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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5.3, 309-325. This paper rethinks the issue of 

vowel harmony in Korean sound-symbolic words, using more refined data, which is 

extracted from a large size of corpus, SJ-RIKS (Kang and Kim, 2009). The data of 

this paper contains 1,023 reduplicative sound-symbolic words of which the base 

is composed of two or three syllables. It is distinct from that of previous studies in 

that the sound-symbolic words are all listed in Pyo-jun-gug-eo-dai-sa-jeon (Grand 

Dictionary of Standard Korean,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By 

and large,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 this paper supports the proposals of 

previous studies. However, it is shown that the partial neutrality of [a] is not found 

in the data of this paper. Thus, Larsen and Heinz (2012)’s proposal of the [a]’s partial 

neutrality is not supported by the result of this paper. In addition, this paper discusses 

the additional issues of vowel harmony in Korean sound-symbolic words, such as the 

transparency issue of medial vowels, the difference in vowel harmony between 

cross-modal sound-symbolic words and onomatopoeic ones, and the issue of use 

frequency effect on vowel harmony. (Chung-Ang University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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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세 한국어에서는 양성모음(light vowel)과 음성모음(dark vowel)이라 불리는 두 

모음 유형에 속한 모음들 사이에 모음조화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다(Sohn, 1999: 48).

현대 한국어에서는 모음조화의 엄격성이 약화되었지만, 용언과 음성상징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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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모음조화가 관찰된다. 그런데 여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Kim-Renaud, 1976; Sohn, 1999 등), 용언의 경우와 달리,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 현상은 중립모음(neutral vowel)의 존재를 상정하지 않으면 설명하기가 어렵다. 중립모음은 단어 내 

위치에 따라 다른 조화 양상을 보이는 모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음들은 어두 (어기 첫) 음절에서는 음성모음과 마찬가지로, 

뒤에 음성모음이 오는 것을 선호하고 양성모음이 오는 것을 회피하지만, 그 외의 위치에서는 어떤 유형의 모음이 어두 음절

에 나타나도 무방한 중립적 기능을 한다 (Lee, 1984; Cho, 1994; Larsen and Heinz, 2012 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 현상을 말뭉치를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들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이와 같은 분석을 다시 시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말뭉

치와 사전을 통해 그 형태와 의미, 그리고 사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제시된 음성상징어 자료들을 대상으로 모음조화 현상

을 분석할 필요성 때문이다. 3절에서 제시되겠지만,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에 관한 기존의 말뭉치 기반 연구들은 이러

한 조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않은 말뭉치로부터 추출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보다 정제된 말뭉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기존 

말뭉치 기반 연구들처럼 완전중첩(total reduplication) 음성상징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되, 3절에 소개될 세종형태의미분

석 말뭉치 SJ-RIKS (Sejong-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강범모·김흥규, 2009)에서 사용빈도가 1회 이상인 

동시에 <표준국어대사전>에 그 형태와 의미가 제시된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기존 연구들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현대 한국어의 모음 음성형태를 반영할 필요성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

에서 양성모음 ‘ㅐ [ɛ]’와 음성모음 ‘ㅔ [e]’의 변별은 사라져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신지영과 차재

은(2013: 72)을 따라 ‘ㅔ’와 ‘ㅐ’가 ‘ㅐ’로 통합되었다고 보면, 통합된 모음 ‘ㅐ [ɛ]’는 어디에 위치하든지 양성모음, 음성

모음 모두에 조응한다. 다시 말해서, ‘ㅐ [ɛ]’는 더 이상 한국어 모음조화 현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들을 배제한 채 모음조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가 ‘ㅐ’와 ‘ㅔ’를 각각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분류하고 모음조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들을 뒷받침하는지,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어휘의 사용빈도가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의 양상에 끼치는 영향 여부를 분석할 필요성 때문이다. ‘아래 아 [ɔ]’

는 중세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ㅏ [a]’, ‘ㅗ [o]’ 또는 ‘ㅡ [ɨ]’로 통합되면서 소실되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 약화의 원인 중 하나가 양성모음 ‘아래 아’가 음성모음 ‘ㅡ’로 통합된 결과일 수 있다

(Sohn, 1999: 48): 전통적 분류에 따르면(Park, 1990; Sohn, 1999 등), 중세 한국어에서 ‘아래 아’는 양성모음의 전형적 

패턴을 보이고 ‘ㅡ’는 음성모음의 전형적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모음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따른 모음조화 양상의 변화

가 음성상징어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어휘 사용빈도와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모음조화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모음 분류를 [±ATR]과 [±high]와 같은 음성·음운적 자질들을 사용하여 자연부류

(natural class)와 관련지으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는 존재하지 않는다(Hong, 2010; 

Larsen and Heinz, 2012 등). 본 연구의 관심이 모음조화와 관련된 모음들의 분류가 어떤 음성·음운적 자질들과 관련되

어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전통적 한국어의 모음 분류 방식인 양성모음/음성모음의 구분을 따르

되, 중립모음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제외하곤,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음성상징어 모음조화의 중요한 특성들이 새로

운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여전히 관찰된다는 점이 제시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의 특성을 소개한다. 결론은 5절에서 제시된다. 



Revisiting Vowel Harmony in Korean Sound-symbolic Words: A Corpus-based Quantitative Approach ∙ 311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Vol. 35, No. 3, 2019

2.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

본 연구는 ‘ㅔ’와 ‘ㅐ’를 ‘ㅐ [ɛ]’로 통합하고 ‘ㅚ’와 ‘ㅟ’를 이중모음으로 취급하는 7모음을 가진 단모음 체계를 채택하

고(신지영·차재은, 2013), ‘ㅐ’를 제외한 ‘ㅣ, ㅡ, ㅜ, ㅓ, ㅗ, ㅏ [i, ɨ, u, ʌ, o, a]’ 6개의 단모음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한

다. (1)의 예에서 보듯이, 용언 어미의 ‘ㅏ/ㅓ’ 교체는 ‘ㅏ, ㅗ’와 나머지 단모음이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1) 현대한국어 용언의 모음조화 (Sohn, 1999; Larsen and Heinz, 2012)

      살-아  [a-a]              먹-어  [ʌ-ʌ]

      모-아  [o-a]              부-어  [u-ʌ]

      잡-아라  [a-a]          읊-어라  [ɨ-ʌ]

      높-아도  [o-a]          깊-어도 [ i-ʌ]

아래 <그림 1>은 이러한 모음유형 분류를 도식화한 것이다. 전통적 분류에 따르면, 타원형 안에 있는 ‘ㅏ[a], ㅗ [o]’는 

양성모음, 역삼각형 안에 있는 ‘ㅣ[i], ㅡ[ɨ], ㅜ[u], ㅓ[ʌ]’는 음성모음이다. 

그림 1. 용언의 모음조화를 위한 모음유형 분류

모음조화에 관한 한, 현대 한국어에서 ‘ㅐ [ɛ]’는 언제나 중립적이므로 <그림 1>에서 ‘ㅐ’를 별도로 표시하였다. 이러

한 모음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은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를 설명한다. 

(2) 반짝-반짝 [#a a] 너덜-너덜 [#ʌ ʌ]

깡총-깡총 [#a o]                그렁-그렁 [#ɨ ʌ]

꼬장-꼬장 [#o a]                질겅-질겅 [#i ʌ]

소곤-소곤 [#o o]                누덕-누덕 [#u ʌ]

그러나 ‘ㅣ, ㅡ, ㅜ, ㅓ’와 ‘ㅏ, ㅗ’를 구분하는 <그림 1>의 분류에 따르면, 다음 음성상징어들에 포함된 모음 연쇄는 모

음조화의 예외로 취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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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실-방실 [#a i] 꼬치-꼬치 [#o i] 

      아슬-아슬 [#a ɨ] 뽀글-뽀글 [#o ɨ]

Kim-Renaud(1976), Sohn(1999)을 비롯한 몇몇 연구들에서 제안되었듯이, (3)의 예들은 아래 <그림 2>와 같은 모음

유형 분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즉, ‘ㅣ [i]’와 ‘ㅡ [ɨ]’는 어두(어기 첫) 음절에서는 여전히 음성모음으로서의 기능을 하

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어떤 유형의 모음이 어두 음절에 나타나도 무방한 중립적 기능을 하는 중립모음이라고 보는 것이

다(Kim-Renaud, 1976; Lee, 1984; Cho, 1994; Sohn, 1999 등). 이러한 중립모음들은 핀란드어, 헝가리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들에서도 관찰된다(Larsen and Heinz, 2012: 439).

그림 2. ‘ㅣ ㅡ’의 중립모음화

그러나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조물-조물 [#o u]’, ‘싹둑-싹둑 [#a u]’과 같은 음성상징어에서 보듯이, ‘ㅜ’ 또한 중립모

음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적지 않은 수의 음성상징어들이 관찰된다. <그림 3>은 ‘ㅜ’를 중립모음으로 분류한 그림이다. 

그림 3. ‘ㅜ[u]’의 중립모음화

Lee(1984), Cho(1994), 그리고 계량적 분석에 기반 한 최근 연구들인 Larsen and Heinz(2012), Kwon(2018)은 ‘ㅜ’ 또

한 ‘ㅣ, ㅡ’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중립모음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제안이 타당하다면, 한국어의 고모음 전부는 음성상

징어의 모음조화에 관한 한 이중적 기능을 가진 중립모음들이다: 심사자 중 한 분이 지적했듯이, 왜 한국어 고모음이 음

성상징어의 모음조화에 있어서 모두 중립모음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언어들에서 관찰되는 사례들과 관련지어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이에 대한 분석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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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 가운데 Larsen and Heinz(2012: 454)는 ‘ㅏ’ 역시 ‘부분적으로는(partially)’ 중립모음의 특성을 지니고 있

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아래 <그림 4>와 같이, ‘ㅏ’ 또한 이중적 기능을 가져 첫 음절에서는 양성모음의 기능을 

유지하여 후행모음으로 양성모음 또는 중립모음을 선호하고 음성모음을 회피하지만, 그 외의 위치에서는 중립적 기능

을 가져 첫 음절에 양성모음뿐 아니라 음성모음 (중립모음 포함)도 허용하므로, ‘금방-금방 [#ɨ a]’, ‘삐딱-삐딱 [#i a]’, ‘뚝

딱-뚝딱 [#u a]’과 같은 모음 연쇄가 설명될 수 있다. 

그림 4. ‘ㅏ [a]’의 중립모음화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을 예외로 취급하고 ‘ㅏ’와 ‘ㅗ’를 동일 유형의 모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Larsen and 

Heinz(2012)가 ‘부분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러한 사례를 예외로 두지 않고 ‘ㅏ’와 ‘ㅗ’를 서로 다른 유

형의 모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한 분석은 3절에서 제시되는데, 분석 결과는 Larsen 

and Heinz(2012)의 제안과 달리 ‘ㅏ’와 ‘ㅗ’를 서로 다른 유형의 모음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

다. 결국, 3절에서 제시되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를 위한 모음유형의 올바른 분류는 <그림 3>

과 같음을 보이는 동시에, 중립모음 {ㅣ, ㅡ}와 ‘ㅜ’ 사이의 중립성의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Larsen and 

Heinz(2012)의 또 다른 제안을 뒷받침할 것이다. 

3. 연구 방법과 분석 결과

3.1 자료 소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약 1,500만 어절 규모의 세종형태의미분석 말뭉치 SJ-RIKS (Sejong-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강범모·김흥규, 2009)에서 추출한 것이다. SJ-RIKS는 약 219,000개의 실질 형태소 타입(약 1,656만 토

큰)을 포함하고 있다. 각 형태소의 철자형과 빈도 정보, 품사 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음성형태와 한자어/외래어/고

유어와 같은 어종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형태소들 중 본 연구의 관심인 음성상징어가 속해 있는 일반부사 약 

7,100개의 형태소(920,669 토큰)를 추출한 후, 그 중 ‘지긋-지긋’, ‘어슬렁-어슬렁’처럼 어기가 두 음절 또는 세 음절인 완

전중첩 음성상징어의 어기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벌-벌’, ‘엉-엉’과 같이 어기가 단음절어인 완전중첩어와 완전

중첩어일지라도 ‘가끔-가끔’, ‘너무-너무’처럼 음성상징어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들은 제외하였고, 동음이의어는 

형태만을 고려하여 1개로 취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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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집된 완전중첩 음성상징어는 1,082개이지만, ‘쭈빗-쭈빗’, ‘우득-우득’처럼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2019년 8월 현재 기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59개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총 1,023개의 완전중첩 음성상징

어가 분석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여 각 음성상징어가 의태어인지, 의성어인지를 조사하여 의

태어, 의성어, 의태어/의성어(‘달랑-달랑’, ‘부석-부석’처럼 의태어의 의미와 의성어의 의미를 모두 지닌 것)로 분류하였

다. 의태어는 모두 821개, 의성어는 92개, 의태어/의성어는 126개이다. 총계가 1,039개로 완전중첩 음성상징어 개수인 

1,023개보다 많은 것은 의태어 유형과 의태어/의성어 유형 또는 의성어 유형과 의태어/의성어 유형 즉, 두 유형에 속하는 

음성상징어가 16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음성상징어들 중 ‘우당탕-우당탕’, ‘후비적-후비적’처럼 76개는 어기가 세 음절인 것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기가 

두 음절인 것들이다. 이들 중 353개(전체 1,023개 중 약 34.5%)는 사용빈도가 1회이고, 사용빈도가 100회 이상인 것은 

9개(1% 미만), 50회 이상, 100회 미만인 것은 33개(약 3.1%), 10회 이상, 50회 미만인 것은 209개(약 20.4%), 2회 이상, 

10회 미만인 것은 419개 (약 41%)이다. 100회 이상의 사용빈도를 보인 음성상징어 9개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아슬-

아슬’(175회)과 ‘지긋-지긋’(151회), ‘차근-차근’(137회), ‘느릿-느릿’(130회), ‘슬금-슬금’(120회), ‘차곡-차곡’(119

회), ‘부랴-부랴’(116회), ‘성큼-성큼’(112회), ‘부들-부들’(103회)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완전중첩 음성상징어는 1,023개로 다른 말뭉치에서 분석 대상을 추출하여 계

량적 분석을 시도한 Hong(2010), Larsen and Heinz(2012), Kwon(2018)의 완전중첩 음성상징어의 개수 3,191개, 3,972

개, 4,024개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이들 역시 어기가 두 음절 또는 세 음절인 완전중첩 음성상징어들의 

어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들은 모두 국립국어원(2000)이 만든 표준국어대사전 편찬용 의성의태어 목록을 

사용하였다. 이 목록은 29,015개의 음성상징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 음성상징어의 한

글 철자형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Larsen and Heinz(2012), Kwon(2018)도 언급했듯이, 이 목록에는 음성상징어가 아

닌 어휘들도 포함되어 있고, 북한 방언을 비롯한 여러 방언의 음성상징어 변이형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이의 완전중

첩 음성상징어의 개수의 차이는 Hong(2010)이 ‘ㅚ[ø 또는 wæ]’와 ‘ㅟ[y 또는 wi]’를 비롯한 이중모음이 포함된 음성상징

어들을 제외하였고, Kwon(2018)은 완전중첩어뿐 아니라 ‘올망-졸망’, ‘알록-달록’같은 메아리중첩어(echo reduplication)

도 포함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Larsen and Heinz, 2012; Kwon, 2018).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연구들에서 분석 대상이 된 완전중첩 음성상징어의 상당수가 본 연구가 새롭게 채

택한 SJ-RIKS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즉 강범모와 김흥규(2009)의 한국어 말뭉치에서 최소 1차례의 사용도 관찰되지 않

는 것들이거나 표준국어대사전 표제어 중에 존재하지 않는 어휘들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Larsen and Heinz(2012)의 

분석 대상어 중 어기가 세 음절인 완전중첩어는 모두 980개나 되지만, ‘잠바당-잠바당’, ‘잴뚜룩-잴뚜룩’처럼, 이들 중 대

부분(약 900여개)은 1회의 사용도 관찰되지 않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존재하지 않는 어휘들이었다. Larsen and 

Heinz(2012)도 그들이 수집한 상당수의 음성상징어들이 한국어 화자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이 사

용한 음성상징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완전중첩 음성상징어 중 964개만이 표준한국어대사전에도 있고 SJ-RIKS에서 

최소 1회의 사용 빈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어휘 1,023개는 이 964개의 완전중첩 음성상징어에 새로운 59개의 

완전중첩 음성상징어를 추가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어휘들은 국립국어원(2000)의 의성의태어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있고 SJ-RIKS에서 최소 1회 이상의 사용빈도를 보인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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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강범모와 김흥규(2009)에서는 어휘의 음성형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음성형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글 철자가 기저 음소를 반영하기 때문에 어휘 철자들에 의해 표상되는 음소들을 기저형으로 볼 수 있다는 

Shin et al.(2012), Sohn(1999)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을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음성상징어 어기의 각 철자에 의해 표상되는 

음소를 IPA 기호로 전환하였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ㅐ [ɛ]’와 ‘ㅔ [e]’의 변별, ‘ㅙ, ㅚ, ㅞ’의 변별이 사라졌으므로, 신지

영과 차재은(2013: 72, 74)을 따라, ‘ㅐ’ 또는 ‘ㅔ’로 철자화된 음성형태는 [ɛ]로, ‘ㅙ, ㅚ, ㅞ’로 철자화된 음성형태는 [wæ]

로 전환하였다: 사실상, 1,023개의 음성상징어들 중 ‘ㅞ’를 포함한 음성상징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기저 모음이 변화되

거나 통합되는 여타의 음운규칙들이 이 음성상징어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모음들은 기저형이 그대

로 표면 음성형태가 된다고 보았다.

두 음절 어기의 경우, 첫 음절 모음과 두 번째 음절 모음 연쇄의 유형별 개수(관찰빈도(observed frequency))를 측정하

고, 세 음절 어기의 경우에는 이와 함께 첫 음절 모음과 세 번째 음절 모음 연쇄의 유형별 개수도 측정하였다: 편의상, 이 

모음 연쇄들을 모두 V1V2로 칭할 것이다. Hong(2010: 286)을 따라, E(x, y) = P(x)*P(y)*N (N은 모음 연쇄의 총합) 식을 

사용하여 각 모음 연쇄의 기대빈도(expected frequency)를 구하고, Pierrehumbert(1993)와 Hong(2010)을 따라 기대빈

도에 대한 관찰빈도의 비율 즉, O/E 값을 측정하였다: 모음 연쇄의 O/E 값이 1보다 크면 해당 모음 연쇄는 기대빈도에 비

해 실제 발생한 빈도가 더 많고, 1보다 작으면 기대빈도에 비해 실제 발생한 빈도가 더 적은 것이다. 

O/E 값의 측정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모음 연쇄의 유형별 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관

심 대상 모음 연쇄들에 대해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을 수행하였다. 뒤에서 제시되겠지만, 모음 연쇄의 유

형별 기대빈도를 측정한 결과 기대빈도가 5 이하인 유형이 다수 출현하였다. 작은 기댓값은 검정 통계량의 값을 크게 만

들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Crawley, 2012(정사범·권정민 역, 2014: 460)),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분할표의 검정에 적합한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2개의 행과 

열을 가진 데이터가 요구되므로, 2행*1열을 가진 기대빈도가 10 이상인 두 빈도의 차이를 검정하는 경우에는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Pearson’s chi-squared test)을 수행하였다. 통계 처리를 위해 <R 통계 소프트웨어 패키지 3.6 버전>을 사

용하였다(R Development Core Team, 2019). 

3.3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에 대한 전반적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표 1>에는 완전중

첩 음성상징어 어기의 첫 음절 모음 V1과 뒤에 오는 음절 모음 V2 (두 음절 어기의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 세 음절 어기에

서는 두 번째 음절과 세 번째 음절) 연쇄의 각 유형별 관찰빈도와 기대빈도, 그리고 O/E 값이 제시되어 있다: 현대 한국어

에서 변별이 사라진 ‘ㅐ’와 ‘ㅔ’가 포함된 모음 연쇄 77개(‘ㅐ, ㅔ’가 V1이고 여타 모음이 V2인 연쇄 54개, 여타 모음이 V1

이고 ‘ㅐ, ㅔ’가 V2인 연쇄 22개, ‘ㅐ, ㅔ’ 연쇄 1개)를 제외한 단모음 연쇄들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1>에서 

첫 열(V1)은 어기의 첫 음절 모음이고 첫 행(V2)은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음절 모음이다. 행렬이 교차하는 각 칸에서 맨 위

에 적힌 숫자는 해당 모음 연쇄의 관찰빈도이고 괄호 안에 적힌 숫자는 기대빈도이다. 그리고 각 칸 맨 아래에 적힌 숫자

는 해당 모음 연쇄의 O/E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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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음성상징어의 단모음 연쇄

V2

V1

...ㅏ ...ㅗ ...ㅓ ...ㅜ ...ㅣ ...ㅡ 총계

#ㅏ

93

(38.6)

2.54

14

(9.6)

1.46

1

(56.2)

0.02

24

(34.6)

0.69

33

(34.9)

0.95

68

(64.1)

1.06

233

#ㅗ

48

(22.2)

2.16

25

(5.5)

4.53

0

(32.4)

0

9

(19.9)

0.45

22

(20.1)

1.1

33

(36.9)

0.89

137

#ㅓ

0

(31.9)

0

0

(7.9)

0

90

(46.6)

1.93

34

(28.7)

1.19

27

(28.9)

0.94

46

(53.1)

0.86

197

#ㅜ

6

(34.7)

0.17

0

(8.6)

0

86

(50.6)

1.7

39

(31.1)

1.25

32

(31.4)

1.02

51

(57.6)

0.88

214

#ㅣ

3

(16.9)

0.18

0

(4.2)

0

21

(24.6)

0.85

28

(15.1)

1.85

16

(15.2)

1.05

36

(28)

1.29

104

#ㅡ

2

(12.8)

0.16

0

(3.18)

0

31

(18.7)

1.66

7

(11.5)

0.6

12

(11.6)

1.04

27

(21.3)

1.27

79

총계 152 39 229 141 142 261 964

먼저, 앞에서 제시된 <그림 1>처럼 용언의 모음조화 현상에 적용된 모음유형 분류 즉, {ㅏ, ㅗ} (양성모음)과 {ㅓ, ㅜ, 

ㅣ, ㅡ} (음성모음)로 한국어 단모음을 분류하는 관점에서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각 

모음 연쇄의 관찰빈도와 O/E 값을 비교해 보면, 음성모음 {ㅓ, ㅜ, ㅣ, ㅡ}가 어기의 첫 음절 모음 V1일 경우에는 몇몇 모

음 연쇄에서 관찰되는 소수의 예외 즉, [#ㅜ...ㅏ] 6회 (예: ‘후딱-후딱’, ‘우당탕-우당탕’), [#ㅣ...ㅏ] 3회 (예: ‘삐딱-삐

딱’, ‘삐악-삐악’), [#ㅡ...ㅏ] 2회 (예: ‘금방-금방’, 쓱싹-쓱삭)를 제외하면, 모두 음성모음이 뒤에 오는 비교적 엄격한 모

음조화(예외: 약 1.9% (11/594))가 관찰된다. 그러나 양성모음 {ㅏ, ㅗ}가 어기의 첫 음절 모음 V1일 경우에는 아래 <표 

2>에서 보듯이 {ㅏ, ㅗ}가 따라 오는 경우도 다수 관찰되지만, 음성모음 {ㅓ, ㅜ, ㅣ, ㅡ}가 따라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

로 다수 관찰된다. 

표 2. V1이 양성모음 {ㅏ, ㅗ}인 경우

V2

V1

...{ㅏ,ㅗ} ...{ㅓ, ㅜ, ㅣ, ㅡ} 총계

#ㅏ

107

(113.4)

0.94

126

(119.6)

1.05

233

#ㅗ

73

(66.6)

1.1

64

(70.4)

0.91

137

총계 180 190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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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의 O/E 값 모두가 거의 1에 가깝다는 사실은 V1이 양성모음 {ㅏ, ㅗ}일 경우에 후행하는 모음 부류에 대한 뚜렷

한 선호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결국 <그림 1>과 같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구분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점은 V1이 양성모음일 때 함께 나타나는 {ㅏ,ㅗ}와 {ㅓ, ㅜ, ㅣ, ㅡ} 사이의 빈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는 <표 3>의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로 다시 확인된다. 

표 3. 카이제곱 검정에 따른 P-값 

V1

V2

#ㅏ #ㅗ #ㅏ와 #ㅗ의 합

...{ㅏ,ㅗ} χ-squared = 1.55

df = 1 

p-value = 0.21 

χ-squared = 0.59

df = 1 

p-value = 0.44

χ-squared = 0.27

df = 1 

p-value = 0.6

...{ㅡ, ㅓ

 ㅜ, ㅣ}

<표 1>의 결과를 개별 모음의 수준에서 좀 더 자세히 관찰했을 때에는 <그림 2>의 분류도 기각할 만한 경향성이 발견

된다. V1이 양성모음 {ㅏ, ㅗ}일 때, ‘ㅓ’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망설-망설’ 1회밖에 없어 [#{ㅏ, ㅗ}...ㅓ]의 O/E 값은 

0에 가깝다. 이것은 [#{ㅏ, ㅗ}...{ㅏ, ㅗ}]를 선호하고 [#{ㅏ, ㅗ}...ㅓ]를 회피하는 모음조화가 한국어의 음성상징어에서 

여전히 관찰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비교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V1이 양성모음 {ㅏ, ㅗ}이고 V2가 ‘ㅜ’인 경우이

다. 이러한 유형의 모음 연쇄는 33회 관찰되고 O/E 값이 각각 0.69 ([#ㅏ..ㅜ])와 0.45 ([#ㅗ..ㅜ])이다. V2가 ‘ㅜ’인 경우가 

V1이 양성모음 {ㅏ, ㅗ}인 370개의 모음 연쇄 중 약 8.9%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동시출현빈도의 차이 측면에서 ‘ㅜ’와 

‘ㅓ’는 동일한 유형으로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ㅜ’와 ‘ㅓ’를 모음조화와 관련하여 동일 특성을 가진 모음으로 

분류한 앞의 <그림 2>의 분류 역시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또한, O/E 값이 1에 가까운 [#{ㅏ, ㅗ}...ㅣ] 연쇄와 [#{ㅏ, 

ㅗ}...ㅡ] 연쇄는 [#{ㅏ, ㅗ}...ㅜ] 연쇄보다 O/E 값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ㅓ’와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없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선행연구들에서 제안되었듯이,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의 <그림 

3>과 같은 모음 분류가 타당한 듯하다. 즉, ‘ㅏ, ㅗ’는 양성모음, ‘ㅓ’는 음성모음으로 서로 대립된다. 그리고 ‘ㅜ, ㅣ, ㅡ’

는 중립모음으로 어기 첫 음절에 올 때에는 ‘ㅓ’와 마찬가지로 {ㅜ, ㅣ, ㅡ, ㅓ}가 뒤에 함께 나타나고 양성모음 {ㅏ, ㅗ}

를 회피하는 음성모음의 특성을 지니지만, 어기 첫 음절이 아닌 위치에 올 경우에는 ‘ㅓ, ㅜ, ㅣ, ㅡ’뿐 아니라 ‘ㅏ, ㅗ’도 

어기 첫 음절에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중립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모음 분류가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ㅜ’, ‘ㅣ’, ‘ㅡ’의 중립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ㅏ, ㅗ}, ‘ㅓ’, ‘ㅜ’, ‘ㅣ’, ‘ㅡ’가 V2일 때 이들 사이의 빈도 차이에 대해 피셔의 정확검정을 수행

하였다. 피셔의 정확검정을 위해 V2를 첫 열, V1을 첫 행에 위치시키고, ‘ㅏ’를 포함하는 모음 연쇄와 ‘ㅗ’를 포함하는 모

음 연쇄를 통합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음영이 없는 열은 첫 음절에 양성모음 #{ㅏ, ㅗ}, 음영이 있는 열은 첫 음절에 

음성모음이 있는 경우이다. <표 4>에 대한 피셔의 정확 검정의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 다수의 P-값이 제시됨

으로 인해 나타나는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Larsen and Heinz(2012)에서 사용된 시각적으로 비교가 용이

한  표의 방식을 채택하여 검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어기의 V2 위치에 오는 양성모음 {ㅏ, ㅗ}는 다른 모음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V2 위치에 오는 음성모음 ‘ㅓ’ 역시 양성모음뿐 아니라 중립모음 ‘ㅜ, ㅣ, ㅡ’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중립모음 ‘ㅜ, 

ㅣ, ㅡ’에서는 ‘ㅜ’와 ‘ㅣ, ㅡ’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ㅜ’와 ‘ㅣ’ P-값 0.007, ‘ㅜ’와 ‘ㅡ’ P-값 0.002), ‘ㅣ’와 ‘ㅡ’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P-값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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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V2를 기준으로 한 분할표

V1

V2

#{ㅏ, ㅗ} #ㅓ #ㅜ #ㅣ #ㅡ 총계

... {ㅏ, ㅗ} 180 0 6 3 2 191

...ㅓ 1 90 86 21 31 229

...ㅜ 33 34 39 28 7 141

...ㅣ 55 27 32 16 12 142

...ㅡ 101 46 51 36 27 261

총계 370 197 214 104 79 964

표 5. <표 4>의 행(V2)에 대한 피셔의 정확 검정 결과 P-값 

... {ㅏ, ㅗ} ...ㅣ ...ㅡ ...ㅜ

...ㅓ < 2.2e-16 < 2.2e-16 < 2.2e-16 6.997e-08

...ㅜ < 2.2e-16 0.007 0.002

...ㅡ < 2.2e-16 1

....ㅣ < 2.2e-16

따라서 V2 위치에서 ‘ㅜ, ㅣ, ㅡ’는 V1의 음성모음뿐 아니라 양성모음과도 조응하는 중립적 기능을 하는 중립성을 지

니지만, 중립성 정도에 있어서 ‘ㅜ’와 ‘ㅣ, ㅡ’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4절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 분석 

결과는 Larsen and Heinz(2012)의 결과와 동일하다. 

분석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V2에 위치하는 양성모음 ‘ㅏ’와 ‘ㅗ’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이다. Larsen and 

Heinz(2012)는 ‘ㅏ’가 V1에서는 ‘ㅗ’ 와 함께 양성모음의 기능을 하지만, V2에서는 중립적 기능을 하는 중립성을 부분적으로 

지닌다고 제안하였다. V2에 위치하는 ‘ㅏ’와 ‘ㅗ’ (첫 열)를 기준으로 <표 1>의 결과를 다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V2 ‘ㅏ’와 ‘ㅗ’를 기준으로 한 분할표

V1

V2

#{ㅏ, ㅗ} #{ㅓ, ㅜ, ㅣ, ㅡ} 총계

... ㅏ 141 11 152

...ㅗ 39 0 39

총계 180 11 191

<표 6>에 대해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p = 0.12로 V2 위치에 오는 ‘ㅏ’와 ‘ㅗ’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는 Larsen and Heinz(2012)의 제안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4절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이중모음을 포함한 어기들의 모음조화 현상은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이중모음을 포함한 음성상징어 어기는 모

두 57개이다: <부록>에 모든 어기의 모음 연쇄 목록과 각 모음 연쇄의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중 [#이중모음...단모

음]인 어기가 41개, [#단모음...이중모음]인 어기가 15개, [#이중모음...이중모음]인 어기가 1개(‘뉘엿-뉘엿’)이다. 음절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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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us)을 기준으로 이중모음들을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립모음으로 분류하고, 위에서 논의한 바에 기초하여 모음조

화 여부를 조사하면, 이중모음을 포함한 57개의 음성상징어 어기 가운데 다음 5개가 모음조화를 위배한다(약 8.8%).

(4) 모음조화를 위배한 이중모음 포함 어기

      살몃-살몃 [#a...jʌ]       또렷-또렷 [#o...jʌ]

      부랴-부랴 [#u...ja]       쿵쾅-쿵쾅 [#u...wa]

      휘딱-휘딱 [#wi...a]

앞에서 살핀 바에 따르면, 단모음 연쇄의 경우 964개 중 12개의 모음 연쇄가 모음조화를 위배한다. 모음조화의 위배와 

관련하여 단모음 연쇄와 이중모음을 포함한 연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p = 0.002),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운자질 [±syl]에 대해서만 [i], [u]

와 다른 [j]와 [w]가 [i], [u]와 마찬가지로 중립모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휘딱-휘딱 [#wi...a]’을 제외한 (4)

의 나머지 경우들은 모음조화를 위배한 사례가 아니게 된다. 즉, V2의 이중모음에 포함된 전이음의 중립성으로 인해 

어기 첫 음절에서 음성모음뿐 아니라 양성모음과도 조응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자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어기가 세 음절인 음성상징어는 모두 76개인데, 앞에서 중립모음이라고 분류된 {ㅜ, ㅣ, ㅡ}가 중간에 나타나는 어기

는 모두 59개이다. 이 가운데 첫 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인 {ㅏ, ㅗ}인데 세 번째 음절 모음이 음성모음인 ‘ㅓ’인 경우와 첫 

음절 모음이 음성모음(‘ㅓ’뿐 아니라 ‘ㅜ, ㅣ, ㅡ’ 포함)인데 세 번째 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인 {ㅏ, ㅗ}인 경우는 하나도 없

다. 이것은 중립모음 {ㅜ, ㅣ, ㅡ}가 첫 음절 모음과 세 번째 음절 모음 사이의 모음조화를 방해하지 않는 투명한

(transparent)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ㅏ, ㅗ}가 중간에 나타나는 어기는 9개, ‘ㅓ’가 중간에 나타나는 어

기는 8개인데, ‘우당탕-우당탕 [#u...a...a]’을 제외하곤 첫 음절 모음과 세 번째 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음성모음] 또는 

[음성모음...양성모음]으로 대립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세 음절인 음성상징어 어기의 중간에 나타나는 

모음은 거의 대부분 모음조화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음성상징어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우당탕-우

당탕’ 하나밖에 없지만, Larsen and Heinz(2012: 451)에서는 모두 46개의 예외가 관찰된다.

이제 음성상징어들을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의성어(의성어의 의미와 의태어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

류하여 이들 사이의 모음조화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주제는 Kwon(2018)의 주된 관심 사항이었다. 이러한 

분석의 유의미성은 도상성(iconicity)의 정도 즉, 음성 또는 문자가 의미 또는 감각과 관련되는 정도가 의태어와 의성어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Dingemanse et al.(2016)과 Kwon(2018) 등의 제안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도상화 정도가 

약한 의태어보다는 언어 요소로 외부 세계의 소리를 표상화하기 때문에 도상화가 보다 구체적인 의성어가 모음 연쇄의 

패턴이 더 다양하고 모음조화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더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의태어는 모두 821개, 의성어는 92개, 의태어/의성어는 126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총계가 

1,039개로 본 연구의 음성상징어 개수인 1,023개보다 많은 것은 16개의 음성상징어가 두 유형에 중복되어 속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제안된 모음유형 분류 즉, 양성모음 {ㅏ, ㅗ}, 음성모음 ‘ㅓ’, 중립모음 {ㅜ, ㅣ, ㅓ}(첫 음절에서는 음성모음, 후행 음

절에서는 중립)로 모음을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한 단모음 연쇄의 모음조화 위배 여부에 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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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음성상징어 유형에 따른 모음조화 위배 여부 

모음조화 여부

어휘 유형

모음조화

준수

모음조화

위배
총계

의태어 739 5 744

의성어 90 6 96

의태어/의성어 139 0 139

총계 968 11 979

<표 7>에서 총계가 979개인 이유는 ‘ㅐ, ㅔ [æ]’ 또는 이중모음을 포함한 어기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표 7>에 대

해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행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피셔의 정확 검정 결과 P-값 

의태어/의성어 의성어

의태어 1 0.0006

의성어 0.004

<표 8>의 결과에 따르면, 의태어와 의성어, 의태어/의성어와 의성어는 모음조화 준수/위배 여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 결과는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의성어가 모음조화를 위배하는 사례가 다른 유형의 음성상징어보다 유의

미하게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Kwon(2018)의 제안을 뒷받침한다: 의성어 중 모음조화를 위배하는 경우는 ‘둥

당-둥당’, ‘뚱땅-뚱땅’, ‘우당탕-우당탕’, ‘삐악-삐악’, ‘쓱싹-쓱싹’이다. 

마지막으로, 음성상징어의 사용빈도에 따른 모음 연쇄 유형의 분포와 모음조화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사

용빈도에 따라 고빈도 어휘 (10회 이상, 총 251개), 저빈도 어휘 (1회, 총 353개), 여타 어휘 (2회 이상, 10회 미만, 총 419

개)로 음성상징어를 분류할 때 (<부록> 참조), 이들 사이에서 관찰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어기가 세 

음절인 음성상징어의 빈도이다. 고빈도 음성상징어들 가운데 어기가 세 음절인 것은 ‘어슬렁-어슬렁’(사용빈도 42회) 하

나인 반면, 저빈도 음성상징어들에서는 모두 53개, 여타 어휘들에서는 21개의 세 음절 어기 음성상징어가 관찰된다: 빈

도가 두 번째로 높은 세 음절 어기 음성상징어는 빈도 6회인 ‘바스락-바스락’이고 세 번째로 빈도가 높은 것은 빈도 3회

인 ‘달그락-달그락’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기가 세 음절인 음성상징어들의 사용빈도는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모음을 포함한 모음 연쇄의 유형은 고빈도 음성상징어에서는 13개, 저빈도와 여타 음성상징어에서는 각각 14개

로 이들 사이에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의 모음 연쇄의 빈도는 각각 19회, 19회, 15회로 전체 모음 연쇄

의 빈도에 비해 매우 낮다. 이것은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단모음의 빈도가 이중모음의 빈도보다 훨씬 많은 한국어의 모

음 빈도를 반영한다. 주목할 점은 이중모음을 포함한 모음 연쇄의 빈도가 고빈도 음성상징어와 저빈도 음성상징어 사이

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모음 연쇄 233회, 이중모음 포함 모음 연쇄 19회인 고빈도 음성상징어와 

단모음 연쇄 388회, 이중모음 포함 모음 연쇄 19회인 저빈도 음성상징어에 대한 피셔의 정확 검정 결과는 p = 0.168이다. 

이러한 결과는 음성상징어의 경우에는 이중모음의 출현 빈도가 어휘의 사용빈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지금부터는 한국어의 통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음성상징어의 사용빈도에 따른 모음조화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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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개별 음성상징어들의 중세 한국어에서의 사용빈도를 알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의 사용빈

도와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되, 사용빈도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빈도 음성상징어와 저빈도 음성상징어만을 비

교할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모음이 양성모음 {ㅏ, ㅗ}와 음성모음 {ㅓ, ㅜ, ㅣ, ㅡ}으로 구분되고 모음조화가 엄격하

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현대 한국어에서 모음조화가 얼마나 유지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도 이 여섯 단모

음에만 초점을 맞춘다. 또한, 중세 한국어에서도 ‘ㅣ’가 중립모음의 기능을 하였다는 제안도 존재하므로(Park, 1990; 

Sohn, 1999), ‘ㅣ’를 중립모음으로 취급할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먼저, 전자의 구분에 따라 현대 한국어의 모음조화 준수 여부를 고빈도 음성상징어와 저빈도 음성상징어로 나누면 다

음 <표 9>와 같다.

표 9. {ㅏ, ㅗ}/{ㅓ, ㅜ, ㅣ, ㅡ} 구분에 따른 현대 한국어 모음조화 양상

모음조화

빈도 유형
준수 위배 총계

고빈도 175 46 221

저빈도 273 84 357

총계 448 130 578

<표 9>에 따르면, 중세 한국어의 모음 구분을 기준으로 볼 때 현대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모음 연쇄에 나타난 모음조화 

양상은 매우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9>에 대해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행한 결과(p = 0.474)에 따르면, 고빈도 음성

상징어와 저빈도 음성상징어 사이에 유미한 차이가 없다: ‘ㅣ’를 중립모음으로 취급한 결과(p = 1)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과는 모음조화 양상의 통시적 변화의 정도가 음성상징어의 사용빈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보여 준다. 

현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 약화의 원인 중 하나가 중세 한국어에서 현대 한국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양성

모음 ‘아래 아’가 음성모음 ‘ㅡ’로 통합된 결과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가 끼친 모음조화의 약화의 정도

가 음성상징어의 사용빈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지를 분석하기 위해, <표 9>의 모음조화 위배 사례 가운데 V2가 ‘ㅡ’인 경

우를 추출하였는데, 고빈도 음성상징어에서는 26회, 저빈도 음성상징어에서는 35회가 나타났다. 다른 유형의 위배 사례

는 고빈도 음성상징어의 경우 20회, 저빈도 음성상징어의 경우 49회이다. 이에 대해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행한 결과(p = 

0.141) 역시 고빈도 음성상징어와 저빈도 음성상징어 사이에 유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아래 아’가 음성

모음 ‘ㅡ’로 통합된 결과 나타나는 모음조화의 약화의 정도가 사용빈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4. 토 론

지금까지 제시된 본 연구의 분석은 선행 연구들의 제안들이 대체로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세 한국어에서 양성

모음과 음성모음 유형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었던 모음조화가 현대 한국어에서는 약화되어 음성모음으로 분류되었던 ‘ㅣ, ㅡ, 

ㅜ’가 어기 첫 음절에 위치할 때와 다른 음절에 위치할 때 그 기능이 다르다. 즉, 어기 첫 음절에서는 음성모음으로서 뒤에 오

는 음성모음과 조응하는 반면, 다른 음절에 위치할 때는 음성모음뿐 아니라 양성모음도 첫 음절에 오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

한 사실과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중립성의 정도에 있어서 ‘ㅜ’는 ‘ㅣ, ㅡ’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Larse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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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z(2012)를 비롯한 여러 선행 연구들의 제안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모음의 동시출현에 관한 제약이 비범주적(gradient)

으로 적용된다는 Hong(2010)의 분석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중립모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음들을 범주적

(categorial), 절대적(absolute)으로 구분한다면,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의 분석 방법과 유사한 Larsen and Heinz(2012)의 경우 ‘ㅣ, ㅡ, ㅜ’ 특성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과와 몇 가지 다른 점이 발견되는데 그 차이는 분석 대상 자료의 차이

에서 기인한 것들인 듯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의 자료에 포한된 완전중첩 음성상징어가 3,972개인데 반해, 본 연구

의 자료에 포함된 완전중첩 음성상징어는 1,023개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료에 포함된 음성상징어 어기의 모음 연쇄의 수 역

시 본 연구의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모음 ‘ㅏ, ㅗ, ㅓ, ㅜ, ㅣ, ㅡ’들 사이의 연쇄의 경우 그 빈

도가 본 연구에서는 964회이고 모음조화를 위배한 사례는 모두 12회 관찰되는데 반해 (약 1.2% 위배 12/964), 그들의 연구에

서는 그 빈도가 1,825회이고 모음조화를 위배한 사례는 모두 104회이다 (약 5.7% 위배, 104/1,825).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다(p = 6.495e-09). 이러한 차이는 두 연구가 양성모음 ‘ㅏ’가 부분적으로나마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에

서 있어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한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ㅓ, ㅜ, ㅣ, ㅓ’가 ‘ㅏ’를 선행하여 모음조화를 위배한 사례가 

11회인데 반해, Larsen and Heinz(2012)의 자료에는 이러한 사례가 88회 관찰된다. 특히, [#ㅓ...ㅏ] 연쇄의 경우 본 연구에서

는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는데 반해, 그들의 연구에서는 모두 31회 관찰된다: Larsen and Heinz(2012)와 동일한 말뭉치를 사

용한 Hong(2010: 291)의 자료에서는 [#ㅓ...ㅏ] 연쇄가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ㅏ’의 

중립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반해, Larsen and Heinz(2012)의 분석에서는 ‘ㅏ’가 중립적 특성을 가진다는 결론이 도출

된 듯하다: 그들이 사용한 말뭉치가 여러 한국어 방언들의 변이형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ㅓ...ㅏ] 연쇄가 다수 관찰될 가

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ㅏ’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한 점은 본 연구와 Larsen and Heinz(2012) 모두에서 ‘ㅗ’와 달리 ‘ㅏ’가 

음성모음이 선행하는 모음조화를 위배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한편, 도상성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의태어보다는 의성어에서 모음조화의 위배 사례가 유의미하게 더 많이 나타난다

는 Kwon(2018)의 제안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중립모음의 존재를 인정하면, 모음조화의 위반 사례가 전체 모음 연쇄의 사례

들 가운데 약 1.2%인 12회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상성과 관련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쉽

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듯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세 음절 어기의 음성상징어의 사용빈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제외하면, 음성상징

어의 사용빈도에 따른 모음 연쇄 유형의 차이와 모음조화 양상의 차이, 특히 모음조화 현상의 통시적 변화 정도 차이는 관

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음운현상의 통시적 변화의 정도는 어휘의 사용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Hooper(1976), 

Bybee(2002) 등의 견해를 뒷받침하지 않지만, 전체 부사어들과 비교해서 음성상징어 대부분이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는 

저빈도 어휘들이기 때문에 음성상징어들 사이의 사용빈도의 차이가 모음 연쇄 유형과 모음조화 양상의 차이를 초래할 요

인이 될 수 없는 데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 현상을 새로운 말뭉치를 사용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500만 어절 규모의 세종형태의미분석 말뭉치 SJ-RIKS (Sejong-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에서 

최소 사용빈도가 1회 이상이고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재된 완전중첩 음성상징어 1,023개를 추출하였다. 각 모음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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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관찰빈도, 기대빈도, O/E 값을 구하였고, 카이제곱 검정과 피셔의 정확 검정을 수행하여 여러 변수들에 따른 모

음 연쇄 유형의 유의미한 차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음성상징어의 모음조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ㅣ, ㅡ, ㅜ’의 중립적 기능과 그 정도 차이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ㅣ, ㅡ, ㅜ’는 이중적 기능을 하는 중립모음으

로 분류되어야 함을 보임으로써, 대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의 제안들을 뒷받침하였다. 모음조화의 위배 사례가 많지는 않

지만, 의태어와 의성어 사이에는 모음조화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Dingemanse et 

al.(2016)과 Kwon(2018)의 제안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ㅏ’를 이중적 기능을 하는 중립모음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Larsen and Heinz(2012)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음성상징어에서 

나타나는 모음 연쇄 유형과 모음조화의 양상이 음성상징어의 사용빈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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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음성상징어 사용빈도에 따른 모음 연쇄 패턴

* ‘ㅐ [æ]’는 ‘ㅔ’와 ‘ㅐ’를 통합한 것을 표시한다. 

* ‘ㅙ [wæ]’는 ‘ㅚ’와 ‘ㅙ’를 통합한 것을 표시한다.

1. 사용빈도 10회 이상 음성상징어(총 251개)

    <첫 음절 + 둘째 음절, 첫 음절 + 셋째음절 모음 연쇄의 빈도>

모음 연쇄 총 빈도: 252회 

ㅏㅏ 21 ㅓㅣ 7 ㅡㅣ 3 ㅟㅜ 1

ㅏㅗ 2 ㅓㅡ 9 ㅡㅡ 6 ㅟㅕ 1

ㅏㅜ 5 ㅜㅓ 18 ㅗㅛ 1 ㅢㅓ 1

ㅏㅣ 5 ㅜㅜ 10 ㅓㅟ 1 ㅢㅡ 1

ㅏㅡ 17 ㅜㅣ 4 ㅜㅑ 1 ㅏㅐ 2

ㅗㅏ 11 ㅜㅡ 14 ㅜㅕ 2 ㅓㅐ 2

ㅗㅗ 7 ㅣㅓ 4 ㅣㅝ 1 ㅜㅐ 1

ㅗㅜ 3 ㅣㅜ 6 ㅗㅐ 1 ㅐㅗ 2

ㅗㅣ 7 ㅣㅣ 1 ㅑㅡ 1 ㅐㅜ 3

ㅗㅡ 9 ㅣㅡ 15 ㅠㅡ 1 ㅐㅡ 1

ㅓㅓ 17 ㅡㅓ 8 ㅘㅡ 3 ㅐㅕ 1

ㅓㅜ 8 ㅡㅜ 4 ㅟㅓ 3

    <세 음절 모음 연쇄>

    ㅓㅡㅓ: 어슬렁-어슬렁 

2. 사용빈도 1회 음성상징어(총 353개)

    <첫 음절 + 둘째 음절, 첫 음절 + 셋째음절 모음 연쇄의 빈도>

모음 연쇄 총 빈도: 407회

ㅏㅏ 39 ㅓㅡ 21 ㅡㅣ 4 ㅢㅜ 1

ㅏㅗ 7 ㅜㅏ 4 ㅡㅡ 10 ㅢㅣ 1

ㅏㅜ 13 ㅜㅓ 30 ㅏㅟ 1 ㅢㅡ 1

ㅏㅣ 18 ㅜㅜ 16 ㅜㅕ 1 ㅏㅐ 3

ㅏㅡ 23 ㅜㅣ 12 ㅑㅏ 1 ㅗㅐ 3

ㅗㅏ 14 ㅜㅡ 19 ㅑㅜ 2 ㅓㅐ 3

ㅗㅗ 10 ㅣㅓ 6 ㅑㅣ 1 ㅜㅐ 1

ㅗㅜ 3 ㅣㅜ 9 ㅘㅏ 2 ㅐㅏ 6

ㅗㅣ 10 ㅣㅣ 4 ㅘㅡ 1 ㅐㅗ 1

ㅗㅡ 12 ㅣㅡ 6 ㅙㅗ 3 ㅐㅓ 4

ㅓㅓ 35 ㅡㅏ 1 ㅙㅡ 1 ㅐㅜ 4

ㅓㅜ 12 ㅡㅓ 10 ㅝㅓ 1 ㅐㅡ 5

ㅓㅣ 8 ㅡㅜ 1 ㅟㅜ 2 ㅐ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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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음절 모음 연쇄>(총 53개)

    ㅏㅏㅏ   2                ㅓㅓㅜ   1 ㅜㅓㅜ   1   ㅡㅡㅡ 1

    ㅏㅏㅡ   1                ㅓㅡㅓ   3   ㅜㅜㅓ   2   ㅡㅣㅡ 1

    ㅏㅡㅏ   2                ㅓㅣㅜ   1   ㅜㅜㅜ   2   ㅣㅜㅓ 2

    ㅏㅡㅡ   3                ㅗㅗㅗ   1  ㅜㅡㅓ   2   ㅏㅏㅟ 1

    ㅏㅣㅏ   1                ㅗㅜㅏ   1 ㅜㅡㅡ   4   ㅑㅜㅜ 1

    ㅏㅣㅗ   2                ㅗㅡㅏ   1   ㅜㅣㅓ   3   ㅘㅡㅏ 1

    ㅏㅣㅣ   2                ㅗㅡㅡ   1   ㅜㅣㅡ   1   ㅗㅗㅐ 1

    ㅓㅓㅓ   5                ㅜㅏㅏ   1   ㅡㅡㅓ   1   ㅐㅡㅓ 1

3. 사용빈도 2회 이상 10회 미만 음성상징어(총 419개)  

   <첫 음절 + 둘째 음절, 첫 음절 + 셋째음절 모음 연쇄의 빈도>

모음 연쇄 총 빈도: 440회  

ㅏㅏ 33 ㅓㅡ 16 ㅡㅣ 5 ㅟㅏ 1

ㅏㅗ 5 ㅜㅏ 2 ㅡㅡ 11 ㅟㅜ 2

ㅏㅓ 1 ㅜㅓ 38 ㅏㅕ 1 ㅝㅓ 1

ㅏㅜ 6 ㅜㅜ 13 ㅏㅟ 1 ㅢㅡ 1

ㅏㅣ 18 ㅜㅣ 16 ㅗㅕ 1 ㅏㅐ 1

ㅏㅡ 28 ㅜㅡ 18 ㅓㅟ 1 ㅗㅐ 1

ㅗㅏ 23 ㅣㅏ 3 ㅜㅕ 1 ㅓㅐ 1

ㅗㅗ 8 ㅣㅓ 11 ㅜㅘ 1 ㅜㅐ 3

ㅗㅜ 3 ㅣㅜ 13 ㅡㅕ 1 ㅐㅏ 7

ㅗㅣ 5 ㅣㅣ 11 ㅑㅜ 1 ㅐㅗ 2

ㅗㅡ 12 ㅣㅡ 15 ㅑㅡ 1 ㅐㅜ 6

ㅓㅓ 38 ㅡㅏ 1 ㅛㅗ 1 ㅒㅣ 3

ㅓㅜ 14 ㅡㅓ 13 ㅘㅏ 4 ㅐㅡ 10

ㅓㅣ 12 ㅡㅜ 2 ㅙㅜ 1

   <세 음절 모음 연쇄>(총 21개)

   ㅏㅏㅏ   1                 ㅗㅡㅡ   1 ㅜㅡㅓ   1 ㅡㅡㅓ   2

    ㅏㅡㅏ   2                ㅓㅜㅓ   1   ㅜㅜㅜ   1 ㅡㅡㅡ   1

    ㅏㅡㅡ   1                ㅓㅡㅓ   1  ㅜㅣㅓ   1   ㅣㅜㅜ   2

    ㅗㅗㅏ   1                ㅜㅜㅓ   1 ㅜㅡㅡ   2 ㅓㅟㅓ   1

    ㅗㅡ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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