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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어말 설단폐쇄음의 약화 양상:
강세 모음을 선행하는 경우*1
신 승 훈
(영남대학교 / 교수)
Shin, Seung-Hoon. Aspects of English Word-final Coronal Stop Variation before
a Stressed Vowel.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6
(2020): 99-120. Patterns of English coronal stop variation within a word are

well-documented. However, little is known at present to ascertain if these
generalizations apply across words, specifically when the following syllable is stressed.
This paper explores aspects of English coronal stop alternations focusing on flapping
across the word boundary. Results indicate that a coronal stop undergoes flapping
even when the following vowel is stressed,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flapping
rule applying within a word that bans flapping from applying before a stressed vowel.
Voiceless coronal stops, however, were subject to glottaling unlike voiced
counterparts, thus maintaining the same value with respect to the [±voice]
feature. (Yeungnam University)
Key words: coronal stop, consonantal weakening, flapping, glottaling,

post-lexical rule

I. 서 론
영어의 설단폐쇄음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음인 동시에 가장 많은
음운변이를 겪는 자음이다(Tobias, 1959). 이것은 설단폐쇄음이 가장 무
표적인 자음이라는 사실에 기인하며 이는 많은 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Paradis and Prunet 1989, 1991). 이로 인해 설
단폐쇄음은 흔히 많은 언어에서 삽입, 탈락, 동화, 음절말음 중화(coda
* 이 연구는 2020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본 논
문에 대해 좋은 지적과 조언의 말씀을 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논문에서 드러나는 실수와 문제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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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alization), 음절말음 단순화(coda simplification) 등에 빈번하게 나타
난다(Shin, 2003). 특히 영어의 설단폐쇄음은 설단음의 특성으로 인해
유성음화, 성문음화(glottaling), 단모음화(degemination)와 같은 다양한
자음의 약화현상(lenition)에 관여한다.
이러한 설단폐쇄음의 약화 중 영어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음운변
이는 설탄음화, 성문음화 및 탈락이다. 먼저, 미국영어의 설탄음화는 영국
영어와 대비되는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인 동시에 미국영어에서 매우 보
편적으로 적용되는 음운현상이다(Herd et al., 2010: 504). 설탄음이란 구
강의 폐쇄와 이에 따른 압력의 증가 및 파열로 이루어지는 폐쇄음과 달리
혀의 설첨 또는 설단이 치경을 매우 빠른 속도로 한 차례 치고 내려옴으
로써 쉽게 발화되는 소리이다. 발화시간은 통상 30ms이내로 매우 짧은 편
이다. 영어에서 설탄음화는 무성 혹은 유성설단폐쇄음이 모음사이에서 후
행하는 모음이 강세가 없는 경우 설탄음으로 발화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영어 설탄음화의 규칙은 흔히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1) 설탄음화(Ladefoged, 2006; 74)
모음사이에 나타나고 후행하는 모음이 강세를 받지 않는 경우 설단
폐쇄음은 유성설탄음으로 발화된다.

후행하는 모음이 강세를 받는 경우 설단폐쇄음은 기식폐쇄음(aspirated
stop)으로 구현된다.
(2) 강세모음을 선행하는 설단폐쇄음의 설탄음화 비적용
a. pret[th]énd, *pret[ɾ]end
b. tod[d]áy, *tod[ɾ]ay

이와 같은 설탄음화는 영어의 조음장소동화, 재음절화, 구개음화, 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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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 무성음화, 치음화 등과 같이 형태 경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대표
적인 후어휘부규칙(post-lexical rule)(Kenstowicz, 1994; Kiparsky, 1982;
Mohanan, 1986)이다. 후어휘부규칙은 단어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어
휘부 규칙과 달리 순환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구조적인 환경이 충족되는
경우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와 같은 후어휘부규칙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어휘부규칙과 달리 수의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을 가
진다. 아래 (3)는 이와 같이 다양한 경계에서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영어
설탄음화의 예이다.
(3) 설탄음화의 예
어근 내

접사 경계

단어 경계

a. latt[ɾ]er

rat[ɾ]ing

sit[ɾ] on

b. ladd[ɾ]er

raid[ɾ]ing

seed[ɾ] on

이러한 설탄음화는 Herd et al.(2010)의 실험에서 어중 /t/의 경우 76%,
/d/의 경우 99%가 설탄음화가 적용된다고 하였을 만큼 미국영어에서는 매
우 널리 적용되는 음운현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설탄음화가 후어휘부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경계에
서 설단폐쇄음이 나타나는 경우 어중과 다른 양상으로 적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Please say_____ again’의 문장 틀 안에서 설
단폐쇄음으로 끝나는 1음절 단어를 발화하도록 한 Herd et al.(2010)의
실험(예: Please say ‘kit’/‘kid’ again.) 결과를 보면 단어 경계에서 ‘kit’와
‘kid’에서 사용된 어말 설단폐쇄음의 14.9%만이 설탄음화 하였다. 또한 전
체의 69%는 변이 없이 발화되어 단어 내에서의 설단폐쇄음 변이 양상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Hualde(2011: 2230)는 위의 예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설단폐쇄음이 어중에서 강세모음을 선행하는 경우 설탄음화가 적
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어의 경계에서는 설탄음화가 적용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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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모음 사이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강세를 가지
는 ‘atóll’의 경우 설탄음화가 적용될 수 없지만 단어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at áll’은 설탄음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먼저 Herd et al.(2010) 실험의 경우, 자연스런 발화가 아니라 문장 틀에
넣어 주어진 단어를 또박또박 읽도록 함으로써 피실험자가 특정 음운현상
에 익숙해질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변이의 양상을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Herd et al(2010)의 분석 결과 유
성설단폐쇄음의 99%가 설탄음화 한다고 하여 실제 발화 결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 사례(예: 신승훈, 2016)와 큰 차이를 보이는 데서도 잘 드러난
다. 또한 약화환경에서 라틴어, 이태리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칼어의
변이를 주로 다룬 논문인 Hualde(2011)의 경우, 영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실험 혹은 분석으로 증명되지 않은 저자의 일반적인 기술이라
는 점에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미국영어의 설탄음화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한 de Jong(2011: 2721)은 ‘atoll’과 ‘at all’의 경우 빈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빈도가 설탄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는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탄음화와 더불어 영어의 약화환경에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음
운변이는 성문음화이다. 영어의 성문음화는 무성폐쇄음이 구강자질인 조
음장소를 잃어버리는 조음장소탈락(debuccalization)과 같은 약화현상으로
인해 성문폐쇄음 [ʔ]로 대체되는 음운변이를 지칭한다. 성문음화 역시 후
어휘부규칙으로 아래 (4a)의 어휘부 내에서 뿐만 아니라 (4b)와 같이 단
어의 경계에서도 적용된다.
(4) 영어에서의 성문음화(Ladefoged, 2006: 61; Wells, 1982: 261)
a. 어중: later[lɛɪʔə], football[fʊʔbɔl], sadden [sæʔn],
b. 어말: quite[kwaɪʔ] good, at[æʔ] last, get [gɛ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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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 성문음화의 경우 모음 사이에서도 흔히 적용되어 위 (4)
의 ‘later’과 ‘get up, sudden’의 경우 설단폐쇄음의 성문음화와 설탄음화의
적용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환경에서 두 개의 음운변이가
선택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단어의 경계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강세를 받는 경우
(예: ‘got óther’, ‘bad ínfluence’)와 같이 설탄음화 적용에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성문음화와 설탄음화가 모두 적용될 개연성이 있는 환경에서 어
말 설단폐쇄음이 어떤 변이를 겪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휘부 내
에서 설탄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환경인 모음 사이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강세를 받는 경우, 단어의 경계에서는 설단폐쇄음의 설탄음화가 적용되
는지 혹은 다른 음운현상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명이다. 또한, 설탄음화
와 성문음화가 모두 가능한 환경에서 어떤 음운현상이 적용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음운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
엇인지 음성 · 음운요인, 형태요인, 사회언어요인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인의 실제 발화인 벅아이 코퍼스
(the Buckeye corpus of Conversational Speech; Pitt et al., 2005, 2007)
에서 나타난 미국영어 발화를 중심으로 그 변이 양상을 변인에 따라 분
석하고자 한다.

II. 연 구 방 법
분석은 음성 · 음운, 형태, 사회언어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분석
할 단어를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단어가 벅아이 코퍼스에서 발화되는 양
상을 규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벅아이 코퍼스는 미국 오하이오주립
대(Ohio State University)에서 오하이오주의 주도인 콜럼버스(Columbus,
Ohio)시와 그 인근에 거주하는 영어원어민의 발화를 인터뷰 형식으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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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한 음성 코퍼스이다. 코퍼스는 20대 또는 30대의 남성과 여성 각 10명,
40대의 남성과 여성 각 10명 등 총 40명의 발화로 이루어진 1시간여의
음성자료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음성자료는 단어와 분절음으로 자동 레
이블링 작업을 한 후 수동으로 개별음의 변이에 대해 검증한 레이블링 자
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분석을 위해 어말에 설단폐쇄음을 가진 단어를 우선 추출한 후 후행
하는 단어가 강세를 받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료를 최종 추출하였다. 자
료는 단어의 경계에 휴지(pause)가 있을 개연성이 적은 동사와 그 목적어
인 명사로 구성된 동사구와 형용사와 명사로 구성된 명사구에 한정하였
다. 다만 사용빈도가 지나치게 많아 일반적인 변이형태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that’과 ‘but’ 등은 Bybee(2000)의 지적에 따라 제외하였다.
단어는 빈도 변인과 형태 변인으로 나누어 추출하였는데 이는 설탄음화
의 적용에 빈도요인과 형태 변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
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Patterson과 Connie(2001)는 설탄음화의 적용에
있어 빈도와 형태요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여 100만 단어 당 60회
이하의 빈도를 가지는 단어의 경우 76.1%가 설탄음화 하며 그 이상의 단
어는 95.4%의 설탄음화 적용률을 기록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형태적으
로도 단순히 한 개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 단어의 95.9%가 설탄음화 하
는 반면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의 경우 62.8%만이 설탄음
화 한다고 하였다.
빈도 요인의 경우, 분석 가능한 자료의 수를 감안하여 벅아이 코퍼스에
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 속하는 빈도수 100회 이상의 단어와 빈도
수가 2회 이하인 단어 중 해당 환경에서 사용된 경우를 모두 추출하였다.
또한 어말 설단폐쇄음이 어근인 경우와 과거형 접미사로 쓰인 경우를 나
누어 추출하였다.1 추출된 자료의 전체 개수는 217개로 다음과 같다. 아래
1

본 논문이 어말 설단폐쇄음의 변이를 다루고 있어 자료 선정 시 단어의 음
절수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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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실제 추출된 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개수
어말
자음

-t#(어근)

-d#
-d#(어근)

-d#(과거형접미사)
acted(1)/avoided(1)/

fortunate(1)/

bad(7)/

concerted(1)/delegated(1)/

분석

get(95)/good(7)/

guard(1)/

eroded(1)/heard(4)/

단어 및

got(36)/let(3)/

need(5)/

married(1)/pointed(2)/

빈도수

lot(9)/part(2)/

rhode(1)/

said(10)/stared(12)/

right(12)

stood(1)

surveyed(1)/whited(1)/
zombied(1)

개수

165

15

37

분석에서는 추출된 단어의 어말 설단폐쇄음이 어떤 이음으로 나타나는
지 웨이브폼(waveform)과 스펙트로그램(spectrogram)을 통해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got
other’과 ‘need all’에서 설단폐쇄음이 변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림 1> ‘got other에서의 /t/의 무성설단폐쇄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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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eed all’에서의 /d/의 무성설단폐쇄음 구현

<그림 1>과 <그림 2>에서는 폐쇄음의 전형적인 특징인 폐쇄와 파열이
뚜렷이 나타나 어말 폐쇄음이 다른 음운현상을 적용을 받지 않고 폐쇄음
으로 구현된 것이 잘 드러난다. <그림 3>은 ‘bad influence’에서 설단폐쇄
음이 설탄음으로 나타난 경우이다.

<그림 3> ‘bad influence’에서의 /t/의 설탄음화

<그림 3>에서 기저의 설단폐쇄음은 구강의 긴 폐쇄 없이 22ms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설단이 설첨을 일회 가격하는 설탄음으로 나타났다.
설탄음화와 더불어 본 본 분석에서 매우 흔히 나타난 설단폐쇄음의 변
이는 성문음화였다. 성문음화의 경우 Lehiste(1960), Nakatani와 Dukes
(1977), Kent와 Read(2002)에서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성문음의 양쪽
에 포먼트의 변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는 패턴, 유성의 중단과 함께 발생
하는 공백, 음향에너지가 낮게 나타나면서 생기는 특정 파형(waveform),
미세한 성문파열로 나타나는 스펙트로그램의 세로 줄, 벅아이 코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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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블링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판단하였다. <그림 4>는 코퍼스 자료
의 ‘got every’에서 ‘/t/가 성문음화 하는 경우이다.

<그림 4> ‘got every’에서의 성문음화(파일명: 305-s1602a-fo)

이상과 같은 약화현상 중 가장 두드러지는 약화현상은 탈락으로 그 예
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got any’에서의 /t/ 탈락(파일명: 1041-s1701a-fo)

<그림 5>에서는 단어의 경계에서 어말 설단폐쇄음이 구현되지 않고 탈락
하여 모음이 연속하여 발화되었다.

III. 분 석 결 과
전체 자료의 변이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 및 <그림 6>
과 같다. 표의 ‘개수(백분율)’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음운변이가 적용
된 백분율을 의미하며 ‘단어(개수)’에서의 숫자는 해당 음운변이가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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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실제 개수를 의미한다.
<표 2> 전체 발화 결과 요약(1)
변이

개수(백분율)

단어(개수)

변이
없음

28(12.9%)

avoided(1), get(8) good(1), got(2), heard(1),
married(1), need(4), said(5), started(2),
stood(1), surveyed(1), whited(1)

설탄
음화

149(68.7%)

acted(1), bad(7), concerted(1), delegated(1),
eroded(1), fortunate(1), get(71), good(5),
got(22), guard(1), heard(2), let(3), lot(8),
need(1), part(2), pointed(1), rhode(1),
right(7), said(4), started(8), zombied(1)

성문
음화

18(8.3%)

get(9), got(5), lot(1), right(3)

탈락

22(10.1%)

get(7), good(1), got(7), heard(1),
pointed(1), right(2), said(1), tarted(2)

소계

217(100%)

<그림 6> 전체 발화 결과 요약(2)

분석 결과 설단폐쇄음이 단어의 경계에서 모음 사이에 위치하며 후행하
는 모음이 강세를 가지는 경우 예상과 달리 68.7%의 높은 비율로 설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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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높은 비율은 어근 내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강세
를 가지는 경우 설탄음화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후어휘부규칙의 경우 어근 내에서와 동일
한 환경이라면 단어의 경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설탄음화의 경우, 어근 내에서와 달리 단어의
경계에서는 후행하는 모음이 강세를 가지는 경우에도 매우 높은 비율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음운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어의 경우 어근 내에서 설탄음과 강세모음의 연속이 불가능한 음절구조
라는 것을 감안하면(예: *[ɾí]) 어근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 음운규칙이 단
어의 경계에서 적용되며 그 비율이 68.7%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은 매
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더구나 전체 분석 자료에 설탄음화의 적용에
저항적인 과거 혹은 과거분사를 표시하는 굴절접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요인에 대한 분석은 <표
4>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이와 같은 높은 비율의 설탄음화와 더불어 단어의 경계임에도 불구하고
87.1%의 예에서 다양한 약화현상이 적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68.7%
의 설탄음화와 더불어 탈락이 10.1%로 나타났으며 성문음화도 8.3%를 기
록하였다. 약화가 적용되지 않은 자료는 12.9%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변이에 대해 설단폐쇄음의 유 · 무성 변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 및 <그림 7>과 같다.
<표 3> 유 · 무성에 따른 변이양상(1)(단위: 개)
/t/

/d/

변이없음

10(6.3%)

18(31%)

설탄음화

115(72.3%)

34(58.6%)

성문음화

18(11.3%)

0(%)

탈락

16(10.1%)

6(10.3%)

소계

159(100%)

5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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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유 · 무성에 따른 변이양상(2)

유 ․ 무성 변인에 의한 설단폐쇄음의 변이는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었다.
이는 특히 무성폐쇄음의 설탄음화의 적용 비율이 유성폐쇄음보다 높은
점, 그리고 전혀 성문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유성폐쇄음과 달리 무성폐쇄
음의 성문음화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적용된 점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설단폐쇄음의 설탄음화는 유성설단폐쇄음에 더 높은 비율로 적용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설탄음이 유성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유성동화
없이 유성설단폐쇄음의 설탄음화가 가능한데 따른 것이다(Herd et al.,
2010).2 실제 벅아이 코퍼스를 대상으로 단어 내에서 모음사이에 나타나
는 유 · 무성 설단폐쇄음 최소대립쌍(예: ‘latter’과 ‘ladder’)의 설탄음화 양
상을 분석한 Shin(2016)은 무성의 경우 52.6%, 유성의 경우 85.4%에서
설탄음화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예측 및 기존 분석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성설
단폐쇄음의 설탄음화가 무성음에 비해 낮게 적용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모음 뒤에서 과거 및 과거분사 굴절접미사로 유성폐쇄음인 [d]만이 사용되

Herd et al.,(2010)은 유성설단음의 설탄음화가 무성음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d-bias’로 지칭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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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예: ‘started’에서의 어말 [d]) 흔히 굴절접미사로 사용되는 설단폐쇄음
이 어근에서의 설단폐쇄음에 비해 변이가 적용되지 않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 변인에 대해서는 아래 <표 4>에
서 구체적으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변인이 대부분 명목 변
수인 이유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유 · 무성 변인에 따른 카
이제곱검정 결과 x2(3)=27.899, p=.000으로 유 · 무성 변인은 변이 결과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amer의 V값 역시 0.359
로 유 · 무성에 따른 설단폐쇄음의 변이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어말 설단폐쇄음을 형태 변인에 따라 어근(예: ‘bad’의 /d/)과 굴절접미
사(예: ‘married’의 /d/)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및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표 4> 형태에 따른 변이양상(1)(단위: 개)
변이

어근

굴절접미사

변이없음

16(8.9%)

12(32.4%)

설탄음화

129(71.7%)

20(54.1%)

성문음화

18(10%)

0(0%)

탈락

17(9.4%)

5(13.5%)

소계

180(100%)

37(100%)

<그림 8> 형태에 따른 변이양상(2)

112

신 승 훈

분석 결과 어말 설단폐쇄음이 굴절접미사로 사용된 경우 어근에서의 설
단폐쇄음과 달리 ‘변이없음’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각각 32.4%와
8.9%). 이는 어근과 굴절접미사에서 사용된 설단폐쇄음이 과거 혹은 과거
완료를 표시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설
단폐쇄음이 과거형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 변이에 더 저항적이라는
Labov(1972)와 Guy(198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두 연구
에서는 단어의 어말이 규칙과거형 접사(예: lik[ed])인 경우 설단폐쇄음은
어근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설단폐쇄음(에: protec[t])에 비해 탈락되지 않
고 구현되는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분석에서는 굴절접미사의 설
단폐쇄음 탈락률(13.5%)이 어근(9.4%)에서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그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굴절접미사로 사용된 설단폐쇄음의 경우 성문음화가 전혀 적용되지 않
았다. 이는 어근에서의 설단폐쇄음 성문음화 비율(10%)과 대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변이 결과는 굴절접미사의 설단폐쇄음이 모두 모음을 후
행하여 유성음 [d]로 발화되어(예: 모음 뒤에서 [d]로 구현되는 ‘married’
에서의 [d]) 무성음으로 발화될 개연성이 없고 따라서 무성음인 성문음으
로 발화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즉, 유성설단폐쇄음이 유성음인 설탄음
으로의 변이가 더 높은 비율로 적용되어 유 · 무성 측면에서의 충실도를
보이는 것(Herd et al, 2010)과 유사하게 무성설단폐쇄음은 무성음인 성
문음으로 구현되어 유 · 무성 측면에서 충실도를 지키고자 하는 데 기인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x2(3)=18.772, p=.000으로 형태 변인은 설단폐쇄음의 변이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또한 Cramer의 V값 역시 .294(p=.000)로 형태 변인은 설단
폐쇄음의 약화현상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단폐쇄음이 나타난 단어의 사용 빈도 변인에 따른 변이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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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빈도에 따른 변이양상(1)(단위: 개)
변이

빈도수 높은 단어

빈도수 낮은 단어

변이없음

24(11.8%)

4(28.6%)

설탄음화

140(69%)

9(64.3%)

성문음화

18(8.9%)

0(0%)

탈락

21(10.3%)

1(7.1%)

소계

203(100%)

14(100%)

<그림 9> 빈도에 따른 변이양상(2)

벅아이 코퍼스에서 100회 이상 사용되어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2회 이
하로 사용되어 빈도수가 낮은 단어에 비해 다양한 변이에 참여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빈도수가 낮은 단어의 경우 성문음화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으며 ‘변이없음’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빈도수가 낮은 경우 자주 사용되지 않아 음운변이에 더 저항
적이라고 주장한 기존의 연구 결과(Losiewicz, 1992)와 맥을 같이하는 것
이다. 또한 빈도 변인에 따라 모국어화자들이 갖는 음운현상 인지에 대한
‘노출빈도’(exposure frequency; Pitt et al., 2011)가 발화 시에 충실히 반
영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출빈도란 화자가 특정 변이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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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에 따라 화자의 발화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대형코퍼스인 TIMIT(Texas Instruments and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와 Switchboard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영어 단어 4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한 Keating(1998)의 결과에 따르면 대체, 탈락, 삽
입 등의 음운변이를 통해 단어 한 개당 평균 각각 5.8개와 9.5개의 다양
한 발화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단폐쇄음의 변이음에 대해
분석한 Pitt et al.(2011)는 이러한 다양한 변이 형태 중에서 설단폐쇄음의
변이음은 특정 환경에서 특정 형태로 매우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화자들은 이러한 노출빈도에 따른 인지를 발화에서 충실히 구현한
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t/의 경우 모음 사이와 같은 설탄음의 환경에서
는 88%가 설탄음으로, 음절말 혹은 단어사이와 같이 성문음화가 나타나
는 환경에서는 90%가 성문음으로, 그 외 환경에서는 86%가 [t]로 나타나
특정 환경에서 노출빈도에 따라 음운현상이 압도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
하였다.
본 분석에서의 설단폐쇄음의 변이양상 역시 이와 같은 인지 노출빈도
에 따른 특정한 환경에서의 광범위한 변이 패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다. 즉, 빈도수가 높은 단어일수록 설탄음화, 성문음화, 탈락 등의 약화형
태에 자주 노출되고 이를 실제 발화 시 구현하는 반면 빈도수가 낮은 단
어의 경우 ‘변이없음’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
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빈도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x2(3)=4.263, p=.234). 또한
Cramer의 V값 역시 .140(p=.234)로 빈도 변인과 설단폐쇄음의 변이는 상
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는 후어휘부
규칙이 한 개의 단어 내에서 적용되는 어휘부규칙에 비해 화자에게 각인
되는 정도가 약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노출빈도에 따른 변이
는 후어휘부규칙보다는 어휘부규칙에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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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회언어 변인인 성별 변인에 따른 변이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변이양상(1)(단위: 개)
변이

남성

여성

변이없음

14(12%)

14(14%)

설탄음화

76(65%)

73(73%)

성문음화

10(8.5%)

8(8%)

탈락

17(14.5%)

5(5%)

소계

117(100%)

100(100%)

<그림 10> 성별에 따른 변이양상(2)

여성화자의 설탄음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조금 높으며 남성화자의 탈락
률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제외하면 성별에 따른 변이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역시 x2(3)=5.530,
p=.13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Cramer의 V값
역시 .160으로 나타나 성별변인과 설단폐쇄음 변이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
았다. 마지막으로 연령 변인에 따른 변이양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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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령에 따른 변이양상(1)(단위: 개)
변이

청년

장년

변이없음

10(11.2%)

18(14.1%)

설탄음화

57(64%)

92(71.9%)

성문음화

13(14.6%)

5(3.9%)

탈락

9(10.1%)

13(10.2%)

소계

89(100%)

128(100%)

<그림 11> 연령에 따른 변이양상(2)

분석 결과, 장년화자의 설탄음화 적용비율이 청년화자에 비해 조금 높
은 반면 성문음화의 적용비율은 청년화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년화자가 설탄음화를 선호하는 데 비해 청년화자는 성문음화를 더 선
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 변인에 대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x2(3)=8.041, p=.045). 그러나 Cramer의 V값은 .192(p=.045)로 연령 변
인은 설단폐쇄음의 변이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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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자음약화 환경인 모음사이에서 어말 설단폐쇄
음이 약화하는 양상을 다양한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후어휘부규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경계에서 후행하는 모음이 강세
를 가지는 경우의 변이를 코퍼스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
어의 경계에서도 87.1%의 추출자료에서 설단폐쇄음의 약화가 적용되어
자음약화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후행하
는 모음이 강세를 가지는 경우 엄격하게 적용이 제한되는 설탄음화가 단
어의 경계에서는 널리 적용되어 설탄음화는 후어휘부규칙과 어휘부규칙이
형태 변인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저의
무성설단폐쇄음은 조음장소를 잃어버리고 역시 무성인 성문음으로 교체되
는 성문음화가 적용된 반면 기저의 유성설단폐쇄음에는 성문음화가 적용
되지 않는 등 유 · 무성 변인은 자음의 약화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다
만 유성설단음의 경우에도 굴절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 설탄음화 혹은 성
문음화와 같은 약화현상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기
능을 가진 접미사가 변이에 더 저항적이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형태 변인은 설단폐쇄음의 약화와 상관관계가 매
우 높았다. 대상 자료 중 빈도가 낮은 단어는 약화현상에 참여하는 비율
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성문음화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모국어화자들이 자주 접하여 노출빈도가 높은 단어의 경우 노출되어 각인
된 특정 변이 형태를 발화 시에 구인하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빈도 변
인과 설단폐쇄음의 변이 간 상관관계는 높지 않았다. 이는 단어의 경계에
서 두 단어의 연속을 동시에 인지하는 경우 한 단어의 변이를 인지하는
것보다 각인되는 정도가 약해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어
휘부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어휘부규칙에 비해 노출빈도에 의한 변이가 크
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는 특정 환경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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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운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된 기존의 이분법적인 음운론에서 벗
어나 실제 발화에서는 매우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며 특히 후어휘부는 어
휘부보다 더욱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다양한 변인에 따른 후어휘부에서의 자음 약화현상에 대해 많은 후속 연
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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