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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the pro-

nunciations (mainly /ju, u, ʌ/) of orthographic <u> in British English. 

/ju, u, ʌ/ have incurred many complicated problems regarding the sta-

tus of /j/, the underling form of these vowels, etc. Chomsky and Halle 

(1968) argue that the pronunciations of <u> are derived from Middle 

English lax /ʊ/; it becomes /ju/ when it occurs in an open syllable; it 

remains /ʊ/ when it is preceded by one of the nonnasal labials /p, b, 

f, v/ and followed by /l, ʃ, ʧ/; elsewhere, that is, in a closed syllable, 

it becomes /ʌ/. It is expected that the pronunciations of <u> and their 

contexts are reflected in the present-day pronunciations of <u>. To 

check this I analyzed the monomorphemic words in the CELEX lexical 

database; [ʌ] appears mostly in a closed syllable as expected, but it is 

hard to say that [ju] and [u] occur mostly in the expected contexts. It 

is also found that /jʊ/ occurs only in a word-medial unstressed open 

syllable and that the favorite onset of a /u/-syllable is /l, r/, the reason 

of which is to be studied in the future.

Keywords: British English, pronunciation of u, j-insertion, distribution, 

labial un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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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어에서 철자 <u>는 /ju, u, ʊ, ʌ, ə/ 등으로 다양하게 발음된다. 그리고 철

자 자체의 이름도 <a, e, i, o> 등과는 독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철자 <a, e, 

i, o>의 이름은 대모음추이(Great Vowel Shift)의 영향으로 /eɪ, i:, aɪ, oʊ/라

고 부르지만, 철자 <u>는 대모음추이의 결과인 /aʊ/로 부르지 않고 /ju/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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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이렇게 추가된 /j/는 많은 음운론적 논란의 근원이 되고 있다. <u>와 관

련된 문제들을 McMahon(2000:106)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 a. /u/ 앞에 나타나는 전이음 /j/의 지위는 무엇인가? 

b. /u/ 앞에 /j/가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

는 사실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c. /ju, u, ʊ, ʌ/의 기저형은 무엇인가?

(1a)에 대해서 부연하자면, /ju/가 하나의 모음, 즉 이중모음(diphthong)인가 

아니면 자음 /j/와 모음 /u/의 결합체인가 하는 논란을 말하는 것이다(Clark 

and Yallop 1995:79-80).1) (1b)는 pull[pʊl]과 copula[kɔpjʊlə]에서 보듯이 

어떤 환경에서 /j/가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이다. (1c)에서 언급한 대로 /ju, u, 

ʊ, ʌ/의 기저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Chomsky, Halle 

(1968:205; 이하 SPE)에서는 prof[aʊ]nd ~ prof[ʌ]ndity와 같은 경우에 긴장

모음 /u/를 기저형으로 삼고, 다른 경우에는 이완모음 /ʊ/를 기저형으로 삼아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 /ju, u, ʊ, ʌ/의 발음을 도출해 내고 있다. Rubach 

(1984:31-36)는 경우에 따라 기저형을 달리 설정하고 있는데, prof[aʊ]nd ~ 

prof[ʌ]ndity와 같은 경우에는 /ɨ/를, ass[ju]me ~ ass[ʌ]mption의 경우에는 

/ʌ/를, habitual과 같은 경우에는 /u/를, 기저형으로 삼고 있다. Halle, 

Mohanan(1985)은 prof[aʊ]nd ~ prof[ʌ]ndity나 argue 등에는 /ɨ/를 기저형

으로 설정하고, music이나 ass[ju]me ~ ass[ʌ]mption에는 /ʌ/를 기저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ju/에 나타나는 /j/를 모두 삽입규칙(Inser-

tion Rule)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Borowsky(1986:281)와 Hogg, 

McCully(1986:43-44) 등은 기저형에 /j/를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Borowsky

는 기저형에 다음과 같이 표류 전이음 /j/(floating /j/)을 설정하고 있다.

(2) V

   |

         ɪ   ʊ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j/의 존재는 구개음화(Palatalization), 마찰음화

1) [kwin] queen, [kwɪk] quick, [kwæk] quack, [kwam] qualm, [kwt] quote에서 보듯이 

Cw- 다음에는 모든 모음이 다 올 수 있는데, [kju] Kew, [kjʊt] cute, [kjub] cube *[kjin], 
*[kjæk], *[kjam], *[kjoʊt], *[pjɛs]에서와 같이 왜 Cj- 다음에는 오직 /u/나 /ʊ/만 오느냐 

하는 문제도 이와 관련이 있다(Halle Mohanan 1985:89, Borowsky 198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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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ntization), 연구개음화(Velar softening)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u>의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철자 <u>의 발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SPE의 간단명료한 설명이 적절한 도움이 될 것이다.

The tense phonological /u/ always undergoes Vowel Shift. In the case so 

far considered (there will be a slight extension below), this gives phonetic 

[aʊ] or [æʊ], depending on dialect. The lax phonological segment /ʊ/ 

becomes phonetic [ju] when it is in the context __C
1

0V; it remains phonetic 

[ʊ] (after unrounding and compensating rounding) when it is in the context 

of ([3]); elsewhere it undergoes the first stage of Vowel Shift and becomes 

phonetic [ʌ]. (SPE: 205; 발음기호는 본 논문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모음추이(Vowel Shift)를 겪어 [aʊ]나 [æʊ]가 되는 긴장모음 /u/는 house에

서와 같이 대부분 <ou>로 표기되었던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

다. 이완모음 /ʊ/의 발음은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u/가 [ju]로 실현되는 환경

은 __C
1

0V인데 이는 개방음절(open syllable)을 의미한다. 그리고 /ʊ/가 그대

로 유지되는 환경(SPE의 (66))과 그 예는 다음과 같다(SPE 204).2) 

(3)    ___  

위 환경은 /m/을 제외한 순음(nonnasal labials), 즉 /p, b, f, v/ 다음에 /ʊ/

가 오고 그 뒤에 /l, ʃ, ʧ/가 오는 경우를 말한다.3) 따라서 (3)의 환경에서는 

/ʊ/가 그대로 유지되고, music[mjuzɪk]과 같이 개방음절에서는 [ju]로 실현되

고, 나머지 환경, 즉 폐쇄음절에서는 [ʌ]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각각의 환경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4) [ʊ] /             ___ 

[ju] / open syllable

[ʌ] / closed syllable

2) Pyles, Algeo(1993:173-4)와 Millward(1996:257)도 참조.

3) Chung(2012)은 /ʊ/에서 /ʌ/로의 변화가 저지되는 이유를 Halle, Vaux, Wolfe(2000)에 근

거해서 설명하고 있다. 설명의 요지를 /pu/라는 음절을 예로 들어 알아보면 /p/와 /u/는 

[labial] 절점(node)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u/만 따로 떼어내어 비원순화(unrounding)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Chung(2012:49-52) 참조.

(pullet, pulley, bullet, bullock, pull, full)

(bush, push, bushel, butcher)|폈I ( [댔 

I폈I ( [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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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는 예외도 지적하고 있다. 우선 /ʊ/가 유지될 수 없는 환경인데도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put, pudding, puss). 반대로 환경이 맞는데도 /ʊ/가 유지되지 않

는 경우가 있다(budge, budget, fudge). 다음으로 개방음절인데도 /ju/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budget, butcher, bushel).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로 얽혀있는 <u>의 발음과 분포를 

CELEX 어휘 데이터베이스(Baayen et al. 1993)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음

운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음의 분포와 그 환경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지금까지의 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필자는 황보영식(2011)에서 치경공명자음 /n, l, r/ 다음에서 /ju/

와 /u/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본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좀 더 범위를 넓

혀 모든 자음 다음에서 <u>가 어떻게 발음되며, 음절의 종류나 강세에 따라 어

떤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 자료수집 및 분류

본 논문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CELEX 어휘 데이터베이스(CELEX Lexical 

Database; Baayen et al. 1993; 이하 CELEX)를 사용하였다. CELEX는 영

국영어에서 뽑은 52,447개의 단어를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포함하고 

있는 어휘 수는 적은 편이나, 발음과 강세, 음절구분, 형태론적 분석 및 기타 여

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음운론적 분석에 유용하다. 어휘수가 적은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Alcántara(1998:67-8)의 언급처럼 균형 잡힌 영어어휘 샘플이

라고 전제하고 분석을 진행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단일형태소 어휘(monomorphemic word)만을 대상으로 하였

고, 영어의 철자 <u>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그 분포는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단

일형태소 어휘만을 사용한 이유는 파생어나 합성어를 모두 포함시키면 동일한 어

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발음의 분포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일형태소 

어휘를 추출하기 위해서 형태소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EML.CD 파일을 사용하

였다. 그리고 두문자어(acronym)나 축약어(abbreviation), 품사전환(conver-

sion)에 의해 생성된 어휘들을 제거하였다. 또 분석의 목적이 발음 /ju/의 분포

가 아니라 철자 <u>의 발음과 그 분포이므로 <ew>, <eu>, <ieu> 등의 철자

가 포함된 단어들은 제외하였다. 이들은 중세영어에서부터 이중모음이었기 때문

에 철자 <u>의 발음과 구별하기 위한 조치였다(Millward 1996:259; Pyles, 

Algeo, 1993:174-5). CELEX에서는 단어의 발음을 주요발음(primary pron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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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tion)과 부수발음(secondary pronunciation)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본 논문

에서는 주요발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4) 이렇게 하여 추출한 단일형태소 단

어는 모두 7,361개였고, 이 중 1음절어는 3,802개, 2음절어는 2,714개, 3음절

어는 723개, 4음절어는 113개, 5음절어는 9개였다. EPL.CD에서 이 단어들만

을 대상으로 하여 <u> 발음의 분포를 조사하였다. 관련 단어들을 추출하고 분류

하는 데는 펄 스크립트(Perl script)를 사용하였다.

CELEX에서 철자 <u>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발음은 /ju, jʊ, jʊə, u, 

ʊ, ʌ, ʊə, ɜ, ə/이다. /ʊə/는 이중모음으로 취급하고 있다. /(j)ʊə/는 주로 철

자 <ur>가 어말에 오거나 다른 자음 앞에 올 때의 발음이다. 몇몇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5) <u>의 발음 예시

a. cumulus [kjumjʊləs], guru [gʊru]

b. succumb [səkʌm], succubus [sʌkjʊbəs]

c. murmur [mɜmə], pure [pjʊə], Urdu [ʊədu], ziggurat [zɪgəræt]

본 논문에서는 <u>의 발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개별 자음 다음에서 <u>의 발음

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개방음절(open syllable)과 폐쇄음

절(closed syllable)에서, 그리고 강세음절(stressed syllable)과 비강세음절

(unstressed syllable)에서 <u>의 발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1>에는 음절두음(onset)과 <u> 발음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표 1>에

서 ju/jʊ는 /ju, jʊ, jʊə/를 의미한다. <표 1>의 내용은 세로줄에 있는 자음과 

가로줄에 있는 모음이 결합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첫 칸의 14는 /pju, pjʊ, 

pjʊə/를 포함한 단어가 14개 발견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로줄(합

계)에 있는 80은 <pu>로 시작하는 음절이 모두 80개 검색되었다는 뜻이다. 한

편, 비율은 철자 <pu>로 시작하는 80개의 음절 중에서 /pju, pjʊ, jʊə/가 차

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14/80 × 100 = 17.5%). 왼쪽 가로줄 맨 아래에 있는 

172는 /ju, jʊ, jʊə/가 들어있는 음절이 모두 172개 검색되었다는 뜻이다. 

4) CELEX에서 주요발음은 부수발음보다 더 많이 들리는 발음이고, 표준발음을 하는 화자가 단어

를 독립적로 발음할 때 사용하는 인용발음(citation form)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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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음절두음과 <u> 발음과의 관계(비율: %)

ju/jʊ u/ʊ ʌ ɜ/ə ə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p 14 17.5 13 16.3 27 33.8 17 21.3 9 11.3 80

b 10 11.6 8 9.3 45 52.3 15 17.4 8 9.3 86

t 28 32.2 4 4.6 28 32.2 13 14.9 14 16.1 87

d 14 28.6 4 8.2 25 51 2 4.1 4 8.2 49

k 32 29.6 6 5.6 40 37 14 13 16 14.8 108

g 4 9.8 2 4.9 20 48.8 5 12.2 10 24.4 41

m 16 21.6 0 0 46 62.2 6 8.1 6 8.1 74

n 11 28.2 1 2.6 15 38.5 1 2.6 11 28.2 39

l 5 5 27 26.7 51 50.5 7 6.9 11 10.9 101

r 0 0 40 31 75 58.1 0 0 14 10.9 129

f 11 32.4 2 5.9 15 44.1 6 17.6 0 0 34

v 1 20 1 20 2 40 0 0 1 20 5

θ 1 20 0 0 4 80 0 0 0 0 5

ð 0 0 0 0 1 100 0 0 0 0 1

s 5 8.8 9 15.8 23 40.4 5 8.8 15 26.3 57

z 2 50 0 0 1 25 0 0 1 25 4

ʃ 0 0 7 50 7 50 0 0 0 0 14

ʒ 0 0 0 0 0 0 1 100 0 0 1

h 7 18.9 1 2.7 25 67.6 4 10.8 0 0 37

ʧ 0 0 2 11.1 9 50 6 33.3 1 5.6 18

ʤ 0 0 9 40.9 10 45.5 0 0 3 13.6 22

Ø 11 39.3 1 3.6 13 46.4 3 10.7 0 0 28

합계 172 137 482 105 124 1021

*Ø : 자음이 없이 철자 <u>로 시작하는 음절

다음으로 음절의 위치와 강세 여부에 따라 <u>의 발음을 조사한 결과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표 2>에는 해당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의 수를 구하고 그

에 대한 백분율을 기록하였다. 예를 들자면, 철자 <u>가 /ju/로 발음되는 단어

가 117개 발견되었고, 이 중에 /ju/가 폐쇄단음절단어(closed monosyllable word)

에 나타나는 것이 20개이면, 117개에 대한 비율은 17.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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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음절 위치 및 강세와 <u> 발음의 관계(비율: %)

　

ju u jʊ ʊ ʊə jʊə ʌ

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비율빈도 비율

mono-closed 20 17.1 29 26.6 0 0 10 29.4 0 0 0 0 267 57.2

mono-open 4 3.4 10 9.2 0 0 0 0 0 0 0 0 0 0

ini-str-closed 1 0.9 0 0 0 0 5 14.7 0 0 0 0 53 11.4

ini-str-open 40 4.2 32 29.4 0 0 13 38.2 2 66.7 5 50 103 22.1

ini-unstr-closed 0 0 0 0 0 0 0 0 0 0 0 0 4 0.9

ini-unstr-open 5 4.3 4 3.7 0 0 3 8.8 0 0 3 30 1 0.2

mid-str-closed 0 0 0 0 0 0 0 0 0 0 0 0 2 0.4

mid-str-open 5 4.3 4 3.7 0 0 0 0 1 33.3 1 10 4 0.9

mid-unstr-closed 0 0 0 0 0 0 0 0 0 0 0 0 1 0.2

mid-unstr-open 0 0 0 0 31 96.9 0 0 0 0 0 0 1 0.2

fin-str-closed 11 9.4 5 4.6 0 0 2 5.9 0 0 0 0 14 3

fin-str-open 1 0.9 5 4.6 0 0 0 0 0 0 1 10 0 0

fin-unstr-closed 15 12.8 4 3.7 1 3.1 1 2.9 0 0 0 0 17 3.6

fin-unstr-open 15 12.8 16 14.7 0 0 0 0 0 0 0 0 0 0

117 109 32 34 3 10 467

<표 1>과 <표 2>를 바탕으로 <u> 발음의 분포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

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3. 분석 및 논의

3.1. <u> 발음과 선행자음과의 관계

3.1.1. 특정 자음 뒤에 나타나는 <u> 발음의 분포

음절두음(onset)과 <u> 발음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철자 <u>가 어

떻게 발음되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j/의 출현 여부가 중요하므로 /ju, 

jʊ, jʊə/를 하나로 묶고 /u, ʊ, ʊə/를 하나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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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 발음의 분포.

<그림 1>에서 보듯이 철자 <u>는 /ʌ/로 발음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u>의 발음에서 전이음 /j/가 나타나는 경우는 17% 정도밖에 안 된다. /ju/나 

/jʊ/로 발음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u>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임이 분명하다. 오로지 경제성만을 고려할 경

우, 위와 같은 분포라면 기저형에 /j/를 상정하는 것보다는 규칙이나 제약에 의

해 나중에 삽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접근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행자음과 <u> 발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다음 그림에서

는 출현빈도가 너무 낮은 자음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j/가 있느

냐 없느냐에 따라 모음을 분류하였다. <그림 2>에는 자음과 u가 함께 나타난 빈

도수를 기준으로 특정 발음으로 실현되는 음절 수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

어 <p> 다음에 <u>가 오는 음절이 총 80개인데 [pju, pjʊ, pjʊə]로 발음된 

것이 14개였기 때문에 <p> 다음에서 <u>가 [ju, jʊ, jʊə]로 발음되는 비율이 

17.5%인 것이다. 

  <그림 2>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의 자음 다음에 /ʌ/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ju, jʊ/와 /u, ʊ/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난

다. 우선 <u> 앞에 자음이 없거나 /h/가 을 때는 /ju, jʊ/로 발음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t, d, k/ 다음에도 /ju, jʊ, jʊə/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반

면에 순음인 /p, b/ 다음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역시 순음인 /f/ 다음에서는 

오히려 /ju, jʊ, jʊə/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확연한 차이는 공명자음 

다음에서 보인다. /m, n/ 다음에는 /ju, jʊ, jʊə/가 더 많이 나타나고 /l, r/ 

다음에서는 /u, ʊ, ʊə/가 더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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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음 뒤에 특정 <u> 발음이 나타나는 비율(%).

공명자음 다음에서 매우 현격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

기로 한다. <그림 3>에는 공명자음 /m, n, l, r/만 따로 제시하여 이들 다음에 

/ju, jʊ, jʊə/와 /u, ʊ, ʊə/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공명자음 뒤에 <u> 발음이 나타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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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을 보면 공명자음 뒤에 나타나는 <u>의 발음은 거의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m/ 다음에는 거의 /ju, jʊ/로만 발음되고 /r/ 다음에

는 /u, ʊ/로만 발음됨을 알 수 있다. /n, l/ 다음에는 /ju, jʊ/와 /u, ʊ/로 다 

발음되지만 /n/ 다음에는 주로 /ju, jʊ/로 발음되고 /l/ 다음에는 주로 /u, ʊ/

로 발음된다. /n, l, r/ 다음에서 <u>가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Borowsky(1986)

와 황보영식(2011)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m/까지 포함한 공명자음 모두를 

동시에 검토했을 때 위와 같은 대칭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사실

이다.

/n, l, r/ 다음에서 /ju/와 /u/의 분포에 대해서는 공명도(sonority) 차이에 

근거해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Borowsky 1986; 황보영식 2011). 공명도

가 n < l < r < j의 순서이고 음절두음에서는 공명도가 일정한 차이를 가져야 한

다는 최소공명도거리(Minimal Sonority Distance)에 따라 /j/가 다른 공명자

음과 음절두음에 함께 오는 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Selkirk 1982; Hogg, 

McCully 1987:42).5) 따라서 공명도가 유사한 /r/ 다음에는 /j/가 전혀 올 수 

없고, /l/ 다음에도 /j/가 거의 올 수 없으나, 공명도가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n/ 다음에는 /j/가 자유롭게 나타난다. 이러한 논리를 연장한다면 /m/과 /n/

의 공명도가 같으므로 /m/ 다음에도 /j/가 자유로이 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m, n/ 다음에서 <u>가 왜 /u, ʊ/로 발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j/가 기저형에 존재한다고 가

정하는 것이다. 이 /j/가 /l, r/ 다음에서는 최소공명도 거리를 위반해서 탈락하

고 /m, n/ 다음에서는 탈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렇게 되면 /m, n/ 다음에서는 <u>가 /u, ʊ/로 발음될 수 없는 것이다.

3.1.2. 비원순화의 예외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중세영어(Middle English)에서 현대영어(Modern 

English)로 넘어오면서 생긴 모음변화 가운데 /ʊ/가 비원순화되어 /ʌ/가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는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듯이 <u>

의 발음 중 /ʌ/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3)과 (4)에 본 바와 같이 /m/

을 제외한 순음(labial consonant) 다음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저지되었다고 한

다(Pyles, Algeo 1993:173-4; Millward 1996:257; Chung 2012). 

5) Parker(2011:1177)는 매우 세밀한 공명도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 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nasals(7) < trills(8) < laterals(9) < flaps(10) < rhotic approximants /ɹ/(11) 
< glides(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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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ʌ/ : run, mud, gull, cut, hum, cup, dusty, sun, nut, hunt, 

up, ...

b. /ʊ/ : full, bull, pull, bush, push, pullet, butcher, bushel, ...

이렇게 순음 다음에서 /ʊ/로부터 /ʌ/로의 변화가 저지되었다면, 순음 다음에는 

<u>가 /ʌ/로 발음되는 경우가 적고, 원래대로 /ʊ/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된다. 앞에서 추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순음 다음에서 <u>가 어떻게 발

음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4. 순음 다음에서 <u> 발음의 비율(%).

<그림 4>를 보면 예상과 달리 순음 다음에도 /ʌ/ 발음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 

SPE의 예측대로 /m/ 다음에는 오히려 /u, ʊ/가 거의 안 나타난다. /f/ 다음

에도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나타난다. CELEX 자료에 나타난 /ʌ/가 모두 중세

영어의 /ʊ/에서 유래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위 도표만을 보면 순음 다음에서 /ʊ/에서 /ʌ/로의 변화가 저지되는 것이 규칙

적이라기보다는 예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1.3. 특정 <u> 발음 앞에 나타나는 자음의 비율

다음으로는 특정 <u> 발음 앞에 어떤 자음이 많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로 하

겠다. <그림 5>는 <u>의 특정 발음, 예컨대 /u, ʊ, ʊ ə/ 앞에 자음들이 나타

나는 비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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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특정 <u> 발음 앞에 오는 자음의 비율.

우선 눈에 띄는 사실은 /u, ʊ/ 앞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음이 /r, l/이라는 

점이다. /r/이 29%, /l/이 19.6%를 차지하고 있다. /ʌ/앞에도 /r, l/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ju, jʊ/ 앞에는 /r/이 전혀 안 나타나고, /l/이 나타나

는 것은 단지 2.9%뿐이다. /ju, jʊ/ 앞에 /r, l/이 오면 /j/가 탈락하기 때문일 

수 있다. 앞에서도 이미 확인하였지만 /u, ʊ/ 앞에 /m, n/은 거의 나타나지 않

는다. /ju, jʊ/ 앞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음은 /k, t, m/이다. 그런데 위의 세 

그래프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ju, jʊ/의 그래프와 /u, ʊ/의 그래프가 거의 반대

의 모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ʌ/는 /ju, jʊ/보다는 /u, ʊ/에 가까운 모

양을 하고 있다. 이는 /j/의 존재 여부가 앞에 오는 자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3.2. 음절유형 및 강세와 <u> 발음의 관계

이번에는 음절유형에 따라 어떤 발음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그림 6>에

서 /jʊə, ʊə/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이 발음들이 철자 <ur>에서 온 것이고, 

그 자체로 이미 폐쇄음절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림 7>에서 단일음절 단

어는 항상 강세를 받으므로 강세음절과 비강세 음절을 구분할 때 단일음절 단어

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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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폐쇄, 개방음절에 따른 분포(/jʊə, ʊə/ 제외).

그림 7. 강세, 비강세 음절에 따른 분포(단일음절어 제외).

<그림 6>과 <그림 7>에서 /j/가 어떤 경우에 더 잘 출현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림 6>을 보면 SPE의 관찰대로 /ju, jʊ/가 개방음절에 더 많이 나타나지만 

/u, ʊ/도 개방음절에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개방음절에서 /ju, jʊ/가 될지 

/u, ʊ/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발음들이 개방음절에 더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ʌ/ 발음은 폐쇄음절에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또 <그림 7>을 보면 

/ʌ/는 강세음절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ʌ/는 주로 강세음절

과 폐쇄음절에 많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각각의 발음이 특정 음절에 나타나는 비율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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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ʌ/가 특정 음절에 나타나는 비율(%).

그림 9. /u/가 특정 음절에 나타나는 비율(%).

그림 10. /ju/가 특정 음절에 나타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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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ʊ/가 특정 음절에 나타나는 비율(%).

그림 12. /jʊ/가 특정 음절에 나타나는 비율(%).

<그림 8>에서 <그림 11>을 보면 어중음절(word-medial syllable)이 상대적으

로 적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어중음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길이가 최소한 세 음절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단

일음소 단어가 세 음절 이상인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어중음절도 많을 수가 없

다. 두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일 경우 어두음절(word-initial syllable)과 어말음

절(word-final syllable)만 존재하고 어중음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 제시한 

네 가지 발음 중 /ju, u/는 긴장모음(tense vowel)이며 /ʊ, ʌ/는 이완모음(lax 

vowel)이므로, 이 차이가 자연스럽게 분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단일

음절 어휘가 개방음절일 경우 /ʊ, 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단어가 최소한 

두 모라(mora) 또는 두 음절(syllable)의 음보(foot)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Foot Binarity)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Prince, Smolensky 20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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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음절 어휘에 /ju, u/가 나타날 때 폐쇄음절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단어

는 자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제약(Final-C)’의 영향으로 보인다(McCarthy 1993; 

Halle, Idsardi 1997).6) 어말 (무)강세 개방음절에 /ʊ, ʌ/가 나타나지 않는 이

유도 분명해 보인다. 이 경우에도 Final-C를 위반하게 된다. 그리고 /ʊ/가 어말 

개방음절에 나타난다면 어말 긴장음화(Final-Tensing)에 의해 긴장모음으로 전

환되어야 하고(SPE 111, Rubach 1984:34),7) /ʌ/가 어말 무강세 개방음절에 

나타나면 /ə/로 약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SPE 103). 

이와 같은 일반적인 현상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차이는 /ʌ/가 가장 많이 나타

나는 곳이 폐쇄 단일음절어(closed monosyllabic word)인 반면에 다른 발음들

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어두 강세 개방음절(word-initial stressed open 

syllable)이라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ʌ/가 나타나는 환경이 폐쇄

음절이라는 SPE의 관찰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ʌ/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또 그 /ʌ/는 주로 

폐쇄음절에 나타나는 것이 분명하지만 /ju, jʊ/와 /u, ʊ/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는 알 수 없었다. 

이제는 /jʊ/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철자 <u>가 /jʊ/

로 발음되는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2>를 보면 /jʊ/는 유독 어중 비

강세 개방음절에 나타났다.8) <표 2>를 보면 어중 음절에 <u>가 나타난 것은 

모두 50번인데 이 중 31번이 어중 비강세 개방음절에 왔고, 이 위치에서 모두 

/jʊ/로 발음되었다. <표 2>에서 어중음절에 오는 <u>가 어중 비강세 개방음절

에서 /jʊ/로 발음될 확률은 3.6%인데, 실제로는 62%가 /jʊ/로 발음된 셈이다.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저자의 이전 

논문(황보영식 2011)에서 /n, l, r/로 시작하는 음절만을 분석했을 때도 발견되

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Borowsky(1986)는 강세부여 후에 

적용되는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를 활용하였다(Kahn 1980; Selkirk 1982; 

Hammond 1999).

(7) 재음절화(Resyllabification)

비강세음절의 두음(onset)에서 자음을 떼어내어 선행음절의 말음(coda)에 

첨가한다(Borowsky 1986:265).

6) Final-C: Every word must end with (part of) consonant (Halle, Idsard 1997:337).

7) Final Tensing: [+syl, -low] → [+tense] / ___ # (Rubach 1984:34).

8) /ʊə/가 사용된 어 3개 /jʊə/가 사용된 어휘 10개 발견되었지만 이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ʊə/는 철자 <ur>의 발음이기 때문이다. r-없는(nonrhotic) 언어인 영국영어에서 /r/ 발음이 

탈락하면서 이중모음화했기 때문에 이 발음은 모두 개방음절에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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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owsky는 /ju, u/의 기저형을 /<ɪ>ʊ/로 설정하는데, 여기서 <ɪ>는 표류 

분절음(floating segment)임을 나타낸다(Borowsky 1986:281). 재음절화가 어

떻게 /j/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지 아래 (8)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8) 어중 비강세음절에서 재음절화에 의한 설명

   

a. volume b. voluminous

vɔ́ l<ɪ>ʊm və l<ɪ>ʊ́ mɪ nəs 

vɔ́l <ɪ>ʊm və l<ɪ>ʊ́m ɪn əs 재음절화

vɔ́l jʊm --------------------------- <ɪ>의 음절화

----------------- və lʊ́m ɪn əs 표류음 제거

[vɔ́ljʊm] [vəlʊ́mɪnəs]

(8a)에서 비강세음절의 두음(onset) /l/은 재음절화에 의해서 선행하는 강세음절

의 말음(coda)으로 재배치된다. 그리고 <ɪ>는 두음에 배치되어 /j/로 실현된다. 

따라서 /l/과 /j/가 별개의 음절에 위치하여 최소공명도거리의 적용대상에서 벗

어난다. (8b)에서는 재음절화에 의해서 /m/과 /n/이 선행음절로 재배치된다. 

그러나 /l<ɪ>ʊ́/는 강세음절이기 때문에 /l/은 선행음절로 재배치되지 않는다. 

그런데 /l<ɪ>ʊ́m/에서 <ɪ>가 음절두음에 배치되어 /j/가 되면 /l/과의 관계에

서 최소공명도거리를 위배하게 되므로 음절두음에 배치될 수 없게 된다. 배치될 

곳을 찾지 못한 <ɪ>는 결국 ‘표류음 제거’(Stray Erasure)에 의해서 삭제된다. 

이러한 설명은 어중 비강세음절에서 어떻게 <u>가 /jʊ/로 발음되는지 잘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이 설명을 /r/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r/과 /j/

의 공명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rjʊ/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중 비강세 개방음절

에서는 /r/과 /j/가 동시에 음절두음에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위치야말로 /rjʊ/

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어중 비강세 개방음

절에서 <u>가 /jʊ/로 발음되는 31개의 어휘들을 선행자음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9) p/b-copula, occupy, scapula; albumen, carburet, fibula, nebula

t/d- bitumen, fistula, sextuplet, spatula, tarantula; Sadducee

k- kacumen, calculus, porcupine, succubus, succulent

f/v- scrofula; uvula

s/z- peninsula; chasuble, Jesuit

l- soluble, v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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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mulet, cumulus, formula, primula

n- continuo, minuet

위 예에는 /rjʊ/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Borowsky의 설명이 틀린다

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Borowsky의 설명이 맞는다면 어중 비강세 개방음절에 

/rjʊ/만 나타나고 /rʊ/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Borowsky의 설명이 틀린다면 

/rjʊ/는 안 나타나고 /rʊ/만 나타나던지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본 논문의 자료에서는 /rjʊ/도 안 나타나고 /rʊ/도 안 나타나므로 Borowsky의 

설명을 틀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CELEX에서 단일음소 단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단어를 대상으로 /n, l, r/ 다음에 /ju, jʊ, u, ʊ/가 어떻게 분포하는

지 살펴보았을 때는 /rʊ/가 나타났다. 

(10) /r/ 다음에서 /(j)u, (j)ʊ/의 분포 (황보영식 2011:258)

    

u/ʊ ju/jʊ 합계

어두강세 144 0 144

어두비강세 14 0 14

어중강세 68 0 68

어중비강세 47 0 47

합계 273 0 273

황보영식(2011)에서는 조사범위가 더 넓고 분류방법도 약간 다르지만 어중 비강

세음절에서 /r/ 다음에 /jʊ/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일형태

소 단어만을 다룬 본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어중 비강세음절에서 /r/ 다음에 /u, 

ʊ/가 47번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어중 비강세 개방음절에 /ʊ/가 나타난 것은 

27개였다.9) 따라서 이 결과는 Borowsky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그의 방법대

로 설명할 수 없다.10) 

 9) Online Oxford English Dictionary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중 비강세음절에서 /r/ 다음에 

/u,ʊ/가 오는 경우는 141건, /ju, jʊ/가 오는 경우는 30건, /j/가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는 37건 있었다(황보영식, 2011:257). 그러나 CELEX에서는 주요발음만을 대상으로 했고 부

수발음은 대상으로 삼지 않은 반면에, OED에서는 그러한 구분 없이 /(j)u/ 또는 /(j)ʊ/로 표

기하고 있어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다.

10) 황보영식(2011)은 어중 비강세음절에 /rjʊ/가 오지 않는 이유를 영국영어가 ‘r-없는 방언’ 
(r-less dialect)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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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CELEX에 있는 단일형태소 단어였기 때문에 특정 형

태소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었다. 그 대신 대상 어휘의 규모가 크지 않다

는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영어에서는 /ju/가 강세음절

에 속하거나 어두음절에 속하면 /r, l/뿐만 아니라 모든 치경음 다음에서 /j/가 

탈락한다. 또 habitual[həbɪ́ʧʊəl]에서와 같이 /ju/가 어중 비강세음절에 속하

고 그 앞에 치경저해음이 오면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서 /j/는 탈락한다. 영국영어

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없기 때문에 /ju/의 분포를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었다. 이제 지금까지 관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의 발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ʌ/이다. 

둘째, /ʌ/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위치는 강세음절과 폐쇄음절이며, 특히 폐쇄 

단일음절 단어에 많이 나타난다. 이는 /ʌ/가 이완모음이기 때문에 보이는 특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jʊ/는 어중 비강세 개방음절에만 31회 나타났다. 이는 매우 특이한 현

상으로 강세부여 후 일어나는 재음절화로 설명할 여지가 있다.

넷째, SPE에 따르면 /ju/는 개방음절에 나타나야 하는데, /ju/가 /u/보다 

특별히 개방음절에 더 많이 나타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공명자음 /m, n, l, r/ 다음에 오는 <u> 발음은 양극화를 보이고 있

는데, /r/ 다음에는 /u, ʊ/만 오고, /m/ 다음에는 거의 /ju, jʊ/만 온다. /n, 

l/ 다음에는 주로 /u, ʊ/가 온다. 이 현상은 최소공명도거리와 재음절화에 의존

해 설명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중세영어의 /ʊ/가 현대영어로 오면서 상당히 많은 단어에서 /ʌ/로 

바뀌었는데, 비음이 아닌 순음 다음에는 이 과정이 저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관찰한 자료에 의하면 순음 다음에 /ʊ/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증거가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저지가 일어나는 환경은 [순음] __{l, ʃ, ʧ}

인데 음절말음에 오는 /l, ʃ, ʧ/의 영향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료를 통

해 확인하지는 못했다. 

일곱째, 특정 <u> 발음 앞에 어떤 자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지 살펴 본 바

에 의하면 /u, ʊ/ 앞에는 모든 자음 중에서 /r, l/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대

로 /ju, jʊ/ 앞에는 /r, l/이 거의 안 나타난다. 만약 /ju, jʊ/ 앞에 /r, l/이 

오더라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ju, jʊ/의 /j/가 탈락하여 /u, ʊ/가 될 것이

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u, ʊ/ 앞에 /r, l/이 많이 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저형에서 /ju, jʊ/ 앞에 /r, l/이 다른 자음보다 더 많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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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왜 /u, ʊ/ 앞에 /r, l/이 많이 오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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