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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母音의 對應

다음에 짝으로 묶어 놓은 單語들을 비교해 보자.

(129) a. diviηe-diψinity

deriνe-derivative

sublime-sμblimity

line-linear

b. sereηe-sereηity

ηzeter-ηzetru

appeal-appelatiψe

extreme-extreη#ty

c. profaηe-profanity

explain~explanation

sane-samty

grateful~gratitude

이 짝들은 왼쪽 것을이 緊張母흡을， 그리고 오른 쪽 것들이 반대로 뼈續母즙을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이들은 그 表面的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통일한 基底母즙

에서 훨出된 것이 아닐까하는 의섬을 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좌우 짝의 차이는 音領的環

境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만약 (1 29a, b, c)에 열거한 單語들이 각각 동일한 基底母

보여주고

音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불음에 대한 해탑을 위해 우리는 (129)의 單語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된다. 첫째， 문제의 모음들은 왼쪽 單語들에서

는 모두 마지악 즙節에 와 있다. 둘째， 이 문제의 母줍들에는 모두 彈勢가 와 었다는 사실

이 자리에서 彈勢를 갖는다는 것은 (56b)에 서 본대로 그것이 [ +tense]의 寶質을 가이다.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129)에 짝지어 놓은 것 중 오른쪽 單語들은 모두 뒤에서 세

번째 즙節에 彈勢가 주어졌는 바， 이 자리에서 彈勢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

본 彈勢規則들에 의거， 반드시 [ -tense]의 餐質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어떤 母

가졌더라그 母즙이 基底에서는 [+ten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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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에 두개 이상의 흡節이 뒤따를 때，이-
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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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tense]로 바뀐다는 規則이 있다면 (129)의 짝들은 왼펀 것이 緊張度(tenseness)에 관

한 한， 보다 基底에 가깡다는 결론이 된다.

이 경우 그 基底形을 각각의 表面形에 나타나는 母흡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1우리는 (129a, b, c)의 짝틀의 오른쪽 것들을 導出하기 위해 (130)과 같은 規則이 필

요로 하게 될 것이다.

뼈 [짧] • [~] /

우리는 첫눈에 이 規則이 매우 복장하여， 辯別的 資質을 가지고서는 나타내기 곤란하며，

따라서 -般性도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을 얄 수 있다. 우리는 規則 (130)을 몇 단계로 나

누어야 하는데， 그 각 단계는 매우 간단하며 一般性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각 단계가 무엇인가륜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다음 예틀을 보자.

(131) a. vary-νariety

iη~pious-piety

sociology-society

b. f.μneral-funereal

manager-l，ηanagerial

‘brevity-abbreviate

c. algebra-algebraic

Caηada-Canadian

gymnastic--c-gyη2ηasiuηi

(13 1)에 짝지어 놓은 單語들에서 분제되는 母흡틀의 대럽온 결국 (132)의 대랩이다.

(132) (a) iy/i-a:y

(b) <>/e-:-iy

(c) <>/re-εy

우선 Cl3 1a)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νary의 마지막 母륨이 좁聲的 6로 緊張母즙인 [ly] 이

지만， 基底에서는 [ -tense]의 資質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인 [ +tense]를 가졌다면， 그 表面形은 참a잭가 되었을 것이다. 이 單語의 마지막

좁節의 基底母좁은 iii었을터 인 바， 이것이 規則 (121)에 의해 緊張母흡化했을 것이고， 그

뒤의 轉移즙 [y]는 緊張母흡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132a)의 基底母좁은 iii가

된다.

한펀 Cl31b)의 ηtaηager는 마지막 흡節이 F뭘勢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마지막 흡節은

基底에서 [ -tense]외 資質을 가질 것이 다. 그리고 manager나 funeral의 문제의 母즙이

[;}]가 된 것은 母즙弱化規則 (1 19)에 의한 것이다. (129b)에서 serene一serenity에 서의 l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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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블 생각해 볼 때， (13 lb)의 基底母音은 lei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3 le)에 있어서는 algebra의 마지막 母륨이 [;:l]로 弱化되었으으로， 그것은 基盧에서

[ +low]의 資質을 가졌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 [ -low]의 資質을 가졌더 라

면， 規則(121)에 의해 緊張母즙化했을 것이다. 동시에 이 母흡은 彈勢가 오치 않았으묘로

[ -tense]의 資質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algebraic의 경우를 보면， 이 母룹이 前굵母륨이며

또 非圖層母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lrel밖에 다른 것이 없다.

이처렴 (13la, b， e)의 基底母즙을 각각 Iii , lei , lrel로 창고 보면， (13 1)의 짝지어 놓은

오른쪽 單語들을 響出하기 위해서는 (133)과 같은 規則이 필요하다.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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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則 (133)은 規則 (130)의 청반대의 효과를 가지며， 規則 (130)을 資質을 사용하여 規

則化할 수 없었듯이， 規則 (133)도 規則化할 수 없으며， 規則 (130)이 어떤 -般性도 포착

하치 못하였듯이 , 規則 (133)도 一般性을 폭착하지 못한다. 또한 規則 (130)을 몇개의 단

계로 나누어야 하듯이， 規則 (133)도 몇개의 단계로 나누어야 한다.

後폼母륨의 경우는 어 떠 한가. 우선 (134)의 예들을 보자.

(134) a. pro!Qund-pro!undity

proηQunce-pronunciation

b. cQne-cQnic

νerbQse-verbQsity

c. produce-production

reduce-:reductioη

(134)가 보여주는 對應은 (135)로 나타낼 수 있다.

(l35) a. iiW-A

b. ow-a
c. yiiW-A

(135)의 경우에는 緊張度에 관한 한， 왼쪽 것이 보다 基底母音에 가캅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134a)의 pronoμηce는 그 둘째 母륨이 彈勢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 -tense]일 수

없우나， proημχciation의 둘째 母音은 흉底에서는 [ +tense] 여도 우방하기 때문이다.

(134b)에 서는 conic에 〔허가 나다나지 만， 이 것은 다음 (136)의 왼펀에도 나다나며 , 그것

에 對應하는 오른쪽에서는 [;:l]로 질현되고 있다.

(136) reciprocity-reciprocal

demoηic-deη10η

!rivolity-ji서νo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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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로 미루어 보아， [a]는 彈勢規則이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 -tense]의 資質을 가지고

있었오리라고 짐작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reciprocal은 찬eciprocal이 되었을 것이다. 우

리는 다른 경우에서 3를 a로 바꾸는 規則 (137)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오며， 그렇다면

(135)는 (138)의 對應으로 볼 수 있다.

(137) ;>• [ ~~'앓씨

(138) a. iiW-A

b.6W-;>

c. y디W-A

우리는 지금까지 71숭해 놓은 (130), (132), 그리 고 (138)을 비 교함으로써 이들의 對應

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정이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 緊張度에 대한 對應이 있다. 즉 한

쪽은 緊張母흡이 고， 다른 한쪽은 非緊張母즙이 라는 차이 가 있다. 둘째 , 뒤 에 轉移즙이 따

르거나 따르지 않는 차이가 있다. 셋째， 轉移륨이 뒤따르는 二重母흡의 첫 요소와 그것에

對應하는 轉移륨을 갖지 않는 母흡을 비교하면， 흡質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νtηe

의 [ay]와 diνtηity의 [i]의 경 우가 그 예 이 다.

만약에 이들 對應하는 母즙들이 같은 基底母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基底形에서 表

面形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 네가지 종류의 規則이 펄요하다. 첫째， 基底母즙을 어떤 환경

하에서 [ +tense]로부터 [ -tense]로 바꾸는 規則이다. 둘째， 위와는 반대로 基底母좁의

[ -tense]를 [十 tense]로 바꾸는 規則이다. 셋째， 基底母흡 뒤에 轉移즙을 첨가하는 規則이

다. 넷째는 基底母즙을 어떤 환경하에서 다른 母즙흐로 바꾸는 規則이다. 이 規則들을 각

기 (139)의 네 이름요로 부르기로 하고， 그것들을 차폐로’검토해 보겠다.

(139) a. 뼈繹規則 (Laxing Rule)

b. 緊張化채則 (Tensing Rule)

c. 二重母音化規則 (Diphthongization Rule)

d. 母音推移規則 (Vowel Shift Rule)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139)의 規則들은 모두 獨立的 쭉當性을 가지는 英語의 規則들이

며， (1 30)과 (133)의 對應을 이처럼 몇개의 단계로 나누어 導出함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130)과 (133)는 서로 우관한， 그리고 정반대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질이다. 母흡推移規則은 이들에게 공통된 바가 무엇언가를 말해 줄 것

이며， 5也續規則과 聚張化規則은 이들의 차이점을 말해 줄 것이다.

2.2. 뼈繹規則

g뾰續規則이 란 [十 tense]의 資質을 [-tense]로 바꾸는 規則으로서， (130)의 對應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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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앞서 (129)의 對應을 설명하면서， 어떤 母즙에 彈勢가 주어졌을

때 그 뒤에 두개 이상의 音節이 뒤따료면 그 母즙이 基底에서는 [ +tense]를 가졌더라도

[ -tense]로 바뀌는 規則을 전제했었다. 이것을 規則化하면 (140)과 같이 된다.

(140) V• [ -tenseJ/-CoVCoV

그러 나 (141)의 경우들온 規則 (140)이 불완전함을 말해주고 있다.

(141) mouηtaiηoμs

couηterfeit

couηteηaηce

(141)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뼈繹이 얼어 나지 않고 있다. 그 까닭은 (129)의 경우

에서와는 달리， (141)의 경우에서는 뼈續이 일어나야 할 母흡 뒤에 두개의 子母이 있기 때

문언 것 같다. 그러 나 (142)의 예들은 그와 같은 생각이 옳지 않음을 보여 준다.

(142) wild十erness

profuηd+ity

pronunc +iation

즉， (142)의 경 우에는 해 당 母흡 뒤 에 두개의 子즙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며繹化

가 얼어나고 있다. 다만 (142)의 경우에는 (141)의 경우에서와는 달리， 두 子륨 뒤에 形態

素境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母룹의 뼈續이 일어냐는 것은 문제의 母흡 뒤에 子흡

이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두개의 母즙이 오고， 그 뒤에 다시 形態素境界가오는 경우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춰 規則 (140)을 아래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143) V•[-tenseJ/-C(C+ )VCoV

그려나 (1 44)의 예들은 다시 (1 43)을 수정해야 할 펄요성을 보여 준다.

(144) ψocatioη， vivacity, vitality

여기서 첫째 母홉틀이 뼈繹母룹이 되치 않는 것은，::1.. 뒤에 B量勢가 오기 때문인 것으로 보

언다. 여기에 맞추어 規則 (143)은 다시 (145)처렴 고쳐 써야 한다.

(145) V•[-tenseJ/-C(C+) [-s~ess] ιv

한현 (134b)의 cone~conic의 對應과 (146)의 예들은， -ic 앞에서도 뾰繹이 얼어냐고 있

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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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satire-satiric

meter-metric

volcano-volcanic

tone-tome

우선 이 현상만을 위해 우리는 (147)과 같은 規則을 생각할 수 있다.

(147) V• [ -tense]j-Co+ik

師 大 論 꿇 (20)

한펀 (148)의 예들은 母룹의 뼈繹이 일어나는 -ic 앞에서뿐만 아니라 -id, -ish 앞에서도

일어남을 알 수 있다.

(148) a. pallid (pale)

florid (βower)

. b. SPaηish (Spaiη)

finish (fiηal)

(1 48)에 주어진 5也續母즙을 가진 단어들이 각기 괄호 속에 주어진 단어들을 基底形으로 하

여 얻어진 것이라면， 마땅히 (149)와 같은 規則이 필요할 것이다.

(149) V•[-tense]j-Co+i 떼

(149)는 (147)과 縮約될 수 있우며， 그 결과 (150)과 같은 規則을 얻게 된다.

(150) V• [ -tense]j-Co+i 많]

그런데 과연 (150)과 같은 規則이 英語에 필요한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147)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우리는 satire나 meter의 경우， satiric과 metric 외 에도 satirical과

ηtetrical과 같은 交替形이 •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satiric의 基底形이 jsatIr+ik +1£1/이

라고 하고， 十 al이 나중에 剛除된다고 한다면， 規則 (150)의 도움없이 規則 (145)하나만오

로써도 뼈績母륨을~얻을수 있다. 우리는 이같은 분석이， s也績母音을 얻기 위해 만족스러

울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彈勢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는 -al의 則除가 일정치 않다는 사실이다. 즉 *basical 같은 단어는 없으묘로 basic,

public, conic 등에 대해 서 는 의무적 이 며 , %theatrtc 따위의 단어는 없오므로 theatrical,

neurological 등에는 적용되서는 안되며 ， economic(a t) , historic (al) 따위에는 뜻에 따라 適

用與否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再調整規則인 -al則除規則을 흡홉물規則

뒤에 적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문제이다.

規則 (149)도 마찬가저로 의심스러운 規則이 다. 우선 (148)의 對應이 보여주는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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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의 對應이 보여주듯 밀접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151)의 예들이 보여주듯이， 단어

내부에 形態素境界를 갖지 않더라도 id나 ish로 끝나는 말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들 語尾

앞에 5也繼母좁을 가지고 있다.

(151) a. acid, rapid, placid, solid

b. radish, abolish, establish, relish

그렇다면 이것들은륨領規則이 아니라 剩餘規則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規則 (150)을 독립한 英語의 規則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152)에 열거한 단어들이 規則 (145)의 예외들이다.

(152) obesity, hibernate, isolate

sceηic ， basic, cyclic

rotary, decency, primary

2.3. 緊張化規則

(131)의 예들을 다시 한벤 보자. 우선 (I31a)의 vary-νariety의 對應에서 우리는 vary

의 母즙을 이 基底母즙오로 잡아야 했다. Vary의 마지막 母룹은 表面에서의 모습에도 불

구하고， 基底에서는 [ -tense]의 資質을 가져야 했다. 왜냐하면 vary가 表面에서와 마찬가

지로 基底에서도 [ +tense]를 가졌다면 *vary와 같은 찰옷된· 彈勢形을 얻게 될 것이기 째문

이다.

Vary, νarioμS， νariety가 모두 그 語幹이 같은 基底母좁 Iii를 가졌다고 할 때 , vary의

마지막 母흡이 緊張化하는 것은 앞서 제시된 規則 (66)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바， 規則

(66)을 다시 되풀이하면 아래와 같다.

(66) V→〔十 tense ] / [홉靈ss ] {핍

: 껴=十， if a=+

(a)
(b)

規則 (66)이 말해주는 바는 두가지다. 첫째， 語尾의 뼈緣母룹은， 그것이 彈勢가 없는 非

低母룹이거나 彈勢가 오는 低母즙일 때， 이들이 다른 母좁 앞에 요면 緊張化한다. 둘째，

이 같응 母音들이 語尾에 요면 緊張化한다. (153)과 (154)의 예 들이 각기 이 두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153) society, ηeophyte， archaic, algebraic , heroic

(154) bαiffalo ， ψolcaη0， 껴asco， macaroni , radio , embargo

規則 (66)에 의해 우리는 νary와 variety의 두 緊張母좁을 導出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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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031b)의 경우는 어 떠 한가. Maηager-manαgerial ， IIμηeral-fiμηereal의 對應을 볼

때， 緊張母륨을 가진 派生形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基底母音은 lei여 야 한다. 이 두 對

應을 볼 때， 緊·張化는 주어진 母즙 뒤에 하나의 子룹이 오고， 그 뒤에 i나 e가 뒤따르고，

다시 그 둬에 母즙이 오는 경우에 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規則化하면 (155)와

같이 된다.

r V 1
I-low I

(155) V→[十tenseJ/- c I -back I V
I -cons I
L-stressJ

끝￡로 (13 1c)의 경우를 보자. Algebra-algebraic의 對應에서 algebra의 마지막 母룹은

거기에 彈勢가 없는 것으로 보아， 基底에서 [ -tenseJ의 資質을 가지며， 또 [dJ로 弱化된

것무로 보아， [+lowJ의 資質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α1gebraic에 서 의 이 母룹의 表面

f-back 1 。
形우로 미루어 보아 I-~:-.:~.l I 의 資質날 가졌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렇다면 그 基底形은I-rouna I

IC1CI일 것이 다. Algebraic의 緊張母좁은 規則 (66a)에 의해 서 , Caηadiaη의 緊張母즙은 規

則(155)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abbreviate , Arabiaη ， harmoniaμs， collegiate,

marginalia 등에서 보는 緊張母룹들응， 規則 (155)에 의해 훨出해 낼 수 있다.

그런데 (156)의 예들은 規則 (155)에 아직도 수정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56) reptiliaη，pαηctilious， Darwiniaη， vicioμs

(156)의 예와 (13 1a)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基底母音 Iii가 緊張母즙化 하는 것은 νary나

νariety의 경우에서와 갚이， 規則 (66)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規則 (155)는 非高母

즙에만 적용되도록 (157)처 럼 수정할 펄요가 생긴다.

r V 1

(1뼈1꼬떠때5던떼7) V띤→카[十뼈te따뼈e앙없없없ns뼈IS않폐s않e

規則 (66)과 規則 (157)을 中괄호規約을 샤용하여 (158)처 럼 縮約할 수 있다.

[많J { ￥ } :웰if 1 (a)

(158) V• [ +tenseJ시 f V 1 >

[=꿇] c I二않~ I V I (b)
,,--. I -cons' I

2.4. 二重母音化規則

二重母音化는 緊張母즙에 자동적오로 일어 나는 英語의 현상이 다. [1J 나 [ε] 둬 에 서는 [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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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liJ 냐 [6J 뒤에 [wJ가 삽입되는 현상을 말하며， (159)처 럼 規則化 할 수 있다.

(159) <jJ• I:爾 I/ [:~織]
[α round I

왜냐하

않는다.

Explanatioη ， pro-

緊張化規則 (158)에

않는다.

規則 (159)는 뼈繼規則 (150)이 나 醫張化規則 (158)보다 뒤 에 적용되어 야 한다.

면， 規則 (159)는 基底에서는 [-tenseJ의 資質을 갖고 있었더라도，

의해 [ +tenseJ의 資質을 갖게되면 二重母륨化하기 때문이다. 이미 보아온 바와 같이 ， vary

(Iv종ri/)의 Iii는 基底的으로는 [ -tenseJ 이 지 만， 緊張化規則에 의해 [ +tenseJ의 資質을 갖

게되고， 따라서 二重母音化規則이 적용하여 [v종riyJ의 表面形을 갖게된 것이다.

반면 설사 基底에 [ +tenseJ의 資質을 가지고 있더 라도， 補助弱化規則 (128)이 나 a뽀績規則

(150)에 의 해 [ -tenseJ의 資質을 갖게 된 것은 二重母音化하지

ημneiatioη， repetition, revelation 등의 두먼째 母音들은 explain , proηoμnee， repeat, reνeal

등에서 볼 수 있듯， 基底에서는 [ +tenseJ의 資質을 가지지만， 각기 補助弱化規則과 뼈繼

規則에 의해서 [-tense]로 바뀌었기 때문에 二重母흡化規則의 적용을 받지

2.5. 母音推移規貝IJ

우리는 앞서 (129)，(131)，(134)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139)에 열거한 네개의 規則이

필요함을 보았고， 그 중 세개의 規則을 살펴 보았다. 한편 (129)와 (134)의 對應形은， 對

應하는 母音이 基底에서는 緊張母좁일것이라는사실도 알아보았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작업

은， 다음과 같은 母륨推移를 規則化하는 일이다.

(160) I
•
re

강 re

e

U

•
3

o

U 。

[yJ 나 [wJ가 緊張母音 뒤에 들

(160)이 앞우로 어떻게 規則化되든， 그 規則은 (16 1A)에 열거한 基底形에 적용하여 (161B)

와 같은 表面形을 導出해 낼 것이다. 물론 (16 1A)의 해당 基底母音들이 二重母흡化規則

(159)를 만족시키므로， 基底母좁의 前後굵의 구벌에 따라，

어가게 될 것이다.

(161) A

/divln/

/seren/

/profren/

/1ud/

/p6 l/

/g51/

B

[diviiyn]

[sirlyn]

[profεyn]

[1iiwd]
[puw1]

[g6w1]

‘divine'

‘ sereηe’

‘prof ane’

‘loud’

‘'poo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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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規則의 적용이lOt:
""-C/div:Inl • [divayn] , Iludl→ [lawd]블 위 해서는 母흡推移規則외에

필요하다. )

우선 (160)의 母좁推移를 (162)처 럼 規則化 할 수 있다.

(a)highJ/ 總]
iense] •{ }

[ .:-f3 lowJ/魔]
(162)

ξ으

「

、
l/

1U/l‘
、

(162a)는 非低母룹에 적용하여 高母즙은 非高母흡으로， 非高母音은 高母즙ξL로 바꾼다.

(163)과 같은 구실을 한다.

3
•

。

•
U

U

•
6

Ie동(163) I
•
e

한펀 規則 (162b)는 (1 63)의 非高母즙에 적용하여 [low]의 값어 치 를 바꿔 놓는다. (164)

가 (161)을 설명해주고 있다.

(159)

(162a)

5
•

-
재
↓-
↓
-
애

O
•

-
애
•

-
뻐
•

-u
•

-
뻐
•

-
애
•

-
때

-
￡
↓
휩
↓
-
↓
-
양

v“

V

E-*

-e
lf--*

(164) I
•
lY
•
εy

•
종y (162b)

그리고 Iludl에 서 [lawd]를 生成하기 위

III와 lui에 (162)를 적용해

우선 [5W]→ Caw]를 위해서

우리는 앞서 (161)에 서 IdivInl에 서 [divayn]을，

해서는 規則 (162)만￡로서는 충분치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서 얻어진 [종y]와 [5W]를 각각 Cay]와 Caw]로 바꿔 야만 한다.

는 規則 (165)가 필요하다.

I v+backl •[ -roundJ
+low

(165)

한편 [rey]→Cay]를 위해서는 規則 (166 ) 이 필요하다.

(166) . [내w] • [ + backJ/ - [=짧s]

規則 (166)에 의해 Iyl나 Iw/앞의 [~]냐 [x]가 [a] 나 [J]가 된다. 規則 (166) 이 [~]뿐만

아니라 [x]까지도 後폼母륨化해야 하는 이유는 뒤에 밝혀질 것이다.

우선 father,아직도 완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듯이， 規則 (162)는 lal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162)의 켜

規則 (162)를 자세 히 검토해보면，

Chicago 등의 예 에 서



英語音題論序說 (rr) --'- 159 -

용을 받는 母音들을 (160)에서 다시 검토해보면， 이들 모두가 [backJ과 [round}의 값어치

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前꿈母좁은 요두 非圓層母音이고， 後굵母즙은 모두 圓

層母륨이다. 따라서 規則 (162)는 (167)에 규정된 母즙에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167) [x rs않d]

다음에 規則 (1 62)에 수정을 가해야 할 필요성은 νariaμS， νariety 같은 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두 단어를 生成하는 과정에 우리는 [vrerI +JsJ와 [v종rf+i+ tIJ와 같은 中間導

出形을 갖는다. 이들에서 볼 수 있는 세개의 [IJ 가운데서 彈勢를 받는 [I]만이 規則 (162)

의 작용을 받는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規則(162)는 (168)과 같이 수정해야 한다.

rr back 1(l68) |; ro뼈

[-a high]![總

/[靈]

9量勢가 없는 母즙은 [<l]로 弱化된다.

영어에는 세개의 二重母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ayJ , [rewJ, Coy]의 셋이다.

이가운데서 [ayJ와 [rewJ는 지금까지 보아온‘대로 각각 基底母즙 III와 lui에 여러 規則을

적용하여 훨出하였다. 만약에 [oyJ블 基底形 joyj에 서 導出한다면 英語에는 loyl하나 때운

에 語훌目錄에 VG의 결합을 안정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oy]를 [ayJ 냐 Crew]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單母홉에서 導出한다면 英語의 語훌g錄엔 VG의 결합이 없다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表面形 [oyJ의 基底母音은 어떤 즙이 될 것인가? 첫째로， 끝이 轉移즙 o로

끝나고 있요묘로 그것이 緊張母즙일 것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그 轉移즙이 [yJ 이

묘로 二重母즙化規則 (159)에 바추어 [-back]의 資質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JI알 수는 없다. 새 規則을 피 하자면， 그 基底母音은 [+tense, -back, +low,

+roundJ의 資質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다름아닌 /종/인 것이다. 예를

들어 表面形 [boy]는 基底形 Ib~j로부터 (169)가 보여주는 과장을 통해 生成된다.

(169) !b종/

b:ey (159)

(168)
b:>y (166)

[b:>y] Opt

지금까지 설정한 規則들의 상호 적용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170)에 몇가지 뿔出예를 들

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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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divin/ /serεn/ /prof종n/

diviyn serεyn prof옳yn (159)

divieyn sedyn profeyn (168)

div~yn (166)

/vieri+ i十ty/ / mrenreger+ i+ re1/ /relgebrre+ie/

vied i ty mrenregεr i reI relgebie Ie (158)

vreriy i ty mrenregεyr i reI relgebr종y ic (159)

vrer종Y 1 ty mrenregiyr i reI relgebrεy ic (168)

vreray i ty (166)

/harmJn+y/ /harm:m+i+ous/ /harmJn十ie/

harmJn y harm5n i ous harm5n ie (117)

harm:>n i ous (158b)

harm:>wn i ous (159)

harmown i ous (168)

/verb+::>s/ /verb+::>s+i+ty/

verb 5s verb 0S ty (117)

verb 5s ty (145)

verb :>ws (168)

verb as i ty (137)

2.6. 母音前 y揮A規則

아직까지 pure, accuse 등에서 볼 수 있는 [y디w] 의 생성을 설명하지 옷했다. 앞서 살펴

본 [::>y] 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yiiw] 도 하나의 基底母音에 서 導出되 었을 가능이 크다.

[yuw] 의 마지막 [w]는 二重母즙化規則 (1 59)에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母音 앞에 [y] 를

揮入하는 規則이 필요하게 된다. 그 規則의 모양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171 )을 보자.

(171) /hrebi t+u/

/perpet+u/

/prJ+verb+i/

/pre=sid+ent+i/

(171)의 lui와 Iii는 챈離라고불리우는 것우로서 , habit-habitual-habituate, perpetμal

perpetuity-perpetuate, proverb-Pl’0νerbial 등에서 볼 수 있듯 派生語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다.

lui와 Iii의 두 행蘇중에서 Iii는 정규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즉 彈勢가 없을 때에는 짧

張化規則 (158)에 의해 [i:y]로 나타나며， 彈勢가 올 때에는 propriety에 서 보듯 母륨推移規

則 (168)에 의해 Cay]로 나타난다.

여 기 에 비해 lui는 彈勢가 있거 냐 없거 나 간에 , ambiguous, ambiguity에 서 보듯 항상

[yuw]로 나타난다. 우리는 앞서 (167)에 서 緊張母즙이 母音推移規則의 적용을 받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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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backness와 roundness가 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 Iii나 1111

여 야 한다. 그러 나 우리는 이 문제의 母즙이 그 뒤에 二重母音化規則 (1 59)에 의해 [wJ 가

英語音題論序說 (IT )

가선행하는 母音이 [ +backJ의 資質을揮入되는 것을 알고 있다. 規則 (159)에 의하면，

이 母즙이

[yJ가 揮入되

지면 [wJ가， 반대로 [ -backJ의 資質을 가지면 [yJ가 揮入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 임을 알 수 있다.

基底母즙 lui가 規則(172)에 의해 [iJ가 되며， 規則(173)에 의해 그 앞에

고， 다시 二重母音化規則(159)에 의해 [iJ가 [iWJ가 되며， 다、이 다]는 規則(174)에 의해

시 [liJ가 된다.

Vv1in

”

→
꽤
삐
웹

/
V
R
m
ν
n
r
없

J
μ
셔

+
-
十
十

짧

f
카

t
빼

관
뼈

바

m

때
M

/
1‘
、

/
f
l、

/
1
1、

(175)가 이들 規則들의 실제 적용을 보여주고 있다.

(172)

(159)

(173)

(174)

Opt

(175) /rembig+u十ity/

rembigH+ity

rembig+ iw+ ity

rembig+yiw+ity

rembig+y디W十ity

[rembigyiiwityJ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英語의 모든 二重母音은 그 基底에서는 單母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각각 (176)에 표시된 것과 갚이 響出된다.

-u
•

-
쩌

3

•
ow

。

•
uw

i
•
ay

Ge

•
ey

(176) ε

•
lY

끝ξL로 ~C~V의 환r구현된다.한편 基底의 la/는 그대 로 [aJ로 구현되며 ‘ /종/는 [ayJ로

경 에 서 나타나는 lui는 [y다wJ로 나타난다.

2.7. 軟口蓋音軟化規則

지금까지 다루어 온 母즙에 관한 規則들 만큼 다양하지는 않으나， 子홉에도 몇가지 중요

한 規則들이 있다. 이를테면 軟口蓋音軟化規명u (Velar Softening Rule)이 그 하나다. 다음

(177)과 (178)의 예들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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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A B

crzttCtSlη

crtflCtZe

mediciηe

regicide

rigid

analogize

crittC

critical

medical

(178) regal

ngor

an‘llogous

師大論驚 (20)

(177)은 [k]rv[s] 의 對應을， 그리고 (178)은 [g]rv [JJ 의 對應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對應

의 원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177)과 (178)을 찰 관찰해 보면， (177B)과 (178B)에서는 [s]

와 m가 모두 디]나 Cay] 앞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오며， 이들은 그 基底에서 Iii

나 Iii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178)의 [gJ와 [JJ의 對應을 설 명하기 위해 A와 B 모두의 해 당 子音의 基底形이

Igl라고 한다면， (179)와 같은 規則이 필요할 것이 다.

(179) 9• [짧d] 1- [조爾]

한면 (177)의 [k]와 [s]의 對應을 規則(180)에 의해 얻을 수 있다.

(180) k• [평] 1- [폈]

規則(181)은 이들 두 規則， (179)와 (180)을 縮約하여 엄에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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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가 規則(1 81)의 적용을 보여준다.

(182) /kritik+rel/ /kritik+iz/

kritis+iz (181)

kritik+rel kritis+lz (117)

kritis+jyz (159)

kritis+ayz (162)

kritik+ <ll krit<ls+ilyz (119)

[kritik<l1] [krit<lsilyzJ Opt

한편 (183)의 예들은 規則(181)이 Iii나 Iii 앞에서 뿐만 아니라 lei나 /ε/ 앞에서도 적

용되어야함을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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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A B

recite excite

recede exceed

receive succeed

recess sucess

만약에 문제의 -c-가 그 基底에서 lsi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미 앞서 §l. 6에

서 (l83A， B)가 모두 re=cite, ex=cite 등，=를 내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과

관련해서 s를 有聲즙化하는 (89)와 같은 規則이 있음을 알았다.

(89) s• [ +voiceJ/V = - V

만약에 (183)의 문제의 子즙들의 基底形이 lsi라면 ， re=cite는 規則(89)에 의해 *[riziyt]

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基底形이 Ikl라고 생각할 째， 그리고 規則(89)가 規則(181)

보다 앞서 척용된다고 할 때， 우리는 規則(181)에 의해 올바른 表面形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다. 그렇다면 規則(181)을 다음과 같이 바꿔써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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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B)의 excite의 基底形을 leks=kItI라고 할 때 , 우리는 規則(184)를 적용한 導出形

eks=sIt에 서 表面形 [iksayt]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規則이 필요하다.

(185) [싫] • pi 따]=-

2.8. s有聲音化規則

다음￡로 언급해야할 規則은， s의 有聲흡化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미 規則(89)에서 s

의 有聲音化의 필요를 보았다. 그러나 (186)의 예들은 規則 (89)를 더 확장해야 할 펄요성.

을 보여 준다.

(186) A B
exit ex‘st
@μx auxiliary

exhibftion exhibit

execute executive

exercise exert

(186A)에서는 x가 [ks]로， 그리고 (l86B)에 서 는 [gz]로 발음되고 있다. (186A)와 (l86B)

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x앞에 오는 母音에 彈勢가 놓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뒤에 오는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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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에 彈勢가 놓인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는 規則은 (187)과 같이 될 것이다.

(187) s• [十voiceJ /Vk-ψ

2.9. 廳操音化規貝IJ

영어에는 (188)의 예에서 보듯 基底의 Itsl블 [s]로 바꾸는 현상이 있다 Partial 등의

경우에논 이 [s]가 뒤에서 언급될 口蓋흡化規則(200)에 의해 表面에서는 [s]로 나타난다.

(188) A B

hypocrit hipocrisy

diplomat diplomacy

resideηt residency

coηtrovert coηtroνersy

democrat deηwcracy

efficieηt efficiency

pirate piracy

president presideχcy

obstinate obstinacy

part partial

(188)의 交督를 절명하기 위해서는 (189)와 같은 摩觀즙化規則(Spirantizat ion Rule)이

필요하다.

.-son " • -cons "
(l89) | ±3nt | • r :t ~짧 /-+ | -back μ ~ }I +cor I . L+stridJ I I I +high I l :lf J

- -vOIce ‘ • -stress ‘

規則(189)에 서 Itl와 뒤 에 오는 Ii,YI 사이의 形態素覆界가 필요한 것은 (190)의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다.

(190) safety, ψariety， reality, sereηity， gaiety

이틀은 形容詞에다 I +ti!(/safe+ti/) 나 I+ iti!(/serεn+iti/) 릉의 語尾블 붙여서 만든 것이

라고 생각할 때 ， Itl와 I i! 사이에 形態素境界가a없으묘로， 規則(189)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펀 規則(189)는 (191)의 예 가 보여주듯， Itl 뒤 에 Ii!나 Iyl뿐만 아니 라 1+81가 올 해

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191) A

confideηt

resideηt

B

con껴deηce

residence

따라서 規則(189)의 環境은 (192)처 렴 수정 되 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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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193)의 예들은 規則(189)가 形容詞에는 적용되지 않움을 보여주고 있다.

(193) hearty, guilty, mighty, thrifty, weighty

이들 形容詞의 語尾는 I+ i/가 아니라 I #i/인듯 싶다.

(194)의 예들도 規則(189)에 대한 예외처럼 보인다.

(194) d，뼈culty， modesty, honesty, eηtreaty

形容詞를 名詞로 轉成하는 語尾가 I+il가 아니라 /+ty/일 것이라는 것은 loyalty t1- royalty

등에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d뺑culty의 基底形이 I difikul t+ tyI라면 規則(189)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Itl가 [s]로 바뀌는 현상만 보아왔￡냐， (1 95)에서 보듯 Idl가 y 앞에서 [z]

로 바뀌는 현상도 있다. 이 [z]는 나중에 口蓋흡化規則(200)에 의해 [z]로 바뀌게 된다.

(195) A B

decide decisioη

collide collision

divide diνision

deride derision

(195)의 交홉는 規則 (196)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196) I짧 | • 많짧] j-y
L+voice~

그런데 우리는 (195B)에서 摩操音化하는子좁 뒤에 오는 [y]가， 그 基底에서 Iii여 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dedsioη의 彈勢는 *decision의 잘못된

모숨을 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197)과 같은 規則의 펠요성을 느끼게 된다.

(197) i• yl [+싫 十-v

規則(189)와 規則(196)을 수정 흰 環樓(192)를 고려하면서 縮約하면 (198)과 갇이 펀다.

r+son , r-cons ,
(198) I 짧J• [짧] 1-十 |줬s I {입 :ifa=+, t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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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口蓋音化規Jl，lj

우리는 앞서 (188)에서 Pαrtial의 Itl가 摩撥音化規則(198)에 의해 [s]로 바뀌지만 表面

에서는 [s]로 나타나는 것과， (195)에서 collide의 Idl가 역시 規則(198)에 의해 [z]로 바뀌

면서 결국 表面에서는 [검로 나타나며， 이것은 결국 口蓋音化規則 (Palatalization Rule)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었다. 口蓋즙化란 (1 99)에서 s보여 주듯， It , d, s，zl가 [y] 앞에서

각각 [ε， ]， 8， z]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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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을 規則化하면 (200)과 같이 된 다.

(200) [찮] • [짧id] 1- [=鐵J [=~짧s]

規則(200)은 基底의 It , d, s, zl에 적용되기도 하며， 또는 摩擺흡化規則(198)에 의해 Itl

나 Idl로 부터 생성된 [s]나 [z]에 도 적용되며， 끝으로 軟口蓋흡軟化規則(184)에 의해 Ikl

로부터 생성된 lsi에 도 적용된다i 우션 基底의 It , d, s, zl에 적용된 예블 보면 (201)과 같다.

(201) (a) actual, factual, ritual

(b) gradiαal， residiαal， modular

(c) impression, seηgμaI， official

(d) pleasure , usμal， enclosure

두번째로， 基底의 It，dl가 摩擺즙化規則(198)에 의해 [S ， z]로 바뀌었다가 口蓋즙化펀 예

는 (202)와 같다.

(202) (a) controversial, prohibition , infectioμs

(b) decisioη， explosion , coηclμsioη

마지막￡로 훌底의 Ikl가 軟口蓋즙軟化規則(184)에 의해 [S]가 되었다가 口蓋흡化한 예

는 (203)과 같다.

ι (203) mμsician， logician , tacticiaη

規規(200)의 環境에서 제일 마지막 母좁에는 彈勢가 없는 것으로 규정지어져 있다. Y에

후속하는 母즙에 g휠勢가 오치 말아야 하는 것을 (204)의 예들이 보여주고 있다.

(204) tuηe， fortuitous. eηdure， ensue, reSume, presume, pur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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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蓋즙化는 [y]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만 (205)에 서 보듯 이 (yJ는 脫落하고 만다.

(205) pressμre， actual, issμe

즉， 이들은 각각 그 表面形이 * [presY<3r] , *[총kcyuW<31] ， *[isyuw]가 아니 라 Cpr옳<3r] ，

[옳kCUW<31] ， [i삶w] 이 다. 이를 위해 (206)과 갚은 y脫落規規이 펄요하다.

(206) [짧s] • 16/ [혔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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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egomena to English Phonology (II)

Sang-buom Cheun

ABSTRACT

In the second part of my paper, the noncyclicword-level phonology of English has been

treated. The present sequel consists of two parts: rules affecting vowels and those

affecting consonants. In the former part, the formulation of five vowel rules (Laxing

Rule, Tensing Rule, Diphthongization Rule, Vowel Shift Rule) is discussed, while in the

latter part, four consonant rules (Velar Softening Rule, $-Voicing Rule, Spirantization

Rule ,Palatalization Rule) are discus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