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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 첨가 현상은 여러 음운 현상들 중에서도 어휘별, 연령별로 발음의 변이가 심한 현상이다. / ㄴ /
첨가 현상의 일반적인 경향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예들도 많이 발견되며 이
는 화자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리 관찰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 지역 화자들과 수도권 화자
들의 / ㄴ/ 첨가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발음의 차이점이 발견된다면 그 차이점에 대한 요인을 언어내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외적인 면에서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어의 /ㄴ/첨가에 대한 발음 변화
를 조금이나마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 ㄴ /첨가 현상의 실현 양상에 대한 어휘들 중 고유어 중에서
‘ / ㄴ / 삽입을 덜 선호하는 단어들’, ‘ / ㄴ / 삽입과 연음을 비슷하게 선호하는 단어들’, ‘ / ㄴ / 삽입을 더
선호하는 단어들’을 총 11개, 한자어 복합어와 파생어 총 36개, 구 삽입형 총 12개로 전체 59개의 어휘를 선
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2019년 하반기과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화자와 부산 지역 화자들 중 10대
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피조사자들을 각 70명씩 , 총 140명을 선정하였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조사
자들의 성별과 출생지, 해외 유학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한국어 발음이 모국어로써 잘 보존된 피조사자
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에 선정된 피조사자들에게 작성된 텍스트를 이용하여 최대한 조용한 장
소에서 / ㄴ / 첨가 실형 양상 여부를 직접 발화하게 하여 발화를 녹취하였다. 직접 대면 녹취가 어려운 경
우, 젊은 연령의 피조사자들에게는 녹음프로그램인 ‘audacit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컴
퓨터 상으로 직접 녹취를 하게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발화 녹취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
흘 뒤에 2차 설문지 조사 실시하여 / ㄴ / 첨가 현상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 결과 고유어 복합어에서는 ‘솜이불’, ‘낯익다’, 고유어 파생어 ‘막일’, 한자어 파생어에서는 ‘늑막염’,
한자어 복합어에서는 ‘괄약근’, 구 삽입에서는 ‘못 잊다’, ‘한 잎’, 총 7개의 어휘를 제외한 56개의 어휘에서 부
산 지역 피조사자들의 / ㄴ/ 첨가 실현 양상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필요’, ‘권유’, ‘남용’, ‘공유’, ‘첨예’, ‘공
양’, ‘비상용’, ‘총예산’, ‘구속 영장’, ‘즉석요리’, ‘비단잉어’, ‘순이익’, ‘선이자’, ‘공염불’, ‘본임자’, ‘끝말잇기’, ‘반
영구적’ ‘어떤 유혹’, ‘김 여사’, ‘이런 이유’, ‘올 여름’ ‘무슨 야단’, ‘맛있는 요리’, ‘잘 요약’, ‘화분 잎’, 25개 이
상의 어휘에서 서울 지역 화자들의 / ㄴ / 첨가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어휘군을 분류하여 각
어휘군에 따른 / ㄴ / 첨가 실현 양상에 대하여 살폈으며 전체 어휘들 중에서도 음절말음의 환경에 따라 나
타나는 / ㄴ / 첨가 현상의 실현 양상을 살피고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 모음이 / i /모음인 경우와 반모음 / j /계 환경에서의 실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산
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 화자들 간의 /ㄴ/ 첨가 실현 양상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분석
뿐만 아니라 집단 내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살폈다. / ㄴ / 첨가 실현 양상에 대하여
살펴본 바 본고에서는 어휘 범주에 따른 비교, 분절음 환경에 따른 비교와 같은 언어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
다. / ㄴ / 첨가 현상에서 나타난 피조사자들의 발음을 좀 더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음운론적 접근뿐만 아
니라 음성학적인 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조금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핵심어(keyword) : 음운론, / ㄴ /첨가 현상, 지역 간 비교, 세대 간 비교, 실험음운론, 지역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