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音輯論에 있어서의 境界 問題

田 相 範

境界表示가 構造言語學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Bloch의 方法을 

따라온 Post-Bloomfieldian들에겐 境界表示란 사실상 멋적은 主題의 하나었다. 境界表示란 

본래 形態論的인 뜻이 더 큰 擺念인데， Post-Bloomfieldian들이 해오듯 言語分析을 우선 홉聲 

부터 시작하여 홉素論으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얻은 情報만을 근거로 하여 形態論을 해 나 

가고， 다시 이 근거 위 에 서 統蘇論을 해 나가는 方法論下에 서 는 흡題論에 서 의 境界表示의 論

議는 그 풋을 대부분 잃게 된다. 이처럼 言語分析의 段階混合(level mixing)을 허용하지 않 

는 方法論下의 훌훌홉論에서 境界表示를 이야기 할 수 있다면 境界表示가 音聲的무로 구현되 
는 異룹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 작업이 사실은 如意치 않았던 것이다. 이 접은 일찌기 Pike 

(947)의 ‘Grammatical Prerequisites to Phonemic Analysis' 라는 論文에 의 해 지 적 된 바가 

있었다. 그는 당시 유챙했던 言語分析의 上向式 段階分離論에 불만을 품고 당시 分析家들 

이 連接(juncture)의 音聲的 正體도 밝히지 못한채 連接 운운한다는 것은 이미 形態論을 기 

대한 증거가 아니냐고 따지고， 따라서 言語分析에서는 段階分離라는 制限을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_ Koutsoudas도 ‘The Morpheme Reconsidered’ (1963) 라는 論文

에서 뜻(意味論)의 도움 없이 어떻게 形態素의 定義가 가능하냐고 묻고 있다. 

이처럼 그 存在가 미요했던 홉體論에서의 境界表示는 生成흡題論에서는 必須不可缺한 것 

이 되었다. 構造言語學에서와 正反對로 生成홉題論에서 제일 먼저 作動하는 것은 統解部이 

고， 여 기 서 生成되 어 나온 버‘力 (output) 이 륨題部의 入力(input)이 되 기 때 문이 다. 統홉후部의 

出力에는 당연히 意味論的인， 統解論的인 情報가 붙어 나오게 마련이고， 따라서 境界에 대 

한 情報도 그중 重훌한 존재가 된다. 

이처럼 統蘇部의 出力이 홉題部의 入力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은 統
.解部의 出力。l 그냥 그대 로 홉題部에 들어 가는 것은 아니 고， 이 것을 흡題部가 消化할 수 있 

도록 다듬는 作業이 선행되 어 야 한다. 일컬어 再調整規則(readjustment rule) 이 라고 불리 

우는 이 規則들은 統解部의 出力을 여 러 가지 로 손질하여 , 分析하고자 하는 言語의 홉題規則 

이 바라는 表面形을 生成하도록 해준다. 이 再調整規則들은 지금 언급된 대로 그 適用되는 

)1眉序는 統解部의 出力이 홉題部의 入力으로 넘어오는 途中이며， 이들 상호간에 適用順序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어떤 構造

를 제거한다. 여기서 어떤 構造라 함은 境界表示가 주가 된다. 둘째， 構造틀을 再配置한다. 

세째， 새로운 構造를 훨入한다. 네해， 이미 있는 構造， 이를테면 #따위를 새 構造， 이를 

테면 +따위로 代置한다. 또는 Past를 d르 바꾸는 것도 再調整規則이 하는 일이다. 

이처럼 再調整規則은 대개의 變形規則들이 가지는 힘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 때 한가 

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規則들이 ad hoc 하다는 점이다. 都是 이 再調整規則이 必훨해진 것 

은 統蘇部의 不備라는 이유도 있겠무냐， 統解部에서는 늘 文法性(grammaticality)과 容認可

;能t生 (acceptability)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文章만을 生成하지 않는다는 데도 그 이유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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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서 統짧없에서는 文法性은 있으나 容認可能性은 없는 文章도 生成하는 것。y 

다. 文法性이란 容認可能性을 알아보는 하나의 R度이며， 文法性이 듬語能力 (competence)의 

영역에 속한다면 容認可能性은 言語運用 (performance)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SPE ‘ 

플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 再調整規則에 대한 언급이 가장 적은 것은， 듬語能力괴- 言語違)fJ

의 l짧係에 대 한 우리 知識의 缺z에 연유한다. 

앞서 再調整規則이 하는 일들이 構造를 없애거니 再配列하거냐 새로 導入하거나 다른 것， 

무로 代置한다고 했는데， 이 때 構造라고 하는 막연한 이름으로 대표되는 것 안에는 境界

表示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띤 이 境띔찮示， 특히 #는 어디에서 導入되는가? SPE는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다만 規約 (115) (SPE: 366)에서는 #가 딩헬j的으르 大範碼(major category) 앞뒤에 

들어 온다고 다음과 갚이 말하고 있 다. 

(1) The boundary :jj: is automatically inserted at the beginning and end of every string 

dominated by a major category, i.e. , by one of the lex ical categories ‘noun,’ 

‘verb,’ ‘adjective,’ or by a category such as ‘sentence,’ ‘noun phrase,’ ‘verb 

phrase,’ which dominates a lexical category (SPE : 366). 

여기에는 #이 導入되는 時期에 대한 언급은 없다. 유일한 언급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2) ... the rules of syntax will generate surface structures and a universal principle of 

interpretation will assign the boundary symbol :jj: in certain places. The readjustment 

rules wiII modify the surface structure in various ad hoc ways, demarcating it into 

phonological phrases, eliminating some structure, and replacing some occurrences ‘ 

of :jj: by + (SPE: 13) . 

이와 같은 말들이 #의 훨入時期에 대한 하등의 示l짧를 주지 않을 것은 自明한노릇이고， 

다만 우리는 여러가지 사실로부터 그 時期를 推理할 수 있을 따름이다. 첫째로， SPE(p.8) ‘ 

의 統解部의 出力을 나타내는 ‘나무’에는 #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고 보면 統解部에 

서 #를 緊훨하게 언급한 規則도 없었떤 것 같다. 둘째로， 再調整規則들은 이미 그들이 適

用되는 對象에 #가 들어있는 것을 前提하고 #를 빼거나 넣거나， 혹은 +따위로 代置하고 

있무묘로 再調整規則들에 의해 導入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런 推理에서 우리는 #가 統

解部의 出力이 再調整規則部에 들어오는 途中에 導入된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흡題部에서의 #에 대한 언급은 生成륨體論에서 거의 상식이 되고 있으며 韓國語에 대한 

分析에서도 이는 例外일 수 없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취급한 것은 다른 경우 

에 서 도 그랬듯이 金鎭宇교수의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이 라는 1970년도의 論文

이 다. 여 기 에 서 사용되 는 手順은 SPE와는 똑같지 않으며 S, NP, VP, N, V 둥의 大範碼
앞뒤 에 #를 넣을 뿐만 아니 라 모든 形式素(formative) 앞뒤 에도 +를 넣는다. 그리고 抱‘

東形態素(bound morpheme)의 경우에는 한 쪽에만 -를 표시한다. 뒤에 再調整規則部에 

들어와서는 인접한 +를 #나 -로 代置하여 +가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고 ++의 형 

태 로만 존재하게 되며， 그것을 金교수는 複合語境界(compound (word) boundary) 라고 부 

르고， 이 사이에 흔히 ‘사이시옷’이라고 불리우는 t나 n이 들어가게 된다. 

c.w. Kim (1970)에 이 어 발표된 李廷행교수의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Revi

sited’ 는 근본적 으로는 c.w. Kim (1970)의 手順을 따르고 있으나， 金교수의 n-揮入規則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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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密化하고 있￡며， 재미있는 觀察은 ‘봄바람’의 경우에는 ++사이에 t가 揮入되는데 반해 

‘산들바람’의 경우처럼 複合語의 要素가 두 흡節 이상일 때는 t의 揮入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사실이다. 이 사이시옷의 운제는 해결된 것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 더 많은 형펀이 

어서 이와 갚은 사실을 지금 당장은 說明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본래 사이시옷이라는 것이 

複合語의 첫째 훨素가 [ +sonJ나 [ +voiceJ 라는 資質을 가질 때에만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만약에 t가 揮入되 지 않으면 두번째 훌素의 첫 째 子홉이 有聲化하여 약해 질 것이 으로， 이 것 

→을 막기 위해 그 子흡을 된소리로 만들기 위한 鍵備惜處라고 본다면， 두번째 要素가 두 훌 

:節 이 상으로 되 었을 때 에 는， 설사 첫 째 子흡이 有聲륨이 되 더 라도 identity상실의 염 려 가 없 

-으으로 t를 揮入하지 않는다고 說明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만약 이와 같은 說明이 非홉 

題論的이라고 한다면 ‘산불’과 ‘군밤’의 경우를 들어 첫째 要素가 關係代名詞 빼除規則 

( relative clause reduction)과 形容詞 前置規則(adjective preposing)에 의해 派生펀 形容

詞인 경우에는 t의 揮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說明할 수도 있을 것이다. 複合語의 前後의 

흉흉素가 각각 二홉節이 라도 t의 揮入이 일 어 냐는 ‘성 냥개 비 ’ ‘도매 가격 ’ ‘서울사람’ 등은 名

효려+名詞의 경우라는 사실이 위와 같은 推測을 가능케 해주는 것 같다. 그러나 ‘가을바람’ 

을 [kailparamJ 이 아니 고 [kailbaramJ 이 라고 發홉하는 경 우 위 의 說明은 맞지 않게 된 다. 어 

쨌든 李교수의 글은 재미 있는 문제에 우리의 관심을 물어 놓았다. 

境界表示를 가장 자세 하게 다루고， 이 것을 홉題規則에 짧흥동하게 언급하고 있는 예 는 金榮

起여사의 學位論文인 Korean Consonantal Phoχology (1 974)일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 

은 아흉개의 境界表示가 提案되고 있다. 

(3) # phrase boundary 

çL com pound boundary 

& V stem boundary 

EÐ N stem boundary 

+ affix boundary 

modifier boundary 

Sino-Korean boundary 

- any syntactic boundary 

$ syllable boundary 

거의 모든 境界가 망라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金여사는 짧文의 도처에서 이 境界表示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한가지 의구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이 境界表示틀을 範購表

示(category marker)로 대치할 수 없었을까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결국은 範購

表示의 表記上의 異形(notational variation)은 아닐까 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륨題論 

의 入力에는 의례히 統離部에서부터 달고 온 範屬表示기- 있으묘로 새로운 境界表示를 훨入 

하지 말고 그결 그냥 쓰는 것이 결국은 더 經濟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 문 

제는 韓國語의 全體的 記述을 보고 결정할 일이다. 金여사의 論文에서 한가지 특기할 것은 

金여사만이 #의 뒷 處理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다. 즉 홉體規則이 다 適用되고 
나면 모든 境界表示는 지워지고 #는 休止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다. 

그밖에 비교적 #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金完鎭교수의 일련의 글들이다. 우선 1971 
년의 「홉題現象과 形願論的 制約」이라는 글에서는 ‘양이’(아온(동생 )의 主格)와 ‘아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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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차이를 休止흡素 (juncture phoneme)의 ;섭無로 설명하고 있으며 1974년의 「륨꿇變化

와 릅素의 分布」에 서 는 境界表示가 어 떤 릅꿇變化에 대 해 때 로는 觸媒 쿠실을， 때 로는 障

뿔 구실을 하는 재미있는 예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歷史的으로 ‘불’은 ‘블’에서 합홉化 

(iabialization)에 의해 생겨났는데 ‘칩+은’의 경우에는 十기- [庫짧‘이 되어 層흡化가 일어나 

지 않고 있다 반대로 中世國語에서는 /울+고/→〔울오]에서 보듯 流룹과 母흡 사이에서 

기이 脫落하는데 境界가 없는“살고’(否)에서는 기脫落이 일어나지 않았다 

한펀 1973년의 「中世國語聲調의 돼究」에 서 는 # 에 대 한 더 욱 재 미 있는 언급을 하고 있 
다. 金교수는 앞의 聲調를 닮아 변하는 a라는 單位를 設定하고 있는데 이 a가 #a에서는 

aLow로 變하는 까닭을， 소리 없는 #의 聲調가 Low이 기 해 문이 라고 說明하고 있다. 이 는 

#를 無聲子즙과 同-視한 Lass(1971)를 생각케 한다. 한편 이 冊에서 金교수는 律動의 規

則이 適用되는 時期는 大字化 이후라고 前提하고， 이 時期는基底形에 존재하던 形態素境界

들이 다 解除되고 氣훌、群f뽑의 境界나’文을 휘갑하는 境界만이 남아있는 段階라고 하여 表

面形에 이르기 이전에 境界表示의 일부가 빼|웠펼 수 있는 기-능성을 示俊하고 있다. 

다 음에는 境界表示와 더불어 생키는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첫째는 形態素 設定

의 문제다. 英語의 reconvene같은 예는 흔히 形態論에서 인용되는 形態素分節이 용이힌- 전 

형적인 예이다. re+con+vene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religion은 어 떤가? 語源

의 차l識이 있거 나 羅典語의 9iO識이 있으면 이 뿔位기 적 어 도 re , ligare, ion 이 라는 세 개 의 

훨素료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 와갚은 사싣은 語源에 대한 知짧이 있을 때에 限

한다. 그렇다면 누구를 기둔으로 形찮뚫를 設定해야 하는가가 문제기- 된다. 마찬기지 얘기 

를 國語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 ‘할아버지’는 몇개의 形態素로 되어 있는가? ‘박쥐’는? 

둡째는 形態素와 사이시옷의 문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시-이시옷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 

된 것 보다는 해 결되 지 않은 것 이 더 많다. ‘신장’할갚’， ‘금방’， ‘플감’ 등은 두 훨素 사이 에 

t71- 揮入되 고 안되 고에 띠-라 두가지 다른 發품과 뜻을 갖게 된 다. 이 문제 들은 싸明順(1976) 

에서 提案됐듯이 같은 繼字인 ‘신장’ 이 語훌目錄(Iexicon)에서 다르게 記載되었다고 보는 

것도 한가지 解決方합이 될 것이다. 漢字에 대한 우리 知識의 차이가 중요한 훨因이 될 것 

이다. 물론 사이시옷의 문제가 이 렇게 해서 解決되리만름 간단치 않음은 물론이다. 

세째， 抱束形態素를 표시하는 境界表示기- 때에 따라 그 機能이 달라지는 문제다. ‘먹이’ 

가 bait의 뜻일 때는 [megi] 로 움라우트規則이 1'P用함에 비해 뚫이라는 풋일 예， 즉 / -i /가 

主짧語尾일 때에는 움라우트現훌을 볼 수 없다. 물론 範I웹表示를 사용하거나 Y. K. Kim

Renaud(1974)에서 하듯 &, EB를 구별해 쓰면 되겠、지만 여만가 개운치 않은 느낌을 숭길 수 

없는 것은 이것이 說明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째， 再調整規則이 ad hoc하다는 점이 다. 이 를테면 SPE에선 longer[loDdr] (갈망하는 사 

람)과 longer [loDgdr] (1ong의 비 교급)는 각각 /long#dr/와 /long+ dr/로 구별되어 있고， 그 

차이는 派生과 屆折의 차이과고 處웰되어 있다. 그러나 /wip#d/→[waypt]와 /kep + d/• 

[keptJ 에서는 전혀 그 正當性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이 접을 거꾸로 이용하여 이와 같은 

ad hocness가 비로 이 와 같은 現象들은 規則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 라， 경우에 따라 그 때 

1 級字上으로는 ‘죄운’이라고 쓰이는 일이 없으나 실제 발음에서는 [cibunJ이라고 發音되므로 
low-level rule로 혼音化規fUl을 設定할수 있을 듯 하다. 

2 Cheun (1975 : 44)에서 筆者는 이 現象을 k• f 現象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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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배워야 한다는 사실의 증거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역시 어딘가 개운치 않음은 위의 경 

우와 마찬가지다. 

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의 則除 時期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의 則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마치 칩을 다 짓고 니면 발판을 떼어버리듯， 홉題規則의 適用이 

다 끝니면 그 해 剛除해 버리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몇가지 사실들은 이것이 그리 

간단한 문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示浚는 C.W. Kim (l970)에시 찾아 볼 수 있다. 金교수는 #이 

하나만 나타나는 경 우를 unstable phrase boundary라고 부르고 # 이 둘 이 상 놓인 것을 

stable boundary라고 불러 /os#nip-ko/가 [onnipko] 와 [odipko]의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則除의 時期를 달리함으로써 說明하고 있다. [onnipko]와 [odipko]는 각각 다음과 같 

이 生成될 것이다. 

(4) (a) /os#nip-ko/ 

ot # nip-ko 

ot nip-ko 

on nip-ko 

[onnipko] 

(b) / os # nip-ko/ 

ot#nip-ko 

ot# ip-ko 

ot ip-ko 

。d ip-ko 

[odipko] 

金교수는 이 어 [osipko] 라는 表面形이 없는 것으로 보아 # 나 n의 햄UI徐規則은 S흘 t로 바 

꾸기 전에는 適用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이것은 # -剛|徐를 하나의 챙則으로 보고， 

또 다른 規則과의 )1볕序를 고려한 최초의 발언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와 비슷한 示댔가 SPE에 없는 것은 아니 었다. 그러나 SPE에서 는 이 므든 f'f業을 再

調整規則에만 맡기고 있다. 

(5) Deletion of # is to be expected as a word is intuitively reanalyzed from a 

syntactically generated member of a productive c1ass to a derived eìement based 

on independent formatives that merge to form a single lexical item, the semantic 

ccntent of which is no longer completely predictable by general rules from that of 

its parts. A similar phenomeno l1 can be observed above the word level. Thus a 

noun phrase such as mâiη :1:j: #láηd can be reanalyzed as a single noun máin 

# # lànd, and may even lose word boundaries completely , becoming máinland, 

with a reduced vowel in the second syllable (SPE: 160 fn.). 

Y.K. Kim-Renaud(l974 : 270)에 는 境界表示의 빼除， 또는 상호 代置에 관한 언급이 있 다. 

‘집잃은’의 세가지 變異形인 [cipirtn] , [cimnirin] , [ci birin]을 金석사는 각기 / cip # ilhin/ , 

/ cipçL' ilhin/ , /cipilh“1/의 서 로 다른 基底形에 서 生成하고 있 다. 이 基辰形들은 再짧整規則 

에 의해 設定된 듯 싶다 . 

다음과 같은 예들은 #-빼除를 規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홉꿇規則으로 보고， 다 

른 홉짧規則과의 適用 )1펠序의 차이 에 의 해 여 러 變윷形을 만들셔 내 야 한다는 王張을 뒷 받침 

8 C.W.Kim (1976 : 71)에시는 C.W.Kim (1 970 )에서 부정댔던 [osipkoJ를 인청하고 있다. 필자에게는 

[osipkoJ는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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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을 듯 하다 4 즉 우리는 ‘陸女史’가 [yugy;Jsa] 로도， 또는 [yuDny

;JsaJ 로도 발음되는 것을 알고 있 다. 이 變異形은 (6) 이 보여주듯 :If -빼除規則의 適用時期

를 달리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6) (a) / lyuk :lf nY;Jsa/ (b) / lyuk :lf nY;Jsa/ 

yuk :lf nY ;Jsa 

yuk :lf y;Jsa 

a 

a 
잃
 
잃
 

따
 m“ 

싸
유
 

파
 ,M 

V
“ 

V
‘ 

yuk y;Jsa YUD ny ;Jsa 

yug y;Jsa [yuDny;Jsa] 

[yugy;Jsa]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生成흡題論에서 차지하는 #의 위치를 주로 다푸었으며， 그것들이 

國語의 分析에 이용된 예들을 검로하고，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들， 특히 再調整規則들 

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끝으로 필자는 :If-則除는 規約이 아니라 適用順序를 갖는 하나 

의 홉꿇規則으로 보아야 한다고 提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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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예 를 포함한 몇개 외 에들은 1976년 6월 1 2일 韓國外國語大學 듬語%究所에서 主f崔한 第三回 言
語學 學術發表에 서 필 자가 「變異의 音領論的 解釋」이 라는 題下에 발표했 던 것 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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