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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어의 음소구조조건과 음운현상

이 영 환

본 논문의 목적은 국어의 음운현상에 나타나는 잉여성을 음소구조조건의 개
념을 도입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잉여성이란 하나의 음운현상에서 
변하는 특성 중에, 그 현상의 원인과 관계없는 특성들을 말한다. 하나의 음운
현상에서 변하는 특성이 두 개 이상이라면, 그 중 일부 특성은 음운현상의 원
인과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잉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잉여성에 대해서 잉여규칙을 통해 설명하려는 여러 논의가 있어 왔지만, 하나
의 음운 현상을 음운규칙과 잉여규칙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음소구조조건을 통해 잉여성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2장은 
음소구조조건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고, 더불어 본고에서 사용할 한국어의 
변별적 자질을 설정하였다. 음소구조조건은 자질들의 결합 양상에 의한 자질
결합조건과 음소의 실현 양상에 의한 음성실현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음소구조조건의 설명을 위해 국어의 변별적 자질 목록과 각 음소가 가지
는 자질값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국어에 나타나는 음소구조조건을 확인하였다. 국어에 없는 조건
을 본고에서 설정하였다기보다는 국어의 음소체계에 나타나는 조건들을 밝힌 
것이다. 자질결합조건에서는 자질 간의 포함 관계 혹은 상충 관계에 있는 결
합 양상들을 밝혔으며, 음성실현조건에서는 주로 자음의 길이와 관련된 조건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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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4장에서는, 3장에서 설정한 음소구조조건들을 바탕으로 국어의 음
운현상들을 설명하였다. 자질결합조건으로는 비음화, 유음화 및 치조비음화, 
구개음화를, 음성실현조건으로는 유기음화, ㅎ+ㅅ→ㅆ, 중자음 탈락 및 첨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하나의 절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경음화, ㅎ
→ㄴ/  ㄴ 현상도 다른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같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논의들을 종합하고 본고의 한계와 남은 과제를 제시
하였다.

주제어 : 음소구조조건, 음운현상, 변별적 자질, 음소, 잉여성

학번 : 201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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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음운론의 연구사에서, 구조주의 음운론의 최소단위는 음소이었고, 생성음운론의 
최소단위는 변별자질이다.(전상범 2004:75) 예를 들어, ‘굳이’라는 어휘는 ㄷ구개음
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구지]로 실현되고 있는데, 그 ㄷ구개음화의 변화과정을 
음소의 변화와 자질의 변화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ㄱ. 







ㄷㅌㄸ








→ 







ㅈㅊㅉ






 

   

ㄴ.
+consonantal
-grave
-high

 →
-grave
+high
+strident

-consonantal
-grave
+high

(1ㄱ)은 음소의 변화로 본 ㄷ구개음화 현상을, (1ㄴ)은 자질의 변화로 본 ㄷ구개
음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1) ㄷ구개음화는 동화주는 {i, j}의 후치조 위치에 이끌
려, 피동화음 /ㄷ, ㅌ, ㄸ/이 동화주의 영향으로 치조폐쇄음에서 후치조파찰음로 바

1) 조음위치를 표기하는 자질은 [cor], [ant], [back] 자질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
는 [grave]와 [high] 자질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에 대해서는 2.2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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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는 것이 ㄷ구개음화 현상이다(이진호 2005:126~127 참조).2)
그런데, ‘왜 조음위치의 동화현상이 조음방법까지 변하게 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치조폐쇄음인 /ㄷ, ㅌ, ㄸ/이 후치조 위치에 동화되면 후치조폐쇄음이 될 
터인데, 후치조폐쇄음이 국어의 음소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치조폐쇄음이 없다는 것이 ㄷ구개음화의 결과가 후치조파
찰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가?’하는 의문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의
문도 들 수 있다. 후치조폐쇄음이 없으면 조음방법을 유지한 채 조음위치가 변하여 
연구개폐쇄음이나 양순폐쇄음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조음위치를 유지한 
채 조음방법이 변해 후치조파찰음이 되는 것일까? 동화주  {i, j}는 [+strident]가 
아닌데, 왜 [-strident]→[+strident]의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ㅅ구개
음화 역시 후치조마찰음이 음소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데, ㄷ구개음화는 음소 층위의 
변동을 보이고, ㅅ구개음화는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의문들을 음운론 일반적인 것으로 시선을 넓히면, 음운론의 몇 가지 의문
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음운현상에서 ㄷ구개음화의 [strident]처럼 
잉여적으로 변하는 자질3)은 왜 생기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잉여적인 자질이 결정되
는가. 둘째, 음소 층위의 동화와 음성 층위의 변이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차이를 자
질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음운현상을 자질만으로 설
명해 낼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질 이외에 어떠한 설명방식이 가능할 것
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위의 구개음화의 규칙 하나가 우리에게 시사해 줄 수 있는 
의문점들이다.

2) 그동안 관습적으로 경구개음이라고 쓰여 오던 /ㅈ/은, 사실은 ‘후치조위치’이다. 이기문 외
(2000:45)에서는 이 위치를 구개치경이라고 하였다. 구개치경은 후치경 혹은 후치조와 유사
한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다(신지영, 2011:42). 그러므로 이 이후에는 ‘후치조’라고 표기하기
로 한다.

3) 본고에서 ‘잉여적으로 변하는 자질’, ‘잉여성’ 등의 ‘잉여’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구개음화의 
[strident]처럼 ‘음운현상이 일어날　때 따라 변하는 특성 혹은 그 자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잉여성’이란 표현은 한국어의 ‘유성성’이 잉여적인 자질이라는 의미에서도 쓰이는데, 본고
에서는 이런 의미로의 잉여성은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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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의문에 대해 잉여규칙을 이용해  그동안 잉여규칙 혹은 음소구조 제약으
로 첫 번째 의문에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오정란 1997:188~190 참조). 
잉여규칙이란, 예측가능한 자질의 자질값을 채워주는 규칙이다(강옥미 2011:264). 
만약 구개음화를 설명하려면 [-sonorant, -grave, +high]→[+strident]라는 잉여규
칙을 적용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규칙의 내용 자체는 틀린 것이 없지만, 이를 ‘규
칙’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잉여규칙을 설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음운현상
을 음운규칙과 잉여규칙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의문들을 음소구조 제약으로 설명하고자 한 시도도 있었다(이진호 
2005ㄴ:59~61 참조). 음소구조 제약4)은 음운론적 제약의 하나로 음소가 포함하는 
자질들의 결합에 대한 제약이다. 예를 들어 위의 구개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trident]와 [-grave, +high]을 결합하지 못한다.’는 제약을 사용하면 가능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제약은 방향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김현 2006:65 참조). 
즉, [-strident]와 [-grave, +high]가 결합하지 못할 때 [-strident]가 유지되는지 
[-grave, +high]가 유지되는지 제약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변별적 자질들의 
결합은 그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것을 모두 제약으로 해야 하는 문법 기술의 부담
감이 생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잉여규칙’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음소구조 제약’을 발전시켜 
‘음소구조조건’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제약 대신 ‘조건’의 개념을 사용하고, 조건
의 기술에 방향성을 넣어 ‘음소구조조건’이라는 개념으로 음운현상을 기술하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음소구조조건’의 개념을 발전시켜 자질로 설명하지 못하
는 부분까지 설명하려고 한다.

4) 여기서의 제약은 최적성이론의 제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성음운론에서의 제약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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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대상 

본고는 음소구조조건을 설정하고 그를 통해 음운현상에 나타나는 잉여성을 설명
하고자 시작된 논의이다. 본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잉여성이란, 음운현상에서 그 
현상의 원인과 관련은 없지만 잉여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구개
음화의 경우 /i, j/의 조음위치에 의한 동화인데 조음방법인 [strident]가 같이 변하
였다. 동화주인 /i, j/가 [+strident]는 아니므로, 구개음화현상에서 [strident]는 변
동의 원인(동화주)과 관계없는 특성인 것이다. 이렇듯 변동의 원인과 관계없이 변하
는 특성을 본고에서 ‘잉여성’이라고 한다.5)

그러므로 우리가 기술의 대상으로 삼는 음운현상은 위의 구개음화의 [strident]처
럼 잉여성을 가진 음운현상이다. 따라서 잉여성을 가진 특성이 없는 다음과 같은 음
운현상들은 본고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양순음화

   

+consonantal
-continuant
-grave
-high

 → +grave
-high

+consonantal
+grave
-high       

5) ‘잉여성’이란 개념에 대해서는 생성음운론의 잉여규칙과 미명시이론의 잉여규칙을 참조하였
다. 생성음운론의 잉여규칙에 대해서는 Stanley(1967), Chomsky and Halle(1968)을, 미명
시이론에 대해서는 Archangeli(198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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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음화

   

+consonantal
-continuant
±grave
-high

 → +grave
+high

+consonantal
+grave
+high

(4) 원순모음화

   

-consonantal
-labial
+grave
+high

 → +labial +consonantal
+labial

위의 세 현상은 모두 잉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다. (2)는 양순음화의 규칙인
데, 여기서 자질값이 변한 자질은 [grave] 하나뿐이다. 변한 자질이 하나뿐이라는 
것은 잉여성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3)의 연구개음화는 조금 복잡하다. 
연구개음화의 피동화음에 나타난 [±grave]표기는 [+grave]은 양순음, [-grave]는 
치조음을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즉, 양순음의 연구개음화는 [+grave, -high]→
[+grave, +high]이고, 치조음의 연구개음화는 [-grave, -high]→[+grave, +high]
이다. 후자의 경우 두 개의 자질이 변하였다. 그러나 연구개음화의 원인이 되는 ‘연
구개음’의 특성은 [+grave, +high]이므로, 실은 두 자질이 모두 동화주와 관련된 
특성인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자질이 변하였다고 해도 어느 한 쪽이 잉여성을 
갖지는 않는 것이다. (4)의 원순모음화는 [labial] 자질만 변했으므로 역시 잉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음운현상에서의 잉여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잉여성
을 고려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음소구조조건에 의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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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음운현상 중 잉여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양순음화, 연구개음화 및 원
순모음화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다룰 음운현상은, 잉여적인 
자질이 발생하는  치조비음화, 유음화, 치조비음화, 구개음화 등을 다룰 것이다. 

더불어, 잉여성은 지니고 있지만 자질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도 본고에서 다
룰 것이다. 예를 들어, ‘ㅎ+ㅅ→ㅆ’의 음운현상은 유기음인 /ㅎ/과 /ㅅ/과 만나 경음
이 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음운현상에서 /ㅎ/이 가진 유기성은 잉여적으로 탈
락하게 된다. 하지만 왜 이 현상의 결과가 경음이 되는지는 자질의 변동만으로는 설
명하기 어렵다. 이렇듯 자질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유기음화, ㅎ+ㅅ→ㅆ, 
중자음 탈락 및 첨가 현상을 다루기로 한다.6)

1.3. 선행 연구 검토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음소구조조건의 이론적 배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본 뒤 각 현상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잉여규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omsky and Halle(1968)에서는 어
휘잉여규칙(lexical redundancy rule)이라는 용어를 고안하면서 “단일 어휘항목 안에
서만 적용되며, 불변성의 조건을 어기지 않고, 표시되지 않은 괄호만을 채워 나가는 
규칙”이라고 논의하였다.7) 이 제안으로부터 초기 생성음운론은 잉여자질을 자질 목
록에서 생략하고 적은 수의 변별자질로 기술하였다(이우호 1992:2). 한편 거의 비
슷한 시기에 Stanley(1967)에서는 분절음구조조건(Segment Structure Condition)
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분절음잉여규칙(Segment Redundancy Features)과 유사한 
6) 잉여성을 가지고 있는 음운현상은 적지 않다. 그러므로 잉여성을 가진 모든 현상들을 다루

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ㅎ→ㄴ/  ㄴ, 활음화, 경음화 등은 별도의 절로 나누지는 않
고 유사한 현상들을 다룰 때 같이 다룰 것이다.

7) Chomsky and Halle(1968:171) To the rules that apply strictly within a single 
lexical entry and that simply fill in unspecified squares of phonological matrices, 
without violating invariance, we will give the special name of “lexical redundancy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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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Archangeli(1988)에서는 기저에 필요하지 않은 자질은 
표시하지 않는 자질 최소화 원리(Feature Minimization Principle)를 도입한 미명시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잉여규칙(redundancy rule)을 보결규칙(default 
rules)과 상보규칙(complement rules)으로 구분하였다. 

한국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Sohn(1987)에서 미명시이론을 한국어에 적용시키
면서 잉여규칙을 논하였다(강옥미 2011:265 참조). 강옥미(2011)에서도 한국어의 
잉여규칙을 일부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 한국어의 잉여성은 많이 연구되지 않았
다. 

한편 음운론적 제약에 대해서는 최적성이론이 등장하면서 제약이 중요한 개념으
로 자리 잡고 있으나 생성음운론 시기에는 그렇지 못하였다(이진호 2005ㄴ:60). 
Paradis(1987)에서 생성음운론 측면에서의 음운론적 제약을 다루긴 하였지만, 음소
구조 제약만 다룬 논의는 아니었다. 이진호(2005ㄴ)에서는 음운론적 제약을 분류하
면서 음소구조 제약을 그 중 한 유형으로 설정하고 국어에 존재하는 음소구조 제약
을 제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각 현상의 선행연구를, 자질이나 음성적인 특성을 논의
한 연구를 위주로 살펴보겠다. 

먼저 비음화에 대해서는 주시경(1914)에서 ‘자음접변’의 항목으로 언급하였고, 이
후 최현배(1937)에서는 ‘동화’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언급하였다. 동화를 체계화한 
이희승(1955)와 허웅(1965) 이후 비음화는 계속 동화의 하나로 언급되어 왔다. 또
한 이병근(1977), 송철의(1996) 등에서는 [+nasal]로의 동화임을 제시하였다.

비음화의 음성적인 원인으로는, 김차균(1976)에서는 비음화를 울림도(공명도)와 
관련지어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오정란(1995)에서는 음운론적 강도와 관련해서 논
의하였다. 이찬주(2007)에서는 선행음절 말음이 후행음절 초성보다 크면 안 된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설명하였고, 김현(2011ㄱ)에서는 미파음이 장애성을 포기하고 
[+공명성]을 가지게 되는데, 구강은 미파되어 막혔으므로 비강으로 공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승재(1980)은 /ㅅ/, /ㅈ/, /ㅎ/ 등이 /ㄴ/은 앞에서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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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의 중화과정을 거쳐서 /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비음화한다는 논의를 제
시하였다. 

주시경(1914)의 자음접변에는 ‘ㄴ’과 ‘ㄹ’이 만날 때 일어나는 유음화나 치조비음
화도 포함하고 있고, ㄹ-비음화(치조비음화)를 구분한 논의로는 김두봉(1916), 최
현배(1929)가 있다(고성연 2003:9 참조). 유음화는 이희승(1955)에서 측음화로 설
명된 반면, 허웅(1965)에서는 자음접변에 의한 형태소 연결에서 연결 제약을 만족
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에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유음화와 치조비음화과 관련되어, 김차균(1976)에서는 울림도를 통해 /ㄹ/과 /ㄴ/
의 울림도를 비교함으로써 비음화와 유음화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Kim 
Kee-ho(1987)과 오정란(1995)에서는 [설측성]과 [비음성]자질의 위계를 비교하
여, 유음화의 설명에 [설측성]자질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오정란(1995)에서는 
울림도가 아닌 자음의 강도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자 하기도 하였다. 김현(2011ㄱ)
에서는 ㄴ→ㄹ과 ㄹ→ㄴ 모두 [지속성]과 관련된 논의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구개음화에 대해서는 이희승(1955)에서는 구개음화를 ㄷ구개음화, ㄱ-
구개음화, ㄴ구개음화, ㅎ-구개음화로 나누었다. 즉, 구개음화의 피동화주를 유형별
로 살펴본 것이다. 

허웅(1964)에서는 ㄷ구개음화를 통시적으로 /ㅅ/, /ㅈ/의 구개음화와 관련지어 설
명하였고, 이기문(1972ㄱ)에서도 [ʦ]>[ʧ]가 ㄷ>ㅈ의 전제가 되었다고 하였다. 더
불어 /ㅎ/이 [ç]이 되는 현상과 /ㄴ/, /ㅅ/이 각각 [ɲ], [ʃ]이 되는 현상을 설명하였
다. 

구개음화 규칙을 자질을 이용해서 논의한 것은 이혜숙(1970)에서였다. 이 논문에
서는 구개음화를 [-high]→[+high]의 현상으로 보았다. 이병건(1977)에서는 구개
음화를 [+ant, -high]→[-ant, +high]가 되는 현상으로 보았고, 이때 변화 전의 
[sonorant] 자질 값과 변화 후의 [strident] 자질 값이 서로 반대라고 하여, 이음적
인 구개음화들까지 고려하였다. Kim-Renaud(1975), 송철의(1996)에서는 [palatal] 
자질을 설정하여 구개음화를 설명하였다. 한편 김정우(1997)은 [sharp]자질로 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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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로 설명하였고, 김현(2009ㄴ)에서는 {i j}와 경구개자음이 [-grave, +high]를 
공유한다고 논의하여 두 자질이 결합되어 동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비추었
다. 

한편, ㄷ구개음화의 구개위치로의 변화와 파찰음화를 분리한 논의는 조오현
(2005), 박종희(2006)에서 등장하였다. 조오현(2005)에서는 파찰음화가 먼저 실현
된 이후 /ㅈ/의 구개음화에 이끌려 같이 구개음화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박종희
(2006)에서는 /ㄷ/이 이음적 구개음화를 경험하여 발생한 [tʲ]가 발달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한편, 박종희·권병로(2011)에서는 ㄱ-구개음화가 인지적인 요인에 의해 발
달된 현상이라고 논의하였다.

유기음화에 대해서는 크게 축약인가 동화인가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논의되어 왔
다. 축약으로 보는 견해는 김진우(1970), 김차균(1982), 허웅(1985), 최임식
(1994), 김경아(2000) 등이 있다(조경하 2006:6 참조). 반면 Kim-Renaud(1974)
은 순행적 유기음화와 역행적 유기음화를 나누어 순행적 유기음화는 [+aspirated]
에 의한 동화이고 역행적 유기음화는 축약이라고 보았다. 김윤학(1987)에서는 /ㅎ/
에 의한 유기성의 동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ㅎ/의 특성도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데, 허웅(1965)에서 /
ㅎ/은 환경에 따라 여러 변이음으로 실현된다는 논의가 등장이 있었다. 이후 김현
(2009ㄱ), 권창섭(2009)에서는 /ㅎ/은 조음 위치가 없는 음소이며 후행하는 모음의 
조음 위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음절 /ㅎ/이 /ㄷ/으로의 중화를 겪는
가에 대한 문제는, 이병건(1977), 이승재(1980), 김주필(1990)에서는 인정하지 않
고, Kim-Renaud(1974), 배주채(1989)에서는 인정하고 있다(이문규 1999:13 참
조). 그리고 김경아(2000)에서는 음운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형태음운과정에
서는 일어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 /ㅎ/과 관련해서 이승재(1980)에서는 ‘ㅎ+ㅅ→ㅆ’ 및 ‘ㅎ+ㄴ→ㄴㄴ’이 중화를 
거치지 않고 직접 도출된다고 논의하였다. ‘ㅎ+ㅅ→ㅆ’에 대해서 배주채(1989)에서
는 /ㅎ/의 중화→/ㅅ/의 경음화→폐쇄음 탈락으로 보았고, ‘ㅎ→ㄴ/ㄴㄴ’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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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의(1990)에서 중화를 거치지 않은 직접동화로 보았다. 그리고 김경아(2000)에
서는 ‘ㅎ+ㅅ→ㅆ’ 및 ‘ㅎ+ㄴ→ㄴㄴ’ 음운과정에서는 [ʔ]로의 미파화와 경음화/비음
화가 각각 동시에 일어나며, 형태음운과정에서만 중화의 단계가 적용된다고 하
였다.

마지막으로, 중자음 자음 탈락 및 첨가 현상에 대해서는 배주채(1989)에서 중복
장애음규칙이라는 개념으로 논하고 있으며, 김경아(2000ㄱ)에서는 폐쇄음첨가, 폐
쇄음탈락이라는 이름 아래 폐쇄음탈락의 경우는 미파음 탈락 현상으로 보고, 폐쇄음
첨가는 폐쇄지속시간에 의한 지각적인 현상으로 보았다.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모두 5장으로 구성된다. 우선 2장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으로써 음소구조조
건이란 무엇인지 밝히고 음소구조조건의 두 유형인 자질결합조건과 음성실현조건을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본고에서 사용할 변별적 자질 목록과, 국어의 각 음소가 가
지는 자질값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는 국어에 존재하는 음소구조조건을 자질결합
조건 및 음성실현조건으로 나눠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국어의 음소구
조조건을 통해 국어의 음운현상들을 설명해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 5장은 결론으로 
본고의 내용을 정리하고 남은 문제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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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

2.1 음소구조조건의 개념

음소는 여러 음성적 특성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합체이며(이진호 2005:69),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음성으로 실현된다(이진호 2005:29) 각 음성도 각각
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소의 특성은 그 음소가 포함하고 있는 음성들
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이다.8) 그런데 같은 소리가 한 언어에서 음소이어도 다
른 언어에서 음소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b/가 음소이지만 한
국어에서는 [b]는 음성인 것이다. 때문에 각 언어의 음소체계는 각 음소가 어
떤 특성을 지니며 어떤 음성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이를 
본고에서 ‘음소구조조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음소구조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

(1) ㄱ. 후설저모음은 평순모음이다.
    ㄴ. /ㅂ/은 환경에 따라 [p˚], [b], [p┐]로 실현된다.9)

ㄷ. /ㅆ/은 어두에서는 기식이 짧은 음으로, 비어두에서는 마찰이 긴 음으로  
실현된다.

(1ㄱ)은 후설저모음에는 원순모음이 없고 평순모음(/ㅏ/)만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10) 그리고 (1ㄴ)은 양순폐쇄음 /ㅂ/의 음성실현형들을 보여주는데, 역으로 
8) phoneme을 가리킬 때 관습적으로 ‘음소’라고 용어를 사용하여서 본고도 그에 따랐다. 때문

에 특별한 경우에만 ‘음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룬 현상들도 
모두 ‘음소’차원의 현상들이다. 하지만 음소구조조건의 개념이 발전하면 ‘운소’차원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9) [p˚]는 약한 기식음을 가리키는 기호로 쓰고자 한다. 신지영(2000:194)에서는 국어의 평음은 
어두 초성의 위치에서 기식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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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음소 /ㅂ/이 되기 위해서는 [p˚], [b], [p┐] 중 하나로 실현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1ㄷ)은 /ㅆ/의 각 환경에서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음소구조조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1) 위의 (1ㄱ)과 (1ㄴ),(1
ㄷ)은 음소구조조건의 두 유형을 각각 보여주는 예들이다. (1ㄱ)의 경우는 국
어에 후설원순저모음이 없다는 음소체계와 관련된 조건이고, 반면 (1ㄴ),(1ㄷ)
의 경우는 음소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성실현의 특성과 관련된 조건이
다.12) 본고에서는 음소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조건을 자질결합조건, 음소의 음
성실현과 관련된 조건을 음성실현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13)

음소구조조건은 음운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음운현상은 ‘음운’에 적
용되어 ‘음운’이 도출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음운현상의 대표적인 유형인 동
화는 A→B/  C의 규칙으로 나타내는데, 이때 C는 동화주, A는 피동화음이며, 
B는 동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음소이다. 동화주와 피동화주는 물론 음운이지만, 
B 역시 음운이어야 한다. 만약 B가 음운이 아니라 음성이라면 음운현상이 아니
다. 동화 이외의 음운현상인 축약이나 첨가, 이화 등도 마찬가지로 음운현상이 

10) 제주도 방언에는 전설원순저모음인 /ɐ̈/가 존재한다(정승철 1998). 그러므로 제주방언에서
는 (1ㄱ)의 음소구조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음소체계는 방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
로 음소구조조건도 방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11) 여기에서 구조란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우선 하나의 음소가 ‘특성들의 집합’이라
는 의미로의 해석이다. 이때에는 자질들이 하나의 구조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는 변
이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소를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두 해석 모두 방향만 다
를 뿐 ‘음소가 가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본고의 자질결합조건은 전자와, 음성실현조건
은 후자와 관련된 조건이다.

12) (1ㄴ)과 (1ㄷ)이 다른 유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1ㄴ)의 경우 /ㅂ/이 환경에 따라 [p]
는 무성음, [b]는 유성음, [p┐]는 미파음으로 나타나고, (1ㄷ)은 /ㅅ/이 환경에 따라 마찰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이다. 즉 각 음소의 음성실현의 조건이라는 면에서는 같다. 다만 표기상
에서 (1ㄴ)의 경우에는 각 음성에 해당하는 표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마찰의 길이나 
기식의 길이에 대한 음성표기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ㄷ)처럼 글로 풀어서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3) 자질결합조건이란 용어는 음소가 자질의 집합, 자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위라는 개념에
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사실 자질결합조건은 Stanley(1979)에서 이야기한 분절음구조조건과 
유사하다.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음소구조조건은 자질결합조건과 음성실현조건을 포함하므
로, 음소구조조건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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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 결과가 ‘음운’이어야 한다.14) 음소구조조건은 ‘음소’에 관한 조건이므로 
음운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음은 음소구조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15) 일례로 
다음의 음운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o/의 움라우트 현상16)

    ㄱ. o→ö/  {i, j} (예: 녹이다→뇍이다)
    ㄴ. o→e/  {i, j} (예: 녹이다→넥이다)

(2)는 국어 /o/의 움라우트 현상을 규칙으로 나타낸 것이다. /o/는 후설원순중
모음이므로 움라우트현상의 적용을 받으면 (2ㄱ)과 같이 /ö/로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ö/가 존재하지 않는 방언이라면, (2ㄴ)과 같이 /e/로 실현될 것이
다.17) /ö/가 존재하지 않는 방언에는 전설원순중모음이 없으므로 ‘전설중모음은 
평순모음이다’라는 음소구조조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음소구조조건은 음
운현상을 설명할 때 유익하게 쓰일 수 있다.

또한 음소구조조건은 음운현상과 음성변이규칙의 순서를 정해줄 수도 있다. 
음운현상의 적용된 결과는 음소구조조건에 적합해야하므로, 음소가 아닌 음성을 

14) 음운현상의 결과는 음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김현(2011ㄱ)에서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
는 ‘잡는’이 비음화된 [ʧabnɯn]은 국어의 音素-變異音 對應이라는 기본적 조건을 충족시
키지 못하는 [b]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 [b]가 국어의 어떤 음소에도 대응되지 않는 분절
음이라는 압력을 받아 다른 음으로 바뀐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15) ‘음운’은 분절적인 ‘음소’와 초분절적인 ‘운소’로 구분된다(이진호 2005:26) 그러므로 ‘음소’
는 ‘음운’에 속한 것이므로, ‘음소’에 관련된 음소구조조건은 ‘음운’에도 해당된다.

16) 는 자음이 최소 1개에서 최대 2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7) 이미 값이 변경된 자질은 다시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ö/가 음소로 존재하지 않는 지

역의 o→e 움라우트에서 ‘후설성→전설성’의 규칙만 적용되어서는 해당 모음체계에 없는 전
설원순중모음이 도출되게 된다. 본고에서 전-후설은 [grave] 자질로, 순음성은 [labial] 자질
로 표시하고 있는데, 움라우트에 의해 이미 자질값이 바뀐 [grave]의 값은 음소구조조건에 
관련하여 다시 변할 수 없다. ‘후설성→전설성’되었는데 다시 ‘전설성→후설성’으로 바뀌면 
아무 현상도 안 일어난 것처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자질인 [labial]이 바뀌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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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시키는 음성변이규칙은 음운현상이 먼저 적용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다. 일
례로 다음의 음운현상을 살펴보자

(3) ‘부엌’의 평폐쇄음화
   ㄱ. /pu.əkʰ/→/pu.ək/→[pu.ək┐]
   ㄴ. /pu.əkʰ/→[pu.ək┐]→/pu.ək/

(3)은 ‘부엌’의 평폐쇄음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3ㄱ)이 올바른 규칙이라
고 할 수 있다. (3ㄴ)은 /ㅋ/→[k┐]가 먼저 일어나고 이후에 [k┐]→/ㄱ/이 적용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ㅋ/→[k┐]은 국어의 /ㅋ/은 음절말에서는 실현되지 
못한다는 국어의 전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음운규칙인 평폐쇄음
화가 먼저 적용되고 음성변이인 미파음화가 나중에 적용되는 (3ㄱ)이 올바른 
규칙이다. 그리고 /ㅋ/이 음절말에서 실현될 수 없다는 조건이 본고에서 논의하
는 음성실현조건의 한 예이다. 그러므로 음성실현조건은 평폐쇄음화와 미파음화
처럼 음운변동규칙과 음성변이규칙에 인위적인 규칙순을 설정하지 않고도 적용 
순서를 설명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성실현조건은 (1ㄷ)과 같은 음의 특성과 관련되기도 하므로 
변별적 자질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도 설명해 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변
별적 자질을 설명한 후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우선 자질로 설명
가능한 자질결합조건과 음성실현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1.1. 자질결합조건

음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의문 중 하나는 ‘음소’란 무엇인가 하
는 점이다. Bloomfield는 ‘뜻의 차이를 가져오며 동시에 눈에 띄게 비교적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는 특징이 다발로 나타나는 것’을 음소라고 하였다(전상범 200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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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Jakobson et al.(1952)에서는 ‘자질의 집합(bundle of feature)’이라는 표현으
로 나타난다. 즉, 음소는 여러 특성이 결합된 단위라는 것이다. 

음소가 여러 특성이 결합된 단위라는 것은 틀림이 없으나, 특성들의 모든 결합이 
음소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어의 /ㅂ/과 영어의 /f/의 특성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ㄱ. /ㅂ/의 자질 명세               ㄴ. /f/의 자질 명세
          




공명성
지속성
소음성
순음성






                       




공명성
지속성
소음성
순음성







[-공명성, +순음성, -지속성, -소음성]인 음소(/ㅂ/)는 한국어에 존재하고 
[-공명성, +지속성, +소음성, +순음성]인 음소(/f/)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다. 그렇다면 자질값들의 결합양상에 따라 한 언어 안에서 음소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음소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언어 안에서 각 음소는 특성들의 결합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을 보인
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음소체계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
명성, +순음성]과 [-지속성, -소음성]이 결합할 때만 국어의 음소로 나타나는 것
은 국어의 음소체계에 (4ㄱ)과 같은 결합을 허용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본고에서 자질결합조건으로 정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ㅂ/과 /f/에 관한 자
질결합조건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8)

(5) ㄱ. 국어에서 [+순음성]과 [+지속성, +소음성]은 결합하지 못한다.
    ㄴ. 국어에서 [+순음성]이면 [-지속성, -소음성]이다.

18) (5ㄴ)은 잉여규칙과 유사한 형식이다. 그러나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잉여규칙의 자질값을 
채워 넣는 것인 반면, 본고에서는 음소구조조건을 음운현상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은 비슷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16 -

(5ㄱ)은 영어의 /f/가 국어에서 음소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제약을 보여주는 것
이다. [+순음성]은 순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지속성, +소음성]는 마찰음을 
나타낸 자질 결합이다.19) 그러므로 (5ㄱ)은 국어에는 순음인 마찰음은 존재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5ㄴ)은 순음이 음소로서 존재하기 위
해서는 [-지속성, -소음성] 값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다. 

위의 두 조건은 같은 듯 보이지만 다르다. ‘변동의 방향’ 혹은 ‘인식의 방향’
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김현 2006ㄴ:65 참
조). 예를 들어 국어 화자가 영어의 /f/를  듣는다고 가정해 보자. 영어로 대화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인은 /ㅍ/으로 인식할 것이다.20) 즉, 순음인 장애음 
음소는 국어에서는 폐쇄음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5ㄱ)은 국어에 양순마찰
음이 없다는 것만 알려줄 뿐, 양순마찰음을 들었을 때 어느 음소로 인식하는지
는 말해주지 못한다. 반면, (5ㄴ)은 순음인 장애음은 [-지속성, -소음성]의 폐
쇄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순치마찰음 /f/은 [+지속성, +소음성]→[-지속성, 
-소음성]으로 바뀌어 양순폐쇄음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질결합조건은 (5ㄱ)과 같은 형식보다는 (5ㄴ)과 같이 ‘~이면 ~
이다’라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이 기술에 훨씬 경제적이다.21) (5ㄱ)과 
같은 형식은 어떤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약’에 가깝다. 그에 비해 (5ㄴ)

19) /ㅂ/은 장애음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공명성, +순음성]로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공명
성, +순음성]인 비음 /ㅁ/ 역시 [-지속성, -소음성]이다. 그러므로 국어의 양순음의 [지속성] 
자질과 [소음성] 자질은 [공명성]와 관계없이 무조건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명성]을 표
시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20) 이것은 한 음소로 인식할 때 /ㅍ/으로 들린다는 것이다. 영어의 /f/를 국어의 /hw/로 인
식할 수도 있다(예: free-프리, 후리). /ㅍ/으로 듣는 경우는 원순성과 지속성을 한 음소에 
포함해서 듣는 경우인 반면, /hw/로 듣는 경우는 지속성과 원순성을 각각의 음소로 분리해
서 듣는 경우이다. 

21) 김현(2006)에서 정언명제의 제약과 가언명제의 제약을 통해 ‘~이면 ~이다’라는 명제에 대
한 논의를 하였다. (5ㄱ)은 정언명제, (5ㄴ)은 가언명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정언명제 중의 긍정명제는 음소의 변동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정언명제 중의 부정명제와 
가언명제는 변동 방향을 예측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도 위 논문에 따라 ‘~이면 ~다’
라는 가언명제 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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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것은 제약이라기보다 음소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음소구
조제약’이 아니라 ‘음소구조조건’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자질들의 결합 형태는 수학적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이 중에서는 조음 자체가 불가능한 결합도 있고 조음은 가능하지만 국
어에 음성으로서 출현하지 않는 결합, 음성으로만 출현하는 결합, 그리고 음소
로서 존재하는 결합도 있다. 그러므로 제약으로 설명하면 국어에 음소로 존재하
지 않는 모든 결합이 제약을 받는다고 기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기술은 
굉장히 비경제적이다. 그렇지만 음소의 조건으로 설명하면 음소체계가 인정하는 
소수의 조건만 설정하면 되므로 훨씬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변동의 방향 혹은 
인식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규칙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
지만 가장 큰 장점은 음운체계 내에 자질결합조건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
다. 불필요한 규칙순을 만드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이 매
력적인 설명방식인 것이다. 

2.1.2. 음성실현조건

자질결합조건은 음소체계와 관련된 음소구조조건인 반면, 음소와 음성 간의 
관계에 의한 음소구조조건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조건을 음성실현조건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절에서는 음성실현조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음성실현조건이란 하나의 음소가 어떤 실현양상을 보이는지와 관련된 조건이
다. 예를 들어 국어의 /ㅂ/은 환경에 따라 어두에선 [p˚], 공명음 사이에서는 
[b], 음절말에서는 [p┐]로 나타난다. 이 각각의 음성들의 특성들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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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ㅂ/의 환경에 따른 음성실현(이진호 2005:31 참조)
[p˚] [b] [p┐] 

-공명성
-유성성
-지속성
+순음성

-공명성
+유성성
-지속성
+순음성

-공명성
-유성성
-지속성
+순음성
미파(未破)

(6)의 표에서 /ㅂ/의 세 음성실현형이 가진 공통점이 /ㅂ/의 특성이다. 즉 /ㅂ
/의 음성실현형은 모두 [-공명성, -지속성, +순음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성성]은 음성실현과 관련된 자질이다. 그러므로 음소 /ㅂ/에는 환경
에 따라 [-유성성]으로도 [+유성성]으로도 나타난다는 음성실현조건이 존재한
다고 할 수 있다.

음소의 실현양상 중에 자질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들도 있다. 이러한 특성들
도 음성실현조건으로 표현하고자 한다.22) 예를 들어, [p˚]와 [b]의 차이가 [유
성성] 자질로 나타낼 수 있는 반면, [p˚]와 [p┐]의 차이는 자질로 나타낼 수 없
는 ‘미파’의 특성이다. 그렇지만 [p┐] 역시 음소 /p/의 음성실현형 중 하나이므
로 자질로 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음성실현조건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23)

22) 자질이라는 것은 분절음의 공통적인 속성을 모아서 언어학자들이 ‘설정’한 것이다. 분절음
은 발동-발성-조음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과정의 모든 특성들을 자질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질로 표기하기 어렵다고 그 음성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
니다. 

23) 미파음의 특성에 대하여 자질로 나타내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문 협착성] 혹
은 [+성대 긴장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김현(2011ㄴ)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한 논의들을 제시하면서 각 논의를 비판하고 있다. 위 논의에서는 미파음이 과연 [+성문 협
착성] 혹은 [+성대 긴장성]의 특성을 가지는가 하는 음성적인 특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
질들이 변하였는데 어찌하여 음소 차원의 변동을 겪지 않고 음성적인 변이에 그쳤는지 설명
해 주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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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로 나타내기 어려운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음의 길이가 있다. 국어의 음의 
길이는 일부 노년층에서 뜻을 변별해주는 초분절 음소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
지만, 초분절 음소가 아니더라도 음의 길이가 음소를 변별하여 인식하는 데 역
할을 하기도 한다. 

자음의 길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폐쇄지속구간이 있다. 폐쇄지속구간의 길이
는 폐쇄음이 개방 전에 구강의 폐쇄가 일어나는 구간으로 국어의 경우 폐쇄음
의 폐쇄지속구간의 길이는 ‘경음>격음>평음’순으로 나타난다(배재연·신지영·고
도흥 1999). 물론 경음, 격음, 평음은 [성대 긴장성]이나 [성문 개방성]에 의한 
조음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변별되지만, 그 길이에 의해서도 변별될 수 있는 것
이다.24) 그러므로 이에 관한 음성실현조건은 ‘경음은 폐쇄지속구간이 길다’라는 
진술이 가능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음소구조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질결합조건과 음성실현조건
을 살펴보았다. 자질결합조건은 자질들이 음소 내에서 어떤 결합양상을 보이는
가 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고 음성실현조건은 음성실현형들이 음소와 맺는 관
계와 관련된 조건이다. 자질결합조건은 자질로 표기되는 조건들이고, 음성실현
조건도 일부는 자질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국어에서 쓰이
는 변별적 자질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2.2. 국어의 변별적 자질
변별적 자질이란 음소를 구성하는 음성적 특성을 바탕으로 음소를 더 작게 

쪼개어 표시한 단위이다(이진호, 2005:69). 예를 들어 공기가 비강으로 흐르는 
특성, 즉 비음이 가지는 특성은 [비음성]([nasal])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음성적인 특성이 변별적 자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별적 자질

24) 이 길이는 뒤에 4.1장에서 유기음화를 다룰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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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해당 언어의 음소들을 변별하는 데 기능할 수 있는 자질이다(이진호 
2005:70). 그러므로 음소체계가 다른 언어 혹은 방언은 변별적 자질의 종류와 
수가 다르다.25)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유성성에 의해 장애음들이 구분되는 반
면에 국어에서는 유성성이 음소 변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유성성의 특성이 국어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느 환경에서 유성
성이 나타나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므로 국어에서는 변별적 자질로 사용되
지 못한다(강옥미 2011:142 참조).

그러므로 어떤 음성적인 특성이 국어에서 변별적 자질로 나타나는지 살펴보
아야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질을 살펴보기 전에 자질의 0표기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질값에 쓰이는 0은 특정한 실현 음성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김현, 200ㄱ:186). 예를 들어 앞에서 이야기한 /ㅂ/의 경우 환경에 따라 [-
유성성], [+유성성]으로 나타나므로, 음소 /ㅂ/은 [0유성성]으로 표기할 수 있
는 것이다. 이 자질값의 0표기를 염두에 두고 국어의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

25) 같은 음소체계라도 각 음소간의 대립에 어떤 자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변별적 자질의 설
정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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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어의 변별적 자질 목록
대분류 소분류 자질 약자

조음
방법

구강 및 비강 내
작용

자음성
공명성
지속성
소음성
비음성

consonantal
sonorant26)

continuant
strident
nasal

cons
son
cont
strid

후두 내 작용 성문 확대성
성대 긴장성 

spread glottis
stiff vocal cords

SG
stiff

조음 위치

저음조성
고설성
저설성
순음성

grave
high
low
labial lab

기타 성절성 syllabic syll

본고에서는 (7)의 자질목록만으로 국어의 음소들을 모두 구분하고자 한다. 
위의 자질들은 대부분 기존의 변별적 자질이론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기존의 논의와 차이를 보이거나, 혹은 기존에 논의되어 있긴 하지만 본고
에서 중요하게 논의될만한 자질들을 중점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 소음성을 변별적 자질로 사용하였다. 소음성은 어떤 음을 발음할 때 시
끄러운 잡음이 나는 특성이다(전상범 2004:92). 영어에서는 /ɵ/와 /s/, /ð/와 /z/
를 변별해주지만 국어에서는 모든 마찰음과 파찰음이 소음성을 가지고 있기에 
변별적 자질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폐쇄음과 파찰음의 조
음방법, /ㅅ/과 /ㅎ/의 조음방법을 구분해 주는 자질로 사용할 것이다.27)

26) 공명성은 성대를 진동한다는 측면과 공기가 구강 혹은 비강에서 자유롭게 흐른다는 측면을 
모두 가지는데 전자의 측면을 강조한다면 구강 혹은 비강 내에서 작용하는 자질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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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후두 자질에서는 [SG]와 [stiff vocal cords]를 사용하였다. [SG]는 
조음 개방 시 성문의 크기가 열리는 특성이고, [stiff vocal cords]는 성대가 긴
장하는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다(김경아 1997:56~58 참조). 그리고 이 두 자질
을 이용해 국어의 평음, 유기음, 및 경음을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
에서 [SG]와 [constricted glottis](성문 협착성), 혹은 [aspirated](유기성)과 
[tense](긴장성)을 이용해 평음/유기음/경음의 세 부류를 분류하였으나(김경아 
1997:36~39 참조), 최근에 [SG]와 [stiff vocal cords]를 이용하여 논의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28) 김경아(1997)에서 제시한 후두 자질의 자질값은 다
음과 같다.

(8) 후두 자질의 명세(김경아 1997:57)
ㅃ/ㄸ/ㄲ/ㅉ ㅆ ㅂ/ㄷ/ㄱ/ㅈ ㅅ ㅍ/ㅌ/ㅋ/ㅊ

SG - - - + +
stiff vocal cords + + - - +

표(8)에서 /ㅅ/이 다른 평음들과 다른 자질값을 갖는 것이 흥미롭다. /ㅅ/이 
음소체계에서는 평음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성문 개
방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음성실험을 통한 성문 열림도를 제시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폐쇄음과 파찰음은 조음위치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strid] 자질이 아니어도 구분할 수 있
다. 그렇지만 /ㅅ/과 /ㅎ/은 조음위치자질로 변별할 수 없다. /ㅅ/의 조음위치는 [-grave, 
0high]이고 /ㅎ/은 [0grave, 0high]인데 [-grave]와 [0grave]는 변별되는 특성이 아니다, 
-와 0이 변별된다고 하는 것은 0을 -나 +와 다른 제3의 값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ㅎ
/과 /ㅅ/을 구분하는 자질로 [strid]를 사용하는 것은 김경아(1997), 김정우(1997)에서도 논
의되었다.

28) 이러한 논의들에는 김경아(1997), 차재은(2003), 권창섭(2009), 김현(2011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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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강 조음을 위한 개방 순간의 성문 크기의 상대적 비교(김경아 1997:50)29)

ㅃ/ㄸ/ㄲ/ㅉ ㅆ ㅅ ㅂ/ㄷ/ㄱ/ㅈ ㅍ/ㅌ/ㅋ/ㅊ
어   두 (거의) 0 10~15 28 10 20(이상)
어   중 (거의) 0 10~15 10~15 (거의) 0 20(이상)

(10) 어두와 비어두 ‘ㅅ’의 기식 차이(김현 2011: 118)

어두 비어두
모음 뒤 비음 뒤 계

ㅅ 37.4 14.8 16.6 15.7
ㅆ 7.7 7.9 7.6 7.7

(단위: ms)

표(9)과 표(10)를 보면 /ㅅ/이 어두와 비어두에서 기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
을 알 수 있다. 표(9)에서 /ㅅ/은 어두에서는 기식이 크지만 비어두에서는 /ㅆ/ 
혹은 다른 평음과 유사할 정도로 성문 개방도가 줄어든다. 표(10)에서도 비어
두 /ㅅ/의 기식은 상당히 줄어든다. 물론 표(10)에서는 비어두의 /ㅅ/이 비어두
의 /ㅆ/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그보다는 어두의 /ㅅ/과 비어두의 /ㅅ/의 
차이가 훨씬 크다. 그러므로 어두와 비어두의 /ㅅ/은 [SG]의 자질값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만약 비어두의 /ㅅ/을 [+SG]라고 본다면, 표(9)에 의
하면 /ㅅ/을 제외한 어두의 평음도 [+SG]를 주어야 하는데 평음에 [+SG]를 
부여하면 평음-유기음을 변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비어두의 /ㅅ/
은 [-SG]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30) 결론적으로 어두의 /ㅅ/은 [+SG], 비어

29) 이 수치는 Kagaya(1974)에서 실험한 내용을 수치로 해석한 것이다.
30) 기식성은 성문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신지영·차재은 20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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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의 /ㅅ/은 [-SG]인 것이다. 그러므로 음소 /ㅅ/은 위치에 따라 [SG]값이 다
르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ㅅ/은 [0SG]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조음위치 자질로는 [grave]와 [high]를 사용하였다.31) 이 두 자질
을 사용하여 조음위치를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11) 자음의 조음위치
양순음 치조음 후치조음 연구개음 후음

grave + - - + 0
high - - + + 0
low - - - - -
lab + - - - 0

(11)에서 눈에 띄는 것은 후음의 자질값이 [low]를 제외하고는 모두 0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후음은 성문음의 경우는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음성실현이 변
하기 때문에 음소 /ㅎ/은 조음위치자질에 특정한 자질값을 줄 수 없다. /ㅎ/은 
성문의 작용만 있고 구강 내 작용은 후행하는 음소에 의해 그 위치가 결정된다
는 의미이다.32) 그러므로 음소 /ㅎ/의 음성실현형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31) 조음위치자질로는 [coronal], [anterior]도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grave]와 [high]로 조
음위치를 표기한 것은 자·모음의 통합적인 사용을 위해서이다. 김현(2009ㄴ)에서는 
[coronal]은 권설모음 이외의 모든 모음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전-후설의 분류를 위해 따
로 [back]을 사용해야 하는 반면, [grave]는 전/후설모음을 구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모
음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개음화에서 /i, j/만을 묶기 위한 자질로서 
[coronal]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본고도 이 논의를 따라 [grave], [high]를 조음위치 
표기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32) 이러한 논의는 허웅(1985), 김영송(1994), 김현(2009ㄱ), 권창섭(2009)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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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음소 /ㅎ/의 음성실현(김현 2009ㄱ:192)
[ɸ] [ç] [x] [h]

환경 /ㅗ/, /ㅜ/ 앞 /ㅣ/ 앞 /ㅡ/ 앞 그 외 환경
grave + - + -
high - + + -
lab + - - -

표(12)를 보면 /ㅎ/의 주어진 세 자질 중 어느 자질도 /ㅎ/의 음성실현형들을 
하나로 묶어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음소 /ㅎ/은 [0grave, 0high, 0labial]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다(김현 2009ㄱ:196).

마지막으로 순음성에 [lab]자질을 사용하였다, [round]자질 대신 [lab]을 사
용한 이유는 양순음에 의한 원순모음화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원순모음화를 다
루지 않지만, 전체 음운현상과 맞추기 위하여 [lab] 자질을 사용하였다.33)

이상으로 본고에서 새롭게 다루었거나 혹은 기존의 논의가 있었지만 본고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자질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은 
자질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자질 설명을 따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
로 본고에서 사용할 국어의 음소체계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모음체계는 기존의 논의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back] 대신 
[grave]를, [round] 대신 [lab]을 사용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국어의 모음체계
(10모음 체계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3) 원순모음화를 [lab] 자질로 표시한 논의에는 최태영(1983), 소강춘(198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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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질:
+syll, -cons -grave +grave
+high ㅣ ㅟ ㅡ ㅜ
-high, -low ㅔ ㅚ ㅓ ㅗ
+low ㅐ ㅏ

-lab +lab -lab +lab

(13) 국어의 모음체계

반면, 국어의 자음체계는 기존의 논의들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기
존에 사용하지 않던 0표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설정한 국어의 자
음체계는 다음과 같다.34)

34) 본고에서는 /ㄹ/을 [+cont]로 설정하였다. [+cont]를 ‘구강 중앙’에서 공기가 끊이지 않고 
흐르는 성질이라고 보아 설측음을 [-cont]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지속
성은 공기가 끊이지 않고 흐른다는 특성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로 흐르는지는 음운현상의 
설명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cont]라고 보았다. 유음은 기류가 지속적으로 
구강을 통과하여 층기류를 형성하므로 [+cont]라는 김경아(2000ㄱ:156)과 유음화를 지속성 
때문이라고 보는 김현(2011ㄱ)의 논의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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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어의 자음체계35)

공통자질:
+cons, -syll

+grave
-high
+lab

-grave +grave
+high-high +high

-son

-cont-strid-nasal

ㅂ ㄷ ㄱ -SG, -stiff
ㅍ ㅌ ㅋ +SG, +stiff
ㅃ ㄸ ㄲ -SG, +stiff

+cont+strid-nasal

ㅅ 0SG, -stiff
ㅆ -SG, +stiff
ㅎ +SG, -stiff

-cont+strid-nasal

ㅈ -SG, -stiff
ㅊ +SG, +stiff
ㅉ -SG, +stiff

+son
-cont-strid+nasal ㅁ ㄴ ㅇ -SG, -stiff
+cont-strid-nasal ㄹ -SG, -stiff

우선 눈에 띄는 것은 [-grave]인 자음들의 [high]자질이다. [-grave, 
-high]는 치조위치, [-grave, +high]는 후치조위치인데, 일반적으로는 한국어 
자음체계에 파찰음 이외에는 후치조음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의 체계에
서 /ㅅ/, /ㅆ/, /ㄴ/, /ㄹ/은 모두 치조~후치조음 위치에 걸쳐 있다. 이 음소들은 
/i, j/ 앞에서는 각각 [ʃ], [ɲ], [ʎ]인 후치조음으로 실현된다(이진호 
2005:32~33 참조).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 [high]의 값이 변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ㄴ, ㅅ, ㄹ/은 [-grave, 0high] 자질값을 가진다(김현 2009ㄱ:194~197 참

35) 이음관계까지 고려한 음소체계의 설정은 허웅(1965:172)에서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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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즉 이 음소들에서는 [high]가 비변별적인 것이다. 반면 /ㅈ/은 [-grave, 

+high]이다. 그렇지만 [-grave] 내에서 /ㄷ/과 /ㅈ/만 [high]값을 갖게 된다. 
그러나 /ㄷ/과 /ㅈ/이 [high]만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strid]의 자질값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grave]에서는 [high]만으로 변별되는 음소는 없는 것이
다. 

한편 /ㅎ/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후행하는 조음위치에 따라 양순음~
성문음까지 다양한 조음위치에서 실현되므로 조음위치에서는 전 영역에 해당하
는 것처럼 표시될 수 있다. 즉 /ㅎ/이 [0grave, 0high, 0lab]값을 갖는다는 것을 
음소체계에 표시한 것이다.

다음은 각 음소의 자질을 알아보기 쉽게 명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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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어 자음의 자질 명세
공통자질

[+cons, -syll, -low]
구강 내 조음 방법 자질 후두 자질 구-비강 조음위치자질

son cont strid SG stiff nasal grave high lab
ㅂ - - - - - - + - +
ㅍ - - - + + - + - +
ㅃ - - - - + - + - +
ㄷ - - - - - - - 0 -
ㅌ - - - + + - - 0 -
ㄸ - - - - + - - 0 -
ㄱ - - - - - - + + -
ㅋ - - - + + - + + -
ㄲ - - - - + - + + -
ㅅ - + + 0 - - - 0 -
ㅆ - + + - + - - 0 -
ㅎ - + - + - - 0 0 0
ㅈ - - + - - - - + -
ㅊ - - + + + - - + -
ㅉ - - + - + - - + -
ㅁ + - - - - + + - +
ㄴ + - - - - + - 0 -
ㅇ + - - - - + + + -
ㄹ + + - -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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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어의 반모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어의 반모음은 /j/와 
/w/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이다. 일반적으로 /j/는 전설평순반모음, /w/는 
후설원순반모음으로 불린다.

국어에서 반모음은 /j, w/ 뿐이지만 범언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반모음도 존
재한다. 다음은 범언어적으로 존재하는 반모음의 종류이다.

(16) 반모음의 종류(이호영 1996:100)
전설 후설

원순 ɥ w
평순 j ɰ

 
그런데 전설원순반모음인 [ɥ]가 국어에서 음성으로서 존재하기도 한다는 논

의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배주채 2003 등). 이를 음소로 보기는 어렵지만 
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ɥ]가 출현한다.

(17) ㄱ. 위 /wi/([ɥi])
     ㄴ. 우유 /uju/([uɥu])
     ㄷ. 뛰어 /t'wjə/([t'ɥə])

(17)은 국어에서 [ɥ]가 나타나는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김현 2012:415). 
(17ㄱ)은 /w/가 [ɥ]으로 실현되는 경우, (17ㄴ)은 /j/가 [ɥ]로 실현되는 경우, 
(17ㄷ)의 경우는 /wj/가 [ɥ]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그런데, 모두 다른 환경에서 
[ɥ]로 실현되고 있어, 마치 음성 [ɥ]에 대응해 음소인 /w/, /j/, 그리고 음소 연
쇄인 /wj/가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듯한 현상을 보여준다. [ɥ]의 출현 환
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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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ɥ]의 출현환경(이호영 1996:100 참조)
  ㄱ. /w/                      ㄴ. /j/                     ㄷ. /wj/

   

/w/
/i/ 앞 그 외 환경
[ɥ] [w]  

/j/
/o, u/ 앞 그 외 환경

[ɥ] [j]   

/wj/
/a, ə/ 앞
[ɥ]

 (18)의 출현 환경을 보면 /w/는 /i/ 앞에서, /j/는 /o/, /u/ 앞에서 [ɥ]로 실현
된다. 즉 /w/는 두 음성실현형이 전-후설을 달리 하고, /j/는 두 음성실현형이 
원순성을 달리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w/는 [0grave]가 /j/는 [0lab]이다. /w/가 [0grave]라는 것은, 김현
(2009ㄱ)에서도 논의된 바 있고, 여기에 /j/가 [0lab]이라는 논의가 추가된 것
이다. 결국 국어의 두 반모음은 각각 둘씩의 음성으로 실현된다. 즉 /w/는 [w]
와 [ɥ]라는 전-후설성을 달리하는 음성들로 실현되고, /j/는 [j]와 [ɥ]라는 원
순성을 달리하는 음성들로 실현된다. 따라서 /w/의 경우 [grave]에 대하여 특정
한 자질값을 부여할 수 없고, /j/의 경우는 [lab]에 대하여 역시 특정한 자질값
을 부여할 수 없다. 

/w/가 [0grave], /j/가 [0high]라는 것은 활음화를 설명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활음화는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 /ㅗ/, /ㅜ/는 /w/로, /ㅣ/는 /j/로
의 변동을 겪는 현상이다(이진호 2005:127~128 참조). 그러므로 /w/가 
[0grave]라는 것은 /ㅗ/, /ㅜ/→/w/는 전-후설보다는 원순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같은 이치로 /ㅣ/→/j/는 원순성보다는 전설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다. 

그런데 다음의 예는 흥미로운 사실을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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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어의 w계 이중모음(김경아 2000ㄱ:166)
i e ɛ ə ʌ a

음성표시 층위 [ü̯i]/[ɥi] [ö̯e] [ü̯ɛ] [u̯ə] [u̯ʌ] [o̯a]
음운표시 층위 /wi/ /we/ /wɛ/ /wə/ /wa/
표기 층위 위 웨 왜 위 와

(19)는 국어의 w계 이중모음의 음성표시와 음운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런
데 전설원순모음이든 후설원순모음이든 활음화했을 때는 /w/로 나타난다. 만약 
/w/에서 전-후설이 변별적이거나, 혹은 후설의 특성만 가졌다면 (19)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원순반모음을 나타내는데 전-후설은 중요하
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 반모음의 자질명세
   /j/ = [-cons, -syll, -grave, 0lab]
   /w/= [-cons, -syll, +lab, 0grave]

이상으로 국어에 나타나는 변별적 자질에 대해 살펴보았다. (1)에서 제시한 
12개의 자질로 국어의 음소들을 모두 변별하는 음소체계를 설정하였다. 본고에
서는 비변별적 값을 0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특히 자음체계와 반모음
에 있어서 기존 논의들과 다른 체계를 설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
펴본 변별적 자질들과 음소체계를 이용하여 국어에 존재하는 음소구조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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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어의 음소구조조건

3.1. 국어의 자질결합조건

자질결합조건은 2장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음소 내에서 자질들이 어떤 결합 양
상을 보이는지와 관련된 조건이다. 예를 들어 [-son, +cons]의 결합은 가능하
지만, [-son, -cons]와 같은 결합은 불가능하다. [-son]인 장애음은 자음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결합양상은 가능하고 어떤 결합양상은 불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자질결합조건이다. 이 절에서는 국어에서 나타나는 자질들의 결
합양상을 살펴서 그 결과에 맞는 자질결합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자질결합조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결합조건은 어떤 두 자질
이 보이는 결합 양상이다. 

두 자질 간의 결합조건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다. 우선 하나의 특성이 다른 
특성을 불러오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A]이면 [+B]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특성이 다른 특성을 배제하는 형식의 조건이 있을 것이다([+A]이면 
[-B]이다). 이 두 형식은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가 않다. 전자는 ‘어떤 음소가 A라는 특성이 있다면 B라는 특성도 함께 가진
다.’고 하는 긍정적 조건이고, 후자는 ‘어떤 음소가 A라는 특성을 가지면 B라는 
특성은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부정적 조건이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조건과 부
정적인 조건은 별개로 구분하여 논의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 중 긍정적인 조건은 ‘자질 간의 포함 관계’라고 명명하고 부정적인 조건은 
‘자질 간의 상충 관계’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면 먼저 국어에 나타나는 자질 간
의 포함 관계에 의한 자질결합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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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자질 간의 포함 관계

이 절에서는 2.2장에서 설정한 국어의 음소체계를 바탕으로 국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질결합조건을 찾아볼 것이다. 

우선 비음성과 공명성의 자질결합조건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자질이 어떠한 결합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비음성과 공명성의 결합양상

   

ㄱ. ㄴ. ㄷ. ㄹ.
+nasal
+son  -nasal

+son
+nasal
-son

-nasal
-son

비음성과 공명성이 결합하면 위와 같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1ㄱ)은 
비음, (1ㄴ)은 유음, 반모음, 모음, (1ㄹ)은 장애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1ㄷ)은 
자질결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결합형이다. 실제로 (1ㄷ)의 자질 결합을 가진 
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ㄷ)이 적합하지 않음을 통해 우리는 [+son]가 [+nasal]을 포함하는 관계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on]일 때는 [+nasal]과 [-nasal]의 두 경우를 다 
허용하지만 [+nasal]일 때는 [+son]의 한 가지 경우의 수만 허용하기 때문이
다. 즉 [+nasal]이면 [+son]이라는 충분조건은 만족시키지만 그 반대는 만족
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음성과 공명성의 자질결합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G USER
입력 텍스트

LG USER
입력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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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자질결합조건

  1-1.  [+nasal]이면 [+son]이다. 

  1-2.  [-son]이면 [-nasal]이다.

1-1은 [+nasal]이 [+son]에 포함된다는 의미이고 1-2는 그 대우명제이므
로 당연히 참이 된다.36) 자질 간의 포함 관계라는 것은 1-1과 같이 전건과 후
건에 나오는 자질이 둘 다 +값을 가지는 자질들로 이루어진다. 전건과 후건이 
모두 +값을 갖는 경우, 전건([+nasal])이면 반드시 후건([+son])이므로, 전건
에 나타나는 자질이 후건에 나타나는 자질의 부분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므로 자질결합조건에 관여하는 두 자질을 포함관계라고 본다. 

포함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다른 자질들로는 [nasal]과 [cons], [nasal]과 
[strid]가 있다. 이들은 [nasal]-[son] 관계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질결합조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nasal]과 [cons]의 결합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비음성과 자음성의 결합양상

   

ㄱ. ㄴ. ㄷ. ㄹ.
+nasal
+cons  -nasal

+cons
+nasal
-cons

-nasal
-cons

 
(2ㄱ)은 비음, (2ㄴ)은 비음을 제외한 모든 자음, (2ㄹ)은 모음과 반모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2ㄷ)은 자질결합조건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과 유
사하게, [+cons]일 때는 [+nasal]과 [-nasal]을 모두 허용하지만 [+nasal]일 

36) 명제에는 역명제, 이명제, 대우명제가 있다. 만약 원명제가 A→B라면, 역명제는 B→A, 이
명제는 ~A→~B, 대우명제는 ~B→~A이다(~는 부정표시).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
어야 한다. 그러나 역명제와 이명제는 반드시 참일 필요 없다. 그러므로 역명제인 1-3과 이
명제인 1-4는 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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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cons]만 허용하므로 [+nasal]이 [+cons]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질결합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어의 자질결합조건

  2-1 [+nasal]이면 [+cons]이다. 

  2-2 [-cons]이면 [-nasal]이다.

 
2-1이 비음성과 자음성의 자질결합조건이고 2-2는 그 대우명제이다. 대우명

제가 참이므로 원명제인 2-1도 참이다. 
다음으로 [+strid]와 [+cons]의 결합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소음성과 자음성의 결합양상

   

ㄱ. ㄴ. ㄷ. ㄹ.
+strid
+cons  -strid

+cons
+strid
-cons

-strid
-cons

(3ㄱ)은 마찰음, 파찰음, (3ㄴ)은 폐쇄음, 비음, 유음, (3ㄹ)은 모음, 반모음
이며, (3ㄷ)은 자질결합조건은 허용하지 않는 결합이다. 그러므로 [stird]와 
[cons]는 포함관계에 있고 [+strid]이면 [+cons]이라는 자질결합조건을 설정
할 수 있다. 

국어의 자질결합조건

3-1. [+strid]이면 [+cons]이다.

3-2. [-cons]이면 [-stri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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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자질 간의 상충 관계

다음은 자질 간의 상충 관계에 의한 자질결합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질 
간의 상충 관계란 두 자질이 있을 때, 음소가 둘 중 한 자질을 지니면 다른 자
질은 지닐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상충 관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nasal]과 [cont]가 있다. 이 두 자질
의 자질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비음성과 지속성의 결합양상

   

ㄱ. ㄴ. ㄷ. ㄹ.
+nasal
+cont  -nasal

+cont
+nasal
-cont

-nasal
-cont

비음성과 지속성이 결합하면 위와 같이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다. (4ㄴ)은 
유음, 마찰음, 반모음, 모음, (4ㄷ)은 비음, (4ㄹ)은 폐쇄음, 파찰음의 목록을 
나타낸다. 반면 (4ㄱ)은 자질결합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결합형이다. 

포함관계와 다르게 (4)에서는 두 자질 모두 +값을 가지고 있는 자질결합만
이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어느 한 자질이 다른 쪽 자질을 포함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비음성이 +이면 지속성이 –이고, 지
속성이 +이면 비음성이 –이므로, [+비음성]과 [+지속성]은 양립불가능의 관계
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충 관계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자질결합조건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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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자질결합조건

  4-1.  [+nasal]이면 [-cont]이다. 

  4-2.  [+cont]이면 [-nasal]이다.

 

4-1은 비음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고, 4-2는 그 대우명제로
써 지속음 중에서는 비강을 통해 공기를 내보내는 특성을 가진 음소는 없다는 
의미이다. 

자질 간의 상충 관계라는 것은 4-1이나 4-2과 같이, 국어의 음소는 두 자질 
중 한 자질만 지닐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두 자질이 상충관
계를 가지는 경우, 두 자질을 모두 지니지 않은 음소는 존재 가능하나, 두 자질
의 특성을 모두 지닌 음소는 없는 것이다.

[nasal]과 또 다른 상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strid]이다. [strid]와의 관계
도 같은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 

(5) 비음성과 소음성의 결합양상

      

ㄱ. ㄴ. ㄷ. ㄹ.
+nasal
+strid  -nasal

+strid
+nasal
-strid

-nasal
-strid

[nasal]-[cont]관계와 유사하게 (5ㄱ)만 허용되지 않으므로 상충 관계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자질결합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국어의 자질결합조건

  5-1.  [+nasal]이면 [-strid]이다. 

  5-2.  [+strid]이면 [-nas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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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on]와 관련해서는 [SG], [stiff vocal cords]가 각각 상충 관계에 있
다. 공명성을 가진 음소는 성문 확장성과 성대 긴장성은 가질 수 없고, 그 반대
로 성문 확장성 혹은 성대 긴장성을 가진 음소가 공명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즉, 공명음에는 유기음이나 경음이 존재할 수 없고, 반대로 유기음과 경음은 공
명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son]와 [SG], [stiff vocal 
cords]의 자질결합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어의 자질결합조건

  6-1. 한국어의 음소는 [+son]이면 [-SG]이다. 

  6-2. 한국어의 음소는 [+SG]이면 [-son]이다.

  7-1. 한국어의 음소는 [+son]이면 [-stiff vocal cords]이다.

  7-2. 한국어의 음소는 [+stiff vocal cords]이면 [-son]이다.

다음으로 조음위치자질과 조음방법자질 간의 결합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
다.37) 본고에서 조음위치는 [grave]와 [high] 자질로 나타내었다. 그런데 
[grave]와 [high] 둘 중 하나의 자질만 사용해서는 자질결합 양상을 제대로 표
시할 수 없다. 다음 표를 보자.

37) 1~9의 자질결합조건은 모두 조음방법자질 간의 결합조건으로, 음성적인 영향을 받는 결합
조건이다. 예를 들어, [+nasal]→[+son]의 경우, [nasal]은 비강으로 공기가 흐르는 특성이
고, [son]는 비강 및 구강에서 공명을 일으키는 특성이다. 비강으로 공기가 흐르면 자연적
으로 공명하게 되므로 [+nasal]→[+son]는 음성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조음위치
자질과 조음방법자질 간의 결합조건은 음성적인 원인보다는 우연한 공백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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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어 자음의 [grave, high, strid] 자질값 
grave high strid

/ㄷ, ㅌ, ㄸ/ - - -
/ㅂ, ㅍ, ㅃ, ㅁ/ + - -
/ㄱ, ㅋ, ㄲ, ㅇ/ + + -
/ㅅ, ㅆ/ - 0 +
/ㅈ, ㅊ, ㅉ/ - + +
/ㄴ/ - 0 -
/ㄹ/ - 0 -
/j/ - + -
/w/ 0 + -
/ㅣ, ㅟ/ - + -
/ㅔ, ㅐ, ㅚ/ - - -
/ㅜ, ㅡ/ + + -
/ㅏ, ㅓ, ㅗ/ + - -

위의 표(6)는 조음위치자질인 [grave], [high] 자질과 조음방법의 [strid] 자
질의 자질값을 표기한 것이다. 이 중 [grave]와 [strid]의 결합양상은 다음과 
같다.

(7) 저음조성과 소음성의 결합양상

    

ㄱ. ㄴ. ㄷ. ㄹ.
+grave
+strid  -grave

+strid
+grave
-strid

-grave
-strid

  
(7ㄱ)은 존재하지 않는 결합양상이고, (7ㄴ)은 양순음, 연구개음, 후설모음을, 

(7ㄷ)은 마찰음, 파찰음을, (7ㄹ)은 치조폐쇄음, 치조비음, 유음, /j/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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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w/는 어느 결합양상도 포함하지 못한다. (7ㄱ)~(7ㄹ)은 [grave]와 
[strid]의 결합양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주므로 모든 음소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w/가 [0grave]이기 때문이다. 

반면 [high]와 [strid]의 결합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고설성과 소음성의 결합양상

   

ㄱ. ㄴ. ㄷ. ㄹ.
+high
+strid  -high

+strid
+high
-strid

-high
-strid

  
(8ㄱ)은 파찰음, (8ㄷ)은 연구개음, 고모음, 반모음, (8ㄹ)은 치조폐쇄음, 양

순폐쇄음, 양순비음, 비고모음을 포함하고, (8ㄴ)에 해당하는 음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치조비음, 유음, 마찰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ㄹ, ㅅ, ㅆ/은 
[0high]이기 때문이다.38) 

그러므로 [grave]나 [high] 하나만으로는 [strid]와 결합양상을 살피기 어렵
다. [grave]와 [high]를 같이 사용하여야 모든 음소를 포괄할 수 있다. [grave]
와 [high]를 모두 사용한 [strid]와의 자질결합조건은 다음과 같다.

38) [0grave]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0grave]가 [-grave], [+grave]와는 다른 제3의 값이
기 때문이 아니다. [0grave]는 환경에 따라 [-grave]도 될 수 있고, [+grave]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값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김현 2009ㄱ: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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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자질결합조건

 8-1. [-grave, -high]이면 [-strid]이다.

 8-2. [+grave, -high]이면 [-strid]이다.

 8-3. [+grave, +high]이면 [-strid]이다.

 8-4. [+son]일 때, [-grave]이면 [-strid]이다.

 8-5. [-son]일 때, [-grave, +high]이면 [+strid]이다.

 8-6. [-son]일 때, [-grave, +high]가 아니면 [-strid]이다.

8-1의 [-grave, -high]는 치조폐쇄음, 전설비고모음을, 8-2의 [+grave, 
-high]는 양순음, 후설비고모음을, 8-3의 [+grave, +high]는 연구개음, 후설
고모음을 포함한다. 한편 [-grave, +high]는 파찰음, 전설고모음, /j/를 포함하
기 때문에 [strid]값을 한정할 수 없다. 하지만 [+son] 혹은 [-son]라는 전제
부를 제시한 8-4, 8-5의 명제는 참이 된다.39) 8-5의 부정으로 마찰음이 이 
조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자음/모음/반모음을 구분하는 [cons]와 [syll]의 두 자질 역시 결
합양상을 분석해 보면 상충관계를 이룬다.

39) 물론 [grave]와 [high]를 같이 사용해야만 모든 음소를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은 음소체계나 
[grave], [high] 자질 때문이 아니라, 본고에서 자질의 0표기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다. 만약 /ㅅ/, /ㄴ/, /ㄹ/을 [-high], /w/를 [+grave]로 설정하면 (6)처럼 
[grave]나 [high] 하나만으로도 [strid]와의 결합으로 모든 음소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ㅅ, ㄴ, ㄹ/을 [-high]라고 보면 ㅅ구개음화, ㄴ구개음화, ㄹ구개음화가 변별적 자질값이 
변하는데 음운현상이 아닌 음성변이로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ㅅ, ㄴ, ㄹ/을 
[-high]라고 하더라도 자질결합조건 10-1만 달라질 뿐 10-2에서 10-5까지는 변함이 없다. 
즉, 0표기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거의 유사한 자질결합조건이 설정되는 것이다. 거
의 같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0표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0표기를 인정하
는 것이 더 좋은 설명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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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음성과 성절성의 결합 양상

   

ㄱ. ㄴ. ㄷ. ㄹ.
+cons
+syll  -cons

+syll
+cons
-syll

-cons
-syll

국어에서 (10ㄱ)과 같은 결합양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10ㄴ)은 모음, (10
ㄷ)은 자음, (10ㄹ)은 반모음을 가리키는 반면, (10ㄱ)의 경우는 어떠한 음소
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어에서는 성절성을 가지는 자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질결합조건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국어의 자질결합조건

  9-1. 한국어의 음소는 [+cons]이면 [-syll]이다. 

  9-2. 한국어의 음소는 [+syll]이면 [-cons]이다.

[cons]와 [syll] 역시 9-1과 9-2처럼 자질 간의 상충 관계를 보인다. 이 자
질결합조건은 국어의 음소체계에서는 존재하지만, 영어 등에는 성절적 자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9-1과 같은 자질결합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 rhythm [ˈɹɪðm̩]).

3.2. 국어의 음성실현조건

3.2.1. 조음적 속성

음성실현조건이란 하나의 음소가 어떠한 음성적인 실현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한 조건이다. 즉 하나의 음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는 조건이 이 음성실현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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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성실현조건 중에서 조음적 속성과 관련된 조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 장에서 자질값이 0으로 표기되는 것은 환경에 따라 +도 될 수 있고 
-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어떠한 자질값이 0으로 표기된다는 것은 
하나의 음소가 환경에 따라 다른 실현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음소
가 가진 속성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도 -도 
될 수 있다는 의미로 0으로 표기한 것이다. 

국어에서 자질값이 0으로 표기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1) ㄱ. /ㅅ/, /ㄴ/, /ㄹ/은 [0high]이다. 
ㄴ. /ㅎ/은 [0grave, 0high, 0lab]이다.
ㄷ. /ㅅ/은 [0SG]이다. 
ㄹ. 반모음 /w/는 [0grave]이고, /j/는 [0lab]이다.

(11ㄱ)은 /ㅅ/, /ㄴ/, /ㄹ/은 환경에 따라 치조~후치조 위치에서 조음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에 이미 많이 되어온 주지의 사실이고, 다만 본고에서는 그
것을 [0high]라는 새로운 방식을 이용하였을 뿐이다.

(11ㄴ)은 /ㅎ/은 정해진 조음위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ㅎ/이 여러 조음위치에
서 실현된다는 것은 허웅(1985) 등에서 논의된 주지의 사실이고, 조음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김현(2009ㄱ), 권창섭(2009) 등에서 제시된 바 있다.

(11ㄷ)은 /ㅅ/의 [SG]값이 비변별적이라는 의미이다. /ㅅ/이 어두와 비어두에
서 성문 개방의 정도에 차이가 난다는 논의는 Kagaya(1974), 김경아(1997), 
김현(2011ㄴ) 등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2.2장에서 /ㅅ/의 성문 열림도
와 기식 차이를 비교 실험한 기존의 비교 연구들을 제시하면서 논의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그를 토대로 /ㅅ/의 [SG]가 환경에 따라 자질값이 달라진다고 설정
하였다.

(11ㄹ)은 반모음 [ɥ]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음성이 한국어에 존재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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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웅(1985)이래 계속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반모음 /w/에 
[0grave], /j/에 [0high]를 설정하였다.

먼저(11ㄱ)~(11ㄷ) 논의들을 이용해 국어의 음성실현조건을 설정해 보면 다
음과 같다. 

국어의 음성실현조건

1. /ㅅ/, /ㄴ/, /ㄹ/은 /ㅣ/앞에서는 [+high]로, 그 외 환경에서는 [-high]

로 실현된다.

2. /ㅎ/은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grave], [high]의 자질값 이 달라진다.

3. /ㅅ/은 어두에서는 [+SG]이지만, 비어두에서는 [-SG]이다.

다음으로 (11ㄹ)의 반모음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반모음에 
대해서도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ɥ]는 전설모음 /j/가 원순성을 가지
고 실현되는 음성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순모음 /w/가 전설성을 가지고 
실현되는 음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wj/가 [ɥ]로 실현되는 음성이기도 하다. 
이 중 /wj/가 한 음성 [ɥ]로 나타나는 경우는 한 음소에 관련된 것이기 아니
기 때문에 사실상 음성실현조건에 두기 어렵다.

그렇다면 /w/와 /j/가 [ɥ]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음성실현조건과 관련될까. 
이를 위해서는 반모음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j/는 전설평순반
모음, /w/는 후설원순반모음으로 불렸는데, [ɥ]를 인정하면 /j/는 전설반모음, 
/w/는 원순반모음으로 불러야 한다.

2장에서도 언급했듯이, /w/는 [grave](전-후설)를 달리한 두 음성을, /j/는 
[+lab](순음성)을 달리한 두 음성을 포함한다. 하나의 음성이 두 개의 음소에 
대응하는 특이한 체계를 보이는 것이다. 이 때 [ɥ]가 출현하는 환경은 앞에서
도 언급했듯이, /w/가 /i/ 앞에서, /j/가 /o/, /u/앞에서이다. 

그러므로 반모음 /w/, /j/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음성실현조건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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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음성실현조건

4. /j/는 후설원순모음 앞에서 [+labial]로 실현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high]로 실현된다.

5. /w/는 전설고모음 앞에서 [-grave]로 실현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grave]로 실현된다.40) 

3.2.2. 음향적 특성

음성실현조건에는 조음적 특성으로만은 설명 할 수 없는 특성과 관계된 조
건들이 있다. 즉 음향적 특성과 관련된 특성들이다. 물론, 음향적 특성도 조음
적인 특성과 관련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음적인 특성들만으로는 설명하
기 어려운 음성실현조건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음의 길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 자음의 
길이를 나타내는 자질은 아직까지 설정된 바 없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자
질로 설명하기 어려운 자음의 길이를, 그 중 대표적인 폐쇄지속구간과 마찰의 
길이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폐쇄기간(close duration)은 구강 폐쇄가 일어나 있는 기간을 측정한 
것이다. 그런데 폐쇄 구간은 음향 에너지가 없으므로 스펙트로그램 상에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공백 구간을 보인다. 그러므로 비어두에서만 측정이 가능하
다(신지영 2000:196). 또한, 이 폐쇄 구간은 폐쇄 작용이 없는 마찰음이나 공
명음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다음은 박한상(2007)과 배재연 외(1999)에서 실험을 통해 제시한 폐쇄 구
간의 길이이다. 

40) 김경아(2000ㄱ:166)에 의하면 /we/와 /wɛ/앞에서도 /w/는 전설성을 갖는다. 이를 받아들
인다면 이 음성실현조건은 ‘전설모음 앞에서’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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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폐쇄음과 파찰음의 폐쇄 구간의 길이(박한상 2007)41)

    

평음 유기음 경음
폐쇄음 47~55 126~128 148~149
파찰음 30~39 103~104 134~139

단위: ms

(13) 폐쇄음의 조음위치별 폐쇄 구간의 길이(배재연 외 1999)42)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평음 45~60 32~62 40~50

유기음 101~113 92~101 79~95
경음 121~123 110~132 82~113

단위: ms

(12)를 보면, 그 길이가 경음>유기음>평음 순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조음
위치의 경우 (13)을 보면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양순음>치조음>연구개음 순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실험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유표적인 차이는 평음과 유기음-
경음의 차가 크다는 것이다. 경음이 유기음보다 더 길긴 하지만 평음과 유기
음과의 차에 비하면 그 차이가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다. 조음위치에 의한 차
이도 경향성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평음이 폐쇄구간이 짧은 것은 
상당히 유표적이다.

41) 위 논문은 어중에 홑자음과 겹자음이 놓였을 때 각각 음의 길이, 폐쇄 구간의 길이, 마찰
의 길이, 후행모음의 길이를 측정해, 홑자음과 겹자음의 길이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논의
이다. (22)에서는 그 중 홑자음인 경우만 제시하였다. 

42) 위 논문은 수치가 아닌 그래프로 실험결과를 제시해 놓아서 본고에서 그래프를 보고 어림
잡아 다시 수치화 해 본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수치와 근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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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평음은 폐쇄구간이 짧다고 하여도 될 것이다. 물론 길이는 상대적
인 것이어서 어느 수치까지가 길고 어느 수치까지는 짧다고 해야 하는지 확정
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평음과 유기음과의 차이를 보면 평음이 짧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의 자음은 다음과 같은 음성실현조건을 갖는다.

국어의 음성실현조건

6-1. /ㅅ/을 제외한 평장애음은 폐쇄구간이 짧다.

6-2. /ㅆ/을 제외한 경음과 유기음은 폐쇄구간이 길다.43)

다음으로 마찰의 길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찰음은 폐쇄구간이 
없으므로 마찰 구간으로 그 길이를 측정해야 한다. 마찰 구간은 스펙트로그램
에서는 고주파수 대역의 잡음 구간으로 나타난다(신지영 2000: 206).

다음에 제시된 것은 비어두 치조마찰음의 마찰 길이를 측정한 것이다.

(14) 어두 치조마찰음 및 파찰음의 지속시간(정석재 외 1991)
               

치조마찰음 파찰음
/ㅅ/ /ㅆ/ /ㅈ/ /ㅊ/ /ㅉ/

CV 음절구조 180 174 82 62 146
CVC 음절구조 170 157 83 58 127

단위: ms

43) /ㅅ, ㅆ/은 폐쇄구간이 없어서 폐쇄구간을 측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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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어두 치조마찰음 및 파찰음의 마찰 및 기식의 길이(박한상 2007)44)

    

치조마찰음 파찰음
/ㅅ/ /ㅆ/ /ㅈ/ /ㅊ/ /ㅉ/

마찰+기식 81~85 148~156 38~41 68~87 37~43

단위: ms

(16) 비어두 치조마찰음의 마찰 길이

    

평균 N 표준편차
  /ㅅ/ 62.73 30 4.955

/ㅆ/ 138.37 30 8.826

단위: ms

(14)는 어두에서의 마찰음과 파찰음을, (15)는 비어두에서의 마찰음과 파찰
음을 측정한 실험결과이다. 그리고 (16)은 연구자의 발음을 녹음해 직접 측정
한 비어두 /ㅅ/과 /ㅆ/의 마찰 길이이다. 

실험결과를 분석해보면 어두에서는 /ㅅ/, /ㅆ/ 모두 굉장히 긴 마찰 구간을 
갖는다. 하지만 비어두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ㅆ/은 어두에 비하면 작
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 마찰구간을 갖는 반면, /ㅅ/의 경우는 어두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어두의 /ㅅ/은 마찰구간이 짧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파찰음
의 경우는 ‘매우 짧다’고 해야 할 것이다. 파찰음에 비해서는 여전히 길기 때
문이다.45) 
44) 박한상(2007)에서는 마찰음과 기식음을 같이 측정하였다. 마찰 길이와 기식의 길이가 더해

졌으므로 순수한 마찰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비어두에서는 /ㅅ/, /ㅆ/의 기식의 길
이가 거의 유사하므로 실제로 두 음소 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마찰의 차이일 것이다.

45) 만약 이 마찰구간을 표시하는 자질이 있었다면, [-긴 마찰, -짧은 마찰]이라고 하거나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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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마찰길이에 대한 음성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국어의 음성실현조건

7-1. /ㅅ/은 어두에서는 마찰이 매우 길고, 비어두에서는 마찰구간이 짧다.

7-2. /ㅆ/은 어두에서는 마찰이 매우 길고, 비어두에서는 마찰구간이 길다.

마지막으로 중자음의 길이와 관련된 음성실현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자음은 자음과 자음, 특히 같은 조음위치의 두 자음이 연결된 것이다. 수학적
으로 생각하면 중자음의 길이는 두 자음의 길이의 합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자음의 길이가 두 자음의 길이의 합보다 짧은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중자음이 두 개의 자음이 아니라 하나의 긴 자음일 수 있는 가능성
을 제기해준다. 실제로 박한상(2007)에서는 중자음일 때와 홑자음일 때의 음
의 길이를 비교하였다.

적 자질을 설정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찰의 길이에 대한 자질은 없을뿐더러, 새
로 설정한다고 해도 어떻게 값을 설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ㅆ/의 어두와 비어
두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기점으로 자질값을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길이로 자음을 만들면 다원가 도수 자질로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질을 만드는 것보다 문장 형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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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어두 홑자음과 겹자음의 폐쇄구간(박한상 2007)

     

남성 여성
/paCa/ 47 55

/paCCa/ 157 156
/paCʰa/ 126 128

/paCCʰa/ 136 136
/paC'a/ 148 149

/paCC'a/ 164 160

(단위: ms)

(17)은 같은 조음위치의 홑자음과 겹자음의 폐쇄구간의 길이를 측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C/에 /ㄱ/을 넣는다면, /바가/, /박가/, /바카/, /박카/, /바까/, /박까/를 측
정한 것이다.46) /paCCa/, 즉 평음이 중자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의 길이는 격음은 물
론이고 경음이 홑자음으로 실현된 /paC'a/보다도 길게 나타난다.

이 결과에서 유표적인 것은 평장애음-평장애음의 연쇄가 중자음으로 나타날 경우 
길이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유기음이나 경음의 경우는 홑자음인 경우나 
장애음이 선행하거나 폐쇄구간이 그렇게 크게 길어지지 않는다. 유기음의 경우는 
8~10ms, 경음의 경우는 11~12ms가 길어졌다. 만약 선행음절말 장애음의 길이가 
8~12ms 정도로 짧다면, 평음이 후행하는 경우 큰 차이를 보이며 길어지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평음-평음이 연속할 때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 크게 길어진다고 설명하든가 혹은 유기음이나 경음일 때 어떤 요인에 의해 
앞에 장애음이 와도 그 길이가 늘어나는 것에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해석을 따르든 간에 경음과 격음에서의 중자음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반면 
평음의 경우 크게 늘어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평장애음이 

46) 표(17)은 양순, 치조, 연구개폐쇄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종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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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자음으로 올 때의 길이 변화가 음소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음성실
현조건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국어의 음성실현조건

8-1. 평장애음은 앞에 자음이 선행할 경우 길이가 크게 늘어난다. 

8-2. 유기음, 경음은 앞에 자음이 선행할 경우에도 크게 길어지지 않는다. 

한편 비음의 중자음의 경우 길이가 길어지는 게 특징이다. 양순임(2011)에
서는 비음의 중첩 자음에 대해 논의하면서 길이를 측정한 실험 결과를 제시하
였다.

(18) 공명음 간 비음의 길이(양순임 2011)

/ㄴ/ /ㄴㄴ/
비음의 길이 95.51 201.22

 (단위: ms)

(18)을 /ㄴ/이 두 개가 연이어 오면 길이가 2배 이상 길어지는, 상당히 정
상적인 결과물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비음은 선행 자음으로 비음이 올 경
우 길이가 길어지는 음성실현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47)

반면 /ㄹ/의 경우 공명음 사이에 올 경우 /r/로 실현되거나 /ll/로 실현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자음이 두 개 겹치게 되면 일단 길이가 길어지
는 바, 만약 설측음으로 실현될 경우 그 길이가 짧지는 않을 것임을 쉽게 추
론해 볼 수 있다.48) 
47) 황영신(2002)의 실험결과 의하면, /ㄴ/ 뿐만 아니라 /ㅁ/,/ㅇ/도 중자음일 때 2배 이상 길

어진다.
48) 정원철(2010:24)에 의하면, 한국인이 영어의 설측음 /l/을 발음할 때, 영어에 대한 숙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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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어의 모음 간에서는 [l]의 홑자음은 실현되지 않는다.49) 즉 국어 
화자는 모음 간에서 설측음을 발음하려고 하면 아무리 짧게 발음해도 [ll], 즉 
/ㄹㄹ/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의 모음간의 모음간은 중자음 [ll]
이거나 [r]로 실현된다. 한편, 어두의 /ㄹ/은 [r]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ㄹ/의 
경우는 길이보다는 조음방법이 /ㄹ/과 중자음 /ㄹㄹ/을 변별해 주는 특성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현 2009ㄱ 참조). 

그러므로 /ㄴ/과 /ㄹ/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음성실현조건을 제시할 수 있
다.

국어의 음성실현조건

9. /ㄴ/은 앞에 /ㄴ/이 선행할 경우 2배 이상 길어진다.

10. /ㄹ/은 어중에서 [l:]로 실현되든지 [r]로 실현된다. [l]은 실현될 수 

없다.

다음은 기식의 길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조음적 속성에 의한 음성실현조건을 설명할 때 /ㅅ/은 어두에서 굉장

히 성문 열림도가 크다고 하였다. 조음적으로 성문이 많이 열리면 음향적으로 
기식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데 /ㅅ/ 이외에 평음도 어두에서는 약한 기식이 존재한다(신지영 
2000:194). 즉 스펙트로그램50)을 분석하면 어두에서는 평장애음도 기식 구간

가 높은 화자일수록 /l/의 길이를 길게 발음한다고 한다. 역으로 말하면, 영어에 대한 숙달
도가 낮아 한국어의 간섭을 많이 받는 학습자일수록 /l/을 길게 발음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한국어의 설측음 /l/이 영어에 비해 상당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측음 /l/이 
길기 때문에 /l/을 어중에서 홑자음 /ㄹ/로 지각하지 못하고 /ㄹㄹ/로 지각하는 것은 아닐
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49) 김현(2011ㄱ:149)에서는 ㄴ-ㄹ연쇄에서 [nr]은 [nn]이나 [ll]로 변하는데, [nn]으로 변할 때
는 분절음이 하나만 변한 반면 [ll]로 변할 때는 두 분절음이 변했다고 하였다. 만약 어중에
서 [l]이 가능하다면 두 개가 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0) 스펙트로그램이란 음파의 주파수와 진폭에 대해 시간에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3차원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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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된다. 기식구간은 성대진동시작시간(VOT)로 측정될 수 있는데, 성대진
동시작시간이란, 폐쇄음들이 개방 후에 후행하는 모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
대가 진동하는 시간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 모음은 성대 진동을 하므로 성
대는 좁혀야 하는데, 만약 폐쇄음이 개방하는 시점에 성문이 많이 열려 있으
면, 그만큼 성문을 좁히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시간을 성대진동시작시간이
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문 열림도가 클수록 기식의 정도는 커진다. 그러
므로 VOT가 크면 클수록 기식이 크다는 걸 보여준다(신지영 2000:194~196 
참조). 

다음은 배재연 외(1999)에서 어두의 폐쇄음의 VOT를 나타낸 그래프를 수
치로 표기해 본 것이다.

(19) 어두 폐쇄음의 VOT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평음 35~61 40~60 70~75
경음 18~20 17~22 22~40
유기음 70~77 80~85 85~95

(단위: ms)

(19)를 해석하면 평음도 VOT가 상당히 긴 것을 알 수 있다. 유기음과 비교
했을 때는 짧은 편이지만 경음보다는 훨씬 긴 편이다. 게다가 연구개평음의 
경우는 양순유기음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VOT를 보여주어, 이 수치로만 보아
서는 연구개평폐쇄음은 유기음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기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51)

림을 2차원적으로 표시한 그림이다. x축은 시간, y축은 주파수이고 z축은 진폭이다(신지영 
2000: 143 참조).

51) 만약 평음에 [+SG]를 설정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은 평음과 유기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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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식에 관한 음성실현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국어의 음성실현조건52)

11-1. /ㅅ/을 제외한 평장애음은 어두에서 약한 기식을 가지고 실현된다.

11-2. /ㅅ/은 어두에서 강한 기식을 갖는다. 하지만 비어두에서는 기식이 

약해진다.

이상으로 국어에 존재하는 음소구조조건을 살펴보았다. 먼저 자질결합조건
은 두 자질 간 혹은 자질의 집합과 자질 간에 나타나는 결합 양상 중 국어의 
음소에 적합한 조건이다. 반면, 음성실현조건은 한 음소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변별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리고 더불어서 유기음화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평
음은 기존논의들과 같이 [-SG]로 설정한다. [SG]는 성문이 열려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
타내는 자질인데 성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SG]라고 할 수 있는가는 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유기의 발음시의 성문 크기 정도로 열려야 +값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연구개평폐쇄음은 양순유기음만큼 VOT의 길이가 긴데 그렇다면 연구개음도 
[+SG]라고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평음 중에 연구개음만 [+SG]로 보는 것은 모든 평음
을 [+SG]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VOT의 길이를 성대 열림도로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배재연 외(1999)에서는 연구개에서 VOT가 긴 이유
를 “연구개 폐쇄로 인해 형성된 폐쇄강의 크기가 양순음이나 치조음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서, 성문 하압의 충분한 상승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듯하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VOT에는 성문 열림도도 관여하지만 구강의 크기도 관여
한다고 할 수 있다. ‘기식’의 정도는 성대 열림도와 관계된 것이므로(신지영 2000:194), 구
강의 크기가 좁아서 생긴 VOT 부분은 기식의 크기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구강 크기와 
관련된 VOT가 표(19)에서 제시된 VOT의 길이 중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는 없
지만, 연구개음이 양순음보다 구강크기에 의한 VOT길이가 큰 것이라면, 연구개평폐쇄음의 
기식의 정도는 양순유기폐쇄음의 기식의 정도보다 작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평폐
쇄음을 [+SG]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어두의 평폐쇄음에 약간 기식이 포함된다는 것은 음성
실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52) 본고에서 한국어의 음성실현조건을 모두 다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유성성과 관련
해서 ‘국어의 /ㅅ/을 제외한 평장애음은 공명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된다.’는 음성실
현조건도 가능하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자질로 표기하지 않는 음성적 특성까지 고려하면 음
성실현조건은 더 많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 제시한 음성실현조건은 기존에 
많이 논의되지 않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조건들이다(여기에 붙인 음성실현규칙 번호는 본
고에서 임의로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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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성적인 특성을 조건화한 것으로, 조음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조건도 
있는 반면에 음향적인 속성을 바탕으로 한 조건도 있었다. 다음 장에는 지금
까지 살펴본 음소구조조건들을 바탕으로 국어의 음운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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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운현상의 기술

이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음소구조조건이 실제 음운현상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음운현상’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운현상
은 ‘음운’에 적용되어 ‘음운’이 도출되는 현상이라는 것은 2장에서 논의한 바 있
다.

음운현상 중에는 /A/→/B/로 변할 때 자질이 하나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둘 
이상의 변별적 자질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음운현상에서 자질이 둘 이
상 변하는 경우, 두 자질이 모두 변동의 원인과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두 
자질 중 하나만 변동의 원인과 관련이 있고 다른 자질은 잉여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ㄷ구개음화의 [-strid]→[+strid]는 동화주인 /i, j/와 관련 없
는 것이다. 만약 /i, j/만 변해서는 음소구조조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음소구
조조건이 관여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3장에서 설정한 국어의 자질결합조건 및 음성실현조건이 관여하
는 음운현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1. 자질결합조건이 나타나는 음운현상

4.1.1. 비음화

비음화는  /국물/→/궁물/과 같이, 평폐쇄음이 후행하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이를 규칙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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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음화 규칙

   

-son
-nasal
-cont
-strid
-SG
-stiff

 → +nasal
+son +nasal

위 규칙에서 음운규칙의 적용 후 변한 자질은 [nasal]과 [son] 두 개이다. 하
나의 음운현상에 두 개 이상의 자질이 변하였다. 

그렇다면 비음화는 어떤 현상일까. 비음성과 공명성이 변하였으므로 둘 중 하
나의 변동이라고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3장에서 설정한 자질결합조건 1-1을 
보면, [nasal]→[son]는 포함관계에 있는 결합조건이다. 만약 비음성의 동화라
고 본다면 [-nasal]→[+nasal]의 동화 이후 (3ㄱ)이 적용되어 [son]자질도 같
이 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son]의 동화라고 본다면 기술상에 문제가 생
긴다.53) 

53) [son]의 동화인가 [nasal]의 동화인가는 [son]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son]를 ‘구강이나 비강에서의 울림’이라고 본다면 구강이 폐쇄되는 비음에서는 비강
이 개방되어야 공명성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비음화는 [nasal]의 동화라고 볼 수 있다. 반
면, '후두에서의 성대 울림‘이라고 본다면 폐쇄된 구강으로는 그 공명이 나갈 수 없으므로 
비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오히려 [nasal] 자질값의 변동이 오히려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김현 2009ㄴ 참조). 둘 모두 가능한 설명이지만 [+nasal]이면서 
[-son]인 음소는 없는 반면에, [+son]이면서 [-nasal]인 음소는 존재한다. 또한 경상도 일부 
방언에서는 [+cont, +son, +nasal]의 비모음도 존재한다(임환 1965:12). 물론 비모음은 음
소적인 문제는 아니고 음성 차원의 문제이지만, 본고에서는 좀 더 보편적인 문법 기술을 위
해 비음화를 [+nasal]에 의한 동화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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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n
-nasal  → +son

(-nasal) +son

(2)는 비음화 규칙을 [son]의 변동이라는 가정 하에 나타낸 것이다.54) 그런
데 왜 [+son]동화에 [nasal]이 잉여적으로 변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son, -nasal]을 가지는 음소는 존재하므로(유음) 자질결합조건에 적합한 자
질결합이다. 그러므로 이 현상을 [+son]의 동화로 보면 [nasal]이 왜 +값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음화는 [-nasal]→[+nasal]의 동화이며 [son] 자질값은 
[+nasal]이면 [+son]이라는 자질결합조건1-1에 의해 잉여적으로 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비음화의 규칙에서 만약 동화의 원인인 [nasal] 자질만 변하였
다면 [+nasal, -son]와 같은 결합이 생기는데 이 결합은 음소구조조건이 허용
하지 않으므로 [son] 자질도 같이 변한 것이다. 이때의 [son] 자질이 잉여적인 
특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국물/→/궁물/의 음운과정55)
        /kukmul/
[+nasal]→ ↓ ⇠[son]
        /kuŋmul/

(3)의 도식과 같이, [+nasal]에 의해 동화되면서 [son]값도 같이 변하는 것이 비
54) [son]에 의한 변동이라면 [nasal]은 잉여자질이므로 괄호로 표시하였다.
55) (3)과 같은 표기방식은 김경아(2000ㄱ)을 참조하였다. 김경아(2000ㄱ)에서는 두 음운현상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를 중간단계 없이 표시하였는데, 본고에서는 두 자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 60 -

음화의 음운과정이다. 그리고 그 두 자질의 변동은 논리적인 선후관계가 있을 뿐, 
별도의 중간과정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한편, [+nasal]의 함의하고 있는 자질결합조건에는 한국어의 비음화를 다른 관점
에서 볼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 주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ㅌ/이 비음화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자. 

(4) /밭+만/→/반만/의 음운과정
        /patʰman/
평폐쇄음화 ↓
        /patman/ 
비음화     ↓
        /panman/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ㅌ/은 먼저 평폐쇄음화를 거쳐 비음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간 단계인 /patman/이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
다. 국어에서 장애음이 후행하는 비음을 만나면 필수적으로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
이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은 문법의 기술 측면에
서 경제적이지 못하다. 만약 /ㅌ/→/ㄴ/의 직접동화를 설정한다면 실재하지 않는 중
간단계를 설정할 필요는 없어진다.

/ㅌ/→/ㄴ/의 직접동화를 설명할 때, ‘[+son]이면 [-SG]이다’(자질결합조건 
6-1), ‘[+son]이면 [-stiff]이다’(자질결합조건 7-1)라는 자질결합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nasal]이면 [+son]이므로(자질결합조건 1-1) [+nasal]일 때도 
[-SG], [-stiff]인 것이 유추된다.56) 

/ㅌ/은 [+SG]와 [+stiff vocal cords]를 가지고 있지만, [+nasal]을 획득하게 되

56) [+nasal]이면 [+son]이고, [+son]이면 [-stiff]이므로 [+nasal]이면 [-stiff]라는 3단 논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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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연적으로 이 두 자질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5) /팥+만/→/판만/의 음운과정
          /patʰman/
[+nasal] → ↓ ⇠[-SG, -stiff vocal cords]
          /panman/

(5)와 같이 해석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팓만/의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ㅌ/→
/ㄴ/의 동화를 설명할 수 있다. 물론, (4)와 (5)의 설명방식은 /ㅌ/의 [+SG]와 
[+stiff vocal cords]의 자질값이 각각 -로 바뀌는 것을 하나의 음운현상으로 설명
하느냐 아니면 자질결합조건으로 설명하느냐의 차이이다. (5)는 평폐쇄음화를 넣지 
않는 대신 자질결합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문법 기술의 간소화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5)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중간단계를 설정하
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있다.57)

또한 ‘ㅎ→ㄴ/   ㄴ’도 음소구조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58) 우선 이 현상을 자질 
목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7) /팥만/→/팓만/→/판만/과 /팥죽/→/팓죽/→/팓쭉/과 공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평폐쇄
음화가 있는 것이 문법 기술이 간소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둘을 묶으면 ‘[+cons] 
앞에서 평폐쇄음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텐데, /판만/처럼 비음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해도 ‘[-son] 앞에서 평폐쇄음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평폐쇄음화의 기술이 복잡해지지는 않
는다.  

58) 이 현상에 대한 논의는 크게 /ㄷ/(혹은 /ㆆ/)으로의 중화를 거친 후에 비음화되었는가 아
니면 바로 /ㄴ/에 동화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중화를 거친다는 것은 역시 실재하
지 않는 음성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이승재(1980), 김경아(1998) 등
에서는 /ㄴ/에 직접 동화된다고 보았다. /ㄴ/으로의 직접동화에 대해 송철의(1990)에서 조
음위치와 조음방법이 동시에 동화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권창섭(2009)에서는 여기에 덧
붙여, 평폐쇄음화를 설정하지 않고 [+SG]가 탈락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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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ㅎ+ㄴ→ㄴ

   

  /ㅎ/  →  /ㄴ/   /ㄴ/
-son
+cont
-strid
+SG
-stiff
0grave
0high
-nasal

 →

+son
-cont
-strid
-SG
-stiff
-grave
0high
+nasal

+son
-cont
-strid
-SG
-stiff
-grave
0high
+nasal

(6)은 /ㅎ/이 /ㄴ/의 [+nasal]에 의해 동화되는 현상을 보인 것인데, [son], 
[cont], [strid] 자질도 같이 변하였다. 2장에서 살펴본 자질결합조건에 따르면 
[+nasal]이면 [+son]이고(자질결합조건 1-1), [+nasal]이면 [-cont]이며(자질결
합조건 4-1), [+son]이면 [-SG]이다(자질결합조건 8-1). 그러므로 [cont], 
[son], [SG]는 잉여적으로 변한 자질들이다.59) 

일례로 /놓-+-는/의 음운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9) ㅎ→ㄴ/  ㄴ을 ㅎ+ㄴ→ㄴ의 축약으로 보면 뒤에서 설명한 ㅎ+ㅅ→ㅆ과 평행하게 볼 수도 
있다. 축약은 두 음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므로 /ㅎ/과 /ㄴ/이 축약되면 /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놓-+-는/은 /논는/으로 /ㄴㄴ/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ㅎ/과 /ㄴ/이 연
쇄되면 음의 길이가 길어져서 /n/이 아닌 /n:/으로 축약될 것이고 2장에서 비어두에서 /ㄴ
ㄴ/은 /ㄴ/의 비해 음의 길이가 2배 이상 길어진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러므로 ㅎ-
ㄴ 연쇄의 길이가 /ㄴ/보다 2배 이상 길 경우 /ㄴㄴ/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축약으로 보고자 하면 다른 문제점에 봉착한다. 우선 왜 /ㅎ/의 [-nasal]과 [+nasal] 중 
[+nasal]이 선택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ㅎ-ㄴ연쇄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의 결과
에 /ㅎ/이 가진 [+SG], [+cont], [-son] 중 어느 특징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축약은 선행 음소의 특성의 일부와 후행 음소의 특성의 일부를 갖는다. 예를 들어 ㅎ-ㄷ이 
연쇄될 때는 /ㅎ/의 [+SG]와 /ㄷ/의 조음위치가 축약되어 /ㅌ/으로 유기음화한다. 그런데 
ㅎ-ㄴ연쇄에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의 결과에는 /ㅎ/이 가진 어느 특성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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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놓-+-는/→/논는/의 음운과정
           /놓는/
[+nasal] → ↓ ⇠[-SG, -cont, +son]
           /논는/

이러한 ‘/ㄴ/으로의 직접동화’의 기술방식은 /ㅌ/이나 /ㅎ/ 이외에도 모든 장애음에 
적용될 수 있다. 유기음은 [+SG, +stiff], 경음은 [+stiff], 파찰음은 [+stiff], 마찰
음은 [+cont, +stiff]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성들은 [+nasal]과 상충 관계
를 가지므로 모두 잉여적으로 -값을 가지게 된다. 즉, 모든 장애음이 [+nasal]을 
가지면 [cont], [strid], [stiff vocal cords], [SG]가 자질결합조건에 의해 -값을 가
지게 되는 것이다. 

‘직접 비음화’ 방식은 비음화 규칙을 설정하는 데 큰 강점을 갖는다.

(8) 비음화 규칙
    ㄱ.

         

-son
-cont
-strid
-nasal
-SG
-stiff

 → +nasal +nasal

     ㄴ. [-son]→[+nasal]/   [+nasal]

(8ㄱ)은 평폐쇄음인 /ㅂ/, /ㄷ/, /ㄱ/이 비음화한다고 볼 때의 규칙이다. 그에 반해 
(8ㄴ)은 모든 장애음이 비음화를 겪는다고 볼 때의 규칙을 나타낸 것이다. 비음화 
규칙을 간소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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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비음화는 [+nasal]의 동화이며 [son] 자질은 [nasal]이 변할 때 따라서 
변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tiff vocal cords], [SG], [strid], [cont] 역
시 [+nasal]에 따라서 부차적으로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모든 장애음이 비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하여 비음화 규칙을 간소화시
키며, 비음으로의 직접동화를 통해 실제 일어나지 않는 중간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4.1.2. 유음화 및 치조비음화

한국어에서는 ‘ㄴ-ㄹ’ 연쇄와 ‘ㄹ-ㄴ’연쇄를 허용하지 않는다.60) 음소 연쇄를 허
용하지 않는 음소배열제약을 어기는 음소 연쇄가 나타나면 그 중 한 음소를 다른 
음소로 바꾸거나 탈락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음소배열제약을 어기지 않게 변한다
(이진호 2005:104). 

‘ㄴ-ㄹ’연쇄는 /ㄹㄹ/과 /ㄴㄴ/으로 모두 실현될 수 있는데 전자를 역행적 유음화, 
후자를 치조비음화라고 한다. 반면 ‘ㄹ-ㄴ’ 연쇄에서는 /ㄴㄴ/으로는 실현되지 않고 
/ㄹㄹ/로만 실현된다. 이를 순행적 유음화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음운론/→/음울론/은 
역행적 유음화, /음운론/→/음운논/은 치조비음화, /칼날/→/칼랄/는 순행적 유음화의 
예이다.  

60) 음소와 음소의 결합을 제한하는 제약을 음소배열제약이라고 한다(이진호 2005ㄴ: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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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순행적 유음화      

    

+son
-cont
+nasal
-grave
0high

 →

+son
+cont
-nasal
-grave
0high

+son
+cont
-nasal
-grave
0high

    ㄴ. 역행적 유음화

    

+son
-cont
+nasal
-grave
0high

 →

+son
+cont
-nasal
-grave
0high

+son
+cont
-nasal
-grave
0high   

  ㄷ. 치조비음화

    

+son
+cont
-nasal
-grave
0high

 →

+son
-cont
+nasal
-grave
0high

+son
-cont
+nasal
-grave
0high

  
(9ㄱ)은 순행적 유음화를, (9ㄴ)은 역행적 유음화를 (9ㄷ)은 치조비음화를 각각 

규칙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변한 자질은 [cont]와 [nasal]
이다.61) 

61) 본고에서는 [lateral] 자질은 사용하지 않았다. ‘ㄹ-ㄴ 연쇄’에서 음절말 유음은 설측음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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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 현상의 원인이 [cont]와 [nasal]중 어느 쪽에 있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62) 이 둘은 상충관계여서 [nasal]과 [son]처럼 한 쪽이 +이면 다른 
쪽 자질은 자동적으로 –값을 갖기 때문에 포함관계인 [nasal]-[son]와 관련된 
비음화와는 다르게 설명되어야 한다. 

먼저 이 현상이 [nasal]과 관련된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자. 비음성은 /ㄴ/과  
/ㄹ/이 차이를 보이므로 치조비음화의 경우 /ㄹ/이 /ㄴ/이 되면 비음성을 획득하
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 현상이 [nasal]에 의한 동화라면 평폐쇄음화 뒤에서도 
/십리/→/십니/(→/심니/)와 같은 치조비음화가 어째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
다.63) 즉, 치조비음화는 /ㄴ/ 뒤에서뿐만 아니라, 역시 비음인 /ㅁ/, /ㅇ/, 그리고 
평폐쇄음인 /ㅂ/, /ㄷ/, /ㄱ/ 뒤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므로 이를 [nasal]에 의한 

로 [+lateral]값을 갖고 있으므로 /ㄴ/→/ㄹ/의 변동이 일어날 때 [lateral]의 값도 -에서 +
로 변한다. 그러나 [lateral]은 한국어의 변별자질이 아니므로, 변별자질이 아닌 것이 변해서 
음소의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즉 [lateral]은 음소구조조건을 결정지
을 수 있는 특성이 아니고, 음성 층위의 특성이라는 것이다. 음성 층위의 변이가 음소적인 
동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ㄴ/은 구강 내에서는 폐쇄를 일으키므
로 [+lateral]이 후행음소까지 남았다면, 설측개방의 성질이 후행하는 구강폐쇄를 막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ㄹ-ㄷ의 연쇄인 ‘갈등’(/갈뜽/)은 왜 설측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
는 문제도 생긴다. 즉, 구강 내에서의 개방과 폐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역행적 
유음화의 경우 음절 초성의 /ㄹ/은 [+lateral]이라고 보기 어렵다(김현 2011ㄱ:149~154 참
조). 그러므로 유음화를 설측성에 의한 동화라고 보는 견해는 문제점이 있다. [lateral]은 변
별적 자질이 아니므로 음운규칙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적용될 문제이다.

62) 유음화와 치조비음화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cont]와 [nasal]이외에도 공명도에 의한 것이
라는 논의가 있다. 김차균(1976) 등에서는 이 현상이 공명도에 의한 제약에 의한 현상이라
고 하였다. 여기서 제약이란 선행 음절 종성이 후행 음절 초성보다 공명도가 작을 수 없다
는 제약이다. /ㄹ/은 /ㄴ/보다 공명도가 높으므로 공명도 제약에 걸리는 것이다. 그런데 김
현(2011ㄱ)는 공명도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음절종성의 자음이 후행 음절초성 자음보다 공
명도가 작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에 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역행적 유음화를 어떻
게 설명할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를 반드시 같은 기제로 설
명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ㄹ-ㄴ 연쇄를 설명하는 방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
명도에 의한 현상으로 보기엔 문제점이 있다. 

63) 평폐쇄음과 유음이 만나는 ‘십리’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의 규칙순 설정이 가능하다. 우선  
/십리/→/심리/→/심니/라는 규칙순이 존재할 수 있고, /십리/→/십니/→/심니/라는 규칙
순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십리/→/심리/의 과정에서 후행자음에 비
음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비음화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이 과정
은 후자의 규칙순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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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음화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64) 
또한, 유음화의 경우 [nasal]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

다.65) [nasal]로 설명하고자 하려면 [-nasal]의 특성이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
하여야 하는데, 자질의 표기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nasal]에 의한 
동화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다. [-nasal]은 비강개방을 하지 않는 무표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66) 그러므로 유음화의 경우도 [nasal] 자질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현상이 [cont]의 동화라고 보면 [nasal]의 동화라고 보았을 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치조비음화는 [+cont]로 설명하면 평폐쇄음 뒤에서 
일어나는 /십리/→/십니/(→/심니/)와 같은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 비음이나 폐
쇄음 모두 [-cont]이기 때문에 [-cont]의 영향에 의한 현상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음화의 경우도 [+cont]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쉽게 기술할 수 있다.67) 

64) 폐쇄음 뒤와 /ㄴ/ 뒤의 /ㄹ/→/ㄴ/을 비교해서 ㄴ-ㄹ 역행적 유음화의 본질을 살핀 논의
로는 김경아(2000ㄱ), 김현(2011)이 있다.

65) 물론, 유음화와 치조비음화를 반드시 동일한 기제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 그렇지만 
두 현상 모두 /ㄹ/과 /ㄴ/이 연쇄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가능한 같은 기제로 설
명하는 것이 문법 기술에 좋을 것이며, 실제로 현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다.

66) 자질값이 -라고 해서 인접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질이 [grave]처럼 
등치대립을 이루거나 [high]처럼 점층대립을 이루는 경우에는 [-grave]나 [-high]도 그 자
체로 특정한 특성을 나타내며 인접음을 동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nasal]과 같은 유무대
립은 그렇지 않다. 유무대립을 갖는 자질에서 -값은 ‘그러한 특성이 없다’라는 의미만 가지
므로, 그 자체가 인접음을 동화시킬 수 있는 특성이 되지는 못한다(이기문 외 
2000:106~109 참조). 

67) 치조비음화 및 유음화를 [지속성]의 동화라고 하는 음성적인 근거는 김현(2011ㄱ)에서 논의
한 바 있다. ‘ㄴ-ㄹ’연쇄에서는 未破音-彈舌音의 연쇄에서 구강을 폐쇄하였다가 짧은 순간
에 구강에 기류에 흐르는 탄설음을 발음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둘 중 한 음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ㅁ, ㄴ/이 /ㄹ/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조음방법의 동화로 조음위치까지 
바뀌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ㄷ-ㅆ(ㅅ)와 ㄴ-ㄹ연쇄를 비교하여 [공명성]
이 같은 음소끼리의 연쇄에서 후행 음소의 지속성이 선행 음소에 동화되는 현상이라고 하였
다, 한편, ‘ㄹ-ㄴ’연쇄에서는 선행자음의 설단폐쇄+설측개방이 후행하는 자음 실현 시에도 
계속 남아 있어서 공기가 계속 구강으로 흐르는데(지속성), 공기가 구강으로 흐르면 비음을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강을 개방시키지 않고 치조 폐쇄를 개방시키는 음운현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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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유음화 및 치조비음화의 음운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0) /음운론/→/음운논/의 음운과정
        /음운론/
[-cont]→ ↓⇠[+nasal]     
        /음운논/

(11) /음운론/→/음울론/의 음운과정
        /음운론/
[+cont] →↓⇠[-nasal]     
       /음운논/

(12) /칼날/→/칼랄/의 음운과정
         /칼날/
[+cont] →↓⇠[-nasal]     
         /칼랄/

이상으로 유음화외 치조비음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사실 [nasal]과 [cont]는 
서로 상충되는 자질이므로 한 쪽이 변하면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
고 이 현상들을 [cont]의 동화라고 하였으므로, [nasal]은 유음화 및 치조비음
화 현상에서 잉여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비음화에서는 [nasal]이 변별적 자질
로서 역할을 한데 비해, 유음화나 치조비음화에서는 오히려 잉여적인 현상이 나
타나는 것이다.68) 

하였다. 
68) 이 논의를 따르면 /ㄹ/이 /ㄴ/으로 변동하는 현상은 치조비음화가 아니라 ‘비지속음화’라

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므로, 본고에서
는 치조비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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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구개음화

4.1.3.1. 음소적 구개음화

ㄷ구개음화는 치조폐쇄음인 /ㄷ/이, ㄱ-구개음화는 연구개폐쇄음인 /ㄱ/이 
/i, j/ 앞에서 /ㅈ/으로 변하는 음운현상이다. 물론 통시적인 차이나 적용 범위
의 차이, 적용 지역의 차이 등이 있으나, 두 현상의 규칙을 놓고 보았을 때 두 
규칙의 동인과 변동의 결과는 같다.69) 두 현상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ㄱ.   /ㄷ/   /ㅈ/   {i, j}
-son
-cont
-nasal
-grave
-high

 →
-grave
+high
+strid

-cons
-grave
+high

    ㄴ.   /ㄱ/   /ㅈ/   {i, j}
-son
-cont
-nasal
+grave
+high

 →
-grave
+high
+strid

-cons
-grave
+high

69) 선행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ㄷ구개음화는 남부방언과 동북방언에서 16세기, 중앙방언
에서 18세기에 일어났으며, ㄱ-구개음화는 남부방언과 동북방언에서 18세기에 일어났으며 
중앙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명규 1990:33~34 참조).



- 70 -

그런데 조음위치의 동화인 ㄷ구개음화 및 ㄱ-구개음화 현상에서 [-strid]→
[+strid]로 조음방법도 같이 변하는 것은, 후치조폐쇄음이 국어의 음소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치조폐쇄음이 없다는 것이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이 
도출된 결과가 후치조파찰음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후치조폐쇄음이 없으면 조음
위치가 변하여 연구개폐쇄음이 될 수도 있고 양순폐쇄음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조음
방법이 변하여 후치조파찰음으로 변하가 하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
이 난제이다. 

자질로 설명할 때,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 모두 [-grave, +high]의 동화라고 
한다면 이 난제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후치조폐쇄음이 없다는 것은 [-grave], 
[+high], [-strid]의 결합이 국어의 음소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데 만약 ㄷ구개음화가 [+high]만의 동화라면, [-grave, +high, -strid]에서 음소구
조조건을 맞추기 위해 [-grave], [-strid] 모두 잉여적으로 변할 수 있는 자질이 
된다. 그렇지만 ㄷ구개음화를 [-grave, +high]의 동화라고 본다면 잉여적인 자질은 
[strid]일 수밖에 없고, [-strid]→[+strid]를 통해 후치조파찰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의 음운과정은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0)

(16) ㄱ. /굳이/→/구지/의 음운과정
                  /굳이/
                   ↓
[-grave, +high]→ ↓⇠[+strid]  
                   ↓
                   ↓
                 /구지/

70) (16ㄱ)이나 (16ㄴ)은 현대국어에 적용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당시에 적
용되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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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김/→/짐/의 음운과정
                  /김/
                   ↓
[-grave, +high]→ ↓⇠[+strid]  
                   ↓
                   ↓
                  /짐/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디/라는 음소연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대국어에서  
/디/의 연쇄가 나타나는 어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듸/이었기 때문에 구개
음화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논의로 설명되기도 한다(이명규 1990:45). 그런데 현
대국어 /ㄷ/도 /i, j/ 앞에서는 설단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때문
에 [tʲ]로 나타난다. 그런데, 과연 [tʲ]를 [+high]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
한다.

이 [tʲ]에서 ‘ʲ’가 의미하는 것은 2차적 조음(secondary articulation)이다. 우리가 
어떤 자질의 자질값을 줄 때 2차적인 조음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와’라
는 활용형이 있을 때 /ㄱ/이 후행하는 /ㅗ/모음의 영향을 받아 음성적으로는       
[kʷowa]로 실현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현된다고 해서 [kʷ]에 [+lab]값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tʲ]가 [+high]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ㄱ-구개음화가 적용된 방언에서 현대에 /기/라는 음소연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때의 /ㄱ/은 [kʲ]일 것이고 역시 이 음을 [-grave]라고 보기
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국어의 /디/, 현대 남부 방언에서 /기/의 음소연쇄
가 나타나도 구개음화되지 않는 것은 자질값의 변경이 없기 때문이다.

ㄷ구개음화와 ㄱ-구개음화는 통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grave, +high]로의 
자질변경규칙은 현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칙인 것이다, 현대국어에 공시적으로
는 /ㄴ/, /ㅅ/, /ㄹ/의 [0high]의 자질값을 채워주는 변이음규칙만 남았다.71) 하지만 
‘[-grave, +high]이면 [+strid]이다.’라는 자질결합이 소용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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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자질결합조건이 근대국어의 /디/ 연쇄를 /지/연쇄가 되는 현
상에 관여하였으나72), 현대국어에서 [tʲ]로 나타나는 /ㄷ/이 /ㅈ/으로 실현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이 자질결합조건은 ㄷ구개음화 및 ㄱ-구개음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소구조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ㅎ-구개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ㅎ-구개음화는 음소 /ㅎ/이 음소 /ㅅ/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를 음소의 변화로 

나타내면 ㅎ>ㅅ/   /i, j/이다. 그런데, 음성 층위에서 보면 ㅎ-구개음화는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현상이다. 

(17) ㅎ-구개음화 규칙

   

ㄱ.   /ㅎ/   [ç]   {i, j}
-son
+cont
-strid
0grave
0high

 → -grave
+high

-cons
-grave
+high

71) ㄷ구개음화가 조음방법까지 변한 것에 대해서 Guion(1996, 1998)에서는 k-palatalization
의 인지적 작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개폐쇄음의 VOT 및 /ㅈ/의 마찰의 길이가 유사하
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ㄱ/→/ㅈ/이 된다는 논의이다. 한국어의 ㄱ-구개음화에 대해서는 
박종희·권병로(2010)에서도 논의되었는데, 이 논의에서도 ㄱ-구개음화가 /ㄱ/의 VOT와    
/ㅈ/의 마찰의 길이가 유사하여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였다. 인지와 관련된 이 논의는 일리
가 있어 보이나, /ㄷ/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ㄷ/의 VOT가 길어졌을 때 /ㅈ/으로 인식하는
지에 대한 음성학적 실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일을 기약하도록 하겠다. 

72) 자질결합조건이 ㄷ구개음화의 동인이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동인은 어디까지나 /i, j/
이고 자질결합조건은 그 동화의 결과가 /ㅈ/이라는 음소로 실현되는 데에 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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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ㅎ/   /ㅅ/   {i, j}
-son
+cont
-strid
0grave
0high

 →
-grave
0high
+strid

-cons
-grave
+high

       
(17ㄱ)은 /ㅎ/의 /i, j/앞에서 [ç]로 실현되는 규칙이고, (17ㄴ)은 /ㅎ/→/ㅅ/의 과

정을 보여주는 규칙이다. 그런데 /i, j/앞에서 /ㅎ/은 (17ㄱ)의 규칙을 적용받는 것으
로 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방언에서는 (17ㄴ)으로 변화하였다. 사실상 한
국어에서 남부방언이라도 /히/의 연쇄가 가능하므로 현대국어에서는 (17ㄱ)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ㅎ-구개음화가 일어나던 시기에는 남부방
언에서 (17ㄴ)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ㅎ-구개음화에 ‘[-grave, +high]이면 [+strid]이다.’라는 자질결합조건이 적용된
다고 보면, [-grave, +high]의 위치에서 [+strid]가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ㅎ/은 [+cont]이므로 결과적으로 [+cont, +strid]인 /ㅅ/으로 음소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ㅎ/이 [-grave, +high]을 갖게 되는 것이 음운변동이 아닌 
음성변이라는 데에 있다. 즉 (17ㄱ)에 의해 /ㅎ/→[ç]의 음성변이규칙이 실현된 것
이다(허웅 1985:144 참조).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ㅎ/은 원순모음 앞에 나타나는 [ɸ], /ㅣ/ 앞에 나타나
는 [ç], /ㅡ/ 앞에 나타나는 [x], 기타 환경에 나타나는 [h]가 있는데, 왜 [ç]만 다
른 음소로의 변동을 일으켰는가 하는 점이다. 

河野六郎(1945)에서는 구개음화를 h→ç→ɕ→s의 과정으로 보았다. /ㅎ/→/ㅅ/은 
사실상 /ㅎ/→[ç]→[ɕ]→/ㅅ/의 단계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ç]→/ㅅ/은 하나의 음
성이 자신을 음성실현형으로 가지지 않는 음소로 변했다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따
르기 때문이다. [ç]와 [ɕ]는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조음되는 음성이고 유일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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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trid]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strid]을 통한 [ç]→[ɕ]이 ㅎ-구개음화의 
핵심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음성적으로 실현된 음이 음소의 변동을 통해 
변별적 자질인 [strid]의 자질값이 변할 수는 어렵다. 그래서 음성에서 음성으로 변
한다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통해 [+strid]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즉, [strid]가 
잉여자질로서 변한 것이라기보다는 [+strid]를 획득하는 과정이 하나의 음성현상으
로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ㅎ-구개음화의 음운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8) /힘/→/심/의 음운과정
                 /힘/ 
[-grave, +high] ↓
               [çim]    
[+strid]         ↓
               [ɕim]
                ↓
               /심/
 
(18)과 같이 /힘/→/심/의 과정은 [-grave, +high]으로의 변이가 자질결합조건에 

의해 [-strid]→[+strid]를 부차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ç]→[ɕ]의 현상
이 그 자체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다.73) 그러므로 여기서 [strid]는 잉여자질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음성이 다른 음성으로 변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
73) [ç]→[ɕ]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다. ㅎ-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가장 핵

심적인 작용임에도 이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대국어의 /ㅎ/의 경
구개변이음과 /ㅅ/의 후치조변이음의 정확한 음가를 알기도 어렵지만, 정확히 안다고 하여
도 음성에서 음성으로 변하는 매우 특이한 현상, 그것도 현대국어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
의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것이 ㅎ-구개음화의 본질이라
는 것만 밝혀두고 그 원인의 규명에 대해서는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다만 [ç]과 [ɕ]의 조
음위치가 비슷하므로 두 음이 인식적으로 비슷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심증은 둘 수 
있을 것 같다.



- 75 -

만, [-grave, +high]로의 음성변이, [-strid]→[+strid], [ɕ]→/ㅅ/이 차례로 적용되
는 현상이 ㅎ-구개음화인 것이다.

4.1.3.2. 음성적 구개음화

음성적 구개음화는 ㅅ구개음화, ㄴ구개음화, ㄹ구개음화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
다(배주채 1996:316~317 참조). 그런데 음성적 구개음화라는 결과적으로 음소차원
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그 변화의 성격 자체가 ㄷ구개음화, ㄱ-구
개음화와 차이를 보인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음성적 구개음화도 그 동인은 앞에서 
살펴본 음소 층위의 구개음화들과 같은데, 다만 그 결과가 음성변이로 나타난 것뿐
이다. 

(19)   /ㅅ/    [ʃ]   {i, j}
-son
+cont
-grave
0high

 → -grave
+high

-cons
-grave
+high

(20)   /ㄴ/    [ɲ]   {i, j}
+son
-cont
-grave
0high

 → -grave
+high

-cons
-grav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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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ㄹ/    [ʎ]   {i, j}
+son
+cont
-grave
0high

 → -grave
+high

-cons
-grave
+high

(19)는 ㅅ구개음화를, (20)은 ㄴ구개음화를, 그리고 (21)은 ㄹ구개음화를 각각 
규칙으로 나타낸 것이다. 국어의 /ㅅ/, /ㄴ/, /ㄹ/을 [-high]라고 할 수는 없다. 만약 
[-high]라고 한다면, 변별적 자질인 [high]의 값이 변하였는데 음소적인 차원의 변
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기술이 되기 때문이다(김현 2009
ㄱ:198~199 참조). 그러므로 위의 (19)~(21)의 규칙은 자질값 변동이 아닌 자질
값 채워넣기, 즉 음성변이규칙이다. 그렇지만 이 현상의 원인은 ㄷ구개음화, ㄱ-구
개음화와 마찬가지로 [-grave, +high]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음성적 구개음화로 나
타나는 이유는 변동의 동인 때문이 아니라 [-grave, +high]이면 [+strid]라는 자질
결합조건 때문이다.74)

4.2. 음성실현조건이 나타나는 음운현상
음성실현조건이란, 음소가 실제로 어떻게 음성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점과 관련되

는 조건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음소가 어떤 음성으로 실현될 때 어떤 
특성을 갖는지, 또 환경에 따라 어떤 특성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이 음성실현조건

74) 음성적 구개음화는 [+cont, -grave, 0high]→[-grave, +high]/  [-grave, +high]혹은 
[+son, -grave, 0high]→[-grave, +high]/  [-grave, +high]의 현상이다. 이때 [-grave, 
+high]가 도출되어도 [+strid]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0high]→[+high]가 음성변이규칙이기 
때문이다. 음소구조조건은 음운현상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음성변이규칙인 음성적 구개음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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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장에서는 음성실현조건 중, 기존의 변별적 자질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 위

주로 음성실현조건이 음운현상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4.2.1. 유기음화

유기음화는 /ㅎ/과 평폐쇄음 혹은 평파찰음의 연쇄가 유기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 이때, /ㅎ/의 유기성과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결합해 같은 조음 위치의 
유기음으로 실현되게 된다. 유기음화를 축약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ㅎ/과 /ㄷ/의 
유기음화는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표현될 수 있다.

(22) 유기음화 규칙

     

  /ㅎ/  /ㄷ/   /ㅌ/
-son
+cont
-strid
+SG
-stiff
0grave
0high
-nasal

-son
-cont
-strid
-SG
-stiff
-grave
0high
-nasal

 →

-son
-cont
-strid
+SG
+stiff
-grave
0high
-nasal

/ㅎ/과 평장애음이 연쇄될 때 (12)와 같은 축약이 일어난다. 축약은 두 음소가 하
나의 음소로 줄어드는 것으로 각 음소가 가진 특성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때 
[-son]나 [-strid]처럼 두 음소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특성은 축약의 결과에도 그대
로 나타난다. 그리고 [cont]나 [SG]처럼 상충하는 자질은 한쪽의 특성을 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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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5)  
규칙 (22)의 가장 큰 문제는 [stiff vocal cords] 자질에 있다. /ㅎ/이나 /ㄷ/이나 

모두 [-stiff vocal cords]이여서 상충하지 않는데 축약의 결과인 /ㅌ/은 [+stiff 
vocal cords]라는 점이다. 자질값으로만 보자면 /ㅎ/과 /ㄷ/의 축약에서 [-stiff]가 
[+stiff]로 변할 이유는 전혀 없다.7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stiff vocal 
cords]를 잉여적으로 획득하게 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질결합조건으로 [-stiff]→[+stiff]를 설명하기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SG]와 [stiff vocal cords]는 자질결합 양상에 있어서 4가지를 다 허용한다.77) 그
러므로 만약 자질결합조건으로 설명하려면 ‘국어 음소에서 [+SG]이면 [+stiff 
vocal cords]이다.’라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서 /ㅎ/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
외시켜야 한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자질로써 /ㅎ/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쉽지 않
다.78) 
75) [+cont]는 구강으로 공기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특성을 가지는 자질이다(이진호 2005:75). 

그런데 /ㅅ/을 제외한 평장애음은 구강 내에서 폐쇄를 일으키는 특성을 가지므로 /ㅎ/의 
[+cont]의 특성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후두 내 작용인 [+SG]는 /ㅎ/의 유표적인 
특성이므로 두 음소의 축약 시 그대로 [+SG]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ㅎ/의 후두 내 
작용과 후행음소의 구강 내 작용이 융합되어 한 음소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76) /ㅎ/과 평장애음(혹은 평파찰음) 모두 [-stiff]인데 그 결과는 [+stiff]로 나타나는 문제는 유
기음화를 보아도 똑같이 발생한다. 또한, [stiff]가 아닌 [tense]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발생
한다. [tense]역시 /ㅎ/에서는 [-tense]이고 /ㄷ/은 [-tense], /ㅌ/은 [+tense]이기 때문이
다(김현 2009ㄴ: 374~375 참조). 

77) [SG]와 [stiff vocal cords]의 결합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ㄹ.
+SG
+stiff  -SG

+stiff
+SG
-stiff

-SG
-stiff

    이 중 (ㄱ)은 유기음, (ㄴ)은 경음, (ㄷ)은 /ㅎ/, (ㄹ)은 /ㅅ/을 제외한 평음을 가리킨다   
(/ㅅ/은 [SG]값이 어두/비어두에 따라 다르므로 0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4가
지의 결합유형을 다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8)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국어에서 [-son, +cont, -strid]가 아닐 때, [+SG]이면 [+stiff vocal 
cords]이다.’라는 무리한 자질결합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전제부에 ‘부정표현’이 들어간 자
질결합조건이 가능한가 하는 점도 문제이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son, +cont, 
-strid]가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자연부류인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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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stiff vocal cords]가 잉여적으로 변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
로 [SG]와 관련된 자질결합조건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것이다. 이 때 음성실현조
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79)

3장의 음성실현조건 중 ‘유기음은 평음에 비해서 길이(폐쇄지속구간)가 길다.’(음
성실현조건 6-2)라는 조건이 있었다. 이 조건은 한국어 폐쇄음의 폐쇄지속시간에 
대한 것이다. 짧게 요약하자면, 폐쇄지속시간은 경음>유기음>평음 순으로 나타나
며, 특히 유기음과 평음의 차이는 크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러므로 평음과 유기음
은 성문의 열림 말고도 폐쇄시간으로도 구분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ㅎ/-평장애음 연쇄의 폐쇄구간의 길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장에
서 제시한 수치를 간단하게만 제시하면, 폐쇄 길이는 평음이 47~55ms, 격음이 
126~128ms, 경음은 148~149ms이다. 한편 /ㅎ/의 길이는 어두에서 88~146ms이
다. 음절말의 /ㅎ/은 항상 다른 음소로 실현되기 때문에 그 길이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3장에서 살펴본 폐쇄지속구간의 길이에 대한 음성실현조건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평장애음은 앞에 자음이 선행하면 그 폐쇄지속구간이 크게 길어진다
는 조건(음성실현조건 8-1)이 있었는데, 평장애음과 선행하는 자음의 길이의 합보
다 더 크게 늘어나서 유기음이나 경음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었다. 
그러므로 평장애음 앞에 /ㅎ/이 올 경우에도 역시 길이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ㅎ/과 평장애음 연쇄에서 폐쇄지속구간이 길어진 것이 유기음으로 지각
된다고 논의할 수 있다. 폐쇄지속구간의 길이가 긴 유기음과 경음의 차이는 [SG] 
자질의 자질값이다. 긴 폐쇄지속구간을 가진 음이 [-SG]이면 경음이고, [+SG]이
면 유기음이다. /ㅎ/-평장애음 연쇄에서는 /ㅎ/이 [+SG]이므로 유기음이 되고, 평
장애음-평장애음 연쇄에서는 [-SG]이므로 경음이 되는 것이다. 일례로 ‘놓-+-고’

79) 김현(2011ㄴ)에서는 유기음이 비어두에서 약한 기식을 보인다는 논의를 실험을 통해 제시
하고 있다. 이것은 유기음의 음성실현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음성실현조건이 [SG]만
으로 유기음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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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운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4) ‘놓-+-고’의 음운과정
                         ㄴ. /놓- + -고/
                                  ↓        
       [+SG], 폐쇄 길이가 길다→ ↓  ⇠[+stiff vocal cords]         
                                  ↓    
                                  ↓  
                                /노코/ 

정리하자면, 유기음화는 축약이고 그 결과가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ㅎ/의 
[+SG]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stiff vocal cords]의 두 음소가 
만나 [+stiff vocal cords]의 유기음으로 실현되는 것은, [성대 긴장성]이 바뀌었다
기 보다는, 유기음이 음의 길이가 길다는 ‘음성실현조건’ 때문에, /ㅎ/과 평폐쇄음 혹
은 평폐쇄음이 한 음으로 축약되어 음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유기음으로 실현된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폐쇄 길이가 긴 음이 유기성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조
음적으로 성대 긴장성을 실현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기음으로 인식하게 되
는 것이다.

폐쇄지속구간의 길이와 [SG] 자질을 이용한 유기음화의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장
점을 갖는다. 우선 유기음화와 경음화를 하나의 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 두 자음이 
축약되어 폐쇄지속구간이 길어졌을 때 [+SG]면 유기음화, [-SG]면 경음화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ㅎ→ㄷ/  $의 과정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는 점이다. 오히려 /ㅎ/의 평폐쇄음화를 설정하면 [+SG]→[-SG]가 되므로 /ㅎ/이 
평폐쇄음화한 /ㄷ/과 후행하는 평장애음이 연쇄할 때 유기음화가 되는 것을 설명하
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ㅎ→ㄷ/  $’ 과정을 설정하면 안 된다는 이유까지 마
련해 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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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ㅎ+ㅅ→ㅆ 

앞장에서 ‘유기음은 폐쇄구간이 길다.’는 음성실현조건을 통해서 유기음화를 설명
하였다. 그렇다면 /ㅎ/이 마찰음 /ㅅ/이나 비음 /ㄴ/과 인접했을 때는 어떻게 실현될
까. ‘ㅎ+ㅅ→ㅆ’의 현상은 /ㅎ/이 /ㄷ/으로 중화된 후 후행하는 /ㅅ/을 경음화시킨다
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권창섭 2009:52).80) 그런데 이를 경음화로 설명하면, 
유기음과 평음이 만났는데 경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ㅎ→ㄷ 중화’를 설정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실현형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하지만 이 현상을 축약으로 분류하고 음성실현조건을 적용시키면 실재하지 않는 
중간 단계를 설정하지 않고도 유기음화를 설명할 수 있다.

우선 /ㅎ/과 /ㅅ/이 인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자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ㅎ+ㅅ→ㅆ 

  

  /ㅎ/  /ㅅ/   /ㅆ/
-son
+cont
-strid
+SG
-stiff
0grave
0high
-nasal

-son
+cont
+strid
0SG
-stiff
-grave
0high
-nasal

 →

-son
+cont
+strid
-SG
+stiff
-grave
0high
-nasal

      

80) 이승재(1980)에서는 /ㅎ/이 중간 단계 없이 직접 /ㅅ/을 경음화한다고 보았고, 임석규
(2004)에서는 /ㅎ/이 /ㆆ/로 중화 후 경음화되었다고 보았다. 한편 이를 축약으로 본 논의
는 김경아(199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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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 축약될 때 상충하는 자질은 [strid] 자질 뿐이다. /ㅎ/은 성문의 작용만 
있고 구강의 작용은 후행하는 음소를 따른다. 그러므로 /ㅅ/의 [+strid]를 따른다고 
할 수도 있다. [grave]의 경우는 /ㅎ/은 비변별적이고 /ㅅ/은 [-grave]이므로 그대
로 [-grave]를 따르면 된다. [high]는 /ㅎ/이나 /ㅅ/ 모두 [0high]인데 /ㅆ/도 
[0high]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작 문제는 후두 자질인 [SG]와 [stiff vocal cords]에 있다. [SG]의 경우 /ㅎ/은 
+이고 /ㅅ/은 비변별적이므로 [+SG]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tiff vocal 
cords]는 /ㅎ/, /ㅅ/ 모두 -이므로 [-stiff vocal cords]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축약
된 결과물은 예상대로라면 [+SG, -stiff vocal cords]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전혀 반대인 [-SG, +stiff vocal cords]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자질결합조건으로 ㅎ+ㅅ→ㅆ의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유기음화를 
다루면서도 언급했지만, [SG]와 [stiff vocal cords]의 결합의 유형은 4가지 모두 
자질결합조건에 적합하므로 어느 한 쪽이 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
약 [+SG, -stiff vocal cords]가 자질결합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 자
질의 자질값이 모두 변할 필요성을 자질결합조건에서는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음성실현조건이 적용되어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이다. 

우리는 3장에서 /ㅅ/과 /ㅆ/을 구분시켜주는 특성이 어두에서는 기식이고 비어두
에서는 마찰이라는 것을 보았다. 즉, 어두에서는 두 음소의 기식의 길이가 많이 차
이나는 데 비어두에서는 거의 유사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신 마찰의 길이가  /
ㅆ/이 훨씬 길다는 것을 보았다(음성실현조건 7-1, 7-2). 한편 음절말 /ㅎ/의 마찰
의 길이는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ㅎ/ 역시 마찰음이고 어두의 /ㅎ/은 마찰의 
길이가 길다81). 그러므로 어중에 /ㅅ/만 오는 것보다는 ㅎ-ㅅ 연쇄가 올 때 마찰이 
81) 실제로 /ㅎ/이 포함된 단어들을 녹음해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ㅎ/ 마찰의 길이가 

78~158ms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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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길 것임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6) 마찰의 길이(박한상 2000)

    

남성 여성
/pasa/ 85 81
/passa/ 165 155
/pas'a/ 156 148
/pass'a/ 161 158

(단위: ms)

(26)은 모음 사이의 /ㅅ/, /ㅆ/의 마찰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홑자음인 경
우를 살펴보면 /ㅅ/과 /ㅆ/에서 굉장히 큰 마찰의 길이차를 보인다. 그런데 겹자음에
서는 /ㅅ/이나 /ㅆ/이나 거의 유사한 마찰길이를 보인다. 즉, 평마찰음 /ㅅ/ 앞에 다
른 마찰음이 오면 비어두에서 마찰길이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ㅎ/과 /ㅅ/이 연쇄되어 마찰이 길어지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인
다고 볼 수 있다. /ㅎ/ 역시 마찰음이므로 /ㅅ/이 마찰이 길어질 경우 /ㅆ/으로 인식
될 수 있는 것이다. ‘비어두 /ㅆ/은 마찰의 길이가 길다.’는 음성실현조건 때문이
다.82)

그러므로 예를 들어 ‘놓-+-소’의 음운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82) ‘ㅎ+ㅅ→ㅆ’이 길이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김경아(1997, 1998)에서 제시된 바 있다. 특히 
김경아(1998)에서는 이를 [long]이라는 자질을 자음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경우 유기
음화에서 적용되는 폐쇄지속시간과 ‘ㅎ+ㅅ→ㅆ’에 적용되는 마찰의 길이를 모두 [long]을 이
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음에 새로운 자질을 설정하기 보다는 음성실현조건을 이
용해 이 과정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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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놓-+-소’의 음운과정
                       ㄴ. //놓- + -소//
                                ↓        
               마찰길이가 길다→↓  ⇠[+stiff vocal cords, -SG]         
                                ↓    
                                ↓  
                              /노쏘/ 

정리하면, /ㅎ/과 /ㅅ/이 인접하는 경우 두 소리가 축약되며 마찰의 길이가 길어져 
결과적으로는 /ㅆ/으로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83) 유기음화에서 평
장애음 앞에 /ㅎ/이 올 때와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으나, 다만 유기음화에서는 
[+SG]라는 조음적인 특성과 폐쇄 구간의 길이에 대한 음성실현조건이 같이 적용되
었으나, /ㅎ/+/ㅅ/→/ㅆ/의 경우에는 오로지 마찰구간의 길이에 의한 음성실현조건만 
적용되어, 조음적인 측면의 후두 자질의 특성은 상관없이 /ㅆ/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84)

4.2.3. 중자음 탈락 및 첨가

83) ㄷ-ㅅ이 연쇄된 듣습니다/드씀니다/의 경우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 [-stiff]인 /ㄷ/과 
/ㅅ/이 연쇄하여 [+stiff]인 /ㅆ/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김현(2011ㄱ:151)에서는 ㄴ-ㄹ
의 연쇄에서 후행하는 /ㄹ/의 [+지속성]에 /ㄴ/이 동화되었듯 ㄷ-ㅅ연쇄에서도 /ㄷ/이 후
행하는 /ㅅ/의 [+지속성]에 동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정확히는 ㄷ-ㅆ연쇄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으나 /ㅅ/도 [+지속성]을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ㄷ-ㅅ연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
다). 즉, 같은 공명성을 가진 음소들 간에 [+지속성] 동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의를 따르자면, ㄷㅅ→ㅅㅅ의 변동을 겪은 뒤 어중의 마찰길이가 길어짐으로써 /ㅆ/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84) /ㅅ/이 마찰의 길이가 길어지면 /ㅆ/으로 실현된다는 논의는 김현(2011ㄴ)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위 논문에서는 청취실험을 통해 비어두 /ㅅ/의 마찰 길이를 늘였을 때 약 55%의 
비율로 /ㅆ/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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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자음 탈락은 같은 조음 위치의 평장애음-장애음이 연쇄될 때 음절말 자음이 탈
락하는 현상이고, 중복자음 첨가는 모음 사이의 장애음 앞에 같은 조음위치의 평장
애음이 첨가되는 수의적인 현상이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28) ㄱ. 적고 /적꼬~저꼬/, 듣자 /듣짜~드짜/
     ㄴ. 아프다 /아프다~압프다/, 이틀 /이틀~읻틀/

(28)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배주채(1989:95~99)에서는 중복장애음과 긴장장애
음이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김경아(2000ㄱ:274~28)에서는 폐쇄음탈락은 
미파폐쇄음의 탈락으로, 폐쇄음의 첨가는 “분절음을 최적화하고 형태음운론적 인식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김경아(2000ㄱ)과 유사한 관점으로, 이 현상을 ‘유기음이나 경음의 
경우는, 홑자음이나 겹자음의 폐쇄지속시간이 큰 차이가 없다’는 음성실현조건 8-2
로 설명하고자 한다. 유기음은 장애음이 선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하게 길게 
실현된다. 그러므로 /적꼬/와 /저꼬/, /아프다/와 /압프다/가 음의 특성상 그렇게 변별
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즉 /ㄱㄲ/의 음소 연쇄와 /ㄲ/이라는 음소가 변별적이지 않
으므로, 음절말 종성 /ㄱ/은 잉여적으로 탈락해도 되고, 혹은 없던 /ㄱ/이 첨가되어
도 되는 것이다.

비변별적인 두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잘 구분하지 못한다. 때문에 /ㄱㄲ/을 /ㄲ/으
로 지각할 것이다. 이런 지각을 통해 중복장애음 탈락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반
대로 /ㄲ/을 /ㄱㄲ/으로 인식하면 중복자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자음 탈락 현상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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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자음탈락의 음운과정
                  ㄱ. /적- + -고/                     ㄴ. /파+뿌리/
          경음화       →  ↓                  비변별적인  → ↓ ⇠중복자음 첨가
                         /적꼬/                 폐쇄시간       ↓
       비변별적인     →   ↓ ⇠ 중복자음 탈락               /팝뿌리/
       폐쇄시간            ↓  
                         /저꼬/ 

이 중복자음 탈락/첨가를 본고에서는 비변별적인 폐쇄시간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현상들에서는 자질값이 잉여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
니라, 자음이 잉여적으로 탈락하고 첨가되는 것이다. 이것이 길이에 의한 인식의 차
이가 아니라면, 중복장애음이 왜 탈락하는지 또 왜 첨가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현
상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해보려고 한다. 왜 장애음
에서만 일어나고 비음이나 유음에서는 중자음 탈락이나 첨가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가 하는 점이다. 

먼저 비음에서는 음의 길이가 비변별적이지 않고 /ㄴ/과 /ㄴㄴ/로 변별이 되기 때
문이다. 평장애음-장애음 연쇄에서는 /하꾜/와 /학꾜/가 변별적이지 않지만, 비음의 
연쇄에서는 /우니/와 /운니/가 변별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동일한 조음위치의 비
음이 연속해서 온다고 해도 /운니/와 /우니/를 서로 혼동해서 들을 리는 없으므로, 
탈락이나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유음 /ㄹ/의 경우는 음의 길이를 보지 않더라도 유음의 비어두에서의 음성실현조
건을 살펴보면 /ㄹ/과 /ㄹㄹ/은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음성실현조건10에
서 /ㄹ/은 모음 간에서는 [r]이거나 [ll]로 실현되고 홑자음 [l]은 실현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리가 길어져도 [r]인 /ㄹ/과 [ll]인 /ㄹㄹ/을 혼동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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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리하자면, 중자음탈락은 동일한 조음위치의 평장애음-장애음의 연쇄 시에 평장

애음이 탈락하는 현상이고, 중자음첨가는 격음이나 경음이 홑자음으로 공명음 사이
에 있을 때 그 앞에 동일 조음위치의 평장애음이 추가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평
장애음-격음 혹은 평장애음-경음의 연쇄와 홑자음일 때의 격음, 경음의 길이가 큰 
차이가 없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비음의 경우는 중자음 /ㄴ
ㄴ/과 홑자음 /ㄴ/의 길이가 변별적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유음의 경우는 중자
음 /ㄹㄹ/과 홑자음 /ㄹ/은 그 음성실현형의 조음방법부터가 다르므로 혼동될 가능성
이 차단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2~3장에서 논의한 국어의 음소구조조건을 통해 4장에서 음운현
상을 기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자질결합조건은 3장에서 나누었던 ‘포함 관계’, ‘상충 관계’를 통해 각각 현
상을 기술해 보았다. 먼저 비음화는 [nasal]과 [son]의 포함 관계에 의한 조건으로
써 [nasal]의 동화와 [son]의 잉여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음화 및 치조비음화
는 [cont]와 [nasal]의 상충 관계에 의한 조건으로써 [cont]의 영향으로 인한 
[nasal]의 잉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개음화는 [-grave, +high]의 
자질 집합에 의한 현상으로써 [strid]의 잉여성과 [0high]로 인한 음성변이 규칙까
지 기술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음성실현조건은 폐쇄 길이, 마찰의 길이, 중자음의 길이를 통해서 각 현
상을 기술해 보았다. 우선 유기음화는 폐쇄의 길이가 긴 상태에서 기식이 얹혀 일어
난 현상인 것을 확인하고, 더불어 경음화도 음의 길이로 설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ㅎ+ㅅ→ㅆ’의 현상은 비어두에서는 /ㅅ/과 /ㅆ/의 마
찰 길이가 변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자음 탈락 및 첨가는 유
기음이나 경음은 장애음이 선행해도 길이 차이가 크지 않아 유사하게 지각하는 것
으로 기술하였고, 유음이나 비음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유도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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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남은 문제

본고는 국어의 음운현상에서 나타나는 잉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음소구
조조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술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그동안 변별자
질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음소구조조건으로 어떤 설명방식이 가능할지 살
펴보았다.

2장에서는 음소구조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였다. 음소구조조건이
란, 추상적인 단위인 음소를 특정 짓는 조건으로써, 크게 자질결합조건과 음성실현
조건으로 나누었다. 자립결합조건은 음소가 음소체계와의 관계에서 특정 지어지는 
조건으로, 자질들의 결합 양상 중 각 음소가 허용 가능한 결합을 지시한다. 음소체
계 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써,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음성실현조건은 한 음소가 음성으로 실현될 때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써, 주로 환
경에 따라 보이는 음성실현과 혹은 음의 길이에 따라 보이는 특성 등을 가리킨다. 
음성실현조건 역시 음소가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써, 이 역시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
는 것이다.

그리고 음소구조조건을 변별적 자질을 사용해 기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의 음소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변별적 자질의 목록을 확정하고  
변별적 자질로 한국어 음소들의 자질표기를 제시하였다. 특히 자질표기에 잉여적인 
0을 사용해 자음 체계와 반모음 체계를 기존의 연구와 약간 다르게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국어에 존재하는 음소구조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2장에서 제시한 
한국어의 음소체계를 바탕으로 자질결합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면 ~이다’라는 명
제를 통해 자질결합조건 목록을 제시하였고, 대우 명제를 통해 각 조건들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음성실현조건은 주로 국어에 나타나는 자음의 길이 위주로, 국어 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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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폐쇄 구간, 마찰 구간, 기식 구간의 길이의 장단 특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음소구조조건을 바탕으로 국어의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먼저 자질결합조건은 비음화, 유음화 및 치조비음화, 구개음화에 
자질결합조건을 적용시켜 기술함으로써, 규칙을 간소화하고 실재하지 않는 중간단계
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보였다.

음성실현조건은 3장에서 주로 다룬 음의 길이를 통해, 자질만으로는 설명하기 어
려운 현상들을 기술하려 하였다. 유기음화, ㅎ+ㅅ→ㅆ, 중자음 탈락 및 첨가 현상을 
다루면서, 자음의 길이가 길거나 혹은 짧은 음성실현조건을 바탕으로 음운현상을 기
술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론에서 구개음화 규칙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의문점으로
부터 시작하였다. 첫째, 음운현상에서 잉여적으로 변하는 자질은 왜 생기며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잉여적인 자질이 결정되는가. 둘째, 음소 층위의 동화와 음성 층위의 
변이의 차중자음 무엇이며, 그것을 자질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음운현상을 자질만으로 설명해 낼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
질 이외에 어떠한 설명방식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음소구조조건으로 음운현상을 기술해 봄으로써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잉여적으로 변하는 자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것을 결정하는 조건은 
음소체계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음소 층위의 동화와 음성 층위의 변이의 차
이점은 동화의 원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음소가 내재하고 있는 음성실현조건 때문
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질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음운현상은 음의 길이라는 음성실현조
건으로 기술할 수 있었다. 

음소구조조건을 이용한 기술 방식은 기존의 도구를 이용했다는 점, 실재를 확인할 
수 없는 단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음운현상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 등
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음소구조조건으로 음운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을 검토해보면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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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시킨 음운현상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구개음화를 제외하고는 공시적인 음운현
상에 논의를 치중하였다. 통시적인 음운현상을 공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자질결합조건은 음소체계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연구를 통해 특정 음운현상이 일어나던 당시 음소체계만 확립할 수 있다면 자질결
합조건의 논의를 적용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음성실현조건에서는 그 대상
을 음의 길이에 한정짓고, 악센트나 강세 등 운소의 특성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논의가 부족하였던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과제로 남겨두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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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neme Structure Condition and Phonological Process of 
Korean

Lee, Young-Hw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ppear phonological redundancy in phonological 
process of Korean through introduction of Phoneme Structure 
Condition. Phonological Redundancy in this study means the property 
that appear in phonetic features, which comes under a phonological 
process, but not relates cause of the phonological process. If more 
than one phonetic features changes in a phonological rule, some of 
the features might not be directly related to the cause of the 
phonological process, and that kinds of features have the Phonological 
Redundancy. It has been tried to interpret through Redundancy Rules, 
but there is a problem that we have to divide one phonological 
process into a phonological rule and a redundancy rule.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terpret the Phonological Redundancy 
through Phoneme Structure Condition. Chapter 2 describes concept of 
the Phoneme Structure Conditions and set a list of distinctive features 
which is used in this study. The Phoneme Structure Condi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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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d into Feature Combination Condition, which relates to the 
aspect of combination of phonetic features, and Phonetic Realization 
Condition, which relates to the aspect of realization of phonemes. This 
study has also set the list of distinctive features for explanation each 
Phoneme Structure Condition.

In chapter 3, this study has found Phoneme Structure Condition in 
Korean. The conditions could be found in phoneme system of Korean. 
Feature Combination Condition includes inclusion relation and 
contradiction relation between phonetic features. And a typical exam 
of Phonetic Realization Condition is length of consonants.

Chapter 4 describes phonological processes of Korean through 
Phonological Structure Condition which is found at chapter 3. Feature 
Combination Condition can explain nasal assimilation, n-lateralization 
and l-nasalization, palatalization, and Phonetic Realization Condition 
can describe aspiration,  h+s→sʼ, degemination and epenthesis. The 
two conditions can also explain glottalization and h→n/  n.

In the end, chapter 5 presents conclusion and remaining issues.

Keywords: Phoneme Structure Condition, Phonological Process, 
Distinctive Feature, Phoneme, Redundancy
Student Number: 2011-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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