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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Korean speakers' production of the op
tional phonetic variation such as stop epenthesis between the sonorant and 
fricative segments in American English.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1) whether English epenthetic stops are produced by native Korean 
listeners, given the fact that Korean does not aHow consonant clusters in 
onsets as well as codas; and 2) whether production of the epenthetic stops 
could be varied according to the place of articulation of the preceding 
sonorants. Twelve native Korean speakers and two native American 
English speakers recorded 120 English non-words with monσsyllabic of 
CVC1CZ where Cl=/m, n, 0, 1/, and Cz=/s, e, f / , and measurements of the 
디osure durations and epenthetic bursts were made.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how that native Korean speakers produced less epenthetic 
stops than native American English speakers as expected, showing that 
first, stop epenthesis is influenced by language-specific syllable structure 
constraints, and thus English stop epenthesis is not phonetic imple
mentation. However, the production of epenthetic stops was shown to be 
affected by several factors, including final cluster types and the acoustic 
cues for epenthetic stops. 

Key words: stop epenthesis, optional phonetic variation, closure duration, 
epenthetic burst, syllable structure constraints 

1. 서 론 

모국어 화자들이 외국어에 나타나는 소리들을 어떻게 습득하여 조음하는가 하 

는 문제는 제2언어 습득론 분야의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대Best， 1995; Bohn, 
199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외국어나 제2언어에 나타나는 음소 

(phoneme)에 초점을 맞추어 화자들의 습득 상황을 연구한 것으로서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소리의 형태에 대한 습득애 대한 연구는 드툴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의적 음성변이 중 하나인 첨가 폐쇄음을 외국어 학습자들이 

어떻게 조음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영어에는 warmth, sens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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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e 등의 단어들이 warm[p]th, cen[t]s, leng[k]th, faul[t]s처럼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즉 음절말의 유음이나 비음과 마찰음의 자음군이 나타날 때 그 사이에 유음 

이나 비음과 동일한 조음위치를 지니는 폐쇄음이 첨가되어 조음되는 것이다. 이러 

한 첨가 폐쇄음은 원어민 화자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조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모든 방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어는 

자음군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또 영어를 학습할 때에도 이러한 폐쇄음에 대한 존 

재는 명시적으로 학습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어 화자들이 영어 

의 폐쇄음을 첨가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명음과 마찰음으로 구성된 자음군을 포함하는 영어 비단어를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들에게 발화시키어， 두 화자간에 영어 폐쇄음 첨 

가현상을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2.1. 영 어 의 폐 쇄음 첨 가{stop epenthesis) 

폐쇄음 첨가현생stop epenthesis)이란 음절말음 위치의 공명음(sonorants)과 

저지음(obstruents) 사이에 폐쇄음(stops)이 첨가되는 것을 말하며 여러 언어에서 

이 현상이 나타난다. 영어를 예로 들변 폐쇄음 첨가현상이 발생하는 환경은 (1)과 

같다. 

n ( 

닫; ‘ f ‘ e 

m mps mpe mpJ mpf mpt 

lts lte ltf 
n nts nte ntJ 

n Oks IJke okJ 
(C，=어말 자음군 중 선행자음， CF후행자음 ; Clements, 1987, p. 32)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예로는 hamster, warmth, assumption,l) triumph, 

dreamt, false, health, Welsh, sense, ninth, censure, youngster, length, 

anxious 둥과 같은 단어들을 들 수 있으며， 폐쇄음 첨가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반 
적 특성을 보면 우선 선행 자음은 비음 또는 유음인 공명음이며 후행 자음은 저지 

1) assumptioll의 [p]는 첨가된 것이 아니라 어휘적으로 존재한다는 접에서 예로 든 다른 단어와는 다 
르다. 하지만 (1)의 패턴을 기초로 [m]과 lr] 사이에서 [p]가 첨가되어진 것을 가정할 수 있다 
(Clement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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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어야 한다. 즉 공명성 척도에서 하강곡선을 그리게 된다)) 둘째， 선행 자음은 

첨가되는 폐쇄음의 조음위치를 결정한다. 선행 자음이 순음인 Iml인 경우에는 [p] 
가， 설경음인 Inl이나 111이면 [t], 설근음인 101인 경우에는 [k]가 칩가된다. 셋 

째， 후행 자음의 음절이 강세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앞에 폐쇄음이 첨가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저부의 CC:자음군〔예; dense)에 폐쇄음이 첨가되어 CCC 구조가 되 

더라도 기저부의 CCC자음군(예 dents)과는 여전히 구별된다. 즉 휴지 길이 

(closure duration)나 강도(intensity)와 같은 음향단서에서 첨가된 폐쇄음의 경우 

가 음소로서의 폐쇄음보다 훨씬 약하다. 

그런데 폐쇄음 첨가현상은 다른 일반적 음운현상과는 달리 덜 보면적인 음운구 

조를 만들게 된다. 많은 언어에 나타나는 보면적이고 자연스러운 음절구조는 자음 

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CV구조라고 할 수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모국어를 습득할 

때 가장 빨리 습득하는 구조가 되며， 또한 자음이나 모음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에는 그 사이에 새로운 음이 첨가되거나 기존의 한 음이 탈락하여 CV구조가 되고 

자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폐쇄음이 첨가되는 sense, false, warmth와 

같은 단어들은 이미 CVCC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음이 첨가되거나 자음 

이 탈락하여야 보편적인 음절구조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자음이 하나 더 

첨가되어 보다 덜 보면적인 CVCCC구조가 되는 것이다. 

2.2. 선행연구 

첨가 폐쇄음 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 

는 폐쇄음이 첨가되는 것은 개별언어의 음운규칙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Anderson, 1976; Dinnsen, 1980; Wetzels, 1985; Clements, 1987), 다른 입 장은 

인간의 조음 체계에서 그 이유를 찾는 입장이대Ali， L, 매niloff， R, & 뻐mmarberg， 

R., 1979; Ohala, 1981, 1995). 

첫번째 접근방법을 따르는 분석 중에서 Clements(1987)을 보면， 그는 폐쇄음이 

첨가되는 원인을 음소의 자질에서 찾고 있다. 선행 자음인 비음에서 후행 자음인 

마찰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각 음소에 해당하는 여러 자질들([土voiced]， 

[土sonorant]， [土 nasal]， [土continuant]， 조음위 치 퉁)의 값이 동시 에 바뀌 어 야 한다 

만약 이 자질들의 값이 바뀔 때에 어느 하나라도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한 음소에서 다른 음소로 완전히 바뀌지 않게 된다. 비음의 경우 [+nasal]에서 

[-nasal]이 되어 구강성을 가졌는데 [-con tinuant] 자질과 조음위치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폐쇄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 것이 첨가 폐쇄음 현상이라는 것이다. 

위와 겉이 폐쇄음 침가를 음운규칙의 하나로 간주하고 문법(grammar) 안에서 

2) 영어에서는 무성( voiceless) 폐쇄음만 젠가휠 수 있지만 Dutch어에서는 유성음칩가도 가능하며， 그 
예로 l1emden ’s hirts’에 [b]가 챔가되어 [mbd]로 발옴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네멀란드인이 
lens, dens, dells 동의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 유성음 [d]가 침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ourakis & 
Port,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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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는 입장과는 달리 일부 학자들은 이를 음성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중 Ohala(1981, 1995)는 폐쇄음 첨가는 언어 보편적 현상이므로 많은 언어에서 나 

타나며 이는 개별언어가 무엇이든지 인간의 조음기관은 대동소이하므로 발음이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폐쇄음 첨가에 대한 설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음이란 구강의 어느 한 곳을 완전히 폐쇄하고 연구개(velum)를 내림 

으로써 폐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비강으로도 흐르도록 함으로 얻는 소리이고， 마찰 

음은 연구개를 올려 공기가 구강으로만 흐르게 함과 동시에 구강을 협착시킴으로 

써 얻는 시끄러운 소리이다. 비음으로부터 마찰음을 조음하기 위하여 연구개를 올 

려 구강음의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비음을 위하여 폐쇄된 구강이 개방되기 전 

에 성대의 진동이 멈추고 후에 구강이 개방된다면 마찰음이 아닌 폐쇄음이 생성된 

다. 즉， 첨가 폐쇄음이란 공명음에서 마찰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조음체계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음성실현 

(phonetic implementation)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Fourakis와 Port(1986)와 Warner와 Weber(200l)의 연구 

는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이 어느 한쪽만의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Fourakis와 Port(1986)에 의하면 남아프리차공화국에서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 

하고 있는데 미국영어 화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서는 폐쇄음 첨가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의 이러한 실험결과는 첨가 폐쇄음 현상이 언어 보편적이어서 어느 언 

어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는 Ohala(1981)의 견해에 대한 반증으로 작용한다. 또한 음 

운론적 입장에 의하면 음운규칙은 언어 공동체사회의 모든 구성원에서 통일하게 사 

용되어져야 한다. 즉 모든 구성원들이 그 규칙을 알고 규칙 적용환경이 되면 반드시 

적용하고 그 결과도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Four따이S와 Port의 실험에 의하면 미국 

영어에서 첨가음이 실현된 경우에 침가된 폐쇄음의 길이가 원래 음소로 나타났을 

때의 폐쇄음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Fourakis & Port, 1986, p. 57). 이것은 음운 

규칙의 결과 나오는 표면형도 하나의 완전한 분절음이어야 한다는 음운론적인 입장 

에 대한 반증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쇄음 첨가현상 

을 불완전한 중화규칙(incompelete neutralization rule)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웃 

하고 있는 분절음 사이에서 한 분절음에서 다른 분절음으로 조음이 바뀌는 시간 

(timing) 을 지배하는 하위 규칙이라고 하였다. Warner와 Weber(200l)는 음성적 

실현단계의 변이에도 음운규칙이 적용되어서 개별언어의 음절구조제약이 첨가음 실 

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즉 Ll인 네덜란드어의 음절구조제약을 지키는 

자음군에 대하여는 첨가 폐쇄음이 많이 인지되는 반면에 모국어의 음운제약을 어기 

는 경우에는 첨가음이 많이 인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들은 모국어 

의 음운규칙이 첨가음 실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2.3. 한국어의 음절구조 

외국어내EFL) 제2언어(ESL) 습득시 모국어(Ll)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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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의 연구들에서 이미 많이 주장되고 검증되어진 사실이대Bohn， 1995). 발 
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습득한 외국어를 모국어 발음(Ll accent)을 첨가하 

여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아 밝혀졌다. 특히 일정한 나이( cri tical age)가 

지나서 외국어나 제2언어를 습득한 경우에는 Ll의 음소체계가 이미 확립되어서 

L2의 음소를 접할 때에도 Ll의 음소와 대비시켜 인지하거나 발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 대Flege， 1995; Flege, 1., Munro, M., & Mackay, L., 1995). 이 러 한 사 

실을 받아들인다면 한국어 화자들이 영어의 첨가음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한국어 

의 음절구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영어의 음절구조제약은 어말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을 허용하지만(CVCC， CVCCC), 한국어에서는 오직 하나의 자 

음만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김경란(1997)에 의하면 한국어 음절의 최대규모는 

CVC구조라고 할 수 있어 ‘값/kaps/’에서의 [kap]은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지만， 

뒤에 남게 되는 /s/는 후속하는 모음이 없을 경우에는 탈락되어 발음되지 않는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연 (2)와 같다. 

(2) 
a. 기저형(UR) 

값 /kaps/ 
b. 음절화{syllabification) 

끼\ 
CVCC 

I I I I 
k a p s 

값 

c. 자음의 탈락 

11\ 끼 

I I I I I I 

값+도 

11\ 11\ 끼 
C V C C* C V C C* C V 

I I I I I I I I I I 
kaps kaps to 

값 값+도 

주) C*는 탈락되는 자음을 표시함. 

d. 표떤형(SR) 

값 [kap] [kapt’0] 

기\ 끼 

I I I I I 
값+이 

11\ 기 

I I I I I 
값+이 

[kaps’i] 
( 김 경 란， 1997, p. 58) 

폐쇄음의 칩가가 가능한 환경인 연속자음이 한국어에서는 나타날 수 없으므로 

한국어에서는 폐쇄음이 자음 사이에 첨가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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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발음습득에 모국어의 영향이 크다면， 한국어 화자들은 영어의 첨가음을 상 

대적으로 잘 생성하지 못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3. 설험방법 

3.l. 피실험자 

본 실험에는 한국어 화자 12명〔남 4명， 여 8명)과 영어 원어민 화자 2명이 참가 

하였는데， 한국어 화자들은 영어권국가에서 생활했거나 원어민 화자에게 집중적으 

로 학습을 받은 적이 없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었다. 이들이 영어를 최초로 학 

습한 시기는 중학교 1학년 경으로 결정적 시기 가설(critical period hypothesis) 
에 의할 때 언어 습득에 있어서의 결정적 시기를 지난 후였다{Flege， 1995; Flege 
et al. 1995). 영어 원어민 화자 2명은 모두 남자이며 미국 중서부에서 태어나 교육 
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식 영어(General American English Dialect)를 구사한다 
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1명은 현재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3.2. 실험 자료 

본 실험은 영어의 음절 말에 오는 두개의 자음인 공명음과 마찰음 사이에 폐쇄 

음이 첨가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실험단어는 공명음 1m, n, u, 1/과 마찰 

음Is， 8 , JI이 연속하여 어말에 놓이는 127~의 단음절어로 구성되었다(Warner와 

Weber, 2001). 마찰음에 무성음만 선택된 것은 영어에서 유성 마찰음이 올 경우 
에는 폐쇄음이 첨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음절핵의 위치에 오는 모음에는 발음상의 

편의를 위하여 Id가 사용되었고， 어두에는 폐쇄음을 제외한 각각 다른 107ß 의 자 

음이 오게 하였대〔표1 참조). 

〈표 1> 실험단어의 유형 

[p] 

n C/ dns C/dn8 C/dnJ [t] 

n C/ dus C/due C/duf [k] 

C/dls C/dle C/dlf [t] 

C=I m, n, r, 1, s, 1[, f, w, j, h I 

실험단어의 수는 12유형의 자음군에 각각 107H의 어두자음이 와서 모두 1207H 였 

고 실험단어들은 철자체계가 주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영어의 음소배열제약을 

어기지는 않는 가상의 단어들(non-words)로 구성되었다. 실험 자료에는 실험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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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63개의 보조단어(filler items)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피실험자가 실험의 목적 

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보조단어에는 본 실험에 반드시 필요한 폐 

쇄음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를 포함하고 있는 33개의 

단어가 들어 있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되는 단어의 수는 1837] 이고 발화자는 14명 

이므로 총 실험자료로 사용된 단어의 수는 2562개였다{{실험단어120+보조단어63} 

X 14명). 

3.3. 실험 절차 

실험은 건국대학교 언어웅용과학 실험실에서 한명씩 이루어졌다. 녹음과 분석은 

CSL 4400을 사용했으며 마이크로폰은 Shure SM48을 사용하였다. 피실험자들에 

게는 실험단어에 대하여 보통속도로 발화하게 하였고 그 속도를 실험 내내 일정하 

게 유지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또한 각 단어들은 발음기호로 표기된 것이며， 발음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철자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에 

는 읽는 법을 마리 가르쳐 주었다. 한번에 녹음할 단어의 수는 107~ 이었으며 발화 

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였는데 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단어들이므로 미리 

익혀서 발화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83 7~ 의 단어들은 무작위순으로 배열되었고 녹음시 표본 채취율은 22，050Hz으 

로 하였고 1회 녹음시간은 20초로 지정했다.20초를 초과하면 그 107~의 단어 전 

체를 다시 녹음하였다. 1인당 총 녹음시간은 15-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녹음을 하 

기 전 단어에 익숙해지고 긴장을 풀기 위하여 107~ 의 단어에 대하여 발음연습을 

하게 하였다. 녹음 중 발화자가 잘못 발음하였다고 생각하거나 더 정확하게 원기 

를 원할 때에는 다시 녹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 분석 절차 

분석을 위해서 피실험자들이 발음한 1837~ 의 단어들에 대해서 그 파형과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을 동시에 고찰하였다.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의 옵션으로는 대역폭이 

172Hz(64 pts), 주파수 범위(frequency range)가 5000Hz, 동적 범위(dynamic 

range)은 35dB이었다. 녹음된 단어들은 파형과 스펙트로그램에서 다음 원칙에 의 

하여 침가음으로 여겨졌다. 첫째， 마찰음이 시작되기 전에 마찰음의 소음(noise)과 

는 구별되는 강한 음성 에너지가 있어 폐쇄음의 파열(release burst)로 인정되거 

냐 또는 둘째， 파형에서 공명음의 에너지가 끝나기 이전 2-3 펄스 지점부터 마찰음 

애너지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스펙트로그랩에서 공명음의 유성음올 나타내는 선 

(voicing bar)이 끝나거나 현저히 감소하는 지점부터 마찰음의 소음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휴지 길이가 15ms 이상일 때 침가 폐쇄음으로 인정되었다. 이것은 휴 

지 길이가 20ms이면 의도적인 휴지(pause)로 보아야 할 것이며， 1Oms라면 하나 

의 분절음에서 다음의 분절음으로 바뀌는 과정(transition)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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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Warner와 Weber(200l), Fourakis와 

Port(l986)에서 첨가음 인정의 기준으로 삼은 lOms보다 휴지 길이를 길게 정함으 

로써， 침가음의 인정을 좀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림1과 그림2는 각각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인 화자가 발화하여 첨가음으로 인정된 실험단어의 파형 

과 광대역 스펙트로그램의 예를 나타내고 있다. 

a. 

원듀꾀~째빼~}빼w빼 ! 二τr→ ? 안싸← 

b. 

〈그림 1> 영어 원어민 화자가 발화한 yelJ-[k]-th의 파형(a)과 스펙트로그램(b) 

그림 (la)와 (2a)의 파형에서 선행자음인 비음 IlJI과 Iml의 에너지가 보이지 않 

는 지점부터 후행자음인 191와 Isl가 시작되는 지접 사이는 파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구강 내 어느 한 부분이 완전히 

폐쇄되어 음성 에너지가 전혀 배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휴지구간의 끝부분 

(화살표 부분)에 에너지가 강하게 분출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립 (lb)와 

(2b)는 파형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분석한 것으로， 파형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없는 

부분이 있고 그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파열로 인하여 생기는 뚜렷한 세로선이 보 

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비음이나 마찰음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폐쇄음만의 특징이 

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폐쇄음이 첨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밝혀둘 것은 피실험자들 중 한국어 화자 2명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 

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험단어에서는 자음 사이의 휴지 길이가 각각 

122.76ms, 74.2ms로 나왔는데 이 정도의 간격은 폐쇄음이 첨가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고의적 인 휴지(pause)때문에 생 긴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 었다. 따라서 

본 실험의 분석은 영어 원어민 화자 2명， 한국어 화자 10명에 대하여 이루어졌으 

며， 이것은 모든 결과분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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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그림1과 그림2에서 화살표는 첨가자음의 파열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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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인 화자가 발화한 wem-[pJ-s의 파형(a)과 스펙트로그램(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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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SPSS 10.0 for windows의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다중비교에 

는 Tukey(HSD)를 기준으로 하였다. 

4. 설험결과 및 분석 

4.1. 공명음과 마찰음 사이의 휴지 길이(closure duration) 

음절 말 두 자음 사이의 휴지 길이가 lSms 이상이연 첨가음으로 인정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며， 표 2는 이를 바탕으로 인정 된 첨가음의 수를 나타내 

고 있다.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를 비교해 보면 첨가음이 각각 3.71개와 

1.937H 이고 표준편차는 2.66과 3.71이 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알아보 

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F(1, 142) = 7.737, p<:.DS로서 영 

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은 자음군의 유형별로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자음간 휴지 길 

이로 인하여 인정된 첨가음의 실현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영어 원어민 화자의 폐쇄음 첨가가 한국어 화자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한 것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봉 실험에서 11영의 한 
국어 화지들은 모두 음절말이1 오는 두개의 자옴올 하나의 읍절로 발음하였다 다만 분석대상에서 제 

외된 한 영만 마지악 자음 앞에 모옴 으’를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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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어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휴지 길이로 
측정한 첨가음의 평균개수 

주) 각 자음군 유형의 항목당 총 실험단어의 수는 107M 임 

(단위· 개) 

또한 그림 3과 그림 4는 공명음의 조음위치가 그 뒤에 나오는 폐쇄음 첨가의 실현 

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영어 원어민 화자를 보면 공명음의 

조음위치에 따라 첨가음의 실현 정도가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임을 알 수 있다{F(2， 21) = 7.915, ])<.05). 구체적으로 첨가음이 [k]일 

때 휴지 길이로 인한 실현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p]였고， [t]의 경우에 폐쇄 

음이 가장 적게 첨가되었다. 다중비교를 위해 Tukey(HSD)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 
과 첨기음{t]와 [k]의 경우에만 첨가음의 실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휴지 길이로 인한 첨가음의 실현에서 선행하는 공 

명음의 조음위치가 유의 미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다{F(2， 117) = 3.005, p>.05).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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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음군 유형에 따른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자음간 
휴지 길이로 인하여 인정되는 첨가 폐쇄음의 평균 실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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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따른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첨가 폐쇄음 실현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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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원어민 화자와는 달리 한국어 화자들은 폐쇄음 [p]를 [k]보다 더 많이 첨가하였 

다. 하지만 첨가음 [t]나 [k]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첨가음이 [k]일 때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를 비교해 보면， 영어 원어 

민 화자가 한국어 화자보다 3배 이상 많이 폐쇄음을 첨가시키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영어 원어민 화자 내에서도 첨가음의 실현에서 차이를 보 

이고 있다는 것이다. El과 E2의 첨가음의 실현수는 총 107~ 의 단어 중 평균 4.33 
개 ， 3.087~ 였다. 그러나 두 명 모두 [k] > [p] > [t]의 순서로 첨가음이 나타나고 있 

다 일원분산분석의 결과 El과 E2의 첨가음 실현에서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이 아 

님이 나타났대F(l， 22) = 0.67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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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음이 /n/과 /1/일 때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자음간 휴지 길이 

로 인한 첨가음 실현에 중요한 차이가 발견된다.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경우 공명음 

이 /n/인 경우에는 전체 107~ 의 실험단어 중 3개가 첨가음으로 실현되었지만，/1/ 

일 때에는 O.l77~만 실현되어 거의 모든 실험단어에서 휴지 길이가 15ms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일원분산분석의 결과도 /n/과 / 1/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을 나타내고 있다{F{I， 10) = 5.372, ])<.05).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어 화자들의 경우 
에는 공명음이 /1/일 경우 휴지 길이로 인한 첨가음의 평균개수가 107ß 중 0.977~ 
로 영어 원어민 화자보다 높다. 그러나 /n/인 경우에 폐쇄음이 평균 l.8개만 첨가 

되어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공명음이 /n/이냐 11/이냐에 따른 휴지 길이로 인한 

첨가음의 실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FU， 58) = 1.843, p;>.0S). 
영어 원어민 화자 내에서 공명음이 /nl인 경우에는 El, E2 각각 휴지 길이로 

인한 첨가음의 평균 설현개수가 3개씩이지만，/1/인 경우에는 자음간 휴지 길이로 

인한 El과 E2의 평균 첨가음 실현 수가 107ß 중 0개와 0.337ß로 첨가음의 실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한국어 화자보다 공명음과 마찰 

음 사이에 휴지 기간을 더 길게 두어서 폐쇄음을 더 많이 첨가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경우에는 폐쇄음 첨가에 있어서 공명음의 조음위치가 요인이 

되지만， 한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조음위치에서 영 

어 원어민 화자들이 한국어 화자들보다 폐쇄음을 더 많이 첨가하고 있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공명음 In/과 11/ 간에는 폐쇄음 첨가에 있어서 영어 원어민 화자 

에게는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어지지만， 한국어 화자에게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4.2. 자음의 파열(release burst) 

본 실험에서 칩가 폐쇄음으로 인정되는 또 다른 기준이 자음의 파열입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파형이나 스펙트로그램에서 마찰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파열 

이 보인다는 것은 폐쇄음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표 3에서는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 간， 그리고 영어 원어민 화자 내에서 파열의 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자음 파열의 평균개수를 알아보면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경우는 10개의 실험 단어 중 3.837] , 한국어 화자의 경우는 2.72개 

이다. 영어 원어민 화자들이 평균 약 1개 높지만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F{I， 142) = 2.692, p;>.05). 또한 El과 E2 
의 평균 파열수가 각각 4.83개와 2.837ß로 2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 차이도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 22) = 

2.020, p;>.05). 

그림 5는 각 자음군 유형에 따른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자음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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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자음 파열의 수 
〔단위: 개) 

‘J 냐바 영홉「 *빨’ 싹 E←jC바1 ‘ m ‘’짧지， ‘ 

자유!옹nιS군 형 、Re 5 § 「입 § li K4 4 ‘ lν’ K 1S l t l l‘ X@ l R 8 K l !gO “ ~;J K1: 
me 8 5 3 5 2 6 8 4 2 4 6.5 3.6 

ψl 
mf 6 2 0 6 0 0 5 4 0 2 4 1.9 

피영1t 8 3 114.67 113.33 112.33 7 6 112.67 5.5 3 

ns 0 2 0 0 0 2 9 5 2 

l1e 4 5 0 3 0 6 5 7 2 4 7 4 4.5 3.8 

l1f 4 2 0 0 0 4 0 0 10 2 3 1.8 

평균 312.67 0 11.67 013.67 212.33 1.33 7.67 4.67 2 2.83 2.53 

[t] 0 0 0 0 2 0 0 2 0 5 0 Ll 

le 0 0 0 0 3 0 2 0 3 0 

If 0 0 0 0 0 0 0 0 0 0 2 0 0.3 

평균 0 010.67 0 0 2 0 10.33 0.67 1.33 0 1 3.33 0 0.831 

평균 1.5 1.33 0.33 0.83 0 12.83 111.33 11 4.5 2.33 2.67 1.42 1.68 

IJS 8 2 5 0 6 4 6 9 9 6 5 4.7 

lJe 10 10 0 6 0 3 6 6 4 7 6 9 10 4.7 
[k] 

lJf 7 5 0 9 0 9 2 0 8 3 9 6 4.1 

평균 8.33 5.67 0.33 6.67 0.33 4 14.67 3.33 3.67 8 6 8 7 4.5 1 

전체평균 4.83 2.83 0.5 3.25 0.33 3.25 1.92 2.08 3.17 5.75 2.92 4 3.83 2.72 

주) 각 자음군 유형의 항목당 총 실험단어의 수는 10개임 

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그립6은 폐쇄음의 조음위치별로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자음 파열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집단 모두 통일한 양 

상을 띠고 있다. 

그림 5와 6을 보면 첨가 폐쇄음 [k]의 파열이 가장 많이 실현되고 다음으로 [p] 
의 파열이 많고 자음의 파열이 제일 적게 나타나는 것은 [t]이다 첨가음이 [P]와 

[k]일 때에는 영어 원어민 화자가 한국어 화자보다 폐쇄음을 더 많이 첨가하지만， 

[t]일 때에는 반대로 한국어 화자가 더 많이 첨가시킨다. 공명음의 조음위치가 침 

가음 실현에 의 미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윈분산분석을 실 

시한 결과 영어 원어민 화자는 F(2, 21) = 11.145, ]J<.05, 한국어 화자는 F(2, 117) 

=10.904, ]J<.05이었다. 따라서 두 집단에서 모두 공명음의 조음위치는 자음의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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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음군 유형에 따른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자음 파열의 

영어 원어 민 호f^f 한국어 화자 

〈그림 6>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따른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의 자음 파열의 평균개수 

로 인한 첨가음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Tukey(HSD)의 사후 

분석 결과 영어 원어민 화자에서는 첨가음이 [p]와 [ t]간， [t]와 [k]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어 화자에서는 첨가음이 [ t]와 [k] 간에만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명음이 /0/과 /1/일 경우에 자읍의 파열로 인한 첨가음의 실현이 다른 

조음위치와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자음간 휴지 길이와 

마찬가지로 /1/이 올 때에는 /0/이 올 때보다 파열로 인하여 폐쇄음이 첨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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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훨씬 적었다. 더욱이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경우에는 공명음이 /n/일 때에는 

평균 2.837~ 의 파열이 발생한 반면， /1/일 때에는 파열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n/과 /1/에 따른 첨가음의 실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1， 

10) = 16.236, p<.05). 한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영어 원어민 화자와는 달리 /1/ 다 

음에 평균 0.83개의 폐쇄음으로 보이는 파열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공명음이 / n/ 
일 때에 파열의 수가 평균 2.53개로 다소 많이 나타나서 영어 원어민 화자와 마잔 

가지로 /n/과 /1/에 따른 첨가음의 실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F(1， 

58) = 8.563, p<.05). 
지금까지 자음의 파열에 의거해서 폐쇄음의 첨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는데 영 

어 원어민 화자가 한국어 화자보다 평균 1개 이상 자음을 많이 파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차이는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 

혀졌다. 폐쇄음의 조음위치에 따른 첨가음 실현에서는 두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두 집단 모두 [k] > [p] > [t]의 순서로 첨가음이 실현되 

었다. 또한 공명음이 /n/인지 또는 /1/인지가 자음의 파열에 의미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 .3. 휴지 길이(closure duration)와 자음 파열(release burst)의 비교 

본 실험에서는 두 가지 음향 단서에 기초하여 해당 실험단어의 폐쇄읍 첨가 여 

부를 결정하였다. 즉 Fourakis와 Port(1986)의 기준을 좀더 엄격히 적용하여 공명 

음과 마찰음 사이의 휴지 길이가 15ms 이상이거나， 또는 Warner와 Weber(2001) 
의 기준을 따라 자음의 파열이 뚜렷하게 나타날 때 폐쇄음이 첨가된 것으로 보았다. 

그림 7에서는 첨가음을 결정하는 두 가지 기준인 공명음과 마찰음 사이의 휴지 

길이와 자음파열의 수，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된 첨가 폐쇄음의 평균 실현 

비율을 각 피실험자별로 나타내었다. 그림7에 의하면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경우에 

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E1과 E2에 있어서 휴지 길이， 자음파열의 수， 첨가음 실 

현수의 세 가지 값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어 원어 

민 화자들은 폐쇄음을 첨가하여 조음할 때 휴지 길이를 15ms 이상 유지하면서 이 

와 동시에 자음을 피열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휴지 길이가 

15ms 이상이었거나 또는 자음의 파열이 실현되었거나 툴 중 어느 한 단서에 의해 

서만 첨가음으로 인정된 것이 많으며 두 가지 단서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드물었다. 

그림 8은 휴지 길이와 자음 파열의 수가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들의 

첨가음 실현에 기여한 정도를 평균 실현개수로 나타내고 있다- 영어 원어민 화자 

의 경우에는 휴지 길이와 자음파열이 첨가음의 실현애 동시에 기여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한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자음의 파열만 기여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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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첨가음 실현에 대한 휴지 길이와 자음파열의 기여도 

4.4. 분석 

본 실험은 영어의 첨가 폐쇄음 현상이 한국어 화자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고찰하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한국어 화자들이 비음이나 유음과 마찰음 

사이에 폐쇄음을 첨가시켜서 조음하고 있는지， 그리고 비음이나 유음의 조음위치 

에 따라서 이 폐쇄음 첨가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실험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L2 학습자와 원어민 화자간에 영어 첨가음 실현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외국어 발음의 습득시에도 Ll의 음소체계가 영향을 미쳐서 한국어 

화자들이 영어의 첨가 폐쇄음을 원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생성하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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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상했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한국어 학습자들은 영어의 첨가 폐쇄음과 같은 

수의적 음성 변이형(optional phonetic variability)을 영어 원어민과 동일한 수준 
으로 발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음의 파열로 인한 첨가음 실현에서 원 

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휴지 길이로 인한 

수에 있어서는 영어 원어민 화자가 한국어 화자보다 더 많은 첨가음을 보였다. 이 

는 음절 말음 위치에서 연속자음을 허용하지 않는 Ll인 한국어의 음절구조 제약 

〔최대 cvc음절구조〕이 영어 학습에 영향을 미쳐서 폐쇄음 첨가를 어렵게 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Warner와 Weber(2001)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들은 네덜란드어 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개별언어 특유의 제약인 모국 

어의 음절구조 제약이 학습자들의 외국어 습득시 음성 변이형의 해석에 영향을 미 

친다고 주장했다. 즉 네덜란드어의 음절구조제약을 지키는 자음군의 유형， 즉 후행 

자음이 설경음 I t, sl일 때에는 첨가 폐쇄음이 많이 인지되는 반면에 음운제약을 
어기는 경우， 즉 후행자음이 /p, k/일 때에는 첨가음이 많이 인지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첨가음의 실현에 있어서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 간에 차이가 있 

다는 결과는 Fourakis와 Port(1986)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남아프리카공화 

국 영어화자와 미국 영어화자들에 대한 첨가음 발화 실험에서 전자에게서는 폐쇄 

음 첨가현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미국 영어화자들은 거의 모든 실험단어에서 폐쇄 

음이 첨가되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첨가 폐쇄음 현상이 언어 보편적 

이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두 화자들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 

다는 Oh매a(1975)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 이 다. 

둘째， 음절말음 위치에서 나타나는 두 연속자음 중 선행자음인 공명음의 조음위 

치(이는 침가되는 폐쇄음의 조음위치를 결정함)에 따라 첨가음의 실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휴지 길이로 인한 경우 영어 원어민 화자에서는 조음 

위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한국어 화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그러나 자음 파열로 인한 경우에는 영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화자들 

모두 유의미한 치이를 보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대체로 공명음의 조음위치가 폐쇄 

음 첨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경우애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명음의 조음위치별 발생빈도를 순서대로 보면 [k] >[p] >[t] 순이다. 폐쇄음의 

실현이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 것은 언어 보편적(Ianguage universal)인 경향이 

다. 그 중 [k]가 가장 많이 실현되는 것은 Stevens(1998)의 주장처 럼 [k]가 다른 폐 

쇄음인 [p]나 [ t]보다 파열기캔burst duration)이 길고 파열의 강도가 더 큰 것 

(louder)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첨가음 중 [t]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은 설경음(coron머s)의 특별한 음운적 지위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Jun(l995)과 Hume et a l.(1999)에 따르연 음운과정에서 인지적으로 두드러지고 

(perceptually salient) 유표적 인(marked) 자질들은 좀처 럼 바뀌 려 고 하지 않는 

다‘ Jun(l995)은 인지단서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비개방 폐쇄음( unreleased 



524 최태환·한정임 

stops)의 보면적 인지 두드러짐의 순서는 설근음(dorsals)， 순음(labials)， 설경음 

(coronals)이라고 했다. 설경음의 조음점인 혀끝은 매우 빠르게 웅직일 수 있으므 

로 짧은 시간의 변이(transition)를 가지지만， 설근음과 순음의 조음점인 혀뿌리와 

입술의 동작은 비교적 느리므로 오랜 동안의 변이를 가진다고 했다. 그 결과 설경 

음이 아닌 다른 음은 설경음보다 더 확고한 인지적 단서를 지니게 되고， 가장 무 

표적(unmarked)<j 조음위치를 가지는 설경음은 다음에 오는 자음에 가장 쉽게 

동화되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다른 조음위치에 비해 [t]가 가장 

첨가음이 적게 나타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면적 경향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휴지 길이로 인한 폐쇄음 첨가에 있어서 [p] > [k] > [t] 순서로 첨 

가음이 실현되어 순음이 가장 많이 첨가되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 

한 것 같다.4) 

셋째， 첨가음 [t]가 실현된 경우， 선행자음인 공명음이 비음인지 아니면 설측음인 

지가 폐쇄음의 생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영어 

원어민 화자들에게서 /1/이 선행자음일 때 휴지 길이로 인한 폐쇄음 첨가는 평균 

O.l77ß, 자음의 파열로 인한 경우에는 0개가 실현되어， 공명음이 /n/인 경우의 3 

개， 2.83개보다 훨씬 적었으며， 이 차이는 유의한 차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연구(Clements， 1987; Fourakis & Port, 1986; Ohala, 1995)에서 주장 

하거나 가정하고 있는 폐쇄음 첨가의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 이들 선행연구에 의 

하면， 폐쇄음이 첨가되기 위해서는 음절말에서 선행자음으로는 공명음이， 후행자 

음으로는 마찰음이 와야 했다. 여기서 공명음에는 비음뿐만 아니라 유음도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실험의 결과 선행자음이 유음인 경우에는 영어 원어 

민 화자들에게서 첨가음이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음운분석과 

실제 생성실험 결과 사이의 불일치성은 원어민 화자들이 모음 다음에 나오는 / 1/ 
을 조음하는 방법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영어의 경우 ‘leaf, feeling’에서 

와 같이 모음 앞， 즉 음절의 초(onset)에 나오는 /1/은 혀끝을 치경(alveola)에 대 

고 혀의 양 측면으로 공기를 내보내며 얻는 명음 [1]이다 하지만 ‘field, feel’과 같 

이 모음 다음이나 단어의 끝， 즉 음절의 어말(coda)에 나오는 /1/의 경우에는 혀 

끝이 치경에 닿는 동시에 혀의 가운데 부분은 당겨지고 뒷부분은 후설모음에서처 

럼 구강의 위쪽으로 둥근 아치모양이 된다. 대부분의 미국영어에서 이 경우의 /1/ 

은 연구개음화{ velarized)되어 치경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후설모음과 비슷하게 

된다{Ladefoged， 2001, pp. 55-56). 즉 /1/이 음절 말음에서는 암음 [t]이 되어 모 

음성 [+vocoid]를 가지며 폐쇄음을 만들 수 있는 만큼의 공기압력을 형성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음운환경에서 조음되는 설측음은 더 이상 

4) 본 연구에서 후행자음에 대하여는 고찰하지 않았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지적한 대로 한국어 화자 
의 경우 /J/ 앞에서는 폐쇄음 삽입이 일관되게 적고 반면에 /9/ 앞에서는 많다 그 이유에 대한 고 
찰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 같아 차후에 연구헤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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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첨가음의 환경인 선행자음이 조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첨가음의 환경으로 적어도 미국 영어(General American English Dialect)의 경 

우에는 선행자음을 공명음이 아닌 비음으로 범위를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 화자에서는 선행음이 유음 /1/인 경우에도 폐쇄음 [t)가 어느 정 

도 실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화자들은 유음 /1/이 선행자음일 때 휴지 길 

이로 인한 폐쇄음 첨가는 O.977ß , 자음의 파열로 인한 경우에는 O.837ß 의 첨가음을 

실현하여， /n/일 때의 1.87ß , 2.53개보다는 낮지만 영어 원어민 화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실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n/과 /1/일 때의 차이는 휴지 길이로 

인한 때에는 유의하지 않지만， 자음의 파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유의하였다. 

이렇게 한국어 화자들에게서 선행자음이 유음인 경우에도 첨가음이 많이 발견되 

는 이유는 한국어 화자들의 /1/의 조음방법에 있는 것 같다. 모국어인 한국어에서 

는 설경음인 유음으로는 오직 영음 (1)만 존재한다. 음절의 위치에 무관하게 한국어 

에서는 모음성을 갖는 유음은 없고 명백한 자음성만 갖는 유음만 있다. 이러한 모 

국어의 음소체계의 영향이 영어의 유음을 조음할 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한 

다면 영어 발음에서도 한국어 화자들은 원어민 화자들과는 달리 모음 뒤에 오는 

/1/을 암음이 아닌 명음 [1)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 화자의 경우 

음절 말음의 위치에 오는 /1/은 원어민 화자와는 다르게 모음성을 갖는 것이 아니 

라 음절 초에 오는 /1/에 가까운， 즉 자음에 가까운 원리로 조음하여 첨가음의 환 

경을 조성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화자들의 발화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어 화자들이 폐쇄음을 첨가시키는 경우에도 영어 원어민 화자와 같은 

음향단서를 시도하는지 보기로 하겠다. 영어 원어민 화자의 경우에는 휴지 길이 

(closure duration)가 15ms 이상이면서 이와 동시에 자음의 파열(release burst) 

이 나타나서 두 가지 음향단서가 함께 첨가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휴지 길이가 15ms 이상이거나 또는 

자음의 피-열이 실현되었거나 둘 중 어느 한 단서에 의해서 첨가음으로 인정된 것 

이 많으며 두 가지 단서가 동시에 나타난 것은 드물었다. 그리고 그림 7을 보면， 

10명의 한국어 화자 중 7명에서 자음의 파열(release bursts)이 휴지 길이보다 높 

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한국어 화자들이 첨가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일반 음소로서 

의 폐쇄음을 발음할 때에도 주로 파열에 의존하여 발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폐쇄음 칩가현상이 Ohala(1974)의 주장처 럼 모든 언어 

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음성실현(phonetic implementation)이 아니라는 것을 나 

타낸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음성실현도 개별언어마다 다를 수 있으며(Keating， 

1995; Kingston & Diehl, 1994) ), 따라서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음운론은 개별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운규칙으로 설명해야 

하고， 그에 대웅하는 음성구조는 인간의 조음기관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기 때문에 언어보편적이라는 전통적인 음성 · 음운 구조의 모델을 재고하게 반들 

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폐쇄음 첨가현상도 이러한 개별언어에 따라 다 



526 최태환 한정임 

르게 나타나는 음성실현의 한 형태인 것 같다. 본 실험에 참가한 한국어 화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영어학습을 받은 상태에서 폐쇄음을 조금씩 첨가하여 조음하 

려고 하지만， 학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어민 화자의 폐쇄음 첨가의 

경우와는 사용된 음향단서의 패턴도 다르고 첨가음의 실현비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및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첨가 폐쇄음 현상이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어떻게 실현되 

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한 첨가 

된 폐쇄음은 수의적 음성변이(phonetic variation)로서 L2 학습자들에게 학습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학습할 때 이 현상을 습득하고 

있는지， 습득의 패턴은 어떤지 음성 발화 실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1)한국어 화자들은 대체적으로 영어 원어민 화자들보다 폐쇄 

음을 덜 첨가시켜서 조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쇄음을 첨가하여 조음하는 경 

우에도 폐쇄음에 대한 음향단서가 원어민 화자와 다른 패턴을 보여 주었다.; 2)공 

명음의 조음위치는 폐쇄음 첨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원어민 

화자의 경우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3)또한 설측음이 선행자음으로 올 경 

우에는 원어민 화자들에게서 폐쇄음이 거의 첨가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폐쇄음 침가현상은 음운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모든 언어화자들에게 통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음성실현도 아니다. 

영어의 첨가 폐쇄음 현상은 개별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음성실현 

(phonetic ímplementation)의 한 형태인 것 같으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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