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고찰
- 20대 화자를 중심으로-

왕요(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본 연구는 현대 한국어의 한자어에서 보이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험음성학
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한국어 원어민 화자가 직접 발음한 한자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 한
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였다.
기존의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문을 읽은 후에 본인이 평소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형을 표시하게
한 조사 방법은 피험자들의 발음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어두 경음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실제 발화를 녹음하고, 음성 말뭉치를 구축하여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한자어의 어두 경
음화 현상은 주로 젊은 층에서 높은 실현율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험음성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서울
출신 표준 한국어를 구사하는 11명 20대 한국인 화자가 직접 발음한 한자어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들에 제시되었던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목록을 모아 정리한 후, 순수 한자어만 연구 대상
으로 삼았다. 녹음할 때 자연 발화를 모의하기 위해 한자어를 ‘○○이다.’와 같은 틀 문장에 넣어 발화하게 하였다.
이는 한자어의 원래 의미와 상관없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서이다. 녹음 기자재는 개인용 핸드폰이다. 녹음 자료를 모두 wav 형식의 파일로 저장하며, 음성 파일의 양자화는
16bit이고 표본 추출률은 44,100Hz이다. 저장된 616개(56개 한자어 x 11명)의 자료를 Praat를 통해서 ‘ㄱ, ㅂ’계 한
자어 어두 초성 /ㄱ, ㅂ/의 VOT, ‘ㅅ, ㅈ’계 한자어 어두 초성 /ㅅ, ㅈ/의 마찰 구간, 기식 구간의 길이를 순서대로
측정한다. 초성 자음에 따라 한자어 어두 경음화의 연구 대상 목록 및 분석된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경음화 실현
비율
50% 이상
한자어 초성
과방(科房),과대표(科代表)
/ㄱ/
과사무실(科事務室),과대(科代),
감방(監房),건수(件數),건(件),과(科)
/ㅂ/
숙맥(菽麥),생고생(生苦生)
/ㅅ/
소주(燒酒),소주잔(燒酒盞)
소련(蘇聯),소주병(燒酒甁)
/ㅈ/

10% 이상 ~ 50% 미만

급(級)
생고집(生固執),수세식(水洗式)
생과부(生寡婦),생맥주(生麥酒)
사이비(似而非),생초보(生初步)
생난리(生亂離),생음악(生音樂)
생지옥(生地獄)
졸병(卒兵),증(證)

10% 미만

고물(古物),과자(菓子),
계속(繼續), 권투(拳鬪),기(氣)
본(本)
생기초(生基礎),생병(生病),생이별(生離別)
생즙(生汁),생과자(生菓子),사부(師父)
성질(性質),세안(洗眼),생방송(生放送),
생중계(生中繼), 설(說),세면대(洗面臺)
점(點), 조(條), 즙(汁),장(長),전(錢),
중국(中國),중국인(中國人),중국어(中國語)
자식(子息),저번(這番),주(週),제일(第一)

‘감방(監房)’, 사이비(似而非)’, ‘생난리(生亂離)’, 졸병(卒兵)’ 등과 같은 한자어들의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이 기존
의 연구와 차이를 보이면서 주목할 만하다.
박동근(2000)에서는 ‘생(生)’이 어두에서 된소리로 실현되는 경우는 [날것], [천연적]의 자질을 갖고 있을 때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보면 ‘생고생(生苦生)’처럼 앞가지로 [천연적] 자질이 없는 한자어도 어두 경음화의 실
현 비율이 50% 이상이다. [천연적] 자질이 있는 ‘생맥주(生麥酒)’의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은 오히려 27.3%에 불과
하다. 따라서 ‘ㅅ’초성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를 유발한 원인에 대해서 ‘생(生)’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생(生)’을 포함한 한자어 중 어두 경음화 실현 비율이 50% 이상인 한자어는 ‘생고생(生苦生)’
하나뿐이며, 10% 미만인 경우는 7개가 있다. 그러면 ‘생(生)’은 ‘생(生)’을 포함한 한자어의 초성 경음화를 유발한
원인일 가능성이 작다. 덧붙여 말할 것은, 만약 ‘생(生)’은 어두 경음화를 유발한 원인이라면, ‘생즙(生汁)’과 같은
한자어가 어두 경음화를 거의 실현하지 않는 현실과 어긋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ㅅ’초성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를 유발한 원인에 대해서 ‘생(生)’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제어】 한자어, 어두 경음화, 실험음성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