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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本稍의 目的은 (1) 可能한 限 國語의 ‘ L ’ 口蓋흡化 規則을 正確하게 分析記述해 

봄으로써 (2) 最近 生成흡題論에서 提起되고 있는 몇 가지 問題點들 중에서 緊密한 關係

가 있는 것들을 골라 그에 對한 筆者 나름의 所見을 放應해 보려는 데 있다. 

筆者가 本橋에서 簡略히 다루게 될 홉題理論과 關聯된 몇 기지 問題點들은 下位 홉題規 

則에 對한 從來의 見解， 基底륨體의 設定에 있어서 過度한 抽象化， 홈題規則의 適用方法

과 關聯된 購接原則(adjacency principle) , 類似한 홉題規則들의 擬械的인 統슴 等。1 며 筆

者는 標準理論이 提示한 上記의 擬念들은 國語에 接해서 經驗的인 支持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1. 2. 위에서 밝힌 텀的을 達成하기 馬해 2.1에서 筆者는 먼저 國語의 1 ‘ L’의 口蓋홉化 

規則에 對한 假說을 設定하고 이 를 뒷 받침 하는 制限된 흡g율資料에 依해 f탱說을 test할 것 

이다. 2.2에서는 새로운 資料들에 依해 提示된 假說의 修正 또는 假說을 救濟키 薦한 어떤 

解決方案‘의 必훨性을 짧示한 뒤， 2.3에서는 주어진 反證의 例들(counterexamples)을 假說

을 修正하거나 廢棄하지 않고 說明해 보려던 抽象的인 代案이 不當함을 論할 것이다. 그 

代身 2.4와 2.5에 서 는 提示된 假說의 相當한 修正補完을 通해서 反證의 例들을 說明하려 는 

쪽이 더 많은 經驗的 支持를 받게 될 것이라는 筆者의 案을 提示하고 나서， 2.6에서는 ‘ L ’ 

의 口蓋홉化 規則들의 統合이 不可함을 論證할 것이다. 마지막 3章 에서는 本積의 훌듭를 

간추리고 結論을 提示할 것이다. 

2. 1. 全州地域의 方言에는 ‘」’의 口蓋音化 規則이 있다고 假定하고 아래 (1)과 같은 홈 

料롤 수접해 調훌해 보면 ‘L’의 口 蓋홉化 規則에 對한 돼 포괄적인 {뭉說을 設定할 수 있 

다. 資料 (1)을 살펴 보자. 

(1) a. /nij: 어머니， 언니， 바구니 

b. /n十 ij: 산十이， 군+인， 뭄+인 

c. /nJ/: 수녀， 금년， 오뉴월 
d. /n 十 y/: 환+영， 민+영， 잔+여 

e. /nü/: 뉘， 뉘우치다 

f. /n+ü/: 준+위， 순+위 

* 本鎬는 서 울大學校 開校 三十周年 記念 서 울大學校 語學돼究所 主{崔 語學맑究會에 서 發表펀 갯 이 
다. 

1 本鎬에 서 다루게 될 方言은 筆者의 生活根據地인 全北 全州市 近域에 서 出生하여 줄곧 그 近處에 
서 數育을 받은 40代 前後의 사랍들이 使用하는 말이 主가 된다 本져힘에서 ·國語’ 라는 用語는 上記의 

方言을 가려키는 것이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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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 (1)은 두 가지 事寶을 우리에게 分明히 말해 주는 것 같다. 첫째， ‘ L’은 i나 y가 

(形態素 境界의 介入에 관계 없이) 바로 뒤에 오면 그들의 調홉點에 同化되어 [xJ 가 되지 

만， 둘째， ü는 i나 y와 달라서 바로 앞에 오는 ‘L ’ 을 口蓋홉化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위의 관찰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이래 (2)와 같은 ‘ L ’ 의 口蓋홉化 規則

을 假說로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r-cons ~ 

(2) /n/→ [highJ /-(싸 많t \ 
l. -round 

2.2. 위의 假說 (2) 가 과연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를 다시 시 험 해 보기 寫해 아래와 같은 
새로운 資料를 제시하면 假說(2)는 줬料(5)를 說明하지 못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편의상 (5)의 反證資料들을 ‘例外’ 라고 부르기로 한다. 

(5) a. / nij: 니 (너)， 무니 

b. / n+i/: 본+이 (本意) , 편+이 (便宜)

c. / ny/ : 당뇨， 분뇨 

d. / n + y/ : 예 외 없음 

設定왼 假說 (2)가 說明하기 힘든 (5) 와 겉은 例外들이 經驗‘떠 |뀐;땀에 나타나면 그 例外들 

을 어 떻게든지 說明해야 하는 것이 를語學者들의 任務임은 말할 핀요도 없다. 

2.3. 國語의 生成흡題論界에서는 일찌 기 (5)와 같은 例外들을 解決하기 馬해 많은 先짧學 

者들이 (金鎭宇 1968, 1972; 李秉建 1973; 文洋秀 1974) 標準理論의 抽象化의 方法(diacritic

use of phonological features)을 써서 Kiparsky(1968)의 strong alterχation coηdμZI。η에 구 

2 本鎬의 主題와 直接 關聯은 없으나 規則 (2 )흘 보연 척 어 도 두 가지 의 色다흔 點이 있음올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는 /n/이 얻게 되는 資質이 [ + highJ가 아니고 +의 記號가 없는 [h ighJ라는 點이 
다. 筆者는 生成音짧論올 하는 사랍플이 혼히 中챔]規則과 非中;frl規則올 別個의 規~U~로 區分하지 않 
고 하나의 規則으로 묶거나 같은 엠주 속에 집어 넣으려는 立場에 不滿을 품고 ， + 또는 -의 記號릎 
쓰연 그것은 示差的 資質임을 뜻하고 +나 -가 붙지 않는 경우는 非示差的 資I쩔을 뜻하는 것으로 헤 
시 엉 격 한 區別의 必훨{生올 提起하는 것 이 다. 흔히 中和規則과 非中;frl規則의 區7J1j을 無視한 어l는 國語
의 破짧音과 iI1操音의 有廳音化 規則에서도 發見된다. 筆者는 이 有앞숍化 規ftti도 示差的 資質
[ +voicedJ가 아닌 非示差的 資質 [ voicedJ흘 쓰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그 없fl.U은 大略 아래 
와 같은 모양올 갖게 훤 것이다. 

(3) [ 짧감 ] • [voicedJ/[ voicedJ-[ voicedJ 

또 한가지 規씨 (2) 와 關聯펀 問題는 ‘人’이나 ‘샤’의 口훨音化 행빼 (4)외는달리 ‘ L 은[ + roundJ 
라는 쌀質 때 푼에 U에 同化 안되고 있는 많實이다. 

r 、 I -con 
(4) 얀， f • [highJ/-(+) I + high I 

‘ 。 L - back J

規則 (2) 와 (4) 를 比較해 보연 從來의 見解(口蓋音 ft， 쇄Hti들올 하냐로 묶으려는)가 쩍어도 두 가지의 誤

짧를 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하냐는 規則 (2)와 (4) 는 分明히 同化主의 環樓이 다르기 때운 
에 얼핏 보아 같은 口蓋숍化 *뀔때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規則으로 統合할 수 없음을 몰랐으며， 다 
른 하나는 口꿇:音化의 同化主 사이에 엄격한 階!훌 (hierarchy) 이 있어 子홉을 口蓋音化하는 힘의 강띠度 

가 y ， i ， ü의 順으로 될 뿐 만 아니라 ‘」’， ‘ 도 ’， ‘ E ’ 과 같은 파앓홉 쪽이 ‘ < ’, ‘샤’과 같은 摩據音

쪽 보다 훨씬 同化에 덜 민감하다는 훤質을 無視했다는 週誤이 다 (Neel d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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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되지 않고， 口蓋홉化를 일으키는 i와 그렇지 못한 i를 基底에서 區分할 것을 提案한 바 

있다. 이 假說을 ‘二重母흡’ 假說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잠시 이 假說의 信賴度를 檢討해 보 

기로 한다. 

筆者는 ‘二重母줍’ 假說에 는 많은 問聽點이 있 다고 보고 있 다 이 假說의 첫 째 결 함은， 

萬一 口蓋홉化를 可能케하는 i와 그렇지 못한 i를 그 앞에 오는 子힐의 口蓋줍化 與否에 依

해서 결정한다면 아래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口짧홉化와는 전혀 相關없는 子홉의 뒤에 

오는 i는 그 어느 것을 基底홉꿇으로 잡아도 좋다는 것을 倚示하게 된다. 이 test implica

tion은 經驗的인 實際 韓國A의 ’ 言語知識에 依해 ‘않’ 임 이 드러 널- 것이 므로 後半否定式

(modus tol1ens)에 依해 假說은 當然히 ‘뚫’ 가 될 것 이 다. 다시 밀 하면 이 假說은 (6)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非決定性(indeterminacy) 또는 非唯一性(nonuniqueness)의 문제에 

逢善하고 만다 

(6) ‘길’ 은 /ki l/, / kiyl/ 

‘집 ’ 은 / Cip/ , /회yp/ 

위와 갇은 反論에도 不힘하고， ‘二重母즙’ 假說의 支持者들은 그 假說이 實際로 暗示하는 

것은 /iy/(金鎭宇 1968; 金完鎭 1971; 文洋秀 1974)나 /ii/(李秉建 1973)는 ‘ L’이나 ‘ ζ’， 

‘ E’와 같은 破짧흡 뒤에서만 基底에 나타나는 것을 돗한디고 解明할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解明은 결국 國語에 (7a) 또는 (7b)와 같은 形態素 構造옮u約(morpheme structure con

straint)5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으로 풀이 될 수 밖에 없다 

(7) a. If: $fiyy$ 

Then: [#:않gn려 
b. If: $Ci$ 

I--nasal -, 
Then: "'1 +stop 

1_ +coronaU 

비록 위의 制約(7a)와 (7b)에 依해서 (6)의 例들은 모두 基底母:륨을 i로 表示 함으로써 

非決定性 또는 非唯一性의 問題는 解決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制約의 必훨性을 主張하려면 

(7a) 나 (7b)와 같은 홉·體結合의 制約이 實際로 國語를 母國語로 使用하는 우리들의 言語9u

識속에 內在化되어 있다는 證據를 보여 주지 않3면 그 假說은 無意妹한 것이 되고 말 것 

이 다. 二重母품 假說에 依하면， 國語에 서 / niyy /, / tiyy / , / t악yy/의 흡:g율配合은 許容되 지 

만 特히 / ti / , jthi/의 配合은 許容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實際 言語쩌]識은 ‘잔디’나 ‘티 

a ‘二重母音’ 假說에 對한 보다 仔細한 論폈에 對해서는 金手坤(1976) 을 參照하라. 

4 筆者는 ‘國語의 훌底 流音’올 /1/이 아닌 /r/로 보고 있요나 (金手坤 1976: 117-26) 여기서는 직접 
主題와 관계없으므로 /l/로 쓰겠다. 

5 事寶은 Shibatani (1973) 以後 人間의 言語知誠 속에 는 形態素 構造制約이 없 다는 立場이 優勢하지 

만， 提示된 假說의 ‘偶’ 를 證明하기 f홉헤 이 한 수단으로 二重母音 假說을 주장하는 분들과 같은 立場

에 서겠다. 

8 記號 ‘ $ ’ 은 音節의 樓界블， ‘~’ 은 否定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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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의 ‘다’， 또는 ‘티’를 ‘역’， ‘E.]’ 라고 쓰고 ‘무늬’ 같은 것도 ‘무니’로 쓰는 쪽이 ‘되’ 

‘틱’， ‘늬’等으록쓰는것보다휠씬便利하다는것을말해주고있다. l.l.P, ‘ E ’ , ‘ L ’, ‘ E ’ 

等의 뒤에는 ‘二重母홉’ 假說이 짧言하듯 二重母흡 /iy/ 또는 /ii/와 같은 것이 오지 않 

고 單母홉 /i/가 온다는 것을 示浚하고 있는 것이다. 萬一 많은 敎育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무늬’와 같은 二重母홉의 철자법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다면 ‘무늬’를 ‘우니’로 표기하는 

데 조금도 不便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反對로 ‘우니’를 ‘무늬’로 쓰는 것이 

훨씬 어 렵고 異常하게 느껴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二重母흡 假說에 대한 또 하나의 懷疑는， 表層에서 /iy/와 !iI의 흡題交替가 國語에서 나 

타나지 않기 때 문에 어 린 아이 들이 基底의 /iy/에 서 表層의 다]를 짧훨해 내 는 規則을 배 

울 길이 없다는 데서 생긴다. 이 밖에도 二重母흡 假說을 設定하게 된 獨自的인 動機들 

이 提示되었지만 그것들이 벨로 說得力이 없다는 것을 筆者의 學位論文에서 指橋했으므로 

二重母홉 假說에 對한 不滿의 表示는 이 程度로 그칠까 한다. 

2.4. 筆者는 2.3에서 論한 것처럼 二重母룹 假說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角度에서 

(5)의 例外들을 說明해 야 한다고 보고 있 다. 筆者는 資料 (5)에 서 (5c)는 어 쩔 수 없는 例

外이며 7 (5b)의 경우는 전혀 例外가 ， 이니과고 보고 싶다 (2 . 5參照ι 그러면 (5a)의 ‘니’， 

‘무니’는 모두 例外인가? 라는 질문이 둬따를 것이다. 

筆者는 ‘우니’ 처럼 語頭가 아닌 位置에서 [niJ로 웰現되는 것은 例外이지만8 ‘니’ 처렴 

語頭의 첫 音節에서 發見되는 [niJ는 例外가 아니라고主張하고 싶다. 이러한 筆者의 主張을 

뒷받침하기 寫해서는， ‘」’은 語頭에서 口蓋홉化 되지 않는다는 制約의 必맺性을 確證할 

수 있는 證據들을 提示해야 될 것이다. 筆者에게 有利한 證據로서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敎育을 받은 사람들에게 ‘니’ ‘닉 슨’ ‘닉켈’ ‘니그로’와 같은 말들의 語頭‘L ’

을 意圖的으로 口蓋륨化 시키기를 훨求하면 口蓋홉化 시키지 않는 쪽이 시키는 쪽보다 훨 

씬 힘들고 發흡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백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語頭의 ‘ L’을 口蓋품化하 

는規則을 內在化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둘째로， 만일 

우리가 ‘어머니’ ‘언니’와 같은 말을 주고 읽히면 ‘ L’을 口 蓋흡化 시키는 것이 普通인데 

‘니’만을 가리키연서 그것을 읽어 보파고 하면 大部分은 [niJ 라고 答하지， [ñiJ 라고 答하 

지 않는 것을?볼 수 있다. 이것은 ‘니’를 語中의 位置에서 語頭의 {立置로 {立置輔換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로， 國語의 語頭의 位置는 어느 다른 位置보다 홉 

題論的으로 安定된 位置여서 9 ‘ L’도 語頭에서는 口蓋홉:化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될 수 있 

올것 같다. 

以上의 證據들이 믿을만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면， ‘ L’의 口蓋홉化에 對한 假說 (2) 

는 語頭制約을 必훨로하는 좀더 짧離한 規則 (8)로 修正되 어 야 한다. 

7 이것들이 例外로 냥아 있는 理버는 使用의 JÿJ\度가 척고아 칙 外來語(않文)의 냉새가 낭아 있기 때 
운인 것 같다. 젊은 사람들 層에서는 (5C)의 例듣융 口蓋音化 시켜 nativize하려는 뼈向이 않l훌하다. 

8 ‘우니’의 경우도 젊은 層에서는 口蓋音化하는 뼈向을 볼 수 있다. 이것은 40代前後의 사랍들이 
‘우니’ 라는 語윷項 B 에 [-rule 2 J와 같은 規則 資質을 붙여 놓고 있는 것올 除去한 또는 除去헤 가고 
있는 름語變化의 過程이 라고 올 수 있다. 

9 過去에는語碩의 位置도不安定했던 것 같다.í711를을띤 數育올 받지 못한老A層에서는흔히 ‘기’ 
을 ‘지억’， ‘L’을 [ñiinJ , ‘ E ’ 올 ‘지긋’으로 소려 내는 것올 볼 수 있다 不安定했던 語碩가 安定완 
位置로 바뀌고 있는 것은 짧字의 영향과 外來語(外國語 敎育의 :압及)의 영향이 아닌가 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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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以上으로 (5)의 資料들 중에서 (5a) 와 (5c)의 문제점은 解決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5b) 에 속하는 것들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2.4의 書頭에 서 筆者는 (5b)의 경 우는 전혀 例

外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그 理由를 아래에서 提示할 것이다. 

(5b)의 例들은 (5a) 나 (5c)의 것들과는 달라서 앞에 오는 ‘ L’을 口蓋륨化 시키지 못하 

는 表層의 i가 語頭의 位置에서는 [ i ]로 實現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이 

漢字홉들의 륨짧交홉， ep irvi를 소리 가 버 슷하고 意味가 같다는 點에 서 語훌部에 하나의 

形態素로 設定한다면， 그 形態素의 홉題論的얀 情報는 /i/이 거 나 아니 면 /i/라고 보는 것 

이 쫓當혈 것이다. 두개의 候補 중에서 /i/를 基底륨題으로 擇하면 國語에는 (9)와 같은 脫

色規則(bleaching rule) lO이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 된다. 만일 그와 반대로 /i/를 

基底홈調무로 假定하띤 (10)과 비 슷한 梁色規則(coloring rule) 이 國語에 존재 함을 前提로 

하는 것이다. 아래에 가상적인 두 規則을 우선 소개한다. 

( 9) / i/ • i/ :j:!:-

(10) /i/• i! :j:!: (COV)l-

위의 (9)와 (10) 중에서 脫色規則 (9)를 假定하면 몇 가지 곤란한 問題點이 생기게 된다. 

첫 째로는， 다른 漢字들， 例를 들면 ‘耳’， ‘異 ‘移’와 같은 形態素들이 語頭에서 [iJ로 

變하지 않는 理由를 說明하지 옷하고， 둘째로는가 §로 變하는 母홉의 脫色現象을 歷史

的인 홉體의 變避過程에서 찾기 힘들고， 세째로는 만일 /i/를 基底音題으로 택한다면 基底

의 /i/가 ‘군인’， ‘한인’， ‘원인’ 等이 가지고 있는 基底의 i처럼 앞에 오는 ‘L’을 반드시 

口蓋흡化 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 와 같은 어 려 운 問題點들이 있으므로， 梁色規則 (10)을 택 하여 基底홉題을 /i/로 잡 

으면，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例外를 許容하지 않고11 둘째로는 (10) 

과 같은 짧色 現象은 國語의 發達史에서 뿐만 아니라 外國語의 경우에도(Schane 1972; 
Mi1Ier 1973) 흔히 볼 수 있는 흡題變化이고， 셰해로는， 앞에 오는 ‘ L ’ 이 口蓋륨化 되지 

않는 理由를 說明하는데 基底의 母륨을 /i/로 잡는 것 이 便利하고， 끝으로， 앞에 서 도 指

網했듯이 國語에서 語頭의 位置가 가장 홉題論的드로 安定된 位置이기 때문에 基庫母륨을 

10 脫色 또는 횟色規貝U (coloring rule) 에 대한 홉罷論的 漸;웅:의 理解를 톱기 흙해서는 Miller (1 973) 를 

參照하라. 
11 이 경우 금방 生覺해 낼 수 있는 反證의 倒로서는 ‘銀’， ‘恩、’， ‘물’， ‘Z’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筆者는 이것들을 反證의 例로 看做하여 規則 (1 0)의 適用을 받는 形態素틀에게 +의 規
則資質 (rule feature)을 표시하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規則 (1 0) 의 適用을 租否하는 위의 ØIJ들에게 -
의 規則資質 표시를 할 수 있으나， 이 解決方法 보다는 (10)의 規則을 더욱 精密化하여. J'lP /i/다 
음에 는 바로 形態素 형界가 오고 어 떤 子音도 오지 않는다는 規則으로 바꾸어 서 形態素에 표시 를 하지 
않는 方法을 태하고 싶 다. 그러냐 수정 된 規則 (11) 이 과연 순수한 音題規則인지에 대해서 는 筆者도 

의 심 이 간다. 더욱 맑究되어야 할 문제일 것 같다. 수정된 規則 (11) 은 아래와 같다. 

/i/• i/ 4j: (CO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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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로 잡고 /i/가 다른 환경에서 規則 (11)에 依하여 [iJ로 實現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2 

이 상의 論議에 서 筆者는 (5b)의 ‘意’ , ‘宜’ 와 같은 形態素들은 基底에 서 /i/보다는 /i/ 

로 表示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만일 筆者의 意見이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면 다음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5b)의 例를 說明하는 데 있어서 두 규칙， 

I'lP (8)과 (11)과의 柱l1L 關係이 다. 

한 가지 슨쉬운 方法은 두 規則의 JI~현序를 인 위적으로 制約하는 것이다. I'lP ‘ L ’의 口蓋

홉化 規則 (8)을 梁色規則 (11)보다 먼저 適用되 도록 하여 表層의 i 앞의 ‘ 」’ 들이 口蓋흡 

化 되지 않도록 하는 方案이다. 이 方案을 øu示해 보면 (12) 가 될 것이다. 

(12) / pon+i/ ‘本宜’ /phyan 十 i/ ‘便宜’

pon+1 

[poniJ 

phyani 

[phyaniJ 

規則(8)

規則(11)

곱짧I풍現‘ 

그러나 (12)에서와 같은 說明方式은 仔細히 살펴 보띤 適切한 것이 뭇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證樓에 依해 (11)이 (8)보다 앞서 適用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할 

수 있기 때문이다. 提示할 수 있는 證據로서는 첫째， 만일 어떤 사랑이 말하는 文章 속에서 

‘便宜’ 라는 말을 失手로 [phyeñiJ 라고 소리냈다면， 그 말을 듣고 理解하는 사랍은 맨 먼저 

入力 [phy~ñiJ 에 規則 (8)을 댄으로 適用하며 ( backward application) 13 [phy~ñiJ 를 / phyan i/ 

로 抽象化한 뒤 에 1"'-'1의 흡題交替에 관한 規則 (11)을 또 찮으로 適用하여 [phyañ iJ 의 抽

象的인 形態素 들의 基底形을 /phy~n + ‘/로 再構 (recover) 할 것이 確寶하다는 데서 보여 질 

수 있다. 둘째로는， 지금까지 標準理論이 提示된 後， 主로 生成흡調論에서 다룬 것은 上層

의 륨짧規則들인데 下位의 흡領規則들은 별로 손댈 겨를이 없었으나， 그들은 이 러한下層의 

規則들을 low level phonetic rule(下位 홉聲規則)이라고 풍러 왔다. 이러한 顆點에서 보 

면， 規則 (8)은 國語에서 非中和 規則이기 때운에 下位 곱딸規명!J임 은 말할 것도 없고， 規

則 (11 ) 은 中和規則이어서 上位規則임이 分明하다. 따라서 上位規則 (11) 이 下位規則 (8) 

보다 먼저 適用이 된다는 것은 自明한 것 같다. 따라서 (12)에서와 같은 規則適用의 順序

는 옳지 않고 그 遊의 順序가 오히려 옳은 JI합序라는 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러면， 남아 있는 重要한 문제는， (5b)의 例들은 筆者의 主張에 依하면 /i/가 i로 中和

되고 (規則 (ll) 에 依해 ) 그 다음에 規則 (8) 이 適用뇌는 順序가 옳옴에 도 불구하고， ‘ L ’ 

。1 뒤따라 오는 i에 依해 口蓋룹化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 問題를 앞에 놓고 筆者가 

생각한 것이 소위 ‘globa l rule' 의 擺念이다 14 標準理論에서는 품짧規則들이 適用 이 될 예 

에 는 適用할 規則 直前의 入力의 構造에 대한 情報만을 必훨로 하는 것이지， 入力의 構造

가 該導되 기 以前의 짧導史에 對한 情報는 必要 없다는 소위 Markovian 方式의 規則 適

12 이러한 主張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는 方言間의 音짧交替에서 도 볼수있마， 댐l를 들연 . 

‘二톨’ 과 ‘이칭’， ‘없u훌’ 과 ‘칙량’ 같은 것들이다. 

13 規則의 영R遇用 (backward application) 에 대해서는 Lovins (1974) , Ohso (1 973) 를 參照하라 

14 適홉한 우리 말이 없어서 그대로 global rule이 라고 썼으나， 그 用語의 械念의 理解를 위헤서는 

Kiparsky (1973) , Dinnsen (1 974) 이 도웅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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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의 原則 (이것을 Dinnsen은 憐接原則이라 불렀다)을 내세웠다. 그 以後標準理論에 대한 

微底한 맑究가 績行됨에 따략 릅調規則에 따라서는 l짜接原則의 適用을 받지 않고， 入力構

造의 情報 뿐만 아니 라， 入力 構造를 諸훨하게 된 그 以前의 歷史的 情報를 꼭 必훌로 하 

는 것도 있다는 說이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降-接|京則을 깨뜨리는 規則들을 g!oba! rule 

이과고 부른다. 

그런데， 홉題文法에 gIobaI rule의 職念을 導入하면 그 흡調理꿇이 너무 彈해질 우려가 

있기 때 문에 그 짧用을 防止하기 寫한 制約條件들을 提示하거 냐(Dinnsen 1974) , 그 擺念

은 ‘derivedness (꿇導)’ 라는 職念에 依해 說明될 수 있부으로 g!obaI rule의 개 념 은 必훌없 

다는 主張(Kiparsky 1973) 이 뒤따라 나오게 되 었다. 

筆者는 아래에서 적이도 어떤 흡題規則은 憐接原則에 구애되지 않고 入力 以前의 歷史를 

일-기 寫해 過去를 둬 들아 보아야 한다는(looking back) 制約을 必要로 하고 있음을 例證함 

￡로써 휩題文法에 는 gIobaI rule이 있 어 야 한다는 立場에 서 게 될 것 이 다. 다시 (5b)의 f7lJ 

들이 제시하는 문제로 되돌아 가서， 앞에서 우리는 (5b)의 例들의 홉聲寶現을 위해서는 두 

개의 規則 (11)과 (8) 이 그 遊의 )1圓이 아니 라， (11)이 먼저 그리고 (8) 이 나중에 適用되는 

것이 옳은 順序임을 明白히 하였다. 이제 남은 問題는 (11) 다음에 (8) 이 適用됨에도 不휩 

하고 ‘」’이 口蓋흡化되지 않는 理由를 어떻게 說明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 理由는 바로 

規則 (8) 이 入力의 構造에 대 한 歷史的인 꿇導情報를 必要로 하는 gIobaI rule이 라는 데 에 

있다고 筆者는 본다. 規則 (8)을 gIobaI rule로 보려는 첫째 動機는 만일 우리가 gIoba! ru!e 

의 개 념을 버리고 이 問題를 解決하려면 形態素 ‘義’， ‘疑’ ， ‘宜’ 들의 홉꿇情報에 [ -rule 

8J 과 같은 표시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i/母홉을 가진 形態素 뿐만 

아니 라 /a/ ， /u/，/;}/， /o/를 基底로 가진 形態素에 도 그것들은 앞에 오는 子홉， 例를 들면 

‘」’을 口蓋홉化 하지 않으니까 [ -rule 허이라고붙여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므로文 

法을 必횟 以上으로 復雜하게 만든다는 點에서 아무도 이 方案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연 或者는 /i/를 가진 形態素에 [ -rule 8J 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 

에 i로 바뀔 수 있기 때 문이 므로 나중에 어 떤 規則에 依해 i로 바뀌 지 않는 /a/, /u/ , /0/ , 

等은 [-rule 8J를 붙일 必要가 없다고 맞설지 모른다. 그러 나 바로 이 主張， 郞 /i/는 

規則 (11)에 依해 i로 바뀔 수 있다는 情報가 規則 (8) 이 gIobaI rule이라는 것을 主張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主張은 /i/에서 (8)에 依해 a종훨되는 i는 바 

로 앞에 오는 ‘L’을 口蓋홉化하지 못한다는 것을 解典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解典에 표시 하는 方法은 / a/, /o/ , /u/ 등과 같은 母홉에 도 표시 헤 야 한다는 意外의 결 과를 
암시할 뿐만 아니라 gIobaI rule의 개념을 택해서 規則 (8) 에 어떤 條件을 표시하는 것보다 

훨씬 複雜하다는 것을 앞에서 보였다. gIobaI rule의 개념에 依해 說明되어야 한다는 다른 

動機 또는 證據로서는 (11) 이 (8)에 앞서 適用되어야 하는 順序에도 不빼하고 (5b)에 속하 

는 類型語 중에서 口蓋흡化 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話者들이 i라고 소리내면서도 그 i는 

/ i/에서 온 것이라는 홉導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운인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관찰을 통해 筆者는 規뭉IJ (8)은 그 規則이 適用되기 直前의 入力의 構造에 對

한 史的 情報를 필요로 하는 gIoba! rule로 보고 同化主의 환경속에 [-Derived hy ru!e 

11J 과 같은 條件을 첨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規때을 (13)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제의하 

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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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n/ • [highJ / # (COV) I-(+)! - Derived ! 
l by (1l) J 

이 상으로 筆者는 맨처음 제시된 假說 (2)는 새로운 資料 (5)에 依해서 語頭制約과 global 

制約을 必훨로하는 規則 (13)으로 수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 셈이다. 

2.6. 끝으로 규칙 (13)의 同化主 환경을 좀더 仔細히 검토함으로써 흔히 간결성 (simplicity) , 

또는 言語學的으로 有意한 -般化(\inguisl icaJly significant generalization)에 依한 規則들의 

統合 (collapsing)을 械機的으로 試圖하려 는 從來의 態度를 최t判해 보고자 한다. 規則 (13)의 

環境을 示差的 資質로 表示한다띤， [ - con , + high , - back, - round , - Derived by rue 11J 

이 되는데 15 globa l制杓인 ‘-Derived by rule 11’은 네개의 資質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네개 전체， &.p y와 i 全部와 관련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規則 (13)은 

/i/에서 등청캘훌된 l는 ‘ L’을 口蓋홉化하지 옷한디는 규칙인데 /i/에서 設훨띈 y도 있는 것 같 

이 形式化되어 있어 그러한 y도 ‘ L’을 口蓋홉化 시커지 돗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되 

어 있다. 그러한 오해를 막기 寫해서 는. (13)은 (14)처럼 표시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 

다. 그 이유는 [ -DerivedJ는 오직 i 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4) / n/ • [ highJ / # (Co V) 1- ( - 1까 <3 l 
l < - Deri ved .. ) J 

위 規則 (14)의 환경은 싣제로 무엇을 慧味히는기-? [-De밍r까ecl이]는 同化主 /μlν/외와- 관련되 

어 있을 뿐 /깨y/와는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듯한다. 그리고 筆者기 아는 限 꿇팎된 y가 

‘ L’을 디蓋홉化 시키지 못하는 例를 본 일이 없다. 뿐만 아니 라 規則 (13)이나 (14)처럼 

‘ 」’의 口蓋規則을 하나로 취급하려는 態度는16 國語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言語의 

경우에도 y가 i보다 口蓋홉化 현싱에 있어 子룹을 同化 시키는 힘 이 랬함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전혀 無視하는 바람직하지 돗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규칙 (13)은 마땅히 두개의 

規則으로 나누어격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生뿔이다. 그 規則들은 各各 (15)와 (16)처럼 될 
것이다 17 

r V 
I + high 

(15) / n/ • [highJ/ # (COV) I- -(+) I - back 
I -round 
l-Derived J 

15 [-Derived by ru le 11 J은 示쏠的 資~은 아니 고 規則 (1 3)에 붙은 조건 또는 제 약이 다. 

16 生成音웹輪을 하는 國語쟁者 중에서 ‘L ’의 口蓋音化 親則은물콘다른 口蓋숍化規則들을용틀어 
單- 規則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같다 면.'l션·되어야 할 문제임을 筆者는 彈調하였다(金手 
쩌1 1976). 

17 ‘ L ’ 의 口蓋휠化 規則이 서로 전혀 다른 두개의 規則 (15) , (16)으로 분리된다연 口蓋音化 規則이 

라는 관련성은 어떻게 表示펼 것인가 하고 걱갱하는 사람들이 있다 (f7lJ흘 들연 筆者의 論文指필數授었던 
Larry Nessly). 筆者는 環境을 제외한 다른 部分이 같거 나 類似하니까 그만큼 가깜거나 먼 것이 나타 
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별로 운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 고 規則 (1 6)에서 G는 'gl ide' 를 

나타낸 다. 또 한가지 문제 로 남겨 두는 것 은 과연 規ftlj (1 6)의 경 우에 도 語頭制約이 必몇한가 하는 

운제이다 이 문제는 語頭의 ‘ L ’脫落과 함께 생각되어야 할 운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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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規則들과 관련하여 두가지 言及할 것이 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Hooper 1973 ; 

CearIey 1974) 下位 홉題規則에는 例外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主張은 신병성이 없는 것 

임이 들어났다. 그 이유는 規則 (15) , ( 16)에는 각각 例外가 發見되었기 때문이다‘ 그 뿐 

만 아니 라 Dinnsen (1974)처 럼 global 制約은 어 r딘 룹짧이 脫落되 는 경 우에 限한다는 nu l1 

hypothesis도 規則 (15) 앞에 서 無力하다는 것 이 設明되 었 다. 

3. 以上으로 筆者는 本論에서 ‘ L ’ 의 口蓋홉化 規則에 대한 假說 (2)를 구제키 寫한 抽

훌的인 基底륨훌홉의 設定案은 설득력 이 없고， 오히 려 그 假說을 修正하여 語頭制約과 global 

制杓을 필요로 하는 규칙 (15)와 Global 制約을 必훨로 하지 않는 규칙 (16)으로 나누어 생 

각하는 것 이 온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主張은 縮論에서 밝힌 덤 的， IllP ‘ L ’ 의 口蓋흡化 

規則을 仔細히 考察함으로써 生成音體論에 있어 서 의 문제 점 들의 -部를 檢討하여 그것들이 

國語의 홉題資料에 依해 經驗的인 支持를 받고 있지 돗하다는 증거를 보여준 것S로 보 

고， 本橋의 결론을 아래 와 같이 요약해 본다. 

기. 國語의 ‘ L ’ 口蓋흡化 規則은 하나가 아니고 듭이며 그것들은 각각 (15)와 (16) 이 

다. 

L. 口 蓋홉化시키는 i와 그렇지 옷한 i를 基底에서 區別하는 抽象的인 說明方式은 說得力

이 없다. 

C. ‘」’의 口蓋흡化 規則 중에서 (15)는 global 規則이다. 따라서 흩훌훌팅文法에는 憐接原

則을 준수하지 않는 흡調規則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global 制約의 범위는 非中和

規則도 포함하여 야 한다. 

?.. 순수한 홉聲規則에도 例外는 있다. 

口. 흡體規則들을 統合할 때에는 반도시 同化主의 환경이 -致해야 하므로， 비 슷한 規則

들을 單一化할 때에는 충분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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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 /-Palatalization in Korean 

Soo-Gon Kim 

The main objecti ves of the present stucl y are (1) to reformulate the rule of / n/ -Palata l

ization in Korean and , on the basis of the finclings , (2) ei ther to support or disconfirm 

some of the hypotheses current ly proposed in generative phonology, such as the notions 

of the use of ‘ imaginary ’ segments, ad jacency principle, automat icity of low IeveI phonet ic 

rules, g loba! condi tions, and rule co lIapsing. 

Korean phonoJogicaJ data which are associatecl with / n/ -Pa lata li zation seem to c1ea rJy 

show that Korean shouJd be viewed as hav ing two indepenclent / n/ -PaJataIization rules, 
one of which , though an a lIophonic process, requires a global condition on it. This is to 

say that the ‘adjacency ’ principle in phonology is too restrictive for an expJanatory 

hypothesis ancl that the mechanical collapsing of similar rules into a single gener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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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be carefull y reconsidered in terms that the concept of ‘simplicity’ or ‘ linguistically 

signifìcant generalization' in linguistics should be rede:G.ned for the proper advancement 

of linguistics as empirical science. 

Additionally, the data also seem to demonstrate tha t the diacritic use of phonological 

features should be avoided in phonological desc ription , and that the low level phonetic 

rules sometimes suffer a few exceptions as opposed to the claim that phonetic rules are 

exceptionless and au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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