전이 방향을 보이는 모음-자음 연쇄에서의 전이 양상을 비교하여, 전이 폭
과 전이 시작 시점 혹은 두 기준 모두에서 차이를 보임을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기
존 연구들에서 밝힌 자음 고유의 로커스 주파수의 존재를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전
이 시작 시점 또한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를 알 수 있는 음향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모음-자음-자음-모음 연쇄에서 후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는 전반적



으로 전이 양상에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후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선행 자음
으로의 전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 자음을 발음하
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이 후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고, 
이것이 음향적으로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에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주요어: 제2 포먼트(F2), 포먼트 전이, 전이 시작 시점, 전이 폭, 조음 위치, 로커스 
주파수.

학번: 2018-2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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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논문은 한국어 모음-자음 연쇄에서 모음의 제2 포먼트(이하 F2) 전이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구체적으로 자음의 조음 위치와 발성 
및 음절 유형에 따라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며, 
아울러 자음의 로커스 주파수를 알려주는 전이 폭뿐만 아니라 자음으로의 전이가 
시작되는 시점 또한 자음의 조음 위치 정보가 담긴 음향적인 단서로 작용함을 밝히
고자 한다. 
  성도 내에서 모음의 좁힘이 형성되는 위치에 따라 발음 기관의 구조가 변하고, 이
에 따라 포먼트 구조가 바뀌어 각기 다른 모음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처럼 모음의 
포먼트 구조는 모음의 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F2 전이
는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포먼트와 관련하여 성도의 모양에 따른 모음의 포먼트 구조, F1과 F2로 이루어진 
모음 공간 구획, 모음 고유의 포먼트 전이 등의 논의들이 진행되었는데, 한국어에서 
자음으로의 전이(transition)를 다룬 선행 연구로는 최용서(1988), 양순임(1991)이 
있다.
  최용서(1988)에서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20대 남성 3명을 대상으로 폐쇄음 ‘ㅂ, 
ㄷ, ㄱ’과 단모음 ‘ㅏ, ㅣ, ㅜ, ㅔ, ㅗ’를 조합하여 ‘바, 비, 부, 베, 보’ 등의 단어들을 
3회씩 녹음하였다. 후행 모음의 시작 전이(onglide)와 모음의 안정구간(steady 
state)의 포먼트를 측정하여 전이 방향과 개별 자음들의 로커스 주파수를 추정하였
다.1) 그 결과 양순음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치조음의 경우 1,600-2,100Hz, 연구개
음은 1,700-2,000Hz라고 밝힌 바 있다.2) 본고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모음
1) 자음과 모음 사이의 전이는 이들의 선행 관계에 따라 모음에서 자음으로의 전이, 자음에서 

모음으로의 전이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V1CV2에서 선행 모음(V1)에서 자음으로의 전
이를 ‘끝 전이(offglide)’, 자음에서 후행 모음(V2)으로 들어가는 전이를 ‘시작 전이(onglide)’
라고 부르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모음-자음 연쇄에서의 F2만을 다루기 때문에 본고의 대
상은 ‘끝 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고에서는 Hz, mel을 단위로 하는 포먼트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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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음으로의 F2 전이 폭을 mel 척도로 환산하여 보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괄호 안은 Hz). 

<표1> 포먼트 전이 폭(최용서 1988: 21)

  양순임(1991)에서도 단모음과 자음을 조합하여 V1CV2에서 보이는 V1의 끝 전이
와 V2의 시작 전이의 폭을 살핀 바 있다. 171개의 무의미 단어를 “이게 X라 한다”
라는 틀 문장에 넣어 녹음하였다는 언급만 있을 뿐, 피험자와 녹음 횟수에 대한 구
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모음의 F2를 분석하여 양순음은 750Hz, 치조
음은 1,500Hz, 경구개음은 2,000Hz의 로커스 주파수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는데, 선‧
후행 모음에서 자음으로의 전이 폭을 mel 척도로 환산하여 보이면 아래 <표2>와 
같다(괄호 안은 Hz).

<표2> 포먼트 전이 폭(양순임 1991: 89-90)

  <표1>과 <표2>를 비교해 보면, 모음 ‘ㅐ(ㅔ)’의 경우, 최용서(1988)에선 후행 
자음에 상관없이 상승 전이를 보이지만, 양순임(1991)에서는 연구개음에서만 상승 
전이를 보일 뿐 다른 자음들은 하강 전이 양상을 띤다.3) ‘ㅏ’의 전이에서도 양순음, 

　mel(Hz) ㅏ ㅔ
양순음 54(90) 47(100)
치조음 179(310) 9(20)

연구개음 111(190) 49(110)

　mel(Hz)　 ㅐ ㅡ ㅏ ㅓ
양순음 -47(-108) -44(-74) -127(-220) -41(-59)
치조음 -32(-73) 174(330) 14(27) 24(37)

경구개음 -2(-3) 81(147) 76(147) 117(184)
연구개음 45(110) -116(-192) -27(-48) -77(-110)



- 3 -

연구개음의 경우 서로 다른 방향의 전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ㅏ’에서 치조음
으로의 전이 폭이 각각 179mel, 14mel로 보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이 방향뿐 아
니라 전이 폭에 있어서도 두 연구의 결과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두 선행 연구는 산출 실험을 통해 한국어 자음의 조음 위치와 로커스 주파수와의 
관계를 밝혀 한국어 포먼트 전이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전이 방향과 대강의 
폭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적은 수의 녹음 자료, 평음에 한정된 자음과 
음절 유형으로 인해 모음-자음 연쇄에서 보이는 다양한 전이 양상을 포착하지 못한 
듯하다.
  여러 사람이 같은 단어를 발화하더라도 발음 기관의 구조, 발음 습관, 발화 속도
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전이 양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는 
한 사람의 발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본 연구에서는 많은 양의 녹음 자료를 살펴봄
으로써 일반성 내지 어느 정도의 경향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이 폭뿐만 아니라 전이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모음-자음 연쇄에서
의 자음의 조음 위치, 발성 및 음절 유형에 따른 F2 전이 양상을 살펴보는 데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다뤄지지 않았던 전이 시작 시점 또한 수치화하고,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 모음-자음 연쇄에서 보이는 다양한 전이 양상들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본고에서는 선행 모음(안정 구간)의 F2와 로커스 주파수를 대비하여 ‘상승 전이’, ‘하강 전
이’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선행 모음에서 자음으로의 전이, 즉 끝 전이만을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F2에서 높은 로커스 주파수대로 전이되는 양상을 ‘상승 
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F2에서 낮은 로커스 주파수대로 전이되는 양상을 ‘하강 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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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음의 전이

  모음은 여러 주파수의 배음들(harmonics)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성도의 모
양에 따라 증폭되는 주파수대가 다르다. 증폭되어 강한 에너지를 가지는 주파수대를 
포먼트라고 하며 가장 낮은 주파수를 가지는 3개의 포먼트의 구조가 모음의 음가를 
결정한다.4) <그림??>과 같이 성문에서 발생한 음원 U(s)이 발성 기관의 구조로 
인해 형성된 공명강의 공명 주파수5) T(s)와 같은 특정 주파수가 증폭 혹은 감쇄되
는데, 증폭된 주파수 P(s)가 포먼트이며 가장 낮은 3개의 포먼트 구조가 모음의 음
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1> 모음의 발생 (Kent & Read 2002: 22)

4) 양병곤(2009: 65)에서는 모음의 음향적 특징은 지속시간, 강도, 피치, 포먼트 등으로 측정되
는데, 이 가운데 모음 발화과정에서 입안의 모양인 성도의 공명 특성을 반영하는 포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5) 공명(resonance)이란 진동계가 가진 고유의 진동수와 동일한 진동수를 가진 외부적인 힘이 
주기적으로 가해졌을 때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모음의 음원
인 성대 진동음이 공명강을 통과하게 되면, 성대 진동음을 구성하는 성분 주파수 중 공명강
이 갖는 고유의 진동수와 같은 성분 주파수가 증폭된다. 따라서 공명 주파수란 공명을 일으
키게 되는 공명강의 고유 진동수를 말한다. 포먼트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완전히 같
은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공명 주파수는 공명강 고유의 특성이고, 포먼트는 성대의 진
동이 공명강에서 공명을 일으킨 후 관찰되는 스펙트럼의 정점 주파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지영 2000: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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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제1 포먼트(이하 F1)는 개구도(혀의 높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구도가 클수록 높고 개구도가 작을수록 낮기 때문에, 고모음은 
저모음에 비해 F1이 낮다. F2는 모음의 전설성과 상관관계가 있다. 전설 모음은 후
설 모음에 비해 F2가 높다. 뿐만 아니라 |F2-F1|은 모음 조음시 성도 내 좁힘점
의 위치와 연관이 있는데, 좁힘점의 위치가 성문과 가까울수록 작아진다고 알려져 
있다.6) 
  모음의 포먼트 구조는 모음 고유의 안정 구간과 인접음으로의 전이 구간으로 나
누어지는데, 성도 모양에 따라 포먼트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이 구간
은 성도 내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음의 전이 구간은 
인접음의 종류에 따라 단모음 연쇄에서의 전이, 활음7)+단모음 연쇄에서의 전이, 단
모음+자음(자음+단모음) 연쇄의 전이, 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단모음 연쇄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후행 모음 사이의 전이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각 단모음 고유의 안정 구간과 그들 사이에 포먼트가 급격하게 변하는 전이 
구간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이 구간은 선행 모음을 조음할 때의 성도 모양
에서 후행 모음을 조음하기 위한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활음과 모음의 연쇄에서 활음은 발음 기관의 움직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음향
적으로 안정 구간이 결여된 채, 전이 구간만 관찰된다. 다시 말해 연쇄의 시작점에
서 후행 모음으로의 전이로 실현되는데, 이때의 전이 또한 후행 모음을 조음하기 위
한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8)
  대부분의 자음들은 산출과 지각에 있어서 모음에 의존적이다. 산출 면에서는 유아
의 언어 습득에 있어서 자음보다 모음을 먼저 습득하고, 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도 모

6) 한국어 모음의 포먼트 구조에 관한 연구로는 김희남(1979), 박종철(1984), 양병곤(1994), 서
경식 외(1994), 성철재(2004), 이주현 외(2005), 김순옥(2015), 안종순‧ 김정태(2018) 등이 있
다. 주로 F1, F2만을 다루어 한국어 모음의 포먼트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F3 또한 모음별
로 다른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사실은 모음의 음가를 결정하는 것은 F1, F2, F3의 절댓값
이 아니라 전체적인 패턴이라는 것이다. 

7) 활음은 반모음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한 음에서 다른 음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전이음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본고에서의 ‘활음’은 전자를 뜻한다.

8) 활음+단모음 연쇄에 대한 연구는 김무식(1990), 양병곤(1993, 1996), 구희산‧한혜승(1999), 
이갑진(2000), 김현(2017) 등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는 자음으로의 전이
를 다룸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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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자음에 비해 더 오래 유지되고 오류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다
(Ryalls 1987: 12-13). 모음에 비해 자음의 지각이 힘든 이유는 음향적인 단서
(acoustic cue)가 적기 때문인데 특히 폐쇄음의 경우, 조음 특성상 스펙트로그램에
서 일정 부분의 묵음 부분과 모음에 걸쳐 있는 순간의 파열 부분으로 나타나므로 
음향적 단서가 매우 적다. 
  모음 조음시 개구도와 혀의 전설성, 그리고 좁힘점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F1, F2, 
|F2-F1|에 담겨 있다면, 폐쇄음의 조음 위치에 대한 정보는9) 전후 모음의 끝에서 
관찰되는 포먼트 전이10) 구간에 담겨 있다. 

9) Lieberman et al.(1952: 506-509)에서는 F1, F2를 합성한 7개의 모음에 선행하는 파열 주
파수대를 조작한 뒤 지각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음에 선행하는 고주파수대 파열은 
모두 치조음으로 지각되었고, 저주파수대 파열은 양순음으로 지각하였다. 그리고 후행 모음
의 F2보다 약간 높은 주파수대에 파열이 위치한 경우에는 연구개음으로 지각하였다. 즉 연
구개음은 전설 모음에 선행할 때에는 고주파수대의 파열, 후설 모음에 선행할 때에는 저주
파수대의 파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신지영(2000: 235)에서는 조음 위치에 따른 차이는 선후행 모음의 끝에 얹힌 정보 외에 파
열 부분의 스펙트럼에서도 관찰된다고 하였다. 양순음의 경우 에너지가 전 주파수대에 퍼진 
완만한 형태를 보이거나 저주파수대가 강하고 고주파수대가 약한 전반적으로 스펙트럼이 하
강하는 곡선을 보인다고 하였다. 치경음의 경우 양순음의 것과 반대로 저주파수대가 약하고 
고주파수대가 강한 하강하는 곡선을 보이고, 연구개음의 경우는 중주파수대에 에너지대가 
몰려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 오은진(2013)에서 모음 포먼트 전이 구간에는 인접 자음으로 인한 전이뿐만 아니라 모음 
고유의 특성으로서의 전이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서울 방언의 남성 
및 여성 16명(각 8명)을 대상으로 ‘빛, 벳, 뱉’을 녹음하여 전설 모음의 포먼트 값을 측정하
였다. 선행 자음의 파열 직후를 기준으로 하여 후행 자음의 폐쇄 시작 시점까지 11개의 점
을 찍어 포먼트 변화 모습을 살핀 것인데, 남성과 여성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F2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음 전체 길이의 30-40% 구간에서 최댓값을 보이고 후행 
자음의 로커스 주파수로 하강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하강 폭에 비해 모음 전반부에 보이는 
상승 폭은 미미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모음 고유의 전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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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b], [d], [g]로부터의 포먼트 전이 양상(Kent & Read 2002: 178. Delattre 
et al.(1955: 770)을 응용하여 그린 그림)

  자음과 모음의 연쇄에서의 포먼트 구조는 안정 상태의 모음의 포먼트 부분과 인
접한 자음의 조음 위치 정보가 담긴 급격한 전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2>
를 통해 선행하는 폐쇄음의 조음 위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b/
의 경우 F1, F2 모두 후행하는 모음에 상관없이 상승 전이를 보이는 반면, /d/, /g/
의 경우 F1는 모두 상승하지만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F2의 전이 방향이 다르다. 
‘양순음+모음’ 연쇄의 경우, 후행 모음에 상관없이 F2는 상승 전이를 보인다. 모음 
앞에 형성된 각각의 전이 곡선들을 추적하면 약 700Hz 부근에서 하나의 점이 형성
될 것이다. 이러한 주파수를 로커스 주파수(locus frequency)라고 한다. 치조음의 
경우 1,800Hz 부근에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나의 로커스 주파수를 가지는 
다른 자음들과 달리 연구개음은 두 개의 로커스 주파수를 가진다. 연구개음의 로커
스 주파수는 인접한 모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연구개음의 조음점이 주
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Ashby(2011: 148-149)에 따르면 전설 모음에 
선행하는 연구개음은 경구개보다 더 앞에서 조음되기 때문에 하강 전이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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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로커스 주파수는 약 3,000Hz라고 한다. 반대로 후설 모음에 선행할 때의 로
커스 주파수는 1,000Hz 부근이라 하였다.11) 
 또한 전이율(rate of the transition)을 통해 조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는 급격한 전이를 보이느냐, 다소 완만한 전이를 보이느냐, 아니면 모음의 안정 
구간 없이 계속적인 전이를 보이느냐를 통해 조음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3> 음소 연쇄들의 전이 양상 (Ashby 2011: 149)

 Lieberman et al.(1956: 131-132)에서는 40msec 이하의 포먼트 전이 구간과 모
음을 합성한 자료 /gɛ/의 전이 구간의 길이를 조절하여 어떠한 소리로 들리는지 지
각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이 구간을 50-60msec로 연장했을 때 어두에서 /gɛ/를 /wɛ/
로 지각하였고, 전이 구간을 150msec 이상으로 연장한 자료는 /iɛ/로 지각하였다.   
 조음 위치가 같은 /w/, /b/은 700Hz 부근에서 동일한 로커스 주파수를 가지기 때
문에, 이를 통해 두 연쇄를 구별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림3>과 같이 ‘접근음+모음’ 
연쇄와 ‘폐쇄음+모음’ 연쇄는 다른 전이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소리로 들리는 
것이다. 

11) Lawrence et al.(2011: 130)에서도 /k/, /g/, /ŋ/ 조음 시 혀 뒷부분이 경구개 또는 연
구개에 닿아 폐쇄된다고 언급하였다. 조음의 위치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데 ‘keep’의 조음
위치는 ‘coop’의 것보다 더 앞쪽이므로  /ŋ/, /k/, /g/들이 종종 연구개음으로 분류되지만 
때로는 구개-연구개음(palatal-velar)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한 기술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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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1. 음성 자료의 수집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산출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째,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F2의 전이 양상을 살펴보고, 동일한 전이 방향을 보이는 
모음-자음 연쇄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둘째, 자음의 
발성 유형에 따라서 선행 모음의 F2 전이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셋째, 폐절(이
하 VC)의 경우 개음절의 모음-평음-모음(이하 V평V), 모음-경음-모음(이하 V경
V) 중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마지막으로는 모음-자음-자음-모음(이하 VC1C2V)
에서 후행 자음(C2)의 종류에 따라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고자 하였다. 실험 단어를 보이면 아래 <표3>과 같다. 

ㅐ ㅡ ㅏ ㅓ

ㅂ

V평V 애배 으브 아바 어버
V경V 애빼 으쁘 아빠 어뻐
VC 앱 읍 압 업

VC1C2V (C2=ㄷ) 앱때 읍뜨 압따 업떠
VC1C3V (C3=ㄱ) 앱깨 읍끄 압까 업꺼

ㅐ ㅡ ㅏ ㅓ

ㄷ

V평V 애대 으드 아다 어더
V경V 애때 으뜨 아따 어떠
VC 앧 읃 앋 얻

VC1C2V (C2=ㅂ) 앧빼 읃쁘 앋빠 얻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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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실험 단어

  실험 단어는 단어의 빈도, 어종, 의미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피험자의 발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의미어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음의 조음 위
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의 자음들을 선정하였
다. 
  선후행 모음은 모음의 좁힘점에 따라 F2 전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고려하
여 ‘ㅐ, ㅡ, ㅏ, ㅓ’와 같이 선정하였다.12) 모음의 좁힘점이란 구강, 인두강에서 가장 
12) 모음 분류 기준으로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와 입술 모양, 그리고 좁힘점이 있다. 혀의 최고

점이란 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곡선에서 입천장에서 가장 접근한 점을 말하는데, 혀의 최고
점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저모음으로 나누고 중모음을 설정하기도 한다. 혀의 최고점이 구
강의 전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전설, 후설 그리고 중설 모음도 설정하기도 한다. 혀
의 최고점의 위치와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지의 여부를 중시하는 입술 모양을 기준으로 
모음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호영(1996: 62-64)에서는 혀의 최고점의 높이와 위치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음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술하거나 발음을 훈련하는 데 유용하지만, 좁힘점에 의한 분류법은 모음
의 음가를 결정하는 좁힘점의 위치와 간극을 잘 반영할 뿐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순임(1991: 81)
에서도 혀의 최고점에 따른 분류는 조음점을 구개에 한정한 것에 비해 좁힘점에 따른 분류

VC1C3V (C3=ㄱ) 앧깨 읃끄 앋까 얻꺼

ㅐ ㅡ ㅏ ㅓ

ㄱ 

V평V 애개 으그 아가 어거
V경V 애깨 으끄 아까 어꺼
VC 액 윽 악 억

VC1C2V (C2=ㅂ) 액빼 윽쁘 악빠 억뻐
VC1C3V (C3=ㄷ) 액때 윽뜨 악따 억떠

ㅐ ㅡ ㅏ ㅓ
ㅈ V평V 애재 으즈 아자 어저

V경V 애째 으쯔 아짜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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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좁혀지는 부분을 말하는데, 모음의 음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좁힘점의 위치
와 간극의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김영송(1981: 89-91)에서는 X-Ray 사진 촬영을 통해 모음 조음시 좁힘점의 위
치와 지름을 측정하였다. 성문으로부터 좁힘점의 거리가 10-15cm인 경우는 센입청
장, 6.5-10cm는 여린입천장, 2.5-6.5cm인 경우는 목머리 위치로 기준을 삼아, ‘ㅣ,
ㅔ, ㅐ, ㅟ, ㅚ’는 센입천장, ‘ㅡ, ㅜ’는 여린입천장, ‘ㅗ, ㅓ, ㅏ’는 목머리 소리로 분
류하였다. 
  서경식(1989: 13-20)에서도 X-Ray를 이용하였는데, 하악골의 하면에서 수직선
을 그어 기준점으로 삼고, 이로부터 혀의 최고점까지의 각도를 구하여 좁힘점의 위
치를 추정하였다. 0-60°는 경구개, 61-75°는 연구개, 76-85°는 상부 인두, 
86-110°는 하부 인두로 설정하여, ‘ㅣ, ㅔ, ㅐ’는 경구개, ‘ㅡ, ㅜ’는 연구개, ‘ㅗ’는 
상부 인두, ‘ㅓ, ㅏ’는 하부 인두 위치에서 조음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영송
(1981), 서경식(1989)의 실측값을 제시하면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성도 측면도의 실측값 (김영송 1981: 89)

<표5> 기준점과 혀의 최고점의 각도 (서경식 1989: 20)

  또한 음소 ‧ 음성적 구개음화를 일으키는 모음 ‘ㅣ’와 성도의 길이가 늘어나는 원

는 구개뿐 아니라 인두까지 포함한 성도 전체를 고려하여 음향 음성학적 관련성을 확보하였
다고 하였다. 

mm ㅣ ㅔ ㅐ ㅟ ㅚ ㅡ ㅜ ㅗ ㅓ ㅏ
좁힘점
의 지름 0.3 0.2 0.6 0.3 0.2 0.5 0.3 0.8 0.7 0.6
좁힘의 
자리 11.1 10.7 10.9 10.7 10.4 9.3 8.8 4.2 3.2 3.1

° ㅣ ㅔ ㅐ ㅡ ㅜ ㅗ ㅏ ㅓ
각도 45.5 54.0 49.0 65.5 70.0 82.0 91.0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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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모음의 경우, 모음의 포먼트 전이 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모음 선
정에서 제외하였다. 
  VCCV 유형을 통해 자음 연쇄의 후행 자음(C2)이 선행 모음의 조음 동작에 영향
을 주는지 알고자 하였다. VCV, VCCV에서 후행 모음이 선행 모음의 포먼트 전이 
양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고자 선후행 모음을 통일하였다.13) 
  동남 방언 화자를 제외한 20대 남성 15명을 대상으로 각각 20회씩 녹음하였다. 
동남 방언의 화자의 경우 ‘으’, ‘어’의 발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녀 간 
성도 길이와 성도 각 부분의 상대적인 크기 차이로 인한 모음의 포먼트 차이를 통
제하기 위하여 피험자를 위와 같이 한정하였다.14)
  실험 단어를 각 5회씩 반복 녹음한 뒤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었고, 이를 4회 반
복하여 녹음하였다. 도중에 음향 분석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외부 소음이 녹음되거
나, 분명한 폐쇄 구간 없이 유성자음으로 발음한 경우에는 추가 녹음을 진행하였다. 
녹음은 연구실에서 TASCAM 사의 DR-100MKⅢ와 Beyerdynamic 사의 TG V56c
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녹음한 단어의 수는 총 20,400개(단어 수×단어별 녹음 횟
수×피험자의 수=68×20×15)이다.
  실험 단어별 300회의 녹음을 진행하였지만, 분석한 자료의 수는 단어에 따라 크
고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불연속적인 전이를 보이는 자료들은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포먼트 측정 구간 내에서 여러 변곡점이 존재하는 자료들이 존재하였는데, 
변곡점 사이의 포먼트 차이가 다른 자료에 비해 현저히 크게 나타나는 자료들은 분
13) 김현(2019: 547)에서는 ‘ㅡ’는 선·후행하는 자음에 따라 좁힘점의 위치나 좁힘의 정도가 달

라질 수도 있지만, 선·후행 음절의 모음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성인 남성 8명
이 10회씩 발음한 ‘이뜨디/어뜨더, 이끄디/어끄더, 이쁘디/어쁘더’의 F1, F2를 분석하였는
데, 그 결과 ‘ㅡ’의 선행자음이 치조음, 연구개음 양순음으로 갈수록 F2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선·후행 음절의 모음이 ‘ㅣ’인 경우에 비하여 ‘ㅓ’인 경우 F2는 작고 F1은 크게 나
타났다. ‘ㅣ’의 좁힘점은 경구개 부근이므로 F2가 크고, ‘ㅓ’의 좁힘점으로 인두강 부근으로
서 F2가 작은데, 인접한 ‘ㅡ’의 좁힘점이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다.

14) 남성의 성도의 길이는 여성의 것보다 길기 때문에 기본 주파수와 포먼트가 낮은 주파수대
에서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모음 길이, 모음 공간 크기에서도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오은진(2012: 548)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모음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하
고, F1의 남녀 간 차이는 고모음보다 저모음 ‘ㅏ’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고, F2의 차이는 후
설 모음보다 전설 모음에 대해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강에 대한 
인두의 상대적인 크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일반적으로 더 작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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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후에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동일한 실험 단어 내에서 상승
과 하강 전이로 실현되는 자료가 존재한다. 이를 나누어 각각 분석하였기 때문에 양
방향 전이로 실현되는 실험 단어의 자료 수는 필연적으로 다른 단어들의 개수와 큰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VC1C2V의 자료들 중 위치동화된 자료들이 존재하여 이
를 제외하였다. 위치동화된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은 C1으로의 전이 방향과 C2으로의 
전이 방향이 일치할 수 있으므로, 선행 모음의 측정 구간만을 듣고 C1이 아닌 C2로 
지각되는 자료들을 제외하였다. ‘앧빼, 앧깨, 읃쁘, 읃끄, 앋빠, 앋까, 얻뻐, 얻꺼’의 
것들인데, 각각 50, 44, 43, 36, 38, 32, 17, 36개의 자료들을 제외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녹음 자료와 분석 자료의 수의 차이가 존재한
다. 
  분석에는 Praat(version 6.1.08)을 이용하였고, 통계프로그램으로는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였다.

3.2. 음향 분석 방법
3.2.1. 포먼트 측정 방법

  
<그림4> 포먼트 측정 구간

  <그림4>와 같이 음성 파형을 통해 주기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파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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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는 부분을 모음의 시작점으로 보았고, 모음의 마지막으로 관찰되는 주기파를 
끝점으로 하였다. 두 점을 끝점으로 삼아 모음 부분을 드래그한 뒤 zero-crossing
하여 온전한 모음 부분만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모음의 끝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파형의 진폭이 작아져 주기파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스펙트로그램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포먼트 전이 양상에서의 변곡과 성대의 진동을 
나타내는 검은색의 세로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모음 부분을 설정하였다. 기본적인 
포먼트 설정은 양병곤(2010: 90)을 참고하여 최대 포먼트 주파수는 4,000Hz, 최대 
포먼트 개수는 4개, 윈도 길이는 0.03으로 하였다. 포먼트 전이가 불규칙적으로 나
타나는 피험자의 경우, 위 수치를 조정한 뒤 포먼트를 측정하였다.

<그림5> ‘애개’의 포먼트 측정 구간(0.0095854sec)과 전이 양상(16개의 시간점)

<그림6> ‘애개’의 포먼트 측정 구간(0.151612sec)과 전이 양상(26개의 시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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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at의 Formant listing 기능을 이용하여 포먼트를 측정할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모음의 길이에 비례하여 포먼트 값을 얻게 된다. <그림5>, <그림6>은 약 300개의 
‘애개’ 자료 중 임의로 두 개를 선택하여 포먼트 측정 구간을 보인 것이다. <그림
5>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모음 구간의 길이가 0.0095854sec인 경우 16개의 시
간점에 따른 각각의 포먼트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림6>과 같이 0.151612sec의 
자료에서는 26개의 시간점에서의 포먼트 값을 추출할 수 있다.
  동일한 피험자에게서 얻은 한 단어의 20개의 자료 내에서도 측정하고자 하는 모
음의 길이가 각기 다르고, 피험자, 단어의 음절 및 발성 유형에 따라서도 모음의 길
이가 다르기 때문에 자료마다 다른 수의 포먼트 값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를 가지
고 같은 시간대의 F2를 비교, 즉 어느 시점에서 전이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
악하기가 어렵다. 시간에 따른 F2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선
행 모음의 구간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고, 각 시점에서의 F2 값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 표준화 처리를 통해 동등한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선
택한 선행 모음의 길이를 20등분하여 각 시간마다 F2를 측정하는 Praat Script를 
작성하여, 하나의 녹음 자료 당 21개의 시간점에서의 F2를 측정하였다.15) 

3.2.2. 데이터 가공 및 통계 처리 방법

 
  본격적인 데이터 가공에 들어가기 전에 F2를 mel 척도로 변환하였다. mel 척도는 
Fant(1960)에서 지각 실험을 통해 제시한 청각적 척도로,16) 1,000Hz(40dB)의 음
을 기준으로 음높이가 이것의 두 배가 되는 음을 2,000mel이라 정하고, 1,000Hz의 
절반 정도의 음높이에 해당되는 소리를 500mel로 나타낸 것이다(양병곤 1997: 
129). 이러한 척도는 저주파수대에서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음향적 

15) 분석에 사용된 Praat Script는 [부록1]에 제시하였다.
16) 청각적 척도로는 Mel 이외에 Bark도 있다. Bark는 인간이 저음에서의 음높이 변화는 쉽

게 인식하지만, 고음에서는 음높이의 변화를 인식하기 힘들다는 것을 고려한 척도이다. 다
시 말해 임계 주파수역(Critical Band)를 고려한 것으로, 임계 주파수역은 저음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반면, 고음부로 갈수록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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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를 인간이 듣는 단위로 환산할 수 있게 된다. 음성의 물리적인 면을 고려하면 
Hz 단위로 기술하는 것이 좋겠지만, 본 실험에서는 인간의 지각적인 측면을 잘 반
영할 수 있는 mel 척도로 변환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mel 변환식은 아래와 같다.17)

 (1) mel = 2595×log(
 ) (O´Shaughnessy 2000: 128) 

  본고에서는 비슷한 전이 폭을 보이지만 전이 시작 시점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고려하여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및 기울기’, 두 
가지 기준으로 F2 전이 양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림7> ‘애개’의 전이 폭 

17) Yang(1990)에선 한국인 남녀화자 20명이 녹음한 한국어 단모음을 분석하여, 각 모음의 포
먼트 값의 평균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음향 척도인 Hz와 청각 척도인 mel을 사용하여 단모
음의 평균 F1, F2, F3를 보였는데, 음향 척도(Hz)에서는 남녀에 따라 명백한 차이를 보였
다. 이에 반해 청각 척도(mel)에서는 남녀의 단모음 모두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귀는 남녀 차이로 인해 음높이가 다른 음성들을 하나의 음소로 동일
하게 듣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Time (s)

Fo
rm

an
t f

re
qu

en
cy

 (H
z)

0 0.2071
0

1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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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애개’의 F2 전이 폭 측정 방법

  ‘전이 폭’이란 모음 고유의 안정 구간과 자음으로의 전이 구간의 차이로서 F2 값
이 상승하거나 하강한 정도를 가리킨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자료는 모음의 안정구
간에서 최솟값을, 전이 구간의 뒷 부분에서 최댓값을 가질 것이다. 반면 하강 전이 
자료들은 안정 구간에서 최댓값을, 전이 구간의 뒷 부분에서 최솟값을 가질 것이다. 
<그림7>은 상승 전이를 보이는 ‘애개’의 전이 폭을 나타낸 것이며, <표6>과 같이 
0에서 최솟값 1550mel, 100에서 최댓값 1665mel을 얻은 뒤, 두 값의 차이를 구하
여 해당 자료의 전이 폭을 구하였다.
  단어에 따른 전이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이가 시작되는 시점과 전이의 기
울기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VCV, VCCV 유형에서 선행 모음의 F2 전이는 모음의 
안정 구간으로 시작하여 로커스 주파수로의 전이를 보인다. 이러한 전이 양상은 이
차 곡선의 포물선을 연상케 한다. 예를 들어 상승 전이를 보이는 ‘애개’의 전이 양상

시간 F2(Hz) F2(mel) 시간 F2(Hz) F2(mel)
0 2070 1550 55 2180 1594
5 2078 1553 60 2192 1598
10 2086 1557 65 2203 1603
15 2095 1560 70 2217 1608
20 2104 1564 75 2230 1613
25 2114 1568 80 2246 1619
30 2125 1572 85 2263 1626
35 2134 1576 90 2288 1635
40 2144 1579 95 2328 1650
45 2155 1584 100 2367 1665
50 2168 1589 　 　

최대 최소 전이 폭
1665 155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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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림9>의 y=0.009939x2 (x>0)의 곡선과 유사하고, 하강 전이를 보이는 ‘애배’
의 곡선은 <그림9>의 y=-0.00641x2 (x>0)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F2 전
이 양상과 포물선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EXCEL을 통해 각 자료의 포먼트 데이터를 
‘y=ɑx2’의 형태로 커브 피팅하고자 하였다.18)

<그림8> ‘애개’, ‘애배’의 전이 양상

<그림9> ɑ의 부호에 따른 y=ɑx2의 그래프

18) 커브 피팅이란 일련의 데이터 점들이 보이는 추세를 가장 잘 대표하는 곡선을 그리거나 그
러한 함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y=0.009939x2

y=-0.00641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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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커브 피팅하기에 앞서 기존의 포먼트 데이터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 피험
자를 남성으로 한정하였지만, 피험자에 따라 성도의 길이, 발음 습관, 발음 기관의 
구조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단어를 녹음하더라도 모음의 안정 구간의 F2와 전이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피험자의 20번의 녹음 자료에서도 이러
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표7> 데이터 보정 과정

  <표7>은 ‘애개’의 데이터 보정 과정을 보인 것으로, F2의 최솟값을 0, 최대값을 
100으로 고정한 뒤 단위 시간당 전체 전이 폭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환산하
여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인 수치의 F2 값을 0~100 사이의 상대적인 수
로 변환한 것이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애개’의 경우, 대부분의 자료가 모음 시작 
시점에서 0의 값을 가질 것이고, 마지막 시점에서 100의 값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시간 F2(Mel) 보정값 시간 F2(Mel) 보정값
0 1550 0 55 1594 38.21
5 1553 2.72 60 1598 42.08
10 1557 5.64 65 1603 45.97
15 1560 8.63 70 1608 50.58
20 1564 11.85 75 1613 55.17
25 1568 15.46 80 1619 60.41
30 1572 19.04 85 1626 65.90
35 1576 22.35 90 1635 74.29
40 1579 25.65 95 1650 87.44
45 1584 29.69 100 1665 100
50 1589 34.04 　

최대 최소(①) 전이 폭(②) 　보정식: ②
해당 시간의① 

1665 155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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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점과 끝점을 맞춤으로써 피험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전이 폭과 모음의 F2
에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10>은 보정 전과 후
의 F2 전이 양상을 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그림10> ‘애개’의 보정 전과 후의 F2 전이 양상

 
<그림11> ɑ의 절대값에 따른 이차함수의 포물선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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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애개’, ‘으즈’의 커브 피팅 전후 전이 양상

  보정을 거친 데이터를 가지고 y=ɑx2 (x>0)의 형태로 커브 피팅하여 각 데이터
들의 ɑ값을 구하였다. x2의 계수인 ɑ는 포물선의 폭을 결정하는바, <그림11>과 같
이 ɑ의 절댓값이 클수록 포물선은 빠른 시점에 상승하거나 하강한다.
  이를 전이 양상에 적용시켜 생각해 보면 동일한 전이 방향을 보이는 두 단어를 
비교하는 경우, ɑ의 절댓값이 큰 단어가 포물선의 폭이 작으므로 다른 것에 비해 이
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2>는 상승 전이를 보이는 
‘애개’, ‘으즈’의 전이 양상을 보인 것인데, 커브 피팅 전의 좌측 그래프를 통해 ‘애
개’의 전이 시작 시점이 ‘으즈’에 비해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커브 
피팅을 통해 얻은 우측 그래프의 ɑ 값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즉 전이가 시작되는 시
점을 수치화하여 나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x2의 계수 ɑ는 전이가 시작되는 시점과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보여 주게 된다. 하지만 커브 피팅을 통해 얻은 ɑ 값은 비교 단어들 간의 대소관계
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진 않는다. 예컨대, A, B 두 단어의 포먼트 자료를 커브 피팅을 이용하여 각
각 2, 

 의 ɑ 값을 얻었다고 하자. A가 B에 비하여 전이 시작 시점이 빠르고 보다 

커브 피팅 전 커브 피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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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전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선행 모음에의 어느 지점부터 상
승을 보이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실험 단어별로 15×20=300개의 자료가 존재하
는데, 이처럼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보이는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ɑ의 크기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이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이 시작 시점
의 기준값으로 쓰일 가상의 데이터를 작성한 뒤, 각각의 ɑ 값을 구하였다. 아래의 
<표8>의 Time 뒤의 숫자는 전이가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ime50
은 선행 모음의 전체 길이 중 절반 부근에서 전이가 시작되는 자료를 가상으로 작
성한 것이며, ɑ 값인 0.008981은 전이가 (모음 전체 길이를 100이라 했을 때) 50
보다 이전 또는 이후에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값이 될 것이다. 
 

 
<표8> 0, 25, 50, 75에서 F2 전이가 시작되는 기준 데이터의 ɑ 값

<그림13> 0, 25, 50, 75에서 F2 전이가 시작되는 기준 데이터의 양상

Time0 Time25 Time50 Time75
ɑ 0.012205 0.010996 0.008981 0.0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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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애개’의 F2 전이 시작 시점 분포표

  모든 F2 자료를 전이 시작 시점에 따라서 다섯 가지 경우로 분류하였다. ‘모음 발
화와 동시에 전이가 시작되는 자료(T0)’, (모음의 전체 길이를 100이라 했을 때) 
‘0-25 사이(T0-25)’, ‘25-50 사이(T25-50)’, ‘50-75 사이(T50-75)’, ‘75-100 사이
(T75-100)’로 나누기 위해, <표8>에서의 ɑ 값을 기준값으로 삼았다.
  이후 Time0의 ɑ 값인 0.012205보다 작은 데이터들은 T0로 분류하고, 
0.012205(Time0의 ɑ 값)과 0.010996(Time25의 ɑ 값) 사이의 데이터들은 T0-25으
로 분류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표9>를 얻을 수 있었다. 위의 표를 통해 ‘애개’의 
약 50%는 25-50 사이에 전이가 시작되고, 0-25, 50-75 사이에 약 18%의 자료
들이 전이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데이터 가공을 통해 얻은 전이 폭과 y=ɑx2의 ɑ 값을 이용하여 실험 단어 간 통
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V평V-V경V, 전이 방향이 같은 두 단어 비교(예. ‘으그’와 
‘으브’)에는19) 독립표본 t검정(Student’s t-test)을 실시하였으며, V평V-V경
V-VC, 동일 전이 방향의 세 단어 비교, V경V-VC1C2V-VC1C3V와 같이 집단이 세 
개인 경우에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집단-간 유의확률
이 유의수준 범위 내에 들었을 경우(p<0.05), 어느 집단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와 Games-Howell를 이용하여 사후 검정을 수행하였다. 

19) 동일한 전이 방향을 보이는 유형은 4.5.에서 다루었다.

T0 T0-25 T25-50 T50-75 T75-100 total
자료 수 24 46 144 50 1 265
비율(%) 9.05 17.35 54.33 18.86 0.3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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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음-자음-모음 연쇄

4.1. 양순음으로의 전이
4.1.1. 평음과 경음

  본 논문의 실험 결과, 선행 모음 ‘ㅐ, ㅡ, ㅏ, ㅓ’에서 양순음으로의 전이는 모음의 
종류에 따라 전이 폭은 다르지만, 발성 유형에 상관없이 VㅂV, VㅃV 모두 하강 전
이를 보였다. 이는 양순임(1991: 11), 최용서(1988: 21)에서의 전이 방향과 일치한
다. 

<그림14> VㅂV와 VㅃV의 전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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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VㅂV, VㅃV의 전이 폭, ɑ의 평균

  <그림14>는 VㅂV, VㅃV에서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을 보인 것이고, <표8>
는 개별 단어들의 전이 폭과 ‘y=ɑx2’에서의 ɑ의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V평V의 
선행 모음 ‘ㅐ, ㅡ, ㅏ, ㅓ’는 각각 약 –126mel, -145mel, -101mel, -70mel 정도 
하강하며, V경V의 선행 모음은 –98mel, -128mel, -80mel, -62mel의 하강 폭을 
보인다. 이를 통해 양순음 앞의 모음은 모음의 종류와 자음의 발성 유형에 상관없이 
항상 하강하는 전이를 보이고, 경음의 하강 폭에 평음에 비해 작음을 알 수 있다.
  경음의 경우,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된다. <표10>을 통해 경음
에 선행하는 모음의 경우, ɑ의 절대값이 평음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y=ɑx2에서 
x2의 계수인 ɑ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이 이른 시점에서 전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VCV에서 발성유형에 따른 
이러한 양상의 차이는 뒤에서 보일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에서도 발견된다. 
  ‘애배’의 ɑ 값인 –0.00641와 ‘애빼’의 ɑ 값인 -0.00815는 앞 장에서 보인 전이 
시작 시점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한 틀(T0, T0-25, T25-50, T50-75, T75-100)에 넣어
보면 모두 T50-75로 분류된다. ɑ의 평균값만을 고려한다면 다른 모음의 경우에도 V
평V와 V경V는 같은 시점, 즉 (선행 모음의 전체 길이를 100이라 했을 때) 50-75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애배 283 -126 48 -0.00641 0.001403
애빼 276 -98 36 -0.00815 0.001672

ㅡ 으브 280 -145 45 -0.00677 0.001653
으쁘 277 -128 41 -0.0083 0.001805

ㅏ 아바 281 -101 32 -0.00813 0.001537
아빠 268 -80 31 -0.00953 0.001729

ㅓ 어버 280 -70 25 -0.00914 0.002069
어뻐 277 -62 23 -0.01026 0.00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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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전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림19>에서의 전이 양상은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전이가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됨을 보여주는 듯하다. 실
험 단어별 약 300개의 데이터가 각각 어느 시점에서 전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
해 앞 장에서 보인 전이 시작 시점에 따라 다섯 가지로 분류한 틀에 넣어보았다. 아
래 <그림15>는 분류 틀에 데이터를 분배한 뒤 백분율로 환산하여 보인 것이다.

 

<그림15> ‘VㅂV’,‘VㅃV’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ㅐ’의 경우, 평음과 경음 모두 T50-75에 절반 이상의 데이터가 분포해 있지만 ‘애
배’의 약 35%는 T75-100에, ‘애빼’의 약 25%는 T25-50에 분류되어 있다. 다른 모음
의 경우에도 평음의 약 50%의 데이터들이 T50-75에 위치하여 있고, 경음의 데이터
는 T25-50, T50-75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엄밀히 살펴보면 모음
에 따라 데이터들의 분포 양상이 다르겠지만, 대체로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F2는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일어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전이 양상 그래프와 평균값(전이 폭과 ɑ 값), 그리고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을 
통해 발성 유형에 따라 선행 모음의 F2 전이 폭과 전이 시점 모두 차이를 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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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양순음의 발성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선행 모음의 F2에 대해 t검정을 수행하였다. 아래 <표11>
은 t검정 결과를 간단하게 보인 것이다.20)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점선을 이용하여 나타냈으며, 차이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아무런 표식을 
보이지 아니었다.

<표11> VㅂV, VㅃV의 통계 검정 결과

  양순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경우, 발성 유형에 따른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의 
차이는 모든 경우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경음의 경우 평음에 비해 이른 시
점에서 전이가 시작되고 전이 폭 또한 작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모음의 좁힘
점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2장에서 자음의 로커스 주파수는 조음 위치를 알려주는 음향적인 단서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로커스 주파수는 자음에 인접한 모음에서 보이는 F2 전이 곡선들을 
확장시켜 이들이 교차하는 점이므로, 전이 폭이 로커스 주파수를 추정하는 주된 단
서로 작용한다. 연구자들마다 절대적인 수치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연구개, 치조,  양
순음 순으로 높은 주파수대에 로커스 주파수가 위치하여 있고, 연구개음은 인접 모
음에 따라 다른 조음점에서 조음되므로 두 개의 로커스 주파수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모음의 F2 또한 성도 내 좁힘점의 위치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
이 폭은 자음의 조음 위치를 알려주는 음향적인 단서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양순음의 경우, 경음은 평음에 비해 작은 폭의 하강 전이를 보이고 이러한 차이가 

20) 세부적인 통계 검정 결과는 [부록2]에 첨부하였다.

　 전이 폭 ɑ
ㅐ 애배 애빼 애배 애빼
ㅡ 으브 으쁘 으브 으쁘
ㅏ 아바 아빠 아바 아빠
ㅓ 어버 어뻐 어버 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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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아랫입술과 윗입술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는 양순
음의 조음점의 위치가 발성 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경음의 
경우 평음에 비해 작은 전이 폭을 보이므로, 평음의 조음점에 비해 다소 뒤에서 형
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음 앞에서 모음의 F2가 평음에 선행하는 경우에 비해 이른 전이를 보이는 것은 
조음체의 움직임이 일찍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효숙(1997), 신지영
(1997), 배재연 외(1999)은 경음이 평음보다 폐쇄 지속 시간이 길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또한 김희남(1979: 8), 지민제(1993: 46-47)에서 VCV에서 자음의 조음 
위치 및 발성 유형에 따른 선후행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였는데, 선행 모음의 길이는 
경음과 유기음 앞에서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순임(2005: 
83-84)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보고한 바 있는
데,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자음의 후두 긴장성으로 인하여 선행 모음을 위한 성대 
진동이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경음의 후두 긴장성으로 인하여 선행 모음의 길이가 
짧아졌고, 짧아진 선행 모음의 길이로 인하여 경음을 조음할 때 두 입술을 닫으려는 
조음체의 움직임이 평음에 비해 일찍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선행 모음의 
F2 전이에 반영되어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는 양상으로 실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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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개음절과 폐음절

<그림16> VㅂV, VㅃV, Vㅂ의 전이 양상

<표12> Vㅂ의 전이 폭, ɑ의 평균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앱 278 -98 32 -0.00682 0.00146
ㅡ 읍 278 -123 40 -0.00744 0.001537
ㅏ 압 277 -87 28 -0.00823 0.001459
ㅓ 업 272 -75 26 -0.00951 0.0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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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VㅂV, VㅃV, Vㅂ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Vㅂ도 Vㅂ(ㅃ)V와 마찬가지로 하강 전이를 보인다. ‘앱’의 경우 VㅃV와 비슷한 –
98mel의 하강 폭을 보이고, ‘읍’의 경우도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과 비슷한 폭인 –
123mel의 하강을 보인다. 반면 각각 –87mel, -75mel 정도의 하강 전이를 보이는 
‘압’, ‘업’은 평음과 경음의 전이 폭의 어느 것에 가깝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처럼 전
이 폭만 살펴봤을 때, VC는 평음과 경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것에 가깝다거나 눈
에 띄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언급할 만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 듯하다. 
  전이 시작 시점에서는 ‘앱’, ‘읍’, ‘압’의 경우, 60% 이상의 데이터가 T50-75에 위치
해 있고, ‘업’의 경우 T25-50, T50-75에 각 38%씩 자료가 분포되어 있다. 미리 언급
하자면 다른 조음위치의 VC 유형에서도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모두 평음과 경
음 중 한쪽과 유사한 전이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전이 폭이 가장 크다거나 
전이가 가장 늦게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일관성있는 양상도 찾을 수 없음을 미리 밝
혀 둔다.
 하지만 <그림16>은 같은 전이 양상 그래프는 단순히 각 시점의 평균값들을 점으
로 이은 것에 불과하고, <표12>의 전이 폭 평균 또한 대푯값의 성질만 가질 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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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전이 양상들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림22>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의 
경우 대푯값의 한계를 어느정도 보완한다고 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VC 유형이 
어느 것에 가까운지 알아보았다.
  V평V, V경V, VC를 대상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앞 절에서 보인 V
평V-V경V에서와 같이 일관성있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VC 유형은 전이폭, 전
이 시작 시점, 또는 둘 모두에 있어서 VCV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VC의 모음의 F2 전이 양상이 VCV의 양상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일
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 결과를 간단히 보이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VㅂV, VㅃV, Vㅂ의 통계 검정 결과

  전이 폭은 조음점의 위치, ɑ값은 조음체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시점을 알려주는 지
표 역할을 한다. ‘앱’, ‘읍’의 경우 V경V와 전이 폭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으므로, V경V와 동일한 위치에서 조음될 뿐 조음체의 움직이는 시작되는 시
점에서는 V평V, V경V, VC 모두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압’의 경우 V평V와 동일한 시점에서 두 입술의 맞닿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될 뿐, 
조음점에 있어서는 V평V, V경V 모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
면 양순음의 경우, VC의 선행 모음을 조음할 때의 조음체의 움직임(자음의 조음점
의 위치와 조음체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V평V, V경V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V평V와 동일한 시점에서 자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이 
시작되지만 조음점의 위치가 다르기도 하고, V경V와 동일한 조음점에서 자음이 조
음되지만 조음체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조음위

　 전이 폭 ɑ
ㅐ 애배 앱 애빼 애배 앱 애빼
ㅡ 으브 읍 으쁘 으브 읍 으쁘
ㅏ 아바 압 아빠 아바 압 아빠
ㅓ 어버 업 어뻐 어버 업 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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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치조음, 연구개음의 VC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남을 미리 밝혀 둔다.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어버-업’의 경우는 후
술할 다른 조음 위치의 자음들의 경우를 고려하면 예외로 처리할 수 있을 듯하다.

4.2. 치조음으로의 전이
4.2.1. 평음과 경음

  모음에 상관없이 하강 전이를 보이는 양순음과 달리 ‘ㅐ’는 하강 전이, 나머지 모
음(‘ㅡ, ㅏ, ㅓ’)은 상승 전이를 보인다. 이는 양순임(1991: 89)에서의 결과와 일치
하지만, 최용서(1988: 21)의 ‘ㅏ’에서 치조음으로의 전이가 하강하는 양상을 보인다
는 진술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그림18> VㄷV, VㄸV의 전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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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VㄷV, VㄸV의 전이 폭, ɑ의 평균

  하강 전이를 보이는 ‘ㅐ’의 경우 평음은 –77mel, 경음은 –58mel의 전이 폭을 보인
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으드’, ‘아다’, ‘어더’는 각각 137mel, 81mel, 165mel의 전
이 폭을 보이고, ‘으뜨’, ‘아따’, 어떠‘의 경우는 이보다 작은 89mel, 78mel, 135mel
의 상승 폭을 보인다. 전이의 방향(상승 또는 하강)에 상관없이 경음에 선행하는 모
음의 전이 폭은 평음의 것보다 전이 폭이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조음 위치의 자음에서도 발견된다.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애대 263 -77 25 -0.00745 0.001653
애때 241 -58 25 -0.00962 0.001702

ㅡ 으드 191 137 67 0.010148 0.001709
으뜨 193 89 52 0.012129 0.001522

ㅏ 아다 246 81 34 0.010203 0.002014
아따 254 78 35 0.011272 0.001819

ㅓ 어더 286 165 54 0.009309 0.00221
어떠 283 135 58 0.011311 0.0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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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VㄷV, VㄸV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경음의 경우, 평음에 비해 전이가 빨리 일어나고, 전이 폭은 작게 나타난다. <그
림19>를 통해 ‘애대’는 주로 T50-75 사이에서 전이가 시작되어 약 77mel의 하강하
고, ‘애때’의 대부분은 T25-75 사이에 전이가 시작되어 약 58mel만큼 하강함을 알 
수 있다. 선행 모음 ‘ㅡ’가 평음에 선행하는 경우에 T25-50, T50-75 전반에 걸쳐 분포
해 있지만, 경음의 절반 이상의 데이터가 T0에 자리잡고 있는데 ‘ㅓ’의 양상도 이와 
비슷하다. ‘ㅏ’의 경우 T0, T0-25, T25-50에 걸쳐 경음의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 반
면, 평음은 T25-50, T50-75에 위치해 있다. 전반적으로 모음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음
의 데이터가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전이 폭, 전이 시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선행 모음의 F2에 대해 t검
정을 수행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의 <표15>와 같다. 

<표15>  VㄷV, VㄸV의 통계 검정 결과

  양순음과 마찬가지로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전이가 평음에 비해 전이 폭이 작

　 전이 폭 ɑ
ㅐ 애대 애때 애대 애때
ㅡ 으드 으뜨 으드 으뜨
ㅏ 아다 아따 아다 아따
ㅓ 어더 어떠 어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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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됨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아다-아따’의 경우 
전이 폭에 대한 유의 확률이 0.407(>0.05)로 나왔는데, 자음과 모음의 종류에 상관
없이 대부분의 자료에서 평음과 경음에 선행하는 F2의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고려하면 예외로 처리할 수 있겠다.
  치조음의 경우, 전이 폭에 있어서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이 평음의 것에 비해 작다
는 것은 자음의 조음점, 즉 혀끝이 닿는 성도 내 접촉면의 위치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현복(1980: 457-461)에서는 전자동태구개도(elecrtopalatography, 이하 
EPG)를 이용하여 자음을 조음할 때 구강 내 연속적인 접촉 면적의 패턴을 추적하
였는데, /ㄸ/은 /ㄷ/, /ㅌ/에 비해 접촉 면적이 크고, 더 뒤에서 조음되므로 후치조음
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신지영(1997: 67)에서도 EPG를 이용하여 발성유형에 
따른 치조음의 접촉 면적의 차이를 측정하였는데, 경음의 경우 평음에 비해 더 넓은 
접촉 면적을 가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백운일
(2001: 119)에서도 이전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어 경음의 경우 혀
-입천장의 접촉면적의 증가가 뒤따르며, 치조음의 경우 이로 인해 조음점이 뒤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음과 경음의 접촉 면적 및 조음점의 위치 차이가 선행 
모음의 F2 전이에 반영되어,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경우 평음에 비해 낮은 전이 
폭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전이 시작 시점의 경우, 양순음과 마찬가지로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길이가 평
음의 것에 비해 짧으므로 이에 따라 조음체의 움직임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4.2.2. 개음절과 폐음절

  VCV 유형과 마찬가지로 ‘ㅐ’의 경우는 하강 전이, 나머지 모음들의 경우 상승 전
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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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Vㄷ, VㄷV, VㄸV의 전이 양상

 
<표16> Vㄷ의 전이 폭과 ɑ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앧 220 -65 23 -0.0084 0.001562
ㅡ 읃 133 91 42 0.011276 0.001467
ㅏ 앋 249 85 32 0.010645 0.001617
ㅓ 얻 282 151 48 0.009833 0.00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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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1> Vㄷ, VㄷV, VㄸV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모음 ‘ㅐ, ㅡ, ㅓ’의 경우, VC의 전이 폭은 각각 –77mel, 91mel, 151mel으로 나타
났다. 이들은 V평V, V경V 사이의 전이 폭을 보이는 반면, ‘ㅏ’는 세 유형 중 가장 
큰 전이폭을 보인다. <그림21>을 참고하여 전이 시작 시점을 비교해보면, VC은 V
경V에 비해 전이가 늦은 시점에서 일어남을 알 수 있고, V평V보다는 이른 시점에
서 전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진행하였는데, 결과는 아래의 <표17>과 같다.

 
<표17> Vㄷ, VㄷV, VㄸV의 통계 검정 결과

　 전이 폭 ɑ
ㅐ 애대 앧 애때 애대 앧 애때
ㅡ 으드 읃 으뜨 으드 읃 으뜨
ㅏ 아다 앋 아따 아다 앋 아따
ㅓ 어더 얻 어떠 어더 얻 어떠



- 38 -

  치조음의 경우,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또는 모두에 있어서 VCV와 VC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VC는 모음에 상관없이 전이 시작 시점은 
VCV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전이 폭의 경우에는 모음에 따라 V평V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거나, VCV 모두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앧’, ‘얻’의 경우 V평V, V경V와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자음의 조음점의 위치와 조음체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폐음절이 개음절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읃’의 경우 ‘으뜨’와 동일
한 조음점에서 조음되지만, ‘으드’, ‘으뜨’와 다른 시점에서 조음체의 움직임이 시작
되므로 폐음절을 조음할 때의 조음체의 움직임이 개음절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앋’의 경우 조음 시작 시점에서만 개음절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치조음에서도 폐음절은 개음절과 전이 폭 또는 전이 시작 시점, 혹은 둘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다른 전이 양상, 즉 자음을 조
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이 개음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3. 경구개음으로의 전이
4.3.1. 평음과 경음

  경구개음은 치조음과 마찬가지로 ‘ㅐ’의 경우에만 하강 전이를 보이고, 나머지 모
음은 상승 전이를 보인다.21) 경구개음으로의 전이 양상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양순
임(1991: 90)이 유일한바, 경구개음의 로커스 주파수를 2000Hz로 추정하였다. 전
설 모음에서 경구개음으로의 전이 폭이 보고되지 않아 비교는 생략한다.

21) 모음에 따라 전이 방향이 같은 단어들 간의 비교는 다음 장에서 후술한다. 네 종류의 선행 
모음 모두에서 같은 전이 방향을 보이는 치조음, 경구개음을 포함하여, 특정 모음에서만 동
일한 방향의 전이를 보이는 ‘으그-으브(하강 전이)’등의 단어쌍 또한 F2의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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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VㅈV, VㅉV의 전이 양상

<표18> VㅈV, VㅉV의 전이 폭, ɑ의 평균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애재 181 -69 28 -0.00807 0.001992
애째 167 -52 22 -0.00955 0.00215

ㅡ 으즈 243 169 68 0.010534 0.001883
으쯔 247 126 60 0.012135 0.00171

ㅏ 아자 280 125 50 0.010495 0.001853
아짜 286 112 41 0.011537 0.001682

ㅓ 어저 286 260 67 0.009583 0.001852
어쩌 287 224 95 0.011159 0.0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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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 전이를 보이는 ‘ㅐ’의 경우 평음과 경음 앞에서 각각 –69mel, -52mel만큼 
하강하였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다른 모음들의 경우 ‘ㅡ, ㅏ, ㅓ’순으로 169mel; 
126mel, 125mel ;112mel, 260mel; 224mel의 상승 폭을 보인다. 여타의 자음들에
서 찾을 수 있었던 ‘경음으로의 전이 폭은 평음의 것에 비해 작다’라는 경향성이 경
구개음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림22>, <표18>을 통해 전이 시작 시점 또한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이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전이를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자료들의 
분포에서도 유효한지 아래 <그림23>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23>  VㅈV, VㅉV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다른 조음 위치의 자음들과 마찬가지로 경음의 경우, 전이 시작 시점 또한 빠름을 
알 수 있다. 모음 ‘ㅐ’의 경우, 평음의 대부분의 자료는 T50-75에 분포해 있고, 경음
은 T25-50, T50-75에 나누어 위치하여 있다. ‘ㅡ’의 경우 평음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
하고 있지만, 경음은 T0에 절반 이상의 자료가 위치하여 있다. 경음에 선행하는 전
이가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경향은 ‘ㅏ, ㅓ’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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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처럼 모음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포된 양상은 다르지만,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전이의 시작이 일찍 일어나는 양상은 여타 자음 자음들과 
모습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표19>  VㅈV, VㅉV의 통계 검정 결과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t검정을 수행한 결과, 모음의 종류와 
상관없이 발성 유형에 따라 경구개음으로의 전이 폭, 시작 시점 모두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경구개음에서도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전이가 평음에 비해 전이 폭이 
작고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전이 폭에 있어서의 VㅈV, VㅉV의 차이는 경구개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점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혓몸이 경구개에 닿는 위치가 발성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현복(1980: 469)에서 EPG를 이용하여 발성 유형에 따른 경구개음의 연
속적인 접촉 면적의 패턴을 추정하였는데, /ㅉ/, /ㅊ/, /ㅈ/ 순으로 접촉 면적이 넓었
고 이는 발음 기관의 긴장으로 인한 적극적인 조음 운동의 결과라고 언급한 바 있
다. 이러한 차이가 선행 모음의 F2 전이에 반영되어,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전이 
폭이 평음의 것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이 시작 시점에서의 차이는 앞에서 언급한 선행 모음 길이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는데, 조음하기 위한 혓몸이 경구개에 닿는 움직임이 경음의 경우 평음에 비해 이
른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전이 폭 ɑ
ㅐ 애재 애째 애재 애째
ㅡ 으즈 으쯔 으즈 으쯔
ㅏ 아자 아짜 아자 아짜
ㅓ 어저 어쩌 어저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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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개음으로의 전이
4.4.1. 평음과 경음

  연구개음의 경우, 다른 조음 위치의 자음들과는 다르게 같은 연쇄(구체적으로는 
‘ㅏ’와 ‘ㄱ’의 연쇄)이지만 양방향의 전이를 보이는 자료들이 있다. ‘아가, 아까’의 경
우가 그러한데, 이를 먼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24> VㄱV, VㄲV의 양방향 전이 양상

<표20> VㄱV, VㄲV의 양방향 전이 폭, ɑ 평균

  상승 전이를 보이는 ‘아가, 아까’의 경우 각각 58mel, 46mel의 상승 폭을 보이고, 
하강 전이의 것들은 –39mel, -41mel의 전이 폭을 보인다. 또한 아래 <그림25>를 
통해 상승 전이의 경우, V평V는 T50-75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분포하여 있고, V경V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승 아가 135 58 26 0.009621 0.002264
아까 61 46 20 0.010499 0.001946 

하강 아가 38 -39 12 -0.0097 0.00198
아까 125 -41 18 -0.009 0.0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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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25-50에 약 절반의 데이터가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강 전이에서는 V평V
의 경우, T25-50에 약 절반의 데이터가 위치한 반면, V경V의 데이터들은 T0, T0-25, 
T25-50에 각각 30%씩 나누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이 방향에 상관없이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전이가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 일어나는 자료의 수가 많
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자음들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25>  VㄱV, VㄲV의 양방향 전이 시작 시점 분포

  VCV 유형에서 양방향 전이를 보이는 양상은 ‘ㅏ-ㄱ’ 연쇄에서만 발견된다. 이는 
최용서(1988: 21)에서는 상승 전이를 보이고, 양순임(1991: 89)에서는 하강 전이
를 보인다는 다른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추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ㅏ’를 조음할 때의 조음 기관들의 동일한 움직
임을 보여 성도의 모양이 동일하지만, 연구개음이 조음되는 조음점의 위치가 다름으
로써 양방향 전이를 보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성도 내 모양이 다른 상태에서 ‘ㅏ’
가 조음되고, 이후 연구개음 조음을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 및 조음점의 위치가 동일
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ㅏ’의 조음 시 성도의 모양은 동일하지만, 연구개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체
의 운동 및 조음점이 다름으로 인해 양방향 전이를 보일 수 있다. Delattre et 
al.(1955: 770)에서는 [g]의 로커스 주파수가 3,000Hz와 1,200Hz라 언급하였고, 
양순임(1991: 91)에선 연구개 위치의 자음은 주변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되는 경향
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개음의 로커스 주파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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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호영(1996: 136)에서는 연구개 폐쇄음과 비음은 모음 ‘ㅏ, ㅓ’ 앞에서 종종 
목젖 소리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주11에서 언급하였듯 ‘keep’의 
조음위치는 ‘coop’의 것보다 더 앞쪽이므로 연구개음은 때로는 구개-연구개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연구개
음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구강 내 넓은 범위에서 조음된다고 할 것이다.22) 전
설 모음에 인접한 경우에는 연구개 혹은 연구개 앞 부위에서 폐쇄가 이루어져 높은 
주파수대에 로커스 주파수가 형성될 것이고, 후설 모음 경우 보다 뒷부분에서 조음
되어 낮은 주파수대에 로커스 주파수가 형성될 것이다. 연구개음으로의 모음 전이에
서 ‘ㅐ’는 상승 전이, ‘ㅡ, ㅓ’에서 하강 전이를 보이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
다면 상승 전이를 ‘ㅏ-ㄱ’ 연쇄의 경우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ㅐ-ㄱ’ 연쇄와 
동일한 연구개 혹은 연구개 앞 부위에서 조음이 이루어져 약 3,000 Hz로의 상승 전
이를 보일 수 있다. 하강 전이의 경우 이보다 뒤에서 자음의 조음점이 형성되어 
1,200-1,000Hz로의 하강 전이를 보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성도 내 모양이 다른 상태에서 ‘ㅏ’가 조음되고, 이후 연구개음 조음을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 및 조음점의 위치가 동일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ㅏ’는 
인두강, 자세히는 하부 인두를 좁히는 과정을 통해 조음되어 낮은 주파수대에서 F2
가 형성된다. 인두강을 좁혀 F2를 낮추는 효과는 입술을 내밀거나 성문의 위치를 
내려 성도의 길이를 연장시키는 경우에도 발생되고, 두 입술 사이를 좁히는 경우에
도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 서로 다른 성도 내 모양에서 조음된 ‘ㅏ’에서 연구개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 운동은 극단적으로 상승과 하강이라는 전이로 실현되어 음향적
으로 다르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양방향 전이를 보이는 ‘ㅏ-ㄱ’ 연쇄의 모음의 
안정구간의 F2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하지만 서로 다른 조음 동작의 결과물이 음향적으로 유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자료의 수를 비교해보면, ‘아가’의 경우 상승과 하강의 데이터의 수가 각각 135개, 

22) 이주현 외(2005: 62)에서는 자음의 파열 주파수를 측정하였는데,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서 
가장 큰 주파수 변화를 나타낸 자음이 연구개음이라 하였다. 이 또한 연구개음이 다른 자음
에 비해 성도 내 넒은 조음점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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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로 약 3.5:1의 양상을 보이고, ‘아까’의 경우 1:2(61개:125개)의 모습을 보인
다.23) ‘아가’는 주로 상승 전이를 보이고, ‘아까’를 대표할 수 있는 전이 방향은 하
강 전이라 할 수 있는데 자료의 불균형성과 ‘ㅏ-ㄱ’ 연쇄에서만 이러한 양상을 보이
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표21> VㄱV, VㄲV의 양방향 전이 통계 검정 결과

  t검정을 통해 상승 전이를 보이는 ‘아가-아까’에서의 경음이 평음에 비해 전이 폭
이 작고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하강 전이의 경우 두 가지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ㅏ-ㄱ’ 연쇄에서 경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 운동이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며, 조음점의 위치 및 접촉 면적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해
석할 수 있다. 반대로 하강 전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발성 유형에 따른 조음 운동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3) ‘악, 악빠, 악따’의 경우에도 양방향 전이를 보이는데, 각 단어별 데이터 수를 밝히면 아래
와 같다.

상승 전이 자료 수 하강 전이 자료 수 상승 자료:하강 자료
아가 135 38 3.5:1
아까 61 125 1:2
악 35 170 1:4.9

악빠 27 189 1:7
악따 60 145 1:2.4

　 전이 폭 ɑ
ㅏ(상승) 아가 아까 아가 아까
ㅏ(하강) 아가 아까 아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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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ㅐ, ㅡ, ㅓ’에서 연구개음으로의 전이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26> VㄱV, VㄲV의 전이 양상

<표22> VㄱV, VㄲV의 전이 폭, ɑ 평균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애개 265 96 35 0.009939 0.001521
애깨 285 81 31 0.010792 0.00161

ㅡ 으그 239 -65 42 -0.00859 0.002221
으끄 236 -49 28 -0.01008 0.002172

ㅓ 어거 252 -74 28 -0.01046 0.001914
어꺼 262 -76 28 -0.01114 0.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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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VㄱV, VㄲV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그림26>은 연구개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F2 전이 양상을 그래프로 보인 것이
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ㅐ’의 경우에는 평음에 비해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전이 
폭이 작고 전이 시작 시점 또한 이른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강 전이
를 보이는 ‘ㅡ, ㅓ’의 전이 양상 모두 경음의 전이가 이른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강 폭에 있어서는 ‘ㅓ’는 다른 모음과 달리 비슷한 정도로 하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27>을 통해 연구개음에 선행하는 모음 ‘ㅐ, ㅡ, ㅓ’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를 알 수 있다, ‘ㅐ, ㅓ’의 경우에는 평음과 경음 모두 T25-50에 가장 많은 자료가 위
치해 있지만, T0, T0-25에서 경음의 자료가 평음에 비해 다소 많은 수를 차지한다. 
‘ㅡ’에 경우 평음의 절반 정도의 자료가 T50-75에 위치한 반면, 경음의 절반 정도의 
자료들이 T25-50, T50-75에 나누어져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수행하였다. 통계 
결과를 보이면 아래의 <표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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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VㄱV, VㄲV의 통계 검정 결과
 
  하강 전이를 보이는 ‘아가-아까’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얻을 수 
없었다. ‘어거-어꺼’의 전이 폭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
는데, 다른 자음들을 고려하여 이는 예외로 처리할 만하다. 
  전이 폭에서의 차이는 자음의 조음점이 발성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해석될 수 있
다. 백운일(2001: 117-119)에서는 EPG를 이용하여 발성 유형에 따른 연구개음의 
접촉 면적 변화를 측정하였고, 경음이 평음보다 앞에서 조음점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러한 조음점의 이동이 선행 모음의 F2 전이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다. ‘ㅐ, ㅡ , ㅓ’ 모두 경음이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통계적으
로도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내용과 같이 짧은 선행 모음의 길이로 인하여 연
구개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운동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
다.
  전반적으로 V평V-V경V의 단어들은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모두에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전이 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아다
-아따’, ‘어거-어꺼’,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승 
전이의 ‘아가-아까’와 같은 예외들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경음에 선행하는 모음은 
평음의 것보다 작은 전이 폭을 보이고, 보다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경음의 경우 평음에 비해 넓은 접촉 면적을 가지므로 이로 인하여 자음의 조음점
이 이동하여 음향적으로 선행 모음의 F2 전이 폭의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두 긴장성으로 인해 짧은 선행 모음의 길이를 가지는 경음은 평음에 비해 
후행 자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운동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어 후행 자음으

　 전이 폭 ɑ
ㅐ 애개 애깨 애개 애깨
ㅡ 으그 으끄 으그 으끄
ㅓ 어거 어꺼 어거 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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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F2 전이가 이른 시점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모음의 F2 전이 구
간은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뿐만 아니라 발성 유형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4.4.2. 개음절과 폐음절

<그림28> Vㄱ, VㄱV, VㄲV의 전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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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Vㄱ의 전이 폭, ɑ 평균

<그림29>  Vㄱ, VㄱV, VㄲV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액 280 76 38 0.010621 0.002061
ㅡ 윽 252 -67 35 -0.00939 0.001774
ㅏ(상승) 악 35 51 18 0.009231 0.002187
ㅏ(하강) 악 170 -57 23 -0.00772 0.007156
ㅓ 억 274 -81 28 -0.01057 0.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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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8>은 개재 자음이 연구개인 경우에 VCV-VC 유형의 F2 전이를 비교하여 
보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선행 모음 ‘ㅏ’의 자료들은 양방향 전이를 보이므로 
이를 상승과 하강 전이로 나누어 모두를 제시하였다. ‘액’의 경우 76mel의 상승 폭
을 보이는데 VCV의 상승 폭과 비교하여 가장 작은 변화를 보였다. 하강 전이를 보
이는 ‘윽’, ‘악(하강)’, ‘억’은 각각 –67mel, -57mel, -81mel의 하강 폭을 보였는데, 
이는 VCV의 전이 폭보다 큰 수치이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악(상승)’의 전이 폭은 
51mel로 평음과 경음 사이에 위치하지만, 평음과 경음의 전이 폭이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그림29>를 통해 VC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인 양
상이 ‘액’, ‘악(하강)’의 경우는 V경V와, ‘악(상승)’, ‘억’은 V평V와 유사해 보이고, 
‘윽’의 경우 어느 한쪽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말하기 힘들다. 전이 폭과 전이 시
작 시점을 고려하였을 때, VC가 V평V, V경V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혹은 다른 양
상을 보이는지를 알기 위하여 통계 검정을 수행하였다.
  아래에 보인 <표25>는 전이 방향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을 수
행한 결과이다. ‘액’의 경우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 모두에 있어서 V평V와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 반면, V경V와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윽’의 경우 평음과는 
전이 시작 시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경음과는 둘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악’의 경우,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는 경음과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평음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강 전이의 ‘악’
의 경우에는 평음의 경우 둘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고, 경음과는 전이 폭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억’의 경우 전이 폭에서는 평음과, 전이 시작 시점에서는 
경음의 것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 폭 ɑ
ㅐ 애개 액 애깨 애개 액 애깨
ㅡ 으그 윽 으끄 으그 윽 으끄

ㅏ(상승) 아가 악 아까 아가 악 아까
ㅏ(하강) 아가 악 아까 아가 악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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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Vㄱ, VㄱV, VㄲV의 통계 검정 결과

  t검정을 통한 ‘V평V-V경V’의 F2 비교는,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모두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VCV-VC’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선행 모음이나 
개재 자음의 종류에 따라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와 연관된 
어떠한 경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VC의 F2 전이 양상은 VCV와 전이 폭, 시작 
시점 어느 하나에서 차이를 보이는 다른 부류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
해 폐음절에서의 후행 자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 운동은 조음점의 위치, 조음체의 
운동 시작 시점, 혹은 둘 모두에서 개음절과 차이를 보여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5. 동일 방향 전이의 비교

 <표26> 조음 위치에 따른 VCV의 전이 방향

  <표26>을 통해 한 모음에서 자음으로의 전이 방향이 동일한 부류들을 찾을 수 
있다. ‘ㅐ’의 경우 양순, 치조, 경구개음 모두 하강 전이를 보이고, ‘ㅡ’의 경우 양순
음과 연구개음은 하강 전이, 치조음과 경구개음은 상승 전이를 보인다. ‘ㅏ-ㄱ’ 연
쇄가 양방향 전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ㅏ’의 경우 양순음과 연구개음은 하강 

VCV
ㅐ ㅡ ㅏ ㅓ

양순음 ↓ ↓ ↓ ↓
치조음 ↓ ↑ ↑ ↑ 상승 전이 ↑

경구개음 ↓ ↑ ↑ ↑ 하강 전이 ↓
연구개음 ↑ ↓ ↕ ↓ 양방향 전이 ↕

ㅓ 어거 억 어꺼 어거 억 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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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를 보이고, 치조, 경구개, 연구개음들은 상승 전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
막으로 ‘ㅓ’는 ‘ㅡ’와 마찬가지로 치조; 경구개(상승 전이), 양순; 연구개(하강 전이)
로 나눌 수 있다. ‘ㅐ, ㅡ, ㅏ, ㅓ’에서 치조, 경구개음으로의 전이가 동일한 방향을 
보이는 것은 두 자음을 조음할 때, 성도 내 비슷한 구간에서 조음점이 형성되기 때
문이라고 볼 수 있다.
  VCV에서 묵음의 폐쇄 구간 시작 직전까지의 모음을 들어보면, [앱], [앧]과 같이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를 알아차릴 수 있다. 선행 모음에 개재 자음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 동일한 전이 방향을 가지는 단어들은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 또는 
둘 모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재 자음의 종류에 따라 모음별로 어떠한 전이 방향을 보이는지 정리한 <표?>
를 토대로 하여, 모음에 따라 동일한 전이 방향을 보이는 단어들을 묶어서 비교하고
자 한다. 집단이 둘인 경우에는 t검정, 셋의 경우에는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하여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4.5.1. ㅐ의 전이

  양순, 치조, 경구개음에 선행하는 ‘ㅐ’는 모두 하강 전이를 보인다. V평V와 V경V, 
VC의 전이 모두 하강 전이를 보이므로 V평V의 전이 양상과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을 보인 뒤, 일원분산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30> ‘애배, 애대, 애재’의 전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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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애배, 애대, 애재’의 전이 폭, ɑ의 평균

<그림31> ‘애배, 애대, 애재’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그림30>은 ‘ㅐ’와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의24) 연쇄에서의 F2 하강 전이 양
상을 그래프로 보인 것이다. ‘애배’, ‘애대’, ‘애재’는 각각 –126mel, -77mel, 
24) 국경아 외(2007)에서는 20-30대 37명을 대상으로 5분간의 자유 발화를 녹음하여 마찰음과 

파찰음의 마찰부 에너지 피크와 무게중심, 왜도를 측정하여 파찰음의 조음 위치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성별에 따라 파찰음의 조음 위치 전진 현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젋은 여성 
대부분은 조음 위치를 전진하여 발음하는 반면, 남성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
다. 또한 장승익 외(2015)에서는 스펙트로그램 상에서의 소음 에너지의 정점 주파수를 분석
하여 /ㅈ/의 조음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북 방언 여성 화자를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나누어 산출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노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ㅈ/이 경구개 위치를 
이탈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찰음의 조음 위치 전진 현상이 본 연구의 녹음 자료에도 나타난다면, ‘애대-애재’, ‘으드-
으즈’, ‘아다-아자’, ‘어더-어저’의 단어 쌍은 비슷한 정도의 전이 폭을 보일 것이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모음의 종류와 상관없이 선행 모음의 F2 전이 폭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애배 283 -126 48 -0.00641 0.001403
애대 263 -77 25 -0.00745 0.001653
애재 181 -69 28 -0.00807 0.00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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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mel의 하강 폭을 보이며, 양순>치조>경구개음 순으로 큰 하강 폭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1>을 살펴보면 양순음의 경우 약 95%의 데이터가 T50-75, T75-100에 위
치하는 반면, 치조음과 경구개음은 T50-75에 60~65%의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고, 이
를 기준으로 앞뒤의 T25-50, T75-100에 나누어 나머지 데이터가 위치함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애배’, ‘애대’, ‘애재’의 세 단어 모두 하강 전이를 가지지만,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양순음과 비교하여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이 다소 유사해 보이는데, 통계적으로는 어떠한지 일원분
산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표28> ‘애배, 애대, 애재’ 통계 검정 결과

  위의 <표28>은 ‘애배, 애대, 애재’의 일원분산분석 결과인데, 집단 간 전이 폭과 
시작 시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강 전이 폭은 양순>치조>
경구개음 순으로 크게 나타났고, 이들 사이의 차이 모두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
다.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는 경구개>치조>양순음 순으로 ɑ 값이 크게 나타나 
경구개음에 선행하는 모음의 전이가 가장 이른 시점에서 일어나고, 다음으로 치조, 
양순음 순으로 전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ɑ 값 또한 전이 폭과 마찬가지로 모
든 집단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 폭에서의 차이는 선행 모음으로부터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로의 로커스 
주파수로의 전이, 즉 자음의 조음위치의 차이가 음향적으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
다. 전이 시작 시점에서의 차이를 통해 ‘ㅐ’에서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을 조음하
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이 경구개음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치조, 양순음 순으로 

　 전이 폭 ɑ

ㅐ
애배 애대 애배 애대

애재 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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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4.5.2. ㅡ의 전이

  ‘ㅡ’의 경우 치조, 경구개음으로의 전이는 상승 전이를, 양순, 연구개음으로의 전
이는 하강 전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둘을 나누어 전이 양상과 전이 폭 및 ɑ 값의 
평균, 전이 시작 시점 분포를 살펴본 뒤 t 검정을 수행하여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유
의미한지 살펴보았다. 먼저 상승 전이를 보이는 ‘으드’, ‘으즈’의 전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림32> ‘으드, 으즈’의 전이 양상

<표29> ‘으드, 으즈’의 전이 폭, ɑ의 평균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ㅡ 으드 191 137 67 0.010148 0.001709
으즈 243 169 68 0.010534 0.00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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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으드, 으즈’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으드’, ‘으즈’는 각각 137mel, 169mel의 상승 폭을 보이며, 전이 시작 시점에서는 
‘으드’는 T25-50, T50-75에 걸쳐 약 65%의 자료가 분포되어 있고, ‘으즈’는 T0-25, 
T25-50에 약 55% 정도의 자료가 분포되어 있다. 또한 T75-100에서는 두 단어 모두 
극소수의 자료가 위치한 반면, T0에선 ‘으드’는 약 10%, ‘으즈’는 약 20%의 자료가 
분포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으드’는 ‘으즈’에 비해 선행 모음의 F2 상
승 폭이 작고, 전이 시작 시점이 느리다고 할 것이다. t-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표
30>과 같은데,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30> ‘으드, 으즈’의 통계 검정 결과

  전이 폭에서의 차이를 통해 ‘으드’와 ‘으즈’의 조음 위치가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또한 ‘ㅡ’에서 치조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은 경구개음을 조음하기 위
한 움직임보다 느린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하강 전이를 보이는 ‘ㅡ’에서 양순, 연구개음으로의 전이 양상을 살펴

　 전이 폭 ɑ
ㅡ 으드 으즈 으드 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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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그림>의 전이 양상에서도 두 단어의 전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
나는 듯하다. ‘으브’는 ‘으그’의 비해 하강 폭이 매우 크고, 전이 또한 이른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의 평균을 
살펴보고, 세부적인 전이 시작 분포 양상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그림34> ‘으브, 으그’ 전이 양상

<표31> ‘으브, 으그’의 전이 폭, ɑ의 평균

<그림35> ‘으브, 으그’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ㅡ 으브 280 -145 45 -0.00677 0.001653
으그 239 -65 42 -0.00859 0.0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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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브’와 ‘으그’는 각각 약 145mel, 65mel의 하강 폭을 보이며, 전이 시작 시점으
로는 절반 내외의 데이터가 T50-75에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그림35>를 자세히 
살펴보면 양순음의 경우 30%의 데이터가 T75-100에 위치한 반면, 연구개음은 양
순음에 비해 T0, T0-25, T25-50에 많은 자료가 분포되어 있다. 연구개음에 선행
하는 모음 ‘ㅡ’의 전이가 양순음의 것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된다고 해
석할 수 있는데, t검정에서도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에서의 차이 모두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표32> ‘으브, 으그’의 통계 검정 결과

  ‘으브’의 전이 폭은 ‘으그’에 비해 약 80mel 정도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ㅡ’에 후행하는 양순음과 연구개음의 조음점이 다
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이 시작 시점에서의 유의미한 차이를 통하여 ‘ㅡ’에서 
양순음을 조음하기 위한 두 입술을 닫는 조음 운동이 연구개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
음체의 운동보다 늦은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4.5.3. ㅏ의 전이

  ‘ㅏ’는 치조, 경구개, 연구개음으로의 전이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양순, 연구
개음으로의 전이는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상승 전이를 보이는 단어들의 양
상을 살펴본 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전이 폭 ɑ
ㅡ 으브 으그 으브 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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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아다, 아자, 아가(상승)’의 전이 양상

<표33> ‘아다, 아자, 아가(상승)’의 전이 폭, ɑ의 평균

<그림37> ‘아다, 아자, 아가(상승)’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ㅏ
아다 246 81 34 0.010203 0.002014
아자 280 125 50 0.010495 0.001853
아가(상승) 135 58 26 0.009621 0.00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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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6>은 ‘아다’, ‘아자’, ‘아가’의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을 보여준다. 세 
단어는 각각 약 80mel, 130mel, 60mel의 상승 폭을 보인다. 전이 시작 시점 분포
를 살펴보면, ‘아가’의 약 40%의 자료들이 T50-75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아다, 아
자’의 경우 T0-25, T25-50 전반에 걸쳐 과반수의 자료가 분포됨을 알 수 있다.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에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아다-아자’의 전이 
시작 시점(ɑ 값)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전이 폭
에 있어서 아자>아다>아가(상승) 순으로 크게 나타는 경향이 모든 경우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며,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는 ‘아가(상승)’의 경우 두 단어와 비교하
여 다소 늦은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됨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34> ‘아다, 아자, 아가(상승)’의 통계 검정 결과

  전이 폭에서의 ‘아다, 아자, 아가(상승)’의 차이는 ‘ㅏ’에서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
개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점의 위치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음체의 움직임
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치조음, 경구개음을 조음하기 위한 움직임의 시점이 동일하
고, 이보다 늦은 시점에서 연구개음을 조음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
다.
  다음으로는 하강 전이를 보이는 ‘아바’와 ‘아가’의 전이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하강 전이를 보이는 ‘아가’의 경우 비록 자료의 수는 적지만, 전이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아가’ 전체의 자료 수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다른 자료들
과 마찬가지로 대푯값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전이 폭 ɑ

ㅏ
아다 아자 아다 아자

아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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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아바, 아가(하강)’의 전이 양상

<표35> ‘아바, 아가(하강)’의 전이 폭, ɑ의 평균

<그림39> ‘아바, 아가(하강)’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ㅏ 아바 281 -101 32 -0.00813 0.001537
아가(하강) 38 -39 12 -0.0097 0.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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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8>과 <표3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바’와 ‘아가(하강)’의 전이 폭은 
각각 –101mel과 –39mel로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도 
‘아바’의 경우, T50-75에 60%, T25-50에 30%, 약 90%의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
지만, ‘아가(하강)’의 자료들은 T0, T0-25, T25-50에 걸쳐 약 90%의 자료들이 
위치하여 있다. t-검정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한 결과, 전이 폭과 
시작 시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36> ‘아바, 아가(하강)’의 통계 검정 결과 
 
  ‘ㅏ’에서 로커스 주파수로의 전이 폭이 양순음의 경우 연구개음 보다 크게 나타났
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이는 전술한 양순음과 연구개음의 
로커스 주파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도 ‘아바’
의 경우 ‘아가’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ㅏ’에서 양순음을 조음하
기 위한 두 입술을 닫는 움직임이 연구개음을 조음하기 위해 후설이 연구개 부근으
로 상승하는 조음 운동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시작됨을 의미한다.   

4.5.4. ㅓ의 전이

  마지막으로 ‘ㅓ’의 전이 또한 상승 전이를 보이는 치조, 경구개음과 하강 전이를 
보이는 양순, 연구개음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전이 양상을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t검정을 통하여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
한지 알아보았다.

　 전이 폭 ɑ
ㅏ 아바 아가 아바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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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0> ‘어더, 어저‘의 전이 양상

<표37> ’어더, 어저‘의 전이 폭, ɑ의 평균

<그림41> ‘어더, 어저’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그림40>과 <그림41>은 상승 전이를 보이는 ‘어더’와 ‘어저’의 전체적인 전이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ㅓ 어더 286 165 54 0.009309 0.00221
어저 286 260 67 0.009583 0.0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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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과 전이 시작 시점 분포를 보인 것이다. ‘어더’는 165mel만큼 상승하고, ‘어저’
는 260mel 정도의 상승 폭을 보이는데, 한눈에도 둘의 상승 폭이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또한 일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체로 두 
단어 모두 T50-75에 약 40%의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고, 이보다 이른 시기에 나머지 
자료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 검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표36>와 같이 전이 시작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얻을 수 없었고, ‘어더’와 
‘어저’의 약 95mel 정도의 전이 폭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8> ‘어더, 어저’의 통계 검정 결과

  전술하였듯, 전이 폭에서의 차이는 ‘ㅓ’에 후행하는 치조음과 경구개음의 조음점이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아자, 어저’의 경우 다른 자음들에 
비해 큰 전이 폭을 보이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경구개음의 로커수 주
파수가 다른 것들에 비해 높음을 시사한다. 
  ‘어더, 어저’에서의 전이 시작 시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ㅓ’에서 치조음을 조음하기 위한 혀끝의 움직임과 경구개음을 조음
하기 위한 전설의 움직임이 동일한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하강 전이를 보이는 ‘어버’와 ‘어거’의 전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그림42>를 통해 두 단어의 전이 폭은 유사하지만, ‘어버’의 경우 60 부근에
서 하강 전이가 시작되고, ‘어거’의 전이는 이보다 이른 50 부근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 시점의 자료들의 평균값을 구하여 이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림43>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를 통해 파악하여야 한다. 

　 전이 폭 ɑ
ㅓ 어더 어저 어더 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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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어버, 어거’의 전이 양상

<표39> ‘어버, 어거’의 전이 폭, ɑ의 평균

<그림43> ‘어버, 어거’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하강 전이를 보이는 ‘어버(70mel)’와 ‘어거(73mel)’의 경우 다른 단어 쌍과는 다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ㅓ 어버 280 -70 25 -0.00914 0.002069
어거 252 -74 28 -0.01046 0.0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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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전이 폭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43>에서 알 수 있듯이 
‘어버’의 경우 T50-75에 약 50%의 자료가 분포되어 있고, T0, T0-25, T25-50에서는 
‘어거’보다 적은 비율의 자료가 분포되어 있음을 통해 ‘어거’에 비해 다소 늦은 시점
에 하강 전이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t검정 결과에서도 반영되어 나
타났다. 전이 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전이 시작 시점의 차이가 유의미
하게 나온 것이다.  

<표40> ‘어버, 어거’의 통계 검정 결과

   전이 폭에 있어서 ‘어버’와 ‘어거’의 차이는 유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는
데, 이를 통해 두 자음이 동일한 조음점에서 조음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지영(2000)에서는 어두의 ‘ㄸ, ㄲ’에서 ‘ㅏ’로의 포먼트 전이 구간을 비교하여 전
이 양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F1은 상승하고 F2는 하강하는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선행하는 자음이 치조음이냐 연구개음이냐에 따라서 F3의 전이 양상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치조음의 경우 후행하는 모음의 포먼트 전이 구간에서 
F3이 점점 낮아져서 F2와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연구개음의 경우는 
후행하는 모음의 포먼트 전이 구간에서 모음의 F2와 F3이 하나의 목표점으로 출발
해서 F3은 점점 높아지고 F2는 점점 낮아져서 서로 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신지영 2000: 233). 아래 <그림44>와 같이 연구개음에 선후행하
는 모음의 전이 구간에서 보이는 F2, F3의 양상은 매우 특징적이며, 조음 위치 정
보가 담긴 음향적인 단서로 작용한다. 

 

　 전이 폭 ɑ
ㅓ 어버 어거 어버 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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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4> 연구개음의 F2, F3 전이 양상(Kent & Read 2002: 155)
 
  전이 시작 시점으로는 ‘어버’의 전이가 ‘어거’에 비해 느린 시점에서 시작되고, 이
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는데, ‘ㅓ’에서 두 입술을 닫는 움직임이 연구
개 부근에 닿기 위해 후설이 상승하는 움직임보다 늦은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동일 방향의 전이를 보이는 연쇄들은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 중 하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두 
가지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성도 내 조음점의 위치
와 후행 자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전의 연구에서 밝힌 자음마다 고유의 로커스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으로 자음의 조음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사
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이 시작 시점 또한 자음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며, 
이는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를 알 수 있는 음향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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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음-자음-자음-모음 연쇄

  이번 장에서는 모음-자음-자음-모음 연쇄(이하 VCCV)에서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라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동일 자음 연쇄와 조음 위치가 다른 자음 연쇄에 선행하는 모음의 F2 전
이 양상을 비교할 것이다.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 사이에서 폐쇄를 위
한 성도 내 조음체의 운동이 차이를 보인다면, 이것이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에
도 반영되어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 자음을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며, 한국어의 조
음위치동화(변자음화, 후부 변자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은 그렇지 않은 환경에 비해 특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에서도 앞
에서의 기술 방식과 동일하게 그래프를 통해 대강의 F2 전이 양상을 살펴보고, 전
이 폭 및 ɑ의 평균,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을 고찰함을 통해 세부적인 양상을 살
펴볼 것이다. 이후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얻은 통계적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
하고자 한다.

5.1. 양순음 선행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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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VC1CV(C1=ㅂ)의 전이 양상

<표41> VC1CV(C1=ㅂ)의 전이 폭, ɑ의 평균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애빼 276 -98 36 -0.00815 0.001672
앱때 279 -87 30 -0.00852 0.001844
앱깨 273 -80 35 -0.00834 0.001865

ㅡ
으쁘 277 -128 41 -0.0083 0.001805
읍뜨 279 -111 36 -0.00884 0.001525
읍끄 263 -118 39 -0.00871 0.00164

ㅏ
아빠 268 -80 31 -0.00953 0.001729
압따 279 -75 32 -0.0095 0.001746
압까 247 -79 38 -0.00941 0.001919

ㅓ
어뻐 277 -62 23 -0.01026 0.001896
업떠 257 -56 26 -0.01076 0.00191
업꺼 227 -64 26 -0.00974 0.0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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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VC1CV(C1=ㅂ)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표42> VC1CV(C1=ㅂ)의 통계 검정 결과

  <그림45>, <그림46>은 C1=ㅂ, C2=ㄷ, C3=ㄱ의 경우, VC1(경)V, VC1C2V, 
VC1C3V의 F2 전이 양상과 전이 시작 시점 분포를 보인 것이고, <표42>는 이들의 

전이 폭 ɑ
ㅐ

앱때 앱깨 앱때 앱깨
애빼 애빼

ㅡ
읍뜨 읍끄 읍뜨 읍끄

으쁘 으쁘
ㅏ

압따 압까 압따 압까
아빠 아빠

ㅓ
업떠 업꺼 업떠 업꺼

어뻐 어뻐



- 72 -

통계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인 것이다. V평V와 마찬가지로 양순음으로의 전이는 모
음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강 전이를 보인다.
  모음 ‘ㅐ’의 경우 전이 폭은 애빼(-98mel)>앱때(-87mel)>앱깨(-80mel) 순으
로 크게 나타났으며, 모든 집단 간의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애때’, 
‘애깨’가 각각 –58mel, +81mel의 전이 폭을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조음 위치
가 다른 후행 자음으로 인하여 선행 자음 조음을 위한 폐쇄 과정에 있어서 동일 자
음 연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음 위치가 다른 자음의 
연쇄에서 후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전이 폭에서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것 
또한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전이 시작 시점으로는 세 단어 모두 T50-75에 과반수의 자료가 분포하였으며, 다
음으로 많은 수의 데이터가 위치한 구간은 T25-50이었다. ɑ의 평균과 전이 시작 시
점 분포 모두 세 단어가 비슷한 값과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통계 검정에서도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빼, 앱때, 앱깨’에서 양순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이 동일한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애
빼, 앱때, 앱깨’는 전이 시작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전이 폭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므로 서로 다른 전이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양
순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운동이 후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앞으로 서술할 VCCV 유형의 다른 경우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임을 
미리 밝혀둔다.
  모음 ‘ㅡ’의 경우, 전이 폭은 으쁘(-128mel)>읍끄(-118mel)>읍뜨(-111mel)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는 VCCV의 두 단어(읍뜨, 읍끄)
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통계 검정 결과에서도 ‘읍뜨-읍끄’의 유형에서만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으쁘-읍뜨’, ‘으쁘-읍
끄’에서는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일 자
음 연쇄는 그렇지 않은 연쇄에 비해 하강 폭이 크고 늦은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
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즉 ‘으쁘’의 선행 모음 F2 
전이가 ‘읍뜨, 읍끄’에 비해 늦은 시점에서 시작되며, 큰 폭의 하강을 보인다는 것이
다. 이는 양순음을 조음하기 위한 조음 운동의 시작 시간과 그 과정이 다르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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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 
  모음 ‘ㅏ’의 경우, 동일 자음 연쇄(아빠)와 그렇지 않은 연쇄(압따, 압까)의 F2는 
전이는 전이 폭과 전이 시점 모두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아빠, 압따, 압까’의 전이 폭은 각각 –80mel, -75mel, -79mel로 측정되었는
데 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림>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에서도 
‘ㅐ’, ‘ㅏ’의 V경V, VCCV 유형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양
상이 통계적으로도 반영되어 무의미한 차이로 나온 듯하다. 5장에서 다루는 자료들
에서 전반적으로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 사이는 전이 폭, 전이 시작 시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예외로 처리할 수 있을 듯하다.
  ‘ㅏ’와 달리 모음 ‘ㅓ’의 경우 업꺼(-64mel)>어뻐(-62mel)>업떠(-56mel)순으
로 하강 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업꺼’와 ‘어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전이 시작 시점에서는 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는데, ‘업떠, 어뻐, 업꺼’ 순으로 전이가 이른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해석할 수 있
다. ‘어뻐’는 ‘업떠’에 비해 느린 시점에 전이가 시작되어 큰 폭의 하강을 보이고, 
‘업꺼’에 비해서는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지만 비슷한 폭의 하강을 보인다는 
것이다. 조음위치가 다른 자음 연쇄인 ‘업떠, 업꺼’에 있어서도, ‘업떠’는 ‘업꺼’에 비
해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는데 작은 폭의 하강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조음위치동화가 일어난다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 사이
에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앱때, 앱깨’에서
는 동화 환경인 ‘앱깨’의 F2 전이 양상이 ‘앱때’와 다르게 나타났다. 동일한 시점에
서 전이가 시작되어 작은 폭의 하강을 보인 것이다. ‘읍뜨, 읍끄’, ‘압따, 압까’에서는 
동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업떠, 업꺼’에서는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업꺼’가 ‘업떠’에 비해 늦은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어 큰 폭의 하
강을 보였다.
  이처럼 후부 변자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인 ‘ㅂㄱ’연쇄(VC1C3V)는 위치 동화가 일
어나지 않는 환경의 단어들과 비교했을 때 주목할 만한 전이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모음에 따라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 VC1C2V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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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도 하고, 전이 시작 시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하고, VCV
와 전이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통계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표?>
를 통해 전이 시작 시점의 분포를 살펴보아도, 위치 동화 환경의 단어들이 그렇지 
않은 것들에 비해 이른 시점에 전이를 보인다거나 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미
리 언급하면 선행 자음이 치조음, 연구개음인 경우에도 위치 동화(변자음화, 후부변
자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의 단어들은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양
상을 보이지 않았다.

5.2. 치조음 선행 연쇄

<그림47> VC1CV(C1=ㄷ)의 전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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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 VC1CV(C1=ㅂ)의 전이 폭, ɑ의 평균

<그림48> VC1CV(C1=ㄷ)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애때 241 -58 25 -0.009615 0.001702 
앧빼 181 -53 23 -0.009675 0.001851 
앧깨 143 -52 24 -0.009903 0.001823 

ㅡ
으뜨 193 90 52 0.012129 0.001522 
읃쁘 147 92 50 0.012382 0.001267 
읃끄 130 94 54 0.012056 0.001475 

ㅏ
아따 254 79 35 0.011272 0.001819 
앋빠 228 84 36 0.011788 0.001542 
앋까 234 90 36 0.011735 0.001683 

ㅓ
어떠 283 136 59 0.011311 0.001855 
얻뻐 248 157 46 0.011367 0.001404 
얻꺼 251 156 52 0.011236 0.0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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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VC1CV(C1=ㅂ)의 통계 검정 결과

  다음으로 C1=ㄷ인 경우, 동일 자음의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의 F2 전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음 ‘ㅐ’의 경우, 하강 폭은 애때(-58mel)>앧빼(-53mel)>앧깨
(-52mel)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각 집단들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통계 결
과에서도 ‘앧빼, 앧깨’ 사이의 전이 폭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였고, 이외의 비
교 집단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애때, 앧빼, 앧깨’의 자료들은 T25-50, T50-75에 
걸쳐 80% 이상의 자료가 분포되었는데, 이러한 유사성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에 선행하는 모음
의 F2 전이는 동일한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지만, 동일 자음 연쇄의 F2가 큰 폭의 
하강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ㅡ’의 경우 ‘으뜨, 읃쁘, 읃끄’의 자료는 각각 90mel, 92mel, 94mel의 상승 폭의 
전이를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는데, 이 차이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림48>에서도 보이듯 전이 시작 시점 분포에 있어서도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전이 폭 ɑ
ㅐ

앧빼 앧깨 앧빼 앧깨
애때 애때

ㅡ
읃쁘 읃끄 읃쁘 읃끄

으뜨 으뜨
ㅏ

앋빠 앋까 앋빠 앋까
아따 아따

ㅓ
얻뻐 얻꺼 얻뻐 얻꺼

어떠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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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았다. V(ㅏ)CCV에서 치조음으로의 F2 전이 양상은 후행 자음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모음 ‘ㅏ’의 경우, 앋까(90mel)>앋빠(84mel)>아따(79mel) 순으로 큰 상승 폭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는 ‘앋까’와 작은 상승 폭을 보이는 
‘아따’ 사이에서만 유의미하였고 그 외의 비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전이 시작 시점에서는 VCCV 유형(앋빠, 앋까)이 T0에서 가장 큰 비율인 약 45%의 
데이터가 분포하고 있었고, V경V(아따)는 T0, T0-25, T25-50에 30% 내외씩 비교적 
균등하게 자료들이 위치하였다. 전이 시작 시점에서의 유사성이 통계적으로도 반영
되어 VCCV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아따’는 ‘앋빠’에 
비해 늦은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지만 비슷한 정도의 상승 폭을 보이고, ‘앋까’에 
비해서도 늦은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지만 작은 폭의 하강을 보인다는 것이다. 
  ‘ㅓ’의 경우, 어떠(59mel)>얻꺼(52mel)>얻뻐(46mel) 순으로 큰 상승 폭을 보였
지만, ‘얻뻐, 얻꺼’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48>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를 통해, 동일 자음 연쇄의 경우 가장 많은 자료들이 T0에 위치하므
로 38%의 자료들이 모음 시작과 동시에 전이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반면 조
음 위치가 다른 연쇄의 경우 T0-25 전후에 많은 자료가 위치하여, 동일 자음 연쇄에 
비해 늦은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는 자료가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였다. 즉 ‘ㅏ’의 경우와는 반대로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
은 연쇄는 동일한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지만, 전이 폭에서 차이가 보여 다른 F2 
전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ㅡ’를 제외한 모음의 경우,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는 전이 폭 또는 
전이 시작 시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때’와 ‘앧빼, 앧깨’는 
전이 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아따’와 ‘앋빠, 앋까’는 전이 시작 시점과 전
이 폭에서 차이를 보였다. ‘ㅓ’의 경우에도 전이 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
데, 이를 통해 치조음 선행 연쇄에서도 VCCV는 V경V 유형과 다른 전이 양상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자음 연쇄의 종류에 따라 치조음 조음을 위한 성도 내 조음체의 
조음 운동이 다르게 실현되었고, 이것이 음향적으로도 반영되어 선행 모음의 F2 전
이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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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나는 환경인 VCCV는 VCV와 비교하
여 주목할 만한 전이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동화 환경인 VㄷㅂV, VㄷㄱV에서의 
F2 전이 양상은 VㄸV와 비교하여, 전이 폭에 있어서 일관된 차이를 보이거나 시점
에 있어서 이르거나 늦거나 하는 경향을 찾을 수 없었다. 위치 동화는 수의적 현상
이거니와 일상 대화가 아닌 무의미어를 녹음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치 동화
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하다.25)
  하지만 치조음 선행 연쇄의 경우 조음 위치 동화와 관련하여 얘기할 만한 특이 
자료들이 있었다. ‘앧깨, 읃쁘, 읃끄’가 그것들인데, 정상적인 전이 방향과 반대 방향
의 전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ㅐ’, ‘ㅡ’에서 치조음으로 일반적인 전이는 각각 하강, 
상승 전이로 실현되는데, ‘앧깨’, ‘읃쁘, 읃끄’의 자료들에서 상승, 하강 전이를 보이
는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해당 음성 파일을 찾아 선행 모음 부분만 들어본 결과 
분명 치조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단어의 음성 자료 중 약 20~30%에 
해당하여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단어 모두 선행 모음에서 C2로
의 전이 방향과 일치한 전이 양상을 보이는 것을 고려한다면, C2의 조음 동작이 선
행 모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극단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듯하다.26)

25) Bybee(2001: 11)에 의하면 고빈도 단어는 저빈도 단어보다 규칙적인 음운변화를 겪을 가
능성이 높은 반면, 문법적, 유추적 변화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
다. 이에 의하면 위치 동화는 음운현상이므로 고빈도어에서 잘 일어나고 저빈도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박선우 2010 재인용).

26) 조음 위치 동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어 보편적으로 조음 중복(gestural overlap)과 조음 
축소(gestural reduction)라는 두 가지 설명이 있어 왔다. 조음 중복이란 C1C2에서 C1의 
조음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C2의 조음이 일찍 시작되어 C1과 일부 혹은 전부가 중복됨으로
써 C1이 잘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현 2018: 381). 피동화음인 선행음의 조음 제스처
가 빠를수록, 동화주인 후행 자음의 조음 제스처가 느릴수록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조음 축소란 C1이 폐쇄를 위한 움직임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위치 동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Jun(1995)에서 피동화주의 제스처가 약화된 발화와 제스처의 중복이 일
어난 발화에 대한 지각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제스처가 약화된 발화를 동화된 어형으로 지
각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Hardcastle(1973)에선 연구개음의 조음에서 조음체가 되는 혓몸의 움직임이 치조음, 양순
음의 조음 제스처보다 느리다고 하였는데, 이는 후부 변자음화의 원인이 조음 중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앧깨, 읃끄’의 선행 모음의 F2 전이 방향이 ‘애깨, 으끄’의 것과 
일치하는 자료는 연구개음의 조음을 위한 움직임이 미리 일어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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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개음 선행 연쇄

<그림49> VC1CV(C1=ㄱ)의 전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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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VC1CV(C1=ㄱ)의 전이 폭, ɑ의 평균

모음 단어 n 전이 폭 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ㅐ
애깨 285 81 31 0.010792 0.001610 
액빼 269 66 31 0.011213 0.001855 
액때 259 63 30 0.010864 0.001879 

ㅡ
으끄 236 -49 29 -0.010084 0.002172 
윽쁘 251 -68 34 -0.010226 0.001853 
윽뜨 242 -62 31 -0.010677 0.001880 

ㅏ(상승)
아까 61 46 20 0.010499 0.001946 
악빠 27 32 20 0.010623 0.002018 
악따 60 53 35 0.005642 0.010100 

ㅏ(하강)
아까 125 -42 18 -0.008997 0.005733 
악빠 189 -47 24 -0.011082 0.002183 
악따 145 -52 24 -0.011123 0.001990 

ㅓ
어꺼 262 -76 29 -0.011140 0.001540 
억뻐 274 -81 32 -0.011374 0.001746 
억떠 279 -80 29 -0.011280 0.001704 



- 81 -

<그림50> VC1CV(C1=ㄱ)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

<표46> VC1CV(C1=ㄱ)의 통계 검정 결과

전이 폭 ɑ
ㅐ

액빼 액때 액빼 액때
애깨 애깨

ㅡ
윽쁘 윽뜨 윽쁘 윽뜨

으끄 으끄
ㅏ

(상승)
악빠 악따 악빠 악따

아까 아까
ㅏ

(하강)
악빠 악따 악빠 악따

아까 아까
ㅓ

억뻐 억떠 억뻐 억떠
어꺼 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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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C1=ㄱ, C2=ㅂ, C3=ㄷ의 경우, 동일 자음의 연쇄와 서로 다른 자음
의 연쇄의 F2 전이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ㅏ-ㄱ’ 연쇄(아가, 아까, 악, 악빠, 악
따)의 경우 상승과 하강 전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 둘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모음 ‘ㅐ’의 경우, 애깨(81mel)>액빼(66mel)>액때(63mel) 순으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액빼’와 ‘액때’의 전이 폭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무의미하였고, 이외의 비교 
집단 사이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그림50>의 전이 시작 시점 분포 양상과 <표
45>의 ɑ의 평균을 종합하면, 액빼>액때>애깨 순으로 이른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액빼’와 ‘애깨’ 사이의 차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애깨’는 ‘액빼’에 비해 늦은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고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지만, 
‘액때’와 비교하여 동일한 시점에서 전이가 시작되지만 큰 폭의 상승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에 선행하는 모음의 F2 전
이 양상은 전이 폭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
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조음위치의 연쇄
인 ‘액빼-액때’의 경우에는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무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모음 ‘ㅡ’의 경우 윽쁘(-68mel)>윽뜨(-62mel)>으끄(-49mel) 순으로 큰 하강 
폭을 보였는데, ‘윽쁘-윽뜨’을 제외한 나머지 비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
였다. 전이 시작 시점에서는 ‘으끄-윽쁘’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결과
를 얻었고, 다른 경우에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음 ‘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으끄’와 ‘윽쁘, 윽뜨’의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은 전이 폭에 있어서
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이 시작 시점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그
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다.
  상승 전이를 보이는 ‘ㅏ’와 하강 전이를 보이는 ‘ㅏ’의 자료에서도 VCCV 유형은 
V경V와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별개의 전이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술하였듯 연구개음을 조음하
기 위한 조음체, 즉 혓몸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과 그 과정에 있어서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가 차이를 보여, 이것들이 음향적으로 선행 모음의 F2 전
이 양상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ㅓ’의 경우, ‘어꺼, 억뻐, 억떠‘의 비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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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은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VㄲV와 VㄱㅂV, VㄱㄷV에서 연구개음을 발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이 
유사하여 이것이 음향적으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의 선행 모음 
F2 전이 양상은 전반적으로 전이 폭, 전이 시작 시점 또는 그 모두에 있어서 차이
를 보이므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VC1C2V에서 후행 자음(C2)의 종류에 따
라 C1으로의 전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C1을 발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임이 후행 자음의 조음 위치에 영향을 받은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선행 모음의 F2 전이가 이른 시점 혹은 늦은 시점에서 시작
되거나, 크거나 작은 폭의 전이를 보임으로써 음향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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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그동안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한국어 모음-자음 연쇄
에서의 F2의 전이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자음 고유의 로커스 
주파수를 추정하기 위해 측정하였던 전이 폭뿐만 아니라 전이 시작 시점을 고려하
여 전이 양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
하고 본고의 한계 및 연구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의 자
음들을 선정하였고, 모음의 좁힘점에 따라 포먼트 전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고려하여 선·후행 모음을‘ㅐ, ㅡ, ㅏ, ㅓ’와 같이 달리 하였다. 또한 자음의 발성 및 
음절 유형에 따른 전이 양상을 다루기 위해 V경V, VC, VCCV 유형의 단어들도 포
함하였다. 
  실험 단어별 약 300개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모음-자음 연쇄에서의 F2 
전이 양상의 일반성 내지 경향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전이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고자 전이 폭과 전이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를 수치화한 뒤 객관성있는 
비교 분석을 위해 통계 기법을 활용하였다.
  4장에서는 자음의 발성 유형에 따른 전이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개음절과 폐
음절의 전이 양상을 비교하여 폐음절의 전이 양상이 평음과 경음 가운데 어느 것에 
가까운지 알아보았다. 경음은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서 선행 모음의 F2 전이가 
시작됨을 확인하였는데, 경음의 후두 긴장성으로 인하여 선행 모음의 길이가 짧아져 
조음체의 움직임이 평음에 비해 이른 시점에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전
이 폭에 있어서도 평음에 비해 작은 폭의 전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
강 내 접촉 면적이 넓은 경음을 조음할 경우, 조음점이 이동하여 이것이 음향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폐음절의 경우 개음절과 전이 폭 또는 전이 시작 시점에
서 차이를 보임 또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밝혀내었다. 
  동일 전이 방향을 보이는 모음-자음 연쇄에서의 전이 양상을 비교하여, 전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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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전이 시작 시점 혹은 두 기준 모두에서 차이를 보임을 밝혀내었다. 이를 통해 기
존 연구들에서 밝힌 자음 고유의 로커스 주파수의 존재를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전
이 시작 시점 또한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를 알 수 있는 음향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밝혀내었다.
  5장에서는 모음-자음-자음-모음 연쇄에서 후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선행 모음
의 F2 전이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선행 자음을 양순음, 치조음, 연구
개음으로 나누고, 한국어 조음위치동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그렇지 않은 환경과의 비
교하였다. 동일 자음 연쇄와 그렇지 않은 연쇄는 전반적으로 전이 양상에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후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선행 자음으로의 전이 양상이 다
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 자음을 발음하기 위한 조음체의 움직
임이 후행 자음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의미하며, 이것이 음향적
으로 선행 모음의 F2 전이 양상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음위치동화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 사이에서는 전이 시작 시점, 전이 폭에 있어서 일관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자음의 조음 위치 및 발성 유형, 나아가 음절 유형에 대한 정보가 선행 모
음에 담겨 있음을 확인하였고, 전이 시작 시점 또한 인접음에 대한 정보가 담긴 음
향적인 실마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하지만 개음절과 폐음절, 동일 방향
을 보이는 전이의 비교, 모음-자음-자음-모음 연쇄의 비교에 있어서 전이 폭, 전
이 시작 시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을 뿐 보다 깊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
였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논의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로커스 주파수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모음별로 인접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라 F2 전이 양상이 다르게 실현되
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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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시간 표준화 작업에 사용된 Praat 스크립트

form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word logfilename logfile.txt
word inputfolder sound
word fileextension .wav
integer maxnumber 4
integer maximumformant 4000
real windowlength 0.03

endform

Create Strings as file list... filelistobj 'inputfolder$'/*'fileextension$'
numfiles=Get number of strings
pause 'numfiles' sound files identified. Continue?

for ifile to numfiles

select Strings filelistobj
filename$=Get string... ifile
prefix$=filename$-fileextension$
textgridname$=prefix$+".TextGrid"

Read from file... 'inputfolder$'/'filename$'
Rename... soundobj

To TextGrid... formnat
Rename... textgridobj

select Sound soundobj
Edit
pause 재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세요.

editor Sound soundobj
Formant settings... maximumformant maxnumber windowlength 20 0.7
start=Get start of selection
end=Get end of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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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nd-start
time0=start
Move cursor to... time0
f0=Get second formant
time1=start+(0.05*(dur))
Move cursor to... time1
f1=Get second formant
time2=start+(0.1*(dur))
Move cursor to... time2
f2=Get second formant
time3=start+(0.15*(dur))
Move cursor to... time3
f3=Get second formant
time4=start+(0.2*(dur))
Move cursor to... time4
f4=Get second formant
time5=start+(0.25*(dur))
Move cursor to... time5
f5=Get second formant
time6=start+(0.3*(dur))
Move cursor to... time6
f6=Get second formant
time7=start+(0.35*(dur))
Move cursor to... time7
f7=Get second formant
time8=start+(0.4*(dur))
Move cursor to... time8
f8=Get second formant
time9=start+(0.45*(dur))
Move cursor to... time9
f9=Get second formant
time10=start+(0.5*(dur))
Move cursor to... time10
f10=Get second formant
time11=start+(0.55*(dur))
Move cursor to... time11
f11=Get second form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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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12=start+(0.6*(dur))
Move cursor to... time12
f12=Get second formant
time13=start+(0.65*(dur))
Move cursor to... time13
f13=Get second formant
time14=start+(0.7*(dur))
Move cursor to... time14
f14=Get second formant
time15=start+(0.75*(dur))
Move cursor to... time15
f15=Get second formant
time16=start+(0.8*(dur))
Move cursor to... time16
f16=Get second formant
time17=start+(0.85*(dur))
Move cursor to... time17
f17=Get second formant
time18=start+(0.9*(dur))
Move cursor to... time18
f18=Get second formant
time19=start+(0.95*(dur))
Move cursor to... time19
f19=Get second formant
time20=start+(1*(dur))
Move cursor to... time20
f20=Get second formant

endeditor

fileappend 'logfilename$' 
'f0''newline$''f1''newline$''f2''newline$''f3''newline$''f4''newline$''f5''newline$''f6''newline$''f7''newline$''f8''ne
wline$''f9''newline$''f10''newline$''f11''newline$''f12''newline$''f13''newline$''f14''newline$''f15''newline$''f16''
newline$''f17''newline$''f18''newline$''f19''newline$''f20''newline$'

select TextGrid textgridobj
Insert boundary... 1 start
Insert boundary... 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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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interval text... 1 2 Highlighted
Write to text file... 'inputfolder$'/'textgridname$'

select Sound soundobj
plus TextGrid textgridobj
Remove

endfor

select Strings filelistobj
R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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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통계 검정 결과

<표 47> V평V, V경V의 t검정 결과표

모음 구분 단어 n t 유의확률 단어 n t 유의확률 단어 n t 유의확률 단어 n t 유의확률 단어 n t 유의확률

ㅐ
전이 폭

애배 283 7.81 0.00 애대 263 8.358 0.00 애재 181 6.124 0.00 애개 265 5.567 0.00 아가 38 -0.923 0.358애빼 276 애때 241 애째 167 애깨 285 (하강)
ɑ 애배 283 13.24 0.00 애대 263 14.467 0.00 애재 181 6.687 0.00 애개 265 -6.394 0.00 아까 125애빼 276 애때 241 애째 167 애깨 285 (하강)

ㅡ
전이 폭

으브 280 4.718 0.00 으드 191 7.763 0.00 으즈 243 7.447 0.00 으그 239 4.713 0.00 아가 38 -1.166 0.245으쁘 277 으뜨 193 으쯔 247 으끄 236 (하강)
ɑ 으브 280 10.45 0.00 으드 191 -11.996 0.00 으즈 243 -9.845 0.00 으그 239 7.398 0.00 아까 125으쁘 277 으뜨 193 으쯔 247 으끄 236 (하강)

ㅏ
전이 폭

아바 281 7.694 0.00 아다 246 0.830 0.406 아자 280 3.237 0.001 아가 135
3.147 0.001

어거 252 -0.903 0.366아빠 268 아따 254 아짜 286 (상승) 어꺼 262
ɑ 아바 281 10.04 0.00 아다 246 -6.223 0.00 아자 280 -7.001 0.00 아까 61 어거 252 4.431 0.00아빠 268 아따 254 아짜 286 (상승) 어꺼 262

ㅓ
전이 폭

어버 280 3.824 0.00 어더 286 6.249 0.00 어저 286 5.226 0.00 아가 135 -2.62 0.009어뻐 277 어떠 283 어쩌 287 (상승)
ɑ 어버 280 6.527 0.00 어더 286 -11.703 0.00 어저 286 -10.282 0.00 아까 61어뻐 277 어떠 283 어쩌 28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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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개음절과 폐음절의 일원 분산 분석 및 사후 검정 결과표

단어 　 df F 유의확률 사후 검정 단어 　 df F 유의확률 사후 검정

1.애배 2.애빼 3.앱 전이 폭 2 47.888 0.00 1≠2=3 1.애개 2.애깨 3.액 전이 폭 2 25.777 0.00 1≠2=3　
ɑ 2 99.185 0.00 1≠2≠3　 ɑ 2 18.096 0.00 1≠2=3

1.으브 2.으쁘 3.읍 전이 폭 2　 21.008 0.00 1≠2=3 1.으그 2.으끄 3.윽 전이 폭 2 18.734　 0.00 1=3≠2　
ɑ 2 58.990　 0.00 1≠2≠3　　 ɑ 2　 31.183 0.00 1≠2≠3

1.아바 2.아빠 3.압 전이 폭 2 18.079　 0.00 1≠2≠3　 (상승) 1.아가 2.아까 3.악
전이 폭 2 5.499 0.005 3=1≠2, 2=3　

ɑ 2　 23.111　 0.00 1=3≠2　 ɑ 2 4.810　 0.009 　1=3≠2

1.어버 2.어뻐 3.업 전이 폭 2 18.079 0.00 1=3≠2　 (하강) 1.아가 2.아까 3.악
전이 폭 2　 24.974　 0.00 　1=2≠3

ɑ 2 23.111　 0.00 1=3≠2　　 ɑ 2 2.396 0.093 　3≠1=2, 2=3

1.애대 2.애때 3.앧 전이 폭 2 37.430 0.00 1≠2≠3　 1.어거 2.어꺼 3.억 전이 폭 2 4.801 0.008 3≠1=2, 2=3　
ɑ 2 109.380 0.00 1≠2≠3　 ɑ 2 11.602 0.00 2≠1=3

1.으드 2.으뜨 3.읃 전이 폭 2　 42.254 0.00 1≠2=3　
ɑ 2 75.835 0.00 1≠2≠3　　

1.아다 2.아따 3.앋 전이 폭 2 2.246 0.107　 1=2=3　
ɑ 2 21.753 0.00 1≠2≠3　　

1.어더 2.어떠 3.얻 전이 폭 2 21.546　 0.00 1≠2≠3　　
ɑ 2 89.931 0.0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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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동일 전이 방향의 t 검정 결과표

<표 50> 동일 방향 전이의 일원 분산 분석 및 사후 검정 결과표

모음 구분 단어 n t 유의확률 모음 단어 n t 유의확률

ㅡ
전이 폭 으드 191 -4.979 0.00

ㅓ
어더 286 -18.511 0.00으즈 243 어저 286

ɑ 으드 191 -2.209 0.00 어더 286 -1.608 0.108으즈 243 어저 286

ㅡ
전이 폭 으브 280 -21.048 0.00

ㅓ
어버 266 1.121 0.262으그 239 어거 252

ɑ 으브 280 -10.450 0.00 어버 266 -7.527 0.00으그 239 어거 252

ㅏ
전이 폭

아바 281
-22.044 0.00아가(하강) 38

ɑ 아바 281 -5.689 0.00아가(하강) 38

단어 　 df F 유의확률 사후 검정 단어 　 df F 유의확률 사후 검정

1.애배 2.애대 3.애재 전이 폭 2 173.969 0.00 1≠2≠3　 1.아다 2.아자 3.아가 전이 폭 2 143.50 0.00 1≠2≠3　　
ɑ 2 59.709 0.00 1≠2≠3 ɑ 2 8.669 0.0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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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모음-자음-자음-모음의 일원 분산 분석 및 사후 검정 결과표 

단어 　 df F 유의확률 사후 검정 단어 　 df F 유의확률 사후 검정
1.애빼 2.앱때 3.앱깨 전이 폭 2 18.691 0.00 1≠2=3 1.애깨 2.액빼 3.액때 전이 폭 2 27.546 0.00 1≠2=3

ɑ 2 2.979 0.051 1=2=3 ɑ 2 4.343 0.013 　2≠1=3, 2=3
1.으쁘 2.읍뜨 3.읍끄 전이 폭 2　 13.069　 0.00 2≠1≠3. 2=3　 1.으끄 2.윽쁘 3.윽뜨 전이 폭 2 24.802　 0.00 1≠2=3

ɑ 2 7.863　 0.00 2≠1≠3, 2=3　 ɑ 2　 5.948 0.003 2=1≠3
1.아빠 2.압따 3.압까 전이 폭 2 1.293 0.275 1=2=3 (상승) 1.아까 2.악빠 3.악따

전이 폭 2 5.605 0.005 2≠1=3
ɑ 2　 0.298 0.743 1=2=3 ɑ 2 9.761 0.00 2=1≠3

1.어뻐 2.업떠 3.업꺼 전이 폭 2 6.027 0.003 2≠1=3　 (하강) 1.아까 2.악빠 3.악따
전이 폭 2　 6.180 0.002 2=1≠3, 2=3

ɑ 2 16.120 0.00 1≠2≠3 ɑ 2 16.559 0.00 1≠2=3
1.애때 2.앧빼 3.앧깨 전이 폭 2 5.134 0.006 2≠1=3 1.어꺼 2.억빠 3.억떠 전이 폭 2 2.394 0.092 1=2=3

ɑ 2 1.215 0.298 1=2=3 ɑ 2 1.333 0.264 1=2=3
1.으뜨 2.읃쁘 3.읃끄 전이 폭 2　 0.328 0.721 1=2=3

ɑ 2 2.054 0.129 1=2=3
1.아따 2.앋빠 3.앋까 전이 폭 2 5.726 0.003 2=1≠3, 2=3　

ɑ 2 6.924 0.001 1≠2=3
1.어떠 2.얻뻐 3.얻꺼 전이 폭 2 14.607 0.00 1≠2=3

ɑ 2 0.418 0.65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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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F2 Transition in Korean Vowel-Consonant Sequences

Jeon, Jin H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ormant structure of a vowel is divided into the stability section unique to 
the vowel and the transition section to adjacent sounds. The transition section to 
consonants can be said to be an acoustical indication of the movement of the 
sound organs for pronounce adjacent consonants.
  This paper developed the discussion focusing on what second formant(F2) 
transitions appear depending on the position of the consonants, phonation types, 
and syllable types and structures. To this end, production experiments are adopted 
as a major method. In order to closely observe the transition aspect, the width of 
the transition and the start point of the transition were the reference points. After 
the formant measurement, I digitize it and then use statistical techniques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By comparing the transition aspect according to the type of phonation, I 
confirmed that the F2 transition of the vowel preceding tense consonants starts 
earlier than lax consonants and shows a small width of descent. The reason for 
this phenomenon was interpreted that the length of the leading vowel was 
shortened due to the laryngeal tensity of the tense consonants, and that the 
movement of the articulators began earlier than the lax consonants. In addition, in 
the case of tense consonants with a large contact area in the oral cavity, i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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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hat the point of articulation of consonants was shifted and reflected 
acoustically, showing a difference in the transition width. I also use statistical 
techniques to reveal that open and closed syllables differ in transition width or at 
the start point of transition.
  I compared the transition aspects in vowel-consonant sequences showing the 
same transition direction, revealing differences between the transition width and 
the transition start point or both criteria. This reaffirms the existence of 
consonant-specific locus frequencies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I 
find that the start point of transition can also be an acoustic cue to adjacent 
consonant’s the place of articulation.
  I investigated whether the F2 transition aspect of the preceding vowel differs 
depending on the type of following consonant in the vowel-consonant-vowel-consonant 
sequences. It find that the same consonant sequences and the other consonant 
sequence showed a difference in the transition pattern overall, and that the 
transition to the preceding consonant could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following consonant. This is interpreted as the degree to which the movement of 
the articulators to pronounce the preceding consonant is affected by the type of 
following consonant, which is acoustically reflected in the F2 transition of the 
preceding vowel.

Keywords:  second formant(F2), formant transition, start point of transition, width 
of transition, place of articulation, locus frequency.  

Student Number: 2018-2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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