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어 발음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신 수 송 (서울대; 

1.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독일어의 음운현상들을 특정한 문법이론으로 기술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어 교육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음운현상들을 소개하고 그 규칙성을 검토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개별 음운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보다는 그와 같은 현상이면에 숨은 일반적인 규칙 

이 이 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규칙으로서는 

말음경화 규칙 Aus1autsverhärtung, 글자 ch의 발음이 모음의 종류에 따라 

띠 흑은 [찌로 발음되는 동화규칙 Asψnilation， 비음화 규칙 Na잃lisi，많mg， 

변모음(Umlaut) 및 장모음화 현상에 관한 규칙과 독일어의 강세규칙이 될 것 

이다. 

11. 독일어의 말음경화 규칙 

독일어의 음운현상들 중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중요한 규칙으로서 말 

음경화{Auslautsverl떠rtung) 규칙을 들 수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어 

의 단어 끝 혹은 형태소 경계에서 모든 유성자음은 무성음으로 되는 말음경 

화의 음운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음 예들을 가지고 이를 논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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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1) Kant [없nt] - Kir띠 [빼lt] 

Hund [hunt] 

Kir1d에서 끝 글자 d가 Kant에서 t와 같은 [t]음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 

러한 현상은 모든 Kir1dt..]- Hund의 형태소 변화형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이들의 복수형이나 굴절형(많빼뼈)에서 글자 d는 그대로 [d]음으로 

발음된다. 

(2) 때뼈r[뻐1de] - Kindes[뻐1das] 

Hunde[hunda] - Hundes[hundas] 

이러한 현상은 글자 d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다른 유성자음인 b, 
g, V, Z에도 적용된다. 다음은 흔히 볼 수 있는 말음 경화의 예들이다. 

(3) b: [버 f없ull1 Bn피er Barnbus 

[p] Dieb 뼈lb gab 

Die뼈 뼈lbes geben 

d: [d] Ding B캉:n Leider 

[t] Freur띠 Hund 집r떠 

Freunde Hunde Kinder 

g; 며] gut Gott sag앉1 

[k] Tag zug &표g 

Tages 때ge Berge 

s. [Z] 않lz Sα1'1!reI' Rei않 

[하 Haus das G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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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äuser diese 

v: [이 m뼈1siver r1alve 

Gläser 

Motivation 

Motiv [f] in따lsiv naiv 

먼저 b가 단어 첫소리(Anlaut)이거나 단어 중간소리(fulaut)일 때에는 모두 

[b]로 발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단어 끝소리(Auslaut)일 때 Dieb, halb, 

gab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p]로 발음된다. 그러나 이들의 어형변화로 

인해 b가 다시금 단어 중간소리가 될 경우， Diebes, 뼈lbes， ge벼1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말음 경화규칙이 적용되지 않아 [b]로 발음된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d가 [미로 발음되는 발음경화와 더불어， g가 [k}로， v가 [f]로 발 

음되는 말음경화와 동일한 현상이다. s의 경우도 단어 첫 소리(Anlaut)이거나 

단어 중간 소리(fulauO일 때에는 [찌로 발음되지만 단어 끝소리(Auslaut)일 

때 Haus, das, Glas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로 발음되는 말음경화 

현상을볼수 있다. 

말음경화 현상을 하나의 규칙으로 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말음의 경계설 

정을 어떤 단위로 정해야 되는가 "ð}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 예들을 

보자. 

(4) a rr뼈en[rro:gan] 

rrng[ma:k] 

magst[ma:kst] 

b. wagen[ va:gan] 

wagst[ va:kst] 

W앵t[va:kt] 

C. 때egen[띠:gen] 

wog[vo:k] 

wogst[ vo:kst] 

(1. Person, Singular, Präsens) 

(2. Person, Si맹띠따， Präsens) 

(2. Person, Si때버따" Präsens) 

(3. Persα1， Sin뼈ar， Präsens) 

(1. Person, Singular, pr당lteriturn) 

(2. PI앙son， Si맹며ar，Pr강lteriturn) 



독일어 발음교육을 위한 몇 가지 제안 75 

동사 rri핑en의 현재， 단수， 1인칭 형태인 mag은 말음 경화 규칙이 적용되 

어 예상한 바와 같이 g가 [k]로 발음된다. 그러나 n뼈en의 현재， 단수， 2인칭 

형태인 magst에서 며]는 말음이 아니지만 [k]로 발음되기 때문에 동사의 인 

칭어미는 말음경황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동 

일한 현상을 우리는 (4b) wagen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wagen의 현 

재， 단수， 2인칭 형태인 wagst에서 g가 [k]로， 그리고 현재， 단수， 3인칭 형태 

인 W맹t에서 g가 [k]로 발음되기 때문에 역시 인칭어미 st, -t 등은 말음경 

화 현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4c) wiegen의 과거 

형인 wog에서 말음경화 규칙이 적용되어 g가 [k]로 발음된다. 그리고 

Wlegen의 과거 2인칭 형태인 wogst에서 g가 [k]로 발음되는 것으로 보아 여 

기서도 인칭어미 -양가 말음경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동사 n맹en， wagen, 삐egen의 부정형 형태에서 g가 [에 

로 발음되는 말음경화 현상을 보이지 않지만 인칭어미 -st, -t 앞에서는 말음 

경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결코 말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성자음이 무성음화 되는 현상 

을 우리는 독일어의 조어(Wortbildung)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후철(Suffix) 

퍼ch， -따， -h잉t， -뼈， -nis, -schaft와의 결합에서 어간의 말음은 예외 없 

이 무성음화 한다. 글자 b, d, g, v. s에 대한 음소를 각각 !bI, /Íφ" /g/, /v/, 
/s/로 표기하여 말음경화 현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석: 음소) 

(5) a -lich 

M • [미머blich， löblich, angeblich, verderblich, 

/ψ • [t]: 뼈뼈lich， gr파뼈ich， 뼈빼ch， 빼뼈ich， 

따i뼈ich， 띠때ich， 

/g/ • [에 beweglich， kö띠glich， rr뼈lich， häuslich, 

때glich， vertr허g}i，띠， 

/s/ • [z]: häusl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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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벼r 

M • [p]: versε:hieb벼r， 

/dI • [t]: entsch버d벼r， Verwl뼈따， jag&ar, 

/g/ • [k]: ertragbar, æ혀egbar， zerleg뼈r， urù밍gb따， 

verfügbar, 에agbar， 

/SI • [z]: 1여벼r， I않벼r， 

C. -heit 

M • [p]: fubheit, 

/dI • [t]: Blin뻐뱉 Frer며heit， Gesur념h잉t， Kir떼heit， 

Zu1Jæffer펴heit. 

/g/ • [k]: FI맹heit， Klug벼L … 

d 파19， -s대aft 

M • [미Iieb뻐g， 

/dI • [야Iù뼈Iing， S띠때Iing， WIl뻐ng， 

/g/ • [k]: lbg뻐g， 

/v/ • 떠 Naiv뼈g， … 

e. -rus, 
M • [p]: Begy경b띠s， Frgebnis, Verlöbnis, 

/dI • 떠 Bψ닙nis， Ges때찌피s， Wùdr꾀s， 

/g/ • [에Befu밍is， 암갱gnis， 암￡맹rus， 

f. -schaft 

M • [p]: Erbsc뼈ft， 

/dI • [t]: Frn.뼈S때ft， Mitgli，어S때ft，v，앙wandsch따L 

이상의 자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말음경화가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단순히 단어의 끝에서뿐만 아니라 (5)와 같은 형태소 끝에서도 일 

어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만일 하나의 단어가 단순히 하나의 형태소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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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둘 이상의 복합형태소， 예를 들어 어간형태소 + 후철형태소로 이루어 

진 경우라면 (5)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 

석될 것이다. (‘+’기호는 형태소 경계를 나타낸다.) 

(6) a leiblich • leib + lich, 

b. lös벼rbar • lös + 벼r， 

c. Klugh잉t • Klug + heit, 

d Naivling • Naiv + 파Jg， 

e. Bω닙rus • B띠넘 + nis, 

(6)에서 b, d, g, V, Z와 같은 유성자음은 형태소 끝에서 [p], [미， [k], [f], 

[의로무성음화 한다. 

이러한 말음경화 현상은 오랫동안 음운론 연구에서 하나의 확고한 규칙으 

로 기술되어왔다. 그러나 말음경화 현상을 형태소 경계로 한정하여 기술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어간과 후철(예를 들어 er, -ung, -ig) 이 결합한 조 

어에서 왜 유성자음이 무성음화 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다. 

(7) a -er 

;b/ + [p]: s따-eiber • schreib + er 

/g/ + [외:E농뼈ger • æfrag + er 

/dI 꺼 [t]: Buch바밟 • (Buch + b뼈) + 앙 

/v/ 꺼 [f]: Vegetativer • Vegl앉ativ + er 

/SI 꺼 [김Leser • les + er 

b. -ung 

;b/ + [p]: Werbung • werb + ung 

/g/ + [k]: VI따뱅ung • v뼈.ig + ung 

/dI 귀 [t]: Verb피dung • verbir떠 十 ung 

/v/ 커 [f]: Entlarvung • entlarv + ung 



78 신수송 

/SI 꺼 [z]: Vorlesung • vorles + ung 
C. -Ig 

;b/ + [미: staubig • Staub + ig 

/gI + [k]: 밟밍g • Berg + ig 

/dI 꺼 [t]: freudig • Freude + ig 

형태소의 외형상으로 보아 자음으로 시작되는 후철이 어간과 결합할 경우 

어간 말음이 무성음화되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후철이 어간과 결합할 경우 어 

간 말음이 무성음화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형태소를 경계로 

하는데 따르는 이러한 분열된 현상들은 말음경화 규칙을 일반화하는 데 도움 

이 되지 못한다. 

11 1. 독일어의 음절 구조 

우리는 여기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음절 단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말음 

경화 규칙을 설명하여 보자. 먼저 말음경화 현상을 음절단어 개념으로 설명 

하기 위해서 독일어의 음절구조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펼요하다. 독일어의 

음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8) 음절 (Sil뼈) 

\ 
두음(‘on똥t’) 핵음(N뼈eus) 말음{‘f뼈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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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에서 등장할 수 있는 한 음절의 두음과 말음에 최대한 두개의 자음 

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음절 o은 다음과 같이 핵음 V를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최대 두개의 자음 C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1\、\

이러한 구조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독일어의 단음절 단어들에 있어 

서 모음을 중심으로 전후에 위치하는 자음들의 음절형성에 근거한 것이다. 

(10) a Glanz, Kranz, Prinz, Blatt, Tracht, grob, ... 

b. gut, vi려， Lob, rot, schmal, sohn, Tag, Weg, Zug, … 

c. Gast, 뼈띠， oft, Luft, 1\때rz， mcht, Schr世， … 

d Haus, Maus, Klein, Ei육 … 

e. Sprung, S없떠， Sprache, Sklave, … 

이상의 예들을 관찰해 보면 두음자리에 두개이상의 자음이 올 때 앞에 오 

는 음이 다음에 오는 음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음자리에 두개의 자음이 올 때 끝에 오는 자음보다 그 앞에 오는 자음이 

약한 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의 강약을 비교하는데 음운론에서는 

공명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모음이 공명도가 가장 크고 자음 중에서는 진 

동음 r, R이 다음으로 크고， 설측음 1, 비음 m α 0, 파열음과 마찰음으로 공 

명도 순서가 낮아진대신수송 1댔: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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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명도→증가→ 

파열음 비음 설측음 진동음 모음 
마찰음 

pbfv m r 1 e a 

t d s z n R ou 

kg U 

이상의 공명도 순서에 따라 독일어의 음절구조에서 가능한 단어와 가능하 

지 못한 단어들의 음연속체를 구분할 수 있다. 

(12) a 독일어 음절의 두음: pl, tl, k!, π， σ， kr, br, bl, … 
b. 독일어 음절의 각음: 1m, ln, rrn, m, 뼈， nf, π ... 

(13) a 불가능한 독일어 음절의 두음: lp, lt, lk, rt, rk, rb, lb, … 

b. 불가능한 독일어 음절의 각음: ml, 띠， dn, dm, fn, fr, α11， tn, ... 

예를 들어 머따， blint, trint 둥은 독일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한 단 

어이고 반면 lpitm, r따z， rbond 등은 독일어에 존재하지도 않고 또한 존재할 

수도 없는단어이다. 

다음으로 음절핵음의 특성에 대해 논의하여 보자. 예를 들어 (10a) tracht 

의 음절 구조는 다음과 같다. 

(14) o 

/끽、\ 
t r a x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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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는 핵음인 a 앞에 최대한 두개의 자음 [1], [애이 오고 뒤로는 두개의 

자음 [x], 떠가 오는 구조를 보인다. 그리고 (lOb)와 같이 핵음이 장모음일 경 

우 뒤에는 단지 하나의 자음만이 올 수 있고， (1Q;)와 같이 핵음이 단모음일 

경우 최대한 두개의 자음이 뒤따를 수 었다. 또한 (1(xD와 같이 핵음이 이중 

모음일 경우 하나만의 자음이 올 수 있다 핵음 좌우로 최대한 두개의 자음 

이 올 수 있다는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로 (1~)와 같은 경우인데， 그 

러나 이때 핵음 앞에 나타나는 자음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된다. 

(15) 

~、\
f(C) p(C) r(C) V C C 

f(C) t(C) l(C) 

s(C) k(C) 

즉 첫 번째 오는 자음은 sprechen, S없때， Sklave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fl이거나 [하이고 두 번째 오는 자음은 역시 이들 단어들에서 볼 수 있 

는 바와 같01 [p], [tl, [찌 중의 하나이며， 그리고 세 번째에 올 수 있는 À}음 

도 역시 이들 단어들에서 볼 수 있는 [rl [I] 중에 하나이다. 즉 이러한 순서 

로 나타날 수 있는 자음들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규칙에서 제외한다면 

독일어의 음절 구조는 핵음을 중심으로 두음으로서 두개의 챔이 그리고 각 

음으로서 역시 두개의 자음이 허용되는 (9)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독일어의 음절경계를 논의하여 보자. 앞서 우리는 단음절 단어들 

의 음절구조를 다루었다. 그러나 음절이 두 개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음절경 

계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음절경계를 정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언어보편적인 두음 최대화 원칙(“on였 뼈잉n때ization Principle")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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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수있다 

(16) 두음 최대화 원칙 

임의의 모음과 자음의 연속체에서 모음사이의 자음은 앞 음절의 종성 

이 되지 않고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된다. 

이제 두음 최대화 원칙에 따라 앞서 말음경화규칙에 제시된 (3)의 몇 가지 

예들을 가지고 음절구조를 기술하여 보자. 

(17) a Bruder g랴)eI1 Tages Gläser 징ge 

a’. Bru.der ge.ben Tages Gläser Zü.ge 

b. Leider H김user runve 

b’. Lei.der Hällser næ.ve 

C. B와I피JUS Freun.de Hunde 뼈lbes f잉nder 

c’. Bam.bus Freun.de Hun.de h외.bes Kin.der 

d intmsiver l\1otivation 

d’. in.t앉l.si.ver Mo.ti.vatiα1 

(17a-c)는 2음절 단어이고 (17d)는 2음절 이상인 단어 즉 4음절 단어이다. 

(17)는 모음과 모음사이에 자음이 있을 때 이 자음이 첫 번째 음절의 종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되는 것을 (17a’ d’)을 통해 나타내 

준다. 즉 Bru따에서 d음은 Brud.er와 같이 첫음절의 종성이 되는 것이 아니 

라 Bru.der와 같이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된다는 것이다'. (17b’)에서는 이중 

모음과 모음사이에 자음이 올 때에도 이 자음이 첫음절의 종성이 되지 않고 

둘째 음절의 ̂ ~음이 되는 것을 나타내 준다. (17c’)에서는 모음과 모음사이에 

두개의 자음이 올 때 첫째 자음은 첫음절의 종성으로 그리고 둘째 자음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었다. 즉 Bambus에서 모음사이에 

있는 두 개의 자음 mb는 B따lb.us나 Bambus처럼 함께 첫음절의 종성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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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되는 것。1 아니고 각각 나뉘어져 밟nbus처럼 

첫음절의 종성과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절 분석의 

규칙은 2음절 이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Motivation의 경우 

Mo.ti. va tion처럼 자음 t, v, t가 각각 다음 음절의 초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intensiver에서는 두개의 자음 nt, ns 등이 첫음절과 두 번째 음 

절， 그리고 두 번째 음절과 세 번째 음절의 초성과 종성으로 되는 것을 알 

수있다. 

다음으로 두개 혹은 그 이상의 형태소들로 이루어진 단어의 음절 구조를 

논의하여 보자. (5a-f)와 (7a-c)에 제시된 독일어의 조어들 중 몇 가지 예를 

들기로 한다. 

(18) a angeb.lich, Ergeb.띠s， Verlöb.nis, fub.heit, Fe핑.h앙t， 

얹trag.벼r， ... 
b. freur펴.lich verderb.lich, Rund.ling, 앉ltsch버d.벼r， 

Gesur닙.heit， … 
b. jagd.벼r， . 

(19) a Befrager, Le.ser, Schrei.ber, Tr허u.mer， Versager, 

b. Wer.bUIlg, Verfi.핑UIlg， Verbin.dUIlg, Fntlar.VUIlg, 

Vorle.sUIlg, . 

c. stau.big, ber.gig, freu.dig, . 

(18)의 예들은 후철 -lich, -띠s， -heit, -뼈r， -뼈 등이 명샤 동사 혹은 

형용사 어간과 결합한 조어들이고， (19)의 예들은 후철 -eζ -UIlg, -Ig등이 동 

사 혹은 형용사와 결합한 조어들이다: (18a)는 모음과 모음사이에 두개의 자 

음이 오게 되고 이들 자음들은 각각 앞 음절의 종성과 다음음절의 초성으로 

되는 것은 앞서 (17)의 예들을 가지고 음절분석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18b)는 freundlich에서처럼 세 개의 자음이 오지만 freu.n벼ich나 h뻐n.dlich 

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freund.lich로 분석되는데 그 이유는 후철 -lic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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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음으로 시작되는 후철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음절(CV.J을 이루기 때 

문이다. (19)의 경우 많rager가 Be.fra.ger로， Werbung이 Wer.bung으로 그 

리고 staub핑가 stau.big으로 분석되지 결코 Be.frag.er, Werb.ung, staub.ig으 

로 분석되지 않는 것은 독일어에서 두 번째 음절이 모음만으로 시작되는 경 

우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단어의 음절구조를 가지고 제1절에서 문제가 되었던 말 

음경화 현상을 기술하여 보자. 먼저 말음경화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음절을 이 

용한 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다. 

(a)) 말음경화 규칙 

독일어의 유성자음은 음절 끝에서 무성음화 된다. 

이제 말음경화 규칙 (a))를 가지고 (3)제시된， 문제가 될만한 예들의 말음 

경화 현상을 기술하여 보자. 

(21) a Dieb 뼈lb gab 

a’. Di，하g 뼈lbes g어)ffi 

b. Frn.뼈 Hund Kir닙 

b’. Freur뼈 Hunde Kinder 

c. Tag Zug Berg 

c’. Tages Züge R표ge 

d Haus 없s αas 

d’. 많user diese Gläser 

e íntenSlV runv Motiv 

e’ m따lsiver runve Motivatiα1 

1) GI때 S때 독일어에서 첫 번째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독일어의 단어 

를 말할 때 항상 첫음절을 성문 파열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독일어의 
단어발음이 딱딱한 음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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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e)의 단어들에서 유성자음 b, d, g, V, Z가 무성음화 되는 말음경화 현 

상은 (때)의 규칙에 따라， 이들 유성자음들이 음절말에 있기 때문이다.2) 그러 

나 이들 유성자음이 (21a’ -e’)의 환경에 나타날 경우 이들은 예를 들어 

Die.bes, Freun.de, Ber.ge, Häuser, n머.ve 등으로 분석되어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된다. 따라서 en)의 말음경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18)에서 

다루었던 단어들의 음절구조의 분석에서 음절 경계 끝에 놓인 유성자음들은 

모두 angeb.lich [p], Ergeb.띠s[p] ， fu멈찌.lich[t] ， ver따b.lich[pJ， Rur피.뻐g[t] , 

entsch버d.bar[t] ， Gesund.heit,[t], jagd.벼r[t] 등과 같이 무성음화 하지만 (19) 

의 모든 음절 초성인 유성자음들은 Befrager, Le.ser, Wer.bung, Ent1ar.vung, 

staubig, 따.g벌， f뼈.dig 등에서처럼 무성음화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논의한 독일어의 말음경화 현상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규칙으 

로 음운론 연구에 있어서 대표적인 음운 규칙으로 되어있다. 

IV. 음운 동화현상 

IV. 1. 글자 ch의 발음과， 모음과의 동화현상 

독일어의 음운현상 중 또 다른 규칙적인 예로 글자 ch가 음운 환경에 따 

라 [이로 발음되거나 [x]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다음 예들을 보자. 

(22)[이 echt Pech Elch ich Bücher Gespr칭iCh nächst 

höchst Lerche 1\떠1ch Kirche Fψ'Cht Mönch ... 

2) 음운자질에 바탕을 둔 음운론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올 다음과 같이 단순한 규 

칙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sonorant) • [+s따m뼈ftll __ 1。

이 규칙은 음절말 __ 0 에서 무성장애음 [ -sonorant)가 유성자절을 얻게 되는 고도 
로 일반화된 말읍경화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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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Bach Sprachuntemcht Koch hoch Buch auch …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ch가 [이로 발음되는 경우는 전설모음 i, e, ä[f:], 

ö[ø], ü[y] 다음이거나 1, r, n과 같은 유음(Iiquide) 다음이다. 그리고 ch가 [x] 

로 발음되는 경우는 a, 0, U와 같은 후설모음 다음임을 얄 수 있다. ch가 [ç] 

로 발음되거나 [x]로 발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강 내에서의 조음장소 

에 따른 모음 혹은 유음과의 동화작용으로 볼 수 있다. 

(Z3) 

경구개 앞) 

[i], [e], [y], 띠] 

[이 

b) 

경구개 뒤 혹은 연구개) 

[벼， [0], [u] 

[x], [k], [g], [0] 

치음， 치경음 

[t], [배， [S], [z], [피， [I], [너 

그림 (영a)에서 헛폼이 앞으로 나와 경구개 위치로 향해 올라가면 모음 [i], 

[y]가 그리고 올라가지 않고 중간위치에 머무르면 모음 [e], [0]가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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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몸이 경구개 위치에서 만든 자음이 바로 [ç]이다. 다음으로 헛몽이 뒤쪽으 

로 움츠리고 경구개 위치를 향해 올라가면 모음 [비가， 그리고 경구개를 향하 

여 올라가지 않고 중간위치에 머무르면 ι]개 헛몽의 위치가 그대로 가라앉 

은 상태에서 발음되는 것이 [꾀음이다. 다음으로 헛몸이 경구개 위치에서 만 

든 자음。1 [ç]로서 전설모음 [i], [e], [y], [ø]와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된다. 또 

한 헛몸이 연구개 위치에서 만든 자음이 [x], [k], [g], [버로서 이들은 후설모 

음 [외， [이， [띠와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된다. 또한 ch가 혀끝으로 발음되는 

치경음 위치의 비음 n과 유음 r, 1 다음에 올 경우 연구개음인 [x]보다는 상 

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ç]로 발음된마 이제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ch가 [찌 

로 발음되거나 [x]로 발음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되 

는 모음과의 동화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24) 글자 ch는 

i ) 전설모음 [i], [려， [피， [이 다음에서 동일한 위치의 [ç]로 발음된다. 

ii) 후설모음 [a], [이， [U] 다음에서 동일한 위치의 [x]로 발음된다. 

iiD 치경음 π r, 1 다음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띠로 발 

음된다. 

IV.2. 비음동화 현상 

독일어의 비음을 보면 m, π 1J 3가지가 있는데 이들을 앞서 말음경화 현상 

에서 다룬 p，t，k， b，d， g와 함께 조음장소와 조음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도표를 만들어보자. 

싫편t소 bilabial 머eolar ve1ar 

s마m피os p t k 
s미nmhaft b d g 

na잃I m n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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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 m는 μ b와 동일한 장소에서 발음되는 양순음(bilabi머)이교 비음 n는 

t, d와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되는 치경음(매veolar)이다. 그리고 비음 U는 k, g 

와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연구개음(velar)이다o. /1ψ음은 치경음(alveolar) t, 

d와는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되므로 발음상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OJ:순음 p, 
b와 연구개음 g, k와 같은 자음들의 앞이나 뒤에서 이들과 동화되어 동일한 

위치에서 만들어지는 mY- u로 발음되는 동화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를 

가지고 이를 설명하여 보자. 

(2)) /nd/, /nt/는 통일위치이므로 발음상의 변화가 없다. 

예: Ende, En없 antwor따1， biα뼈 find많， αltol<핑ie， unter, … 

(a)) /ngI • Ug 

g • 8 • [U] 

예Angel， 바19St， &:최m밍ng， bringen, Diphtong, dring잉， 태g， 

Englisch, Engl삶lder. fang얹， Finger, jung, Inge, lang, mangel, 

smgen, ZWlng태.， ... 

예외: Anglist[‘auglist] 

그러나 n 다음에 양순음인 b, p가 오거나 연구개음인 g, k가 올 때 n은 이들 

과 각각 동일한 위치에서 발음되는 [m], [U]로 바해는 동화현상을 볼 수 있다. 

(낌) /J파ν • [따]: 

예: Anke, Anker, Ankara, Enkel, Fink, In뼈，Kl바얻 onk에， Tank, 

Schrank, sc버ank， krank, de따에， I벼k많， 미따에， sink에， … 

그러나 음운단어의 경계를 넘는 예를 들어 전철이나 후철로 연결된 파생 

어나 혹은 합성어 등에서는 특수한 상황{예를 들어 실황중계 같은 빨리 발음 

해야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이러한 동화현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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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 Angabe(an+gabe), 때genomrren(an+genomrren)， 

anbiαlen(an+bir빼1)， anb뼈en(an+b뺑en)， 

anbei(an+벼)， anprobie뼈(an+probieren)， 

anpas암l(an+맹S양1)， 

b. Ingress(ir1+gresS), Ing때였zung(ir1+g뻐g+setzung)， 

Unglück(un+glück), U맹unst(un+gunst) 

IV.3. 변모음(Umlaut) 

변모음 ä, ö, ü는 강세를 받는 후설모음 a, 0, u가 후속음절의 [i]음 때문에 

전설모음화하는 동화현상이다. 주로 조어어미 -핑， -lich, -isch, -ling, -ir1등 

이 [i]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조어어미와 결합하는 어간의 후설모음은 

비교적 규칙적인 변모음 현상을 보인다. 

(잃) -핑Bart • 넓rtig; 밍1t • gütig; Fonn • förr띠g， 

F비3 • füßig; Kopf • k뼈g; Kom • kömig, 

l\tIacht • n숍:htig， ... 
lich: Arzt • 삶"Ztlich; Braut • br허u비ch; 

Haus • häuslich; 

hrtum • intümlich; Angst • 빼gstlich; 

J메r • j때rlich; offen • öffentlich, … 

-뻐g: ankornræn • Ankömr마ng， schaden • Sch때뼈g; 

Dauræn • [때m빼19， Jamrrer • J없ll1H뻐g; 

μ1st • Lüs뻐19， dumm • Dümrr뻐19， ... 
예외sa:댄g， 뼈빼ch， d빼g， rostig, w머며g， wo뼈g， 

Run뻐ng， Rohling, sachlich, sto떠ich， 

hochsomrærlich, sprachlich, farbig, farbli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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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독일어에서는 후속음절에 [i]가 와야만 변모음 현상이 일어나 

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소 변화에서도 변모음 현상을 볼 수 있다. 

(1)) a 강변화 동사 직설볍 단수 2，3인칭 

b때(en: du bäckst; er αkkt 

f삶rren: du f;짧rrst; er fährt 

fangen: du f;삶19st; er fär핑t 

b. 동사의 접속법 H식 

뼈m käIre 

bκlChte h허iChte 

d때lte dæhte 

c. 명사의 복수형 

Apfì려 Apfi리 Vater Väter 

Lolm Iρ，lme Tochter Tochter 

Duft Düfte M따ter Müt암 

d 형용사의 비교급 및 최상급 

alt älter ältest 

groß 망"Ö&경r größt 

dtnnm dümrrer dümnst 

이러한 변모음의 분류는 독일어의 역사적인 음운변천에 기인한다.7밍년경 

강세를 받는 게르만어의 단모음 a만이 후속음절에 나타나는 1, J 앞에서 변모 

음화 한 것이(Prirr때m피aut) 그 후 12세기경 중세독일어에 이르러 1, J 앞에 

오는 강세를 받는 고대독일어의 모든 모음에 변모음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Sekt끄넘삶m미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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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Ahd. Mhd. Nhd. 

mag때 n떠gffli h때gde 

tagalih tägelich täglich 

vaterlih väterlich väterlich 

kuni맹1 때뼈m Kö띠밍n 

lugin l뼈m lügen 

kuc뼈na küch얹l Küche 

hohi hαilie Höhe 

동사의 현재 인칭변화에서도 예를 들어 tragen의 경우 2인칭 tragist, 3인 

칭 없git는 후속음절의 i에 의해 a가 e.로 변모음되고 후속음절 i는 Schwa인 

e로 약화되어 중세독일어에서는 tregest, tr맹앉가 되었다. 그후 약화된 e는 

탈락하게 되었고 변모음 e.는 오늘날 같은 음가를 가진 변모음 ä[터로 바뀌어 

떠gst， 뼈gt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 

V. 장모음과단모음 

V. 1. 장모음화 기술의 문제점 

독일어의 음운현상 중에 규칙으로 기술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 

가 바로 장모음화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어에서 유성자음 앞에 모 

음이 길어지는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모음의 장단을 규칙으로 예견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단 하나의 자음 

앞에서 모음이 길어지는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반례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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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모음이 단자음 앞에 올 때 

“ -^“δ‘ 'L.! T ë5" 

예: Bruder, Ober, BOOen, geben, 잃geπ Vater, Rose, Weg. 

Bibel. Blt.IIIX; Tag, Zug, 1ρb， rot, gut, los, K없e， 

hören, müde, ... 

반례: Bus, Hotel, man, von, bin, 피n， zum, mit, weg, das, 

bis, von, … 

반대로 두개 이상의 자음 앞에서 모음이 단모음으로 되는 예들이 많지만 

여기에도 역시 상당수의 반례들이 있다. 

(33) 모음이 두개 이상의 자음 앞에 올 때 

예: Gast, Welt, 뻐떠， 1멍t， singen, Finger, ù따， Tochter, 

nicht, s대lecht， noch, hochst, w뻐 … 

반례: nach, brach, stach, hoch, Buch, Tuch, 뻐nα prost, 

Obst, Pferd, weπ， Trost, Oster, Behör따， … 

그러나 장모음이나 단모음이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다 다음 

의 예를보자. 

(34) a 동일 모음이 중복이 되는 경우는 장모음이 된다. 

예: Boot, 뻐ar， 삶，~， 용 Tæ, lær, ... 

b. 모음 다음에 묵음 h가 올 때 장모음이 된다. 

예: Balmhof, geh얹，sehen， r빼nren， 영π， 바11， Sohn, ulπ， Stu비， 

때피ich， B뻐ne， fühl없， … 

c. ie, ieh가 강세를 받는 경우 장모음 [i:]가 된다. 

예 Brief， li뼈， Dieb, zi리， Vìeh, vi리， Philos때1le， sl양let1， 

befi빼lt， sti에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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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 모음 다음에 겹^l음(I빼~!schreibtll1g)이 올 때는 단모음이 된다. 

예 alle， BaJl, kermen, bitt많， immer, sollen, könn얹， nennen, 

wollen, offl없， öffnen, di.inn, sc뻐sse!， Butter, S따g … 

b. 전철 be-, ent-, er-, ver-, zer-, emp-, miß-，의 모음과 어 미 e는 

단모음 [a]로 발음된다. 

(잃)， (35)에서 제시된 예들은 독일어의 전반적인 어휘 7}운데 극히 일부분 

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큰본적인 장모음화 현상을 기술할 수 있 

는 규칙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서 잠시 고찰한 바 있는 독일어 단음절 구조의 어휘들은 핵음의 장단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 이유는 만일 장모음이 되거나 단모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음운적 환경이 있다면 독일어의 어휘들이 그만큼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다. 특히 외래어를 제외한 토착독일어의 경우 대부분 단음절 어 

휘이거나 e, -eα eζ 하 등 어미를 가진 2음절이기 때문에 핵음의 장단이 

예측될 수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단순히 강변화 동사들 중 단음절로 된 동 

사의 과거형태들의 몇 가지를 가지고 이를 설명하여 보자. 

(2ß) a (bergen) 벼rg [벼rk]， (binclen) 뼈피 [때ntJ， 

(bitten) bat [ba페， (fir빼1) far띠 [faI1t], 

(fliegen) flog [flo:k], (fri얹m) fror [fro:B], 

(gären) gor [gO:B], (g!밍따1) g!itt [ght], 

(g뼈lI1ffi) g!omm 않bm]， (밍a밟1) grub 따U:p]， 

Oaden) !ud [Iu폐， Oe였1) !as [Ia:s], 

(!iegen) !ag [Ia:찌， Oügen) !og [Io:k], 

(rinnen) raI1ll [raI1], (sch뼈m없1) schwamm [J varn], 

(영ug태) 앵 [잉:퍼， (scheren) schor [fO:B], 

(ziehen) wg [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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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rechen) brach [bra:x], 

(schleichen) schlich [jb이， 

(sprec뼈1) sprach [J pra:xJ, 

c. (beißen) biss [bIs] , 

(fliel엎1) floss [flJsJ, 
(ræssen) maß[ma:s], 
(schie없Ü schoss[þs], 

(gl려chen) glich [ghç], 

(stechen) stach [fta:x], 
(Strl머chen) strich [JtnçJ, 

(essen) aß [a:sJ, 

(gi리3en) goss [gJSJ, 
(reißen) riss [ns] , 

(schlie없ÜSC삐oss [jbs] , 

(setzen) Saß [za:SJ, (spl벼3en) spliss [Jprrs] , 
(verges양1) vergaß [f:뺑a:s] ， (verdriel3en) ve떠ross [fl敏:>s] ，

(l3a)에 제시된 강변화 동사의 단음절 과거형태들은 핵모음 다음 하나의 

자음이 올 때는 장모음으로 그리고 두개의 이상의 자음 혹은 겹자음 

(lli마~lschreibung)이 올 경우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적어도 이상의 한정된 

자료에서는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성은 (2&)에서 왜 두 

개의 자음으로 구성된 ch 앞에서， 만일 ch가 [x]로 발음되면 장모음이 되고 

[ç]로 발음되면 단모음이 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li;)의 경우 겹 

자음 ss 앞에서 단모음으로 그리고 8 앞에서 장모음이 되는 규칙성을 보이지 

만 어떤 동사의 경우 ss로 그리고 어떤 동사의 경우 8를 쓰게 되는지 개별적 

인 동사의 형태를 알기 이전에 규칙으로 예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단음절의 어휘를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이 어휘들의 핵모음의 장단을 함께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상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독특 

한 규칙성은 핵모음이 겹자음 앞에서 혹은 두 개 이상의 자음 앞에서 이완모 

음이고 하나의 자음 앞에서는 긴장모음이 되는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모음을 (23)의 그림에서처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구분 

하는 동시에 각각의 모음 위치는 물론 모음의 긴장도를 나타내는 구분이 필 

요하다. 다음 그림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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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은 폐모음인 [i]와 개모음인 [떠를 발음할 때 구강의 모습을 그린 것이 

다. 그러나 폐모음이 전설음인가 후설음인가의 차이 이외에도 폐모음과 개모 

음 사이에는 여러 다른 모음들이 있는데 이들을 다음과 같이 4개의 층위를 

이루는 모음 4각도로 나타낼 수 있다. 

(38) 1 、 y 

1 Y 

e\ø: 

E \æ 

a 

U 

U 

o 

3 

Q 

이 모음 4각도에 제시된 모음들을 보면 [i], [e1, [며. [이， [띠가 긴장모음이 

고 움라우트인 ü[y] ö[이， 빠]가 또한 긴장모음이다. 한펀 이들에 대응되는 

ú1, [L], [이， [:,1, [여가 이완모음이며 [y], [ø], [æ]이 움라우트에 대한 이완모음 

이다. 이들 중에서 a와 a는 긴장， 이완 구분이 아무런 의미적인 변별력을 갖 

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각각 [매 [e]로 단일하게 표기한다. 

이제 (꿇-c)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글자(Or감1맹때rue)와 

모음의 긴장/이완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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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 a 겹자음 앞에서 그리고 두개 이상의 자음 앞에서 모음 1, e, a, 0, u, 

Ö, Ü는 각각 이완모음 [1], [꾀， [0], [:,], [0], [Y], [이가 된다 

h 단자음 앞에서 모음 i, e, a, 0, u, Ö, 디는 긴장모음 [i], [e], [매， [0], 

[u]가 된다. 

단음절 단어 핵음이 장모음인지 혹은 단모음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예측 

불가능하고 다만 어휘적인 속성으로 학습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 2음절 혹은 

그이상의 음절을 갖는 어휘들의 경우 음절모음의 장단을 구분할 수 있는 방 

법이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독일어의 대 

부분 토착 어휘들이 단음절 혹은 2음절 단어이기 때문에 2음절에 대한 음절 

모음의 장단을 독일어의 강세규칙과 더불어 논의하여 보자. 

V.2. 강세규칙과 음절핵음의 장모음화 

독일어의 단어강세는 음절의 무게， 즉 무거운 음절에 주어지며， 2음절인 경 

우 주로 강-약 음절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Trochäus 음보를 갖는다}) 그리고 

강음절 핵음에 강세가 주어진다. 다음 예들을 보자. 

(때) a A밟띠， Acker, Arbeit, B잉spiel， B:빼1， Bruder, lliktor, Eler떠， 

Erde, Finger, Jug때， 없se， Mutter, αJer， Sonne, Tochter, 

U빼ng， V;않， Zeitung, Zirkus, . 

b. 밟g에， bir뼈1， bi뼈1， fliegeIl, fir뼈1， frieren, gl잉뼈， g피l1l1':Hl， 

gra밟1， krn뼈1， laden, lesen, lebeIl, reden, 와>rech없， schwirnrren, 

saugeIl, 깅ehen， … 

3) 독일어의 음보(Vers뼈)를 보면 2음절， 3음절， 4음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2음절로 구성된 음보는 lar매US는 [약-강1. Troc뼈lS는 [강 약J. Sj:X)llI때lS는 

[강-강l ， Pyrrhichius는 [약-약]과 같은 운율을 각각 나타낸다. 독일어의 2음절로 구성된 
어위들은 대부분 [강-약]의 운율을 보이는 Tro:뼈US 음보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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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셨，b)에 나열된， 2음절로 된 명사와 동사의 단순한 예들을 보아도 모두 

첫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끝 음절의 핵음이 

[ô](Schwa)로 된 약음절은 결코 강세를 받는 일이 없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다음과 같은 정의로 제시해 보자. 

(41) 독일어에서 2음절로 구성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첫음절에 강세가 주어 

진다. 만일 끝 음절의 핵음이 [ô](Schwa)로 된 약음절은 반드시 그 앞 음절 

에 강세가 있다，4) 

앞서 우리는 독일어의 단음절 구조 어휘들은 음절핵음의 장단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음절핵음이 겹자음 앞에서 혹은 

두개 이상의 자음 앞에 올 때 이완모음이 되고 단 하나의 자음 앞에서는 긴 

장모음이 된다는 사설이 언급되었다. 이 결과를 모음의 긴장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강세 규칙으로 제시할 수 있다'，5) 

(42) 독일어의 단음절 단어들은 얼반적으로 음절핵음이 이완모음일 경우 

강세가주어진다. 

다음으로 강세와 관련된 모음의 장단을 논의하여 보자. 단음절 단어의 경 

우에 있어서 음절핵음이 장모음이 되거나 단모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음운적 

4)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독일어의 강세에 관한 규칙은 분리전철이나 비분리전철이 붙 

은 파생어의 강세규칙과는 다른 단음절， 2음절， 3음절 단어의 강세규칙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ab, an, 때.t， ur, a띠， aus, em, vor, ZU 둥과 같은 분리전철의 경우 이들 전철에 

강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be-, emp-, ent-, er-, ge-, ver-, zer-둥 비문 
리 전철은 자신이 강세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어의 토착어 접미사인 -h밍t， -k히L 

-11따1， -trng, -er, -ling, -sch따t 둥과 같은 명사 파생접미사나 -뼈r -뼈ft， -ig, -isc!1, 
-lic!1, -Ios 등과 같은 형용사 파생접미사도 역시 자신이 강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고 있다 이틀의 경우는 모두 어휘적으로 개별적인 강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1쨌년 개정된 독일어의 Rechts따-ebitrng에서는 그 이전과는 달리 단음절 단어의 경우 

음절핵음이 이완모음일 경우 모두 읍절핵읍인 모음 아래 , (punkt)로 강세표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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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있다면 독일어의 어휘들이 그만큼 변별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가정이 

이미 논의되었다. 그러나 2음절 단어의 경우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가를 검토 

해 볼 수 있다. 먼저 음절핵음이 겹자음 앞에서 그리고 두개 이상의 자음 앞 

에서 이완모음이 되기 때문에 강세가 이 이완모음의 장단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절핵음이 단자음 앞에 올때 긴장모음 

이 되는데， 강세가 이 긴장모음의 장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아울러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여 보자. 

(갱) a Aænd, Bì냥1， Bcx:len, Bruder, 뀐안띠， Jugend, 없se， Ober, Tiger, 

Ubung, Va똥， ... 

b. b않ien， geben, graben, haben, hören, laden, legen, 1앙;en， leben, 

reden, 앉핑en， … 

(엠a，b)는 명사와 동사 모두 (42)의 정의에 따라 첫읍절에 강세가 주어진다. 

또한 첫음절의 음절핵음은 단자음 앞에서 긴장모음이 되는데， 이 강세를 받 

는 긴장모음은 예외 없이 장모음이다. 다음으로 음절핵음이 겹자음과 두개 

이상의 자음 앞에 올 때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 음절핵음의 장단을 검토하여 

보자. 

(44) a Acker, Arbeit, B버le， SlXlπ，1))따or， I깅g념， Finger, Mutter, sonne, 
Tochter, Wolle, Zirlrus, … 

b. bergen, 바피en， bi뼈L 파띠en， glimrren, ken없L 맹rk얹， 

schwimrren, trocknen, w;싫lsen， … 

(뼈，b)의 명사와 동사도 모두 첫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 이들도 역시 정 

의 (42)을 따르고 있다 또한 강세가 주어지는 음절핵음은 예외 없이 이완모 

음이고 결코 장모음으로 되는 일이 없다. 이제 (43), (44)의 예들을 근거로 다 

음과 같은 강세와 관련된， 모음의 장단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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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음절의 전형적인 Trochäus음보를 가진 단어에서 강세를 받는 음절 

핵음이 긴장모음이면 이 음절핵음은 장모음이 된다. 

V.3. 외래어의 강세 

독일어의 토착 어휘들이 대부분 단음절과 2음절로 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외래어들은 2음절， 3음절， 4음절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 대 

한 일반적인 강세규칙과 음절핵음의 장단에 대한 정의를 찾는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앞서 우리는 강세가 음절무게에 민감하다는 것을 잠시 언급하였다. 음절무 

게의 차이를 보이는 음절구조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X냄 C와 모음 V의 연 

쇄체로 되어있마 

(46) i) CVIα， CVVC 

ii) CVC, CVV, cv 

iiD C (Schwa) 

(46D이 무거운 음절구조이고， (~ii)가 중간정도의 무게를 가진 음절 구조 

그리고 (뼈ii)이 Schwa 모음 ([허)을 가진 가변운 음절구조이다. 일반적으로 

무거운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교 결코 Schwa 모음 ([.허)에 강세가 주어지는 

일이 없다06) 외래어의 경우 대부분 끝 음절이 무거운 음절로 되어 있다는 것 

을 다음 명사들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7) a Atα11， 많æn， llizent, 많ur， Fri었rr， Idiα， 뻐putt， 뼈tur，Kri바Q 

디쩌1Z， Me빼， Mont없r， Musik, Nati，α1， Patriot, Pianist, Poli따， 

Problem, Protest, Soldat, Student, Talent, Tarif, … 
b. Klassik, μ방\， Lyrik, Rhythrnik, … 

6) 이 책에서 강세에 관한 이론은 F따(1됐)， 유시택 (3Xl3)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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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 Assistenz, Diplom와떠， lliktora떠， Fur띠arænt， 

HUffi)rist, Ko~뼈Z， 없úerenz， Konfirrnand, 

K삐rurrent， Ko띠rurrenz， Konsonant, Kon마1eI1t， 

Kontrolleur, Millionär, Musikant, pl피osoph， Politik, 

R강바‘at， Residenz, Simulant, ... 

b. Phonetik, Pragrrntik, R얹lis때 Symbolik, π뼈뼈， … 
(49) a Agitator, Aktualität. 마ltiquität， BanaIität, Ð압최itor， 

Explosion, Divisiα1， Gymnasiast, Humanität, 

Kombina디on， Konsulat, Konzeption, Koπespo뼈nt， 

bπespon뼈Z， Mathema따 P앙sonaI， .뼈lteri머， 

Missionar, pl비os때1Ìe， Prcd버rtion， Re없orat， Stabilität, 

Solidität, Ven띠ator， ... 

b. G없rnnistik， Rom때stik， Me없pho패 Symbolik, … 

(!:Il) Authen디긴tät， Assimilation, Biblioth밟ar， Effelrtivität, 

Ele뼈떠떠t， Kommis잃riat， Proletariat, Objelrti띠tät， 

Sti~ndiat， pro띠nzialität， Revolu디0떠r， ... 

(47a)에 주어진 2음절 단어 U앙12， rv뼈ll， pi와1Ìst， Problem, Protest, 

Stu였lt 등은 끝 음절인 무거운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 다른 한편 Atom, 

I없n， Figur, Fri똥ur， Idiot, K!assik, 뻐tur， Kri바ç， Monteur, Musik, 

Natiα1， Patriot, Politik, Sol(뀔t， T:떼f 등은 끝 음절이 αC구조를 가지고 있 

음에도 강세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음절핵음을 장모음화 함으로써 무거운 음 

절구조 cvvc를 갖게 된다. 한편 Kri바‘등에서 끝음절 CVC가 무거운 음절이 

되기 위해 모음이 장모음화 승}는 경우와는 반대로 (뼈)의 때ik， 띠k 

Rhythmik등은 끝 음절이 무거운 음절이 되지 않고 따라서 강세가 첫음절에 

주어진다J) 

7) 단모음의 음성적 길이의 실현단위를 l모라(rmra)라고 한다면 장모음은 2모라에 해당하 

기 때문에 Atom, Th!kan 등의 예에서 강세를 받는 음절 cvc는 cvvc로 바뀌어 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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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48a)에 주어진 예들은 3음절 단어들로서 모두 끝 음절에 강세가 

있다. 이들 중 Millionär, Politik, pr때ikat， Kontrolleur는 끝 음절이 모두 

αTC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음절핵음의 장모음화를 통해 무거운 음절 

구조 CVVC를 갖게 되는데 이는 (47a)에서와 동일하다. 여기서도 다시금 예 

외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데 후철 ik을 가진 Thαle뼈， pragma따 R얹lis따 

Symbolik, Thema뼈은 끝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 (49)의 예들은 각각 4음절 단어들로서， 앞에서 

논의한 강세규칙을 그대로 따른다. 즉 끝음절이 cvcc와 같은 무거운 음절이 

면 강세를 받게 되고， 가변운 음절 CVC임에도 강세가 주어진다면 장모음화 

로 인하여 역시 무거운 음절 CVVC로 바뀌어 강세규칙 적용을 위배하지 않 

게 된다. 여기서도 여전히 후철 -ik으로 끝나는 Gem빼stik， Rorr빼s따， 

l\1etapho따 등은 강음절이 되지 않고， 따라서 강세를 끝에서부터 두 번쩨 음 

절로 넘기게 된다. 

(!:{))의 예들은 다섯 개의 음절을 갖는 단어들로서 이들도 끝 음절이 

CVIα와 같은 강음절일 경우 이 끝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 만일 강세를 받 

더라도 끝음절이 CVC와 같은 약음절 구조라면 장모음화를 통해 강음절 구조 

CVVC로 바뀌게 되고 따라서 강세규칙의 적용에 무리가 없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후철 ik는 외래어의 강음절 구 

조를 상실하고 자신의 앞 음절에 강세를 넘겨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이 

다.2음절 단어를 보면 끝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Musik, Kri바에 비해， 끝 

에서부터 두 번쩨 혹은 2음절인 경우 첫 번쩨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예들 

을 훨씬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즉 앞서 제시한 2음절의 단어 Klas책 I맹ik， 

Lyrik, Rhythmik 이외에도 Drastik, 많빼，Ko따k등 첫음절에 강세가 주어지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3음절과 4음절의 경우에도 Poli바、 Mathema바‘을 제 

외하고 후철 -ik이 강음절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ik이 약 

음절로서 그 앞 음절에 강세를 넘겨주는 예들은 앞서 언급한 phone따， 

R맹matik， Rea1is뼈， Syn뼈llik， Thema바(3음절)， Gerrnanistik, Romanis바， 

운 음절이 되기 때문에 강세규칙을 어기지 않게 된대유시택 axJ3: 1趙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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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pho빼(4음절) 이외에도 Probl없13따 Meth여ik， 뾰때horik， 

R멍rammatik， Drarrnna따 Publi깅S때 Realis따 Inforrna따 S~깅fik 등 많 

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ik의 경우 외래어의 강세규칙을 따르는 

후철에 귀속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 음절에 강세를 넘겨주는 약음절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럴 경우 몇 게 되지 않는 Musik, 

Kri빠(， Poli바(， f\‘ath얹g따둥은 예외적인 경우로 어휘자질로서 끝음절에 강 

세가 오는 속성을 부가하면 될 것이다. 

V.4. 음절 경계와 강세 

우리는 앞 절에서 끝음절이 무거운 음절일 경우 강세가 바로 이 끝음절에 

주어진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끝음절이 두개의 모음으 

로 되어있는 경우 음절 경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강세를 줄 수 있은 음절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51) Idiot, Nation, 뻐triot， Explosion, Di찌sion， ProI없riat， 떼i밍ös， 

kurios, 

이상에서 나열된 예들 중 Iφot와 ProI없riat를 가지고 음절경계를 구분하 

여 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잃) a ldi.ot Pro.1e.tari.at 

b. 1φot Pro.1e.tariat 

만일 I벼ot， ProI빼따의 음절경계를 (않a)와 같이 설정한다면 끝음절이 

vc로 되어 있어서 강세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음절구조라 할 수 없다. 그 

러나 독일어의 모든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 머리에 성문 파열음[7]이 주어진 

다는 것을 생각하면 I이ot의 끝음절 구조 70t는 cvc가 되고 이 음절은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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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를 통해 무거운 음절 CVVC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음절구조는 강세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생긴 발음이 [i.벼.10:다이다. 그러나 ldiot를 

(41b)처럼 음절경계를 설정한다면 한 음절내에 두개의 모음이 있게 됨으로 

모음 충돌현상N okalhiatus}이 생긴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모음사이에 

자음을 삽입하거나 두개의 모음 중 하나를 활음(GI뼈a따)으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긴 (52b)의 ldiot 발음은 [i，이o페가 된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발 

음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각각 ldiot를 천천히 발음할 때와 빨리 발음할 때 

이다. 천천히 발음할 때에는 음절경계를 정확히 [i.di?o:t]와 같이 설정하지만 

빨리 발음할 때에는 두 번째의 음절모음 i가 활음 j로 되어 결과적으로 3음절 

이 2음절로줄어든다. 

이 러 한 음운 현상은 Proletariat의 경우에도 정확히 볼 수 있다. 만일 (52a) 

처럼 음절경계를 설정한다면 끝 음절 lat는 모음앞에 성문파열음 다]을 넣은 

αTC와 같은 음절구조가 되고， 장모음화를 통하여 무거운 음절구조 CVVC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발음이 [pro.le.ta.ri.ia:t]이다. 그러나 만일 

(52b)와 같이 음절 경계를 설정한다면 끝 음절의 모음 i 는 활음 j가 되고， 음 

철핵음 a는 장모음화를 통해 끝음절이 무거운 음절구조 CVVC가 되어 강세 

를 받는데 적합하다. 이 두 가지의 음운구조는 Prol앉ariat를 천천히 발음하는 

경우와 빨리 발음하는 경우로 각각 실현될 것이다. 

V.5. 겹자음의 음절구조와 강세 

독일어에는 겹자음(Kons뼈1뼈V앉d聊lung 혹은 G없삐atiα})과 같은， 

자음을 중복하여 사용하면서 단자음으로 발음하는 다음과 같은 많은 예들이 

있다 

(않} a Bittβ B퍼le， BI1Il1llH', Brunnen, B따ter， F:려le， Gr뼈 Hütte, 

Kaffee, Koffer, Messe, Mes양" l\1ìtte, Mutter, Narren, Nummer, 

뻐rarelle， Passe, Puffe, Ratte, Sattel, Sorme, sc비üss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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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ss많 k에빠L 뼈men， wol1얹， sollen, wis없1， 뼈ssen， bit뼈1， 

kαnræn， 밍피밍，grimræn， h얹lIrel1， innen, irrnn3r, mitten, 

pressen, re뼈1， I1없뼈1， sinnen, s야men， 따Jel1， trennen, … 

이상에서 나열한 겹X멈들은 그러나 두개의 음으로 발음되는 것。l 아니라 

모두 단 하나의 음만으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l -?l벼l서 제시한 (않a)의 명사 

Bitte는 [bIta], B퍼le는 [brlla], Mut따는 [rrIJæ], N1.IIIJIffi"는 [nonm], Sαme는 

[잉na]， Puffe는 [따'a] 등의 발음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모두 단:A}음의 발 

음으로 표현된다. 동사의 경우 (않b)에서도 k없1eI1은 [없lan] ， wollen은 [v:>la 

버， hassen은 [벼san] ， komræn은 [kJrrnn], mi뼈1은 [mI뻐n]， 빼en은 [grlla 

버， tir，wl은 [tl뼈n]등으로 발음되어 nn, mrn, ll, m ss 등은 모두 단자음 π 

m， l， p， s등으로 발음된다. 그러나 (5설，b)에 제시된 모든 예들은 토착 독일어 

이고 전형적인 Trochäus음보를 갖는 2음절 단어로서 첫음절에 강세가 주어 

진다. 앞 절에서 논의한 겹:A}음 앞에서 모음은 이완모음이 되기 때문에 

(않a，b)의 모든 단어는 첫음절이 강세를 받고 이 강세를 받는 음절핵음이 떠， 

[허， [며， [쇠， [0]와 같은 이완단모음이 된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자음이 두개의 음절 중 어느 

하나 만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닮me의 경우 n이 첫 음절에 속한다면 

bna]처럼 되어 두 번쩨 음절이 [a](Schwa)만으로 되기 때문에 음절을 구성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n이 둘째 음절에 속한다고 가정하면 [ZJ，na]처럼 되 

는데 이는 독일어의 음절이 이완모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제약에 걸리게 

된다. 즉 독일어의 음절은 이완단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wo, du, wie, die 등은 각각 [vo:], [du:], [띠:]， [di:]와 같이 모두 긴장 

장모음으로 끝나고 결코 [v:>] , [do], [vI], [.떼 등과 같이 이완단모음으로 끝나 

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Sαme에서 n은 두 번째 음절에 붙을 수도 없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양음절적 자음을 가정하 

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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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o o 

c작\χ/야 

Z 3 n a 

(않)은 Sonne가 두개의 음절구조를 갖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겹자음 m은 

하나의 [퍼음으로 발음되고 이 n음은 첫 음절과 둘째 음절 모두에 속하게 되 

어 음절이 이완 단모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제약을 피할 수 있게 된다. 

VI. 맺는 말 

독일어의 발음교육에서 필요한 규칙은 가능한 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일수록 교육적인 효과 면에 있어서 중요 

한 규칙이다. 독일어의 말음경화 규칙은 바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규칙이라는 것을 이 글에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모음이나 자음의 

동화현상은 많은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예외를 일일이 

암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음경화 규칙보다 덜 가치 있는 규칙이라고 

본다. 글자 /cψ가 전설모음과 자음 m π 1, r 그리고 후셜모음 다음에서 각 
각 [ç], [x]가 되는 통화현상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밖에 

논의한 비음화 현상， 변모음 현상 등은 일반화된 규칙으로 기술할 수 없지만 

예외와 함께 그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강세규칙은 아직 일반화된 규칙이라 할 수 없지만， 장모음과 

단모음을 구분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어 

발음교육에서 십분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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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rnenfassung> 

Vorschl하ge zur Anwendung der 

phonologischen Regeln im Deutschunterricht 

Soo-Song Shin (Seoul National Univ.) 

In diesem Aufsatz habe ich 없1 Versuch untemornræn, neue 

Methoden zur Anwendung der phonol앵ischen Regeln im 

Deutschunterricht zu entwickeln. Bekarmt sind schon die Reg려n der 

Auslautsverhärtungen, die Regeln der Vokalasso깅ationen in den 

Umlauten, die Assimilationen der Nasallaute, und auch die Regeln der 

Vokaldehnung bzw. -kürzung, die mit der Silbenbetonung relevant s뼈. 

Die genannten Regeln können in zwei Arten unteπeilt werden, 때rnlich 

diejenigen Regeln, die keinerlei Ausnahme erlauben und daher un1x해맹t 

angewendet werden müssen, wenn eine entsprechende Umgebung für die 

Regelanwendung vorhan뼈1 ist. Aber diese Art der absoluten 

Regelanwendung wie die Auslautsverl퍼rtung i얀 selten zu fm떠1. Die 

meist앉1 phono1c핑ischen R명eln erlauben mehr 여er weniger Ausnahmen, 

die irg얹ldwie in der Spracherlemung beriicksichtigt werden müssen. 

Verschiedenartige phonologische Erscheinung앉1 werden auch durch die 

Theorien der Silbenphonol앵ie erklärt, die in 따 letzten Zeit entwickelt 

worden si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