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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unwoo, Sungmoon Cho and Hyeseung Hahn. 2016. On the monophthongization 

of /ɨi/ in Seoul Corpus (2015).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22.1. 

35-5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variations of monophthongization 

and acoustical characteristics of /ɨi/ found in Seoul Corpus. Monophthongization 

occurs in 93.04% of a total of 2,370 tokens and in higher than 99% of the cases with 

onsets and also of non-initial position in a word. However, only 31.82% of word initial 

tokens are monophthongized, which supports the findings that Seoul Korean still 

retains /ɨi/ as a diphthong, though only in some restricted contexts. 94.40% of 

monophthongized /ɨi/ tokens are realized as [i] except for the cases of genitive case 

marking which mostly show [e]. In word initial position, though, 61.74% of the 

monophthongized diphthong tokens are realized as [ɨ] and in the other cases as [i]. This 

result assumes that th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ɨi/ are totally different in terms 

of its position (word initial or non-initial) or its grammatical role as a genitive case 

marker. (Keimyung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and Chun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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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한국어의 이중모음 /ɨi/는 음운론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대상이다. 한국어

의 다른 이중들은 모두 ‘활음+모음’으로 구성된 ‘상향 이중모음’(on-glide)

이지만 /ɨi/는 ‘활음+모음’으로 구성된 상향 이중모음인지, ‘모음+활음’으로 

구성된 하향 이중모음인지 규정하기 어렵다. 현대한국어의 음운체계를 개

관하는 논의에서는 대부분 /ɨi/를 임시방편적으로 다루고 있다1.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027). 

** 주저자, 교신저자 

1   /ɨi/를 상향이중모음으로 본다면 /ɰi/로, 하향이중모음으로 본다면 /ɨj/로 표기할 

수 있다. 아직 /ɨi/의 음운론적 성격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므

로 본 연구에서는 중립적인 성격의 /ɨi/로 표기하였다. /ɨi/는 이중모음의 표기이며 

‘모음+모음’으로 구성된 2음절의 표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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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모음 /ɨi/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원인은 /ɨi/가 통시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어두와 어중의 위치에 따라, 방언에 따라 또는 동일한 방언권 안

에서도 단어나 개별 화자에 따라 다양한 음가로 실현된다는 사실에 있다. 

알다시피 /ɨi/를 하향 이중모음 /ɨj/로 분류하면 상향 이중모음만으로 구성된 

현대국어의 이중모음 체계와 동떨어진 성격의 하향 이중모음을 도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반면 상향 이중모음 /ɰi/로 분류하면 오직 [i]와 결

합되는 특이한 활음 /ɰ/을 음소로 설정해야 한다. 

이중모음 /ɨi/의 음운론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음자료를 분석

해야 하는데, 다른 이중모음과 달리 /ɨi/는 자연발화에서 단모음화를 겪는 비

율이 매우 높아서 제대로 발음된 표본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산출실험을 

통하여 /ɨi/를 녹음할 수 있으나 통제된 환경에서 낭독된 발화로는 자연스러

운 일상의 발화에서 /ɨi/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온전하게 관찰하기 어렵다.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Kang (1999)와 같이 현지답사를 통하여 자연발화

를 녹음하고 전사하거나 자연발화를 담은 음성코퍼스를 분석해야 한다. 

본 연구는 40시간 분량의 자연발화를 담고 있는 ‘서울코퍼스’(Yun et al. 

2015)로부터 /ɨi/가 포함된 2,370개의 음성자료를 추출하고 /ɨi/의 단모음화

를 분석한 결과이다. 음운론적 환경, 형태론적 특성, 사회언어학적 지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ɨi/의 단모음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ɨi/의 단모

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이들이 /ɨi/의 음운

론적, 형태론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ɨi/의 발음을 

녹음하여 분석한 세 가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서울코퍼스

의 개관, 자료의 추출방법, 표본의 종류와 분포를 정리하였다. 4장에서 다

양한 환경에서 단모음화가 일어나는 비율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ɨi/의 음운론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5장에서는 단모음화의 결과, 즉 /ɨi/가 

어떠한 단모음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단모음화

된 /ɨi/의 길이가 음운론적 환경이나 형태론적 특성과 관계를 맺는지도 살

펴보았다. 마지막 6장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의 결과를 네 가

지로 정리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이중모음 /ɨi/는 한국어의 j계 이중모음이나 w계 이중모음과 달리 음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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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이 불분명하고 단모음화의 양상도 복잡한 편이다 2 . 심지어는 동일한 

방언권 내에서도 단어마다 다른 모음으로 단모음화된다. 역사적으로 /ɨi/는 

‘하향 이중모음’(off-glide) /ɨj/이었지만 공시적으로는 ‘상향 이중모음’(on-

glide) /ɰi/로 보는 견해(신지영 1999, 김무식 2001, 김영선 2007)가 ‘하향 이

중모음’(off-glide) 혹은 ‘모음+모음’의 연쇄로 보는 견해(정연찬 1991, 박선

우 2008)보다 우세하다. 

이러한 논의는 현대국어의 /ɨi/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

과와 /ɨi/의 분포, 관련 음운현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이

중모음으로서 /ɨi/의 음운론적 성격보다는 단모음화 현상을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실제 발화자료를 대상으로 /ɨi/의 음성학적 실현과 단모음화 

양상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내용을 검토하겠다. 

Kang (1999)에서는 서울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와 낭독에

서 관찰되는 /ɨi/의 단모음화 양상을 조사하였다. /ɨi/의 단모음화에 대하여 

음운·형태적 환경(어두/비어두, 음절두음 有無), 사회언어학적 지표(성별, 

사회계층, 연령), 발화 스타일(자연발화, 낭독발화) 세 가지 요인들을 기준

으로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

과 발화 스타일(집단내, 면접, 문장 낭독, 단어 낭독), 사회계층(social class, 

上-中-下), 연령(16~25세, 26~45세, 46세 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유발한다고 분석되었다. Kang (1999)의 조사내용 가운데, 자연발화(집단

내, 면접)에서 일어나는 /ɨi/의 단모음화는 자연발화 음성코퍼스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와 상당히 비슷하였다. 음운·형태적 환경을 

기준으로 자연발화의 단모음화만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ɨi/의 단모음화 비율(Kang 1999) 
 

 
                                                           
2  /ɨi/의 단모음화는 지역방언에 따라 구분된다. 김성렬(2001)에 의하면 중부 방언에

서는 [i]로 서남(전라), 동남(경상), 동북(함경도) 방언에서는 [ɨ]로 단모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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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는 Kang (1999: 31-34)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음절두음(onset)을 갖거나(‘희망’), 비어두 환경(‘주의’), 관형격조사(‘나+의’)

는 모두 96% 이상 단모음화되는 반면 어두 환경(‘의자’)에서만은 단모음화

의 비율(47.54%)이 절반을 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4장에서 본 연구

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다시 논의하겠다. 

조성문(2005)에서는 수도권 화자 92명의 낭독발화를 대상으로 /ɨi/의 발음

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2) /ɨi/의 단모음화 결과와 비율(조성문 2005) 

 

 

 

위의 도표는 조성문(2005: 385-391)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다. 일부 단어만을 조사하였으나, 음절두음을 갖는 경우(‘희망’), 비어두 환

경(‘논의’), 관형격조사(‘우리+의’)에서 단모음화가 우세한 경향은 Kang 

(1999)와 같았다. 

김선철(2006: 61-62)에서는 350명의 서울방언 화자의 낭독 발화를 대상으

로 여러 가지 단어의 발음을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ɨi/가 포함된 3가지 

단어의 발음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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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방언 화자의 /ɨi/ 발음 선호도(김선철 2006: 62) 

 

 

 

위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어마다 [ɨ]나 [i]로 단모음화되는 비율

의 차이가 큰 편이다. ‘한의사’의 /ɨi/는 주로 [i](31.71%)로 단모음화되지만 

‘내과 의사’에서는 주로 [ɨ](22.86%)로 단모음화되었다3. 

실제 발음을 대상으로 /ɨi/의 단모음화를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

면 단모음화가 잘 일어나는 ‘음절두음+/ɨi/, 비어두’ 환경과 단모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어두’ 환경의 차이가 분명하였으며, 관형격조사가 [e]로 단

모음화되는 경향도 뚜렷하였다. 그러나 관형격조사를 제외하면 단모음화의 

결과가 단어마다 다르므로, 환경에 따라 어떠한 모음으로 단모음화될지 예

측하기 어렵고, 자연발화와 낭독발화의 차이도 큰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서울코퍼스의 자연발화 자료를 통하여 분석된 /ɨi/의 단모음화 경향을 

기존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고,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이중모음 /ɨi/의 

음성학적 특성도 함께 논의하겠다. 

 

3. 분석 자료와 방법 

 

3.1 서울코퍼스 개요 

 

서울코퍼스(Seoul Corpus, Yun et al. 2015)는 231,632어절 규모의 한국어 자연 

발화 음성코퍼스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구축되었다. 10대, 

                                                           
3  김선철(2006)의 발음조사는 대부분 대상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낭독을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김선철(2006)에서 단모음화의 비율이 Kang (1999)이나 본 연구

(4장)보다 낮은 원인은 조사방법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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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40대 남녀 각각 5명씩 총 40명의 제보자로부터 약 1시간씩 대화

를 나누며 수집한 40시간 분량의 자연발화를 수록하고 있으며, 아래 예시와 

같이 ‘발화(문장)-어절-음소’ 단위로 레이블링된 음성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4) 서울코퍼스 음성파일의 레이블링 예시(Yun et al. 2015: 105) 

 

 

 

서울코퍼스의 자연발화는 ‘한양음성과학-심리언어 실험실’ (Hanyang Phonetics 

& Psycholinguistics Laboratory, tcho.hanyang.ac.kr/Phonetics_Lab. html)에서 

Tascom HD-P2 녹음기와 AKG c420 마이크를 통하여 표본추출율 44,100Hz, 

양자화 16bit로 녹음되었다. 코퍼스는 약 10분 분량으로 편집된 음성파일 

24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음성파일에는 레이블링 정보가 수록된 

프라트(Praat, www.fon.hum.uva.nl/praat/)의 TextGrid 파일도 포함되어 있다4. 

 

3.2 표본의 추출과 현황 

 

서울코퍼스의 레이블링은 프라트(Praat)에서 사용되는 TextGrid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프라트의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하면 음소나 어절의 길

이, 포만트 주파수 등의 음향적 지표들을 측정하고, 음소나 음성이 포함된 

음성파일의 일부분을 자동으로 잘라내어 저장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트의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하여 기저형에 /ɨi/가 포함된 총 2,407개의 

파일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ɨi/의 단모음화로 보기 어려운 37개의 예외

적 파일은 제외하고 2,370개의 음성파일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 제외한 

예외적 음성형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4  서울코퍼스의 구축 과정, 발화의 내용, 녹음과 레이블링 방법, 레이블링의 신뢰도, 

성별과 연령별 통계 등에 대해서는 Yun et al. (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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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모음화의 양상 분석에서 제외한 어절 

 걔의 [keje]    거의 [kəwi]    거의 [koju] 

 국회의원 [kukʰeən]  그들의 [kɨdɨɾje]   나라의 [naɾe] 

 때의 [t’eje]    별의별 [pjəʎʎjel]  소기의 [sogija] 

 시기의 [ʃigɨ]    아버지의 [abəʥije]  아빠의 [ap’aje] 

 엄마의 [əmaja]   의사 [wisa]    이의 [ije] 

 자본주의 [ʨabonʥi]  저희는 [ʨəjənɨŋ]  저희의 [ʨəiei] 

 저희 [ʨə], [ʨe], [ʨəje], [ʨi] 

 

2,370개의 파일 가운데 연령별, 성별 표본의 개수와 비율은 (6a)와 같았

다. 연령별로 남성의 표본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10대의 표본이 가장 적고, 

30대의 표본이 가장 많았다. 참고로 이러한 결과는 약 23만 개의 어절

(phrasal word)을 수록한 서울코퍼스의 모든 어절을 분석한 결과와 비슷하

였다. 1인당 평균 어절 개수를 분석한 (6b)와 비교해 보면 40대 여성이 발

화한 어절 개수가 30대 여성보다 많았다는 점을 제외하고 /ɨi/를 포함한 어

절의 비율과 코퍼스 전체 어절의 비율은 상당히 비슷하였다.  

 

(6) a. 연령별/성별 표본 개수와 비율(왼쪽: 연령, 오른쪽: 성별) 

 

 

 b. 1인당 어절개수와 비율 (왼쪽: 연령, 오른쪽: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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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표본의 개수와 비율은 (7)과 같았다. 음절두음 없

이 /ɨi/로 시작되는 어절이 220개(9.28%), 음절두음을 가진 /ɨi/로 시작되거나 

/ɨi/가 제2음절 이후에 위치하는 어절이 2,150개(90.72%)이었다. 5  표면형을 

기준으로 음절두음(onset)을 가진 /ɨi/는 1,241개(52.36%), 음절두음이 없는 

/ɨi/는 1,129개(47.64%)이었다. 

 

(7) 표본 개수와 비율(왼쪽: 음절두음 有無, 오른쪽: 어두/비어두) 

 

      

 

/ɨi/가 포함된 형태소의 문법적 특성에 따른 표본의 개수와 비율은 다음

과 같았다. 체언은 1,226개(51.73%), 조사와 부사가 각각 638개(26.92%)와 

467개(19.70%)이었다. 그 외에 동사(29개), 형용사(5개), 관형사(1개)의 비율

은 1.64%에 불과하였다. 문법적 특성에 따라 표본을 분류한 결과 특정 형

태소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ɨi/가 포함된 조사 638개

는 모두 관형격 ‘-의’이었으며, 467개 부사도 모두 ‘거의’이었다. 1,226개의 

체언 가운데 829개(67.62%)는 ‘저희’이었다. 전체 2,370개의 표본 가운데 

1,934개가 관형격조사 ‘-의’와 ‘거의’, ‘저희’이었으며, 이들 세 형태소가 차

지하는 비율도 81.60%나 되었다. 

 

                                                           
5  분석 단위는 형태론적 단어가 아니라 ‘어절’(phrasal word)이지만 편의상 /ɨi/가 어

절의 왼쪽 경계에 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각각 ‘어두’(word initial)와 ‘비

어두’(word medial or final)란 용어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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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법 형태별 표본 개수와 비율 

 

   

 

4. 단모음화 비율 

 

기저형에 /ɨi/가 포함된 용례 2,370가지 파일을 모두 조사한 결과 이중모음

으로 실현된 경우가 165개, 단모음화된 경우가 2,205개이었다. 전체적으로 

단모음화의 비율이 93% 이상이었는데, 형태적 특성이 강한 관형격조사 ‘-

의’를 제외하더라도 단모음화의 비율은 90% 이상이었다.  

 

(9) 단모음화 비율(왼쪽: 전체, 오른쪽: 관형격조사 ‘-의’ 제외) 

 

      

 

전체적으로 단모음화의 비율이 높았으나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어

두와 비어두 환경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어두의 단모음화 비율은 

31.82%로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반면 비어두의 /ɨi/는 99%이상 단모음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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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모음화 개수 및 비율(왼쪽: 어두, 오른쪽: 비어두) 

 

    

 

어절 안에서 /ɨi/가 몇 번째 음절에 위치하고 그 가운데 단모음화가 얼마

나 일어나는지도 분석하였다. /ɨi/가 2음절에 위치하는 표본이 1,522개

(63.80%)로서 가장 많았지만 단모음화를 겪지 않고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165개의 /ɨi/ 가운데 90.91%(150개)가 제1 음절에 분포하였다. 반면 제2 음

절 이후에서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15개(0.71%, 2음절: 8개, 3음절: 

5개, 4음절: 2개)에 불과하였다6. 

 

(11) /ɨi/의 위치와 표본 개수 

 

 

 

                                                           
6   Kang (1999)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면 ‘의’는 [ɨi]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첫 음절에서는 늘 [ㅢ]로 발음하고, 첫 음절 이외의 ‘의’는 [i]로 발

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표준발음법 제5항의 규정은 비현실적이다. 실제 단모음

화 양상을 반영한다면 첫 음절에서는 단모음화된 [ɨ]의 발음을 허용하고, 첫 음

절 이외의 ‘의’는 [i]로 발음한다는 규정이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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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두음과 단모음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절두음을 가진 /ɨi/가 단모

음화를 겪지 않는 경우는 1,241개 가운데 5개에 불과했다. 도출환경(‘문학+

의’, ‘삶+의’, ‘남+의’)과 비도출환경(‘희망’, ‘씌워’, ‘띄게’, ‘저희’, ‘편의점’)에

서 음절두음을 갖는 1,241개의 /ɨi/(‘희, 늬, 씌, 띄’ 등)와 음절두음이 없는 

1,129개 /ɨi/의 단모음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2) 음절두음과 단모음화(왼쪽: 두음 있음, 오른쪽: 두음 없음) 

 

    

 

음절두음을 가진 /ɨi/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경우(5개, 0.40%)는 드물었

으며, 음절두음이 없는 /ɨi/는 14.17%(160개)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고, 

85.83%(969개)가 단모음화를 겪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중모음으로 실

현된 160개는 대부분 어두의 /ɨi/이었다.7 음절 개수를 기준으로 어절의 길

이와 단모음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음절의 개수가 많을수록, 즉 어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단모음화의 비율이 낮아지는 편이었다. 전반적으로 단

모음화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어절의 길이와 상관없이 모두 

80% 이상이었다. 

 

                                                           
7  음절두음과 단모음화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자음을 첫소리로 갖는 /의/는 [이]로 

발음한다”라는 ‘표준발음법 제5항’의 부칙(다만 3)은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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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절의 길이와 단모음화 비율(단위: %) 

 

 a. 전체 (어두+비어두)     b. 어두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모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어두에서는 어절의 음

절수가 늘어나면서 단모음화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어절의 길이에 따라 단모음화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은 전반적으

로 빈도가 낮은 어두의 /ɨi/보다는, 빈도가 높은 비어두의 /ɨi/에서 나타났다. 

문법 형태에 따라 단모음화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표본이 가장 많은 체

언의 단모음화 비율은 87.36%이었으며, 관형격조사 ‘-의’와 부사 ‘거의’의 

단모음화 비율은 99% 이상이었다. 동사는 ‘씌우다, 띄다, 의하다’ 33개 표

본 가운데 ‘씌우다, 띄다’는 모두 단모음화되었고 11개의 ‘의하다’ 가운데 

4개만 이중모음으로 실현되었다. 이와 같이 단모음화의 비율이 높은 이유

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ɨi/의 분포가 체언 ‘저희’, 관형격조사 ‘-의’, 부사 

‘거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발음을 고려한다면 음운론적 

관점에서는 ‘저희’, ‘거의’, ‘-의’가 /저히/, /거이/, /-에/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도 있다. 

 

(14) 문법 형태별 단모음화 비율(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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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언어학적 지표인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단모음화의 경향을 분석한 결

과, 성별에 따른 단모음화 비율의 차이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연령이 높

을수록 단모음화 비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성별 및 연령과 단

모음화의 발생 빈도에 대한 통계적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

석’(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한 결과 성별과 단모음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없었다. 반면 연령과 단모음화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량은 13.535, 

유의확률은 ‘p=0.004’로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단모음화의 비율은 낮았다. 

 

(15) 성별/연령별 단모음화 비율(왼쪽: 연령, 오른쪽: 성별, 단위: %) 

 

  

 

단모음화 비율이 낮은 어두 환경만 분석한 결과 (16)에서는 성별 차이가 

커지고, 30대의 단모음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두 단모음화의 

발생 빈도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역시 성별과 단모음화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연령과 단모음화

의 경우 통계량은 14.626, 유의확률은 ‘p=0.002’로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16) 어두의 단모음화 비율(왼쪽: 연령, 오른쪽: 성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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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의 (1)에서 살펴본 Kang (1999)의 분석과 서울코퍼스(2015)의 분석을 

비교해보면 자연발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도표는 Kang (1999)의 분석결과 가운데 자연발화(집단내, 

면접)만을 분석한 결과와 서울코퍼스(Yun et al. 2015)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어두의 단모음화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나머

지 환경의 단모음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자연발화에서는 어두의 

/ɨi/가 아니라면 대부분 단모음화된다고 볼 수 있다. 

 

(17) 단모음화 비율의 비교: Kang (1999)과 서울코퍼스(2015) (단위: %) 

 

 

 

음운론적, 형태론적 조건과 사회언어학적 지표를 기준으로 단모음화가 

일어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어두/비어두, 음절두음의 유무, 문법 형태의 

종류’가 단모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비어두

에 위치하거나, 음절두음을 가진 /ɨi/, 부사 ‘거의’나 관형격조사 ‘-의’는 

99% 이상이 단모음화를 겪었다. 반면 어두의 /ɨi/는 2/3 가량(68.18%)이 이

중모음으로 실현되었으며, 음절두음이 없는 /ɨi/ 가운데 14.17%, 체언 가운

데 12.64%가 이중모음으로 실현되었다. 결론적으로 단모음화를 겪지 않는 

6.96%는 대부분 ‘의견, 의미, 의사, 의자, 의지’ 등과 같이 /ɨi/가 어두에 위

치하고 음절두음이 없는 체언이었다. 사회언어학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 

Kang (1999)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별의 차이는 의미가 없었으나 연

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지표로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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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모음화 결과 

 

/ɨi/가 어떠한 모음으로 단모음화되는지 분석한 결과, 96.41%가 [i]와 [e]로 

실현되었으며 [ɨ]로 단모음화된 비율은 3.45%에 불과하였다. 문법적 특성이 

반영되어 대부분 [e]로 실현되는 관형격조사를 제외하면 1,483개(94.40%)가 

[i]로 실현되고 71개(4.52%)만이 [ɨ]로 실현되었다. 활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이중모음에서 활음이 탈락되는 일반적인 단모음화(GV→V)를 고려한다면, 

/ɨi/가 주로 [i]로 단모음화되는 결과는 /ɨi/가 하향 이중모음 /ɨj/가 아니라 상

향 이중모음 /ɰi/임을 지지한다. 

   

(18) 단모음화 결과(왼쪽: 전체, 오른쪽: 관형격조사 제외) 

 

  

 

그러나 어두 환경의 /ɨi/만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경향과 차이가 있었다. 

어두의 /ɨi/는 표본의 비중이 낮은 편(260개, 10.97%)이지만 단모음화를 겪

는 70개 가운데 66개(94.29%)가 [ɨ]로 단모음화되었고 [i]로 단모음화되는 

경우는 4개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비대칭적 단모음화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단모음화의 비율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비어두 환경의 /ɨi/는 

99.29%가 단모음화를 겪었으며 이들 가운데 97.82%가 [i]로 단모음화되었

다. 따라서 예외적 경우의 소수를 제외하면 어두의 /ɨi/는 [ɨ]로, 비어두의 

/ɨi/는 [i]로 단모음화되었다. 단모음화의 결과는 어두와 비어두의 /ɨi/는 음

운론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두의 /ɨi/에서는 구

성 요소인 /ɨ/와 /i/ 가운데 주로 /i/가 탈락되므로 하향 이중모음 /ɨj/에 가깝

지만, 비어두의 /ɨi/는 상향 이중모음 /ɰi/ 혹은 단모음 /i/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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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두/비어두 단모음화 결과(왼쪽: 어두, 오른쪽: 비어두) 

 

    

 

음절두음이 없는 /ɨi/와 음절두음을 가진 /ɨi/는 대부분 [i]로 단모음화되었

으나,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음절두음을 가진 /ɨi/는 96.29%가, 음절두음이 

없는 /ɨi/는 89.27%가 [i]로 단모음화되었다. 음절두음을 가진 /ɨi/ 가운데 [ɨ]

로 단모음화되는 비율은 0.32%에 불과하였으나 음절두음이 없는 /ɨi/는 [ɨ]

로 단모음화되는 비율(10.58%)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결론적으로 

비어두의 /ɨi/나 음절두음을 가진 /ɨi/는 대부분 [i]로 단모음화되므로 이중모

음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 음절두음 유무와 단모음화 결과(왼쪽: 두음 없음, 오른쪽: 두음 있음) 

 

    

 

음절두음의 유무를 기준으로 단모음화된 /ɨi/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모음의 길이를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분석결

과 양쪽 모두 단모음화되더라도 음절두음을 가진 /ɨi/가 음절두음이 없는 

/ɨi/보다 평균 길이가 19.66ms가 길었으며, 이 차이는 0.01 유의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절대값 t≥5.36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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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음절두음의 유무와 단모음화된 /ɨi/의 길이 비교 (단위: ms) 

 

 

 

관형격조사 ‘-의’가 포함된 628개의 단모음화 가운데 602개(95.86%)가 [e]

로 단모음화되었다. 반대로 관형격조사를 제외한 1,577개의 단모음화 가운

데 1,483개(94.04%)가 [i]로 단모음화되었다.  

 

(22) 관형격조사와 단모음화 결과 (왼쪽: 관형격조사, 오른쪽: 조사 제외) 

 

    

 

문법 형태의 종류를 기준으로 단모음화된 /ɨi/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단모음의 길이를 대상으로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시행하였다. 단모음화된 /ɨi/의 길이는 ‘부사(127ms)>조사(106.72ms)>체언 

(95.55ms)’의 순서이었으며 세 가지 부류의 차이는 0.05 유의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ɨi/가 포함된 단어의 문법적 특성이 단모음화의 비

율과 모음의 음가뿐만 아니라 단모음화된 모음의 길이에도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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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법 범주와 단모음화된 /ɨi/의 길이 비교(단위: ms) 

 

 

 

단모음화를 분석한 결과 음절두음이 없는 체언 어두의 /ɨi/와 나머지 /ɨi/

의 단모음화 경향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어두 환경의 /ɨi/나 

음절두음을 가진 /ɨi/는 대부분 [i]로만 단모음화되지만, 음절두음이 없는 

체언 어두의 /ɨi/는 [i]보다는 [ɨ]로 단모음화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관

형격조사 ‘-의’는 95% 이상 [e]로 단모음화되었다. 관형격조사는 /ɨi/를 구성

하는 두 모음 /ɨ/나 /i/와 관련이 없는 모음으로 단모음화되는데, 이러한 결

과는 음운론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중세국어 시기부터 일어난 관형격조사 ‘-

의’와 부사격조사 ‘-에’의 교섭과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단모음화된 /ɨi/

의 길이를 음절두음의 유무와 문법형태의 종류(체언, 조사, 부사)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서울코퍼스’의 자연발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이중모음 /ɨi/

의 단모음화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와 의의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 결과와 서울코퍼스의 분석을 비교해 보면 낭독발화와 

자연발화의 단모음화 양상에 차이가 큰 편이었다. 서울코퍼스(Yun et al. 2015)

의 단모음화는 Kang (1999)의 분석 가운데 자연발화만을 분석한 결과와 거의 

비슷하였다. /ɨi/로 시작되는 체언을 제외하면 비어두의 /ɨi/나 음절두음을 가

진 /ɨi/는 99% 이상 [i]로 단모음화되었다. 그러나 낭독발화를 분석한 김선철

(2006), 조성문(2005)에서는 이러한 극단적 경향이 보고되지 않았다. 

둘째, 다른 환경과 달리 어두에서는 단모음화보다는 이중모음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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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어두에 위치하는 220

개의 표본 가운데 70개만이 단모음화을 겪었으며 이 가운데 66개가 [ɨ]로 

단모음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 [i]로 단모음화되는 전체적인 경향

과 달랐다. 연구 결과는 어두와 비어두의 /ɨi/가 음운론적으로는 다른 성격

을 가지고 있으며, 비어두 환경에서는 /ɨi/의 단모음화가 완료되었음을 보

여주었다. 

셋째, 사회언어학적 지표를 기준으로 단모음화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Kang (1999)와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별은 상관이 없으나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인 단모음화 경향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어두의 단모음화 비율은 30대 연령에서 낮은 편이었다. 

넷째, 관형격조사 ‘-의’는 99% 이상이 [e]로 단모음화되었다. 따라서 자

연발화의 실제 발음을 고려한다면 현대 한국어의 관형격조사는 ‘-의’가 아

니라 ‘-에’이다. 또한 조사, 부사, 체언으로 문법적 범주를 나누어 단모음화

된 /ɨi/의 길이를 비교한 결과 ‘부사>조사>체언’의 순서이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모음화의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지면 

관계상 이중모음으로 실현된 /ɨi/의 음운론적, 음성학적 특성은 논의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중모음으로 실현된 /ɨi/의 음향적 특성과 /ɨi/의 단모음

화 양상을 함께 분석한다면 한국어 /ɨi/의 음운론적 성격이 가시적으로 드

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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