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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적’ 기저음운 

정 국 

지금까지 국내의 생성 음운론은 대체로 형식적 접근(forma1 approach) 이 우세하고， 언어 

사용자의 심 리 적 실재 (psycho1ogica1 rea1ity) 를 존중하는 ‘실재 적 ’ 접 근 (substantive approach) 

은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음운분석에 있어서 형식상의 간결성， 일반성， 

그리고 규칙의 자연성동만이 중시되어 왔고， 음운규칙의 심 리적 실재에는 관심이 주어치지 

않았다. 

언 어 記述이 언 어 사용자의 내 재 적 인 지 식 을 기 술하는 것 임 을 생 각하면， Skousen (1972, 1975) 

이 말한 대로， 음운규칙이 아우리 간결하고 일반적이며 음성적으로 자연스럽다해도， 그것 

이 언어사용자의 심리에 실재하는 것이 아니면 올바른 기술이 아닝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음운규칙뿐 아니라 기저음운 설정에 있어서도， 심리적 실재 가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어의 경우， 자음중， 다른 것은 문제가 되 

지 않으나， 무기 이 완 비 계 속음 (unaspirated nontense noncontinuant 즉 1:l, t:, 기 , Ã) 의 기 

저 음이 무성음(/p ， t , k, ë/) 이냐 유성음(/b ， d, g, JI) 이냐 하는 문제와 유음( 2.)의 기저음이 설 

측음(/1/) 이 냐 설탄음 (/r/) 이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어 오면서 도， 이 들의 모든 논의에서 심 

리적 실재문제는 크게 무시 또는 제외되어 왔다 

본고의 목적은 국어의 폐쇄음 /1:l , 亡 ， 기 /， 폐찰음 /^/, 및 유음 /2./의 ‘실재적 ’ 기저 

움운들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이로서 ‘실재적’ 음운분석의 일연을 보여， 앞으로 이러한 방 

연의 연구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질재적 ’이라 함은 물론 앞에 말한 바와 같이 언어사용자에 ‘심리적으로 질재하 

는‘의 의미 이나 이에 덧붙여 또 한가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 인 의미에서의 언어 

사용자의 심 리 적 실재 이외에， 개별언어， 즉 국어사용자의 심리적 실재라는 것 또한 중요 

하다는 점이다. 많은 다른 학문에 있어서와 같이 언어학에서도 우리는 구미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무의식중에 우리자신을 우리와 맞지 않는 그들의 틀에 자 넣어， 우리 에게는 실재 

하지 않는 것도 무비판적으로 실재하는 양 생각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먼저 검토하고 그문제점들을살펴본뒤에 ‘실재적’ 

기저음운을 제시하는 순으로 하되， 먼저 /1:l, t:, 기 ， 大/문제를 다루고 (!ì2) , 다음에 /2./ 

1 여 기 서 실재 적 정 근 (substantive approach) 이 라 함은 확렵 된 학파의 방법 론도 용어 도 아니 나， 형 

식적 접 근에 대비하는 것으로 연의상 사용하키로 한다. 이 말은 Skousen (1975)의 설재 척 증거 (sub

stantive evidence) 란 말에 서 원 용한 것 이 다. 
2 여기서 설탄음은 펀의상 붙인 이 릉이다. 국어 / 2/의 음성적 실현이 정확히 무엇인지 하는 것은 

본고의 논의와 상관이 없기 때 문이다. 그리고 모음의 기저 음운에 대한 것도 그 자체의 홍미에도 불구 
하고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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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3)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재직’ 기저음운과 ‘원음소’와의 관계 를 밝히고 (~4) ， 3 

결론을 맺고자(~5) 한다. 

2. / 닙 , C , ì , Ã/ 문제 

국어의 / 님， C ， 기，7:. /들이 표면에서 우성음과 유성음 양쪽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문제는 무엇을 기저음으로 잡느냐 하는 것인데 ， 가령 ‘부부，’ ‘디덤돌，’ ‘구 

깅， ’ ‘전쟁’등의 기저표기를 할 때， 현재까지 우리가 보아온 것은 다읍의 두 가지라 할 수 

있 겠 다. 하나는 우성 음을 기 저 로 해 서 / pupu/ , j titimtol/ , / kukim/ , /Cdnc웅0/등으로 설 정 

하는 것 이 고， 또 하냐는 좀 드물기 는 하지 만 유성 음을 기 저 로 해 서 , / didimdoI/ , / gugim/ , 

/Jdn훔0/ 둥으로 하는 방법이다. 기저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음운규칙도 달라 

지는 것은 물론이다. 

2.1. 먼저 유성 음 /b， d， g ， J/을 기 저 로 할 때 를 생 각해 보자. 가령 ‘디 딩돌’ 은 /didimdol/이 

되고 올바른 표면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성화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5 

이 방볍의 장점은 이것이 우리의 언어의식에 부합되는 연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 

부분의 경운 영어동 구미어의 유-무성 대럽은 우리의 유-우기 대럽과 대응되어 유성음은 

무기음으로← (b， d ， g- 님， C ， 기 ) ， 무성음은 유기음으로 (p , t , k- 고， E , 격) 받아들여지기 때문 

에 11:1 , C , 기，;;::./는 우리에게는 /b， d， g， J/로 의식되는 얘문이다 기저를 / p, t , k, C/로 하연 

이러한 의식과 J역행된다 하겠다. 

그러나 유성음 기저론은 단점을이 또한 많다(이병건， 1976 참조). 우선 균형상의 문제가 
있다. 국어 장애 물(1:1， C ，기，7:.， 人)의 기저를유성음으로하려면 〈은 어떤가? 균형을 갖 

추기 위해 人도 유성융으로 하면， /z/라는 국어엔 없는 추상적 인 기저음운이 설청되어야 

하는 불합리성이 생기고， /人/을 무성음으로 하면， 다른 장애음은 다 유성기저인데 유독 

/λ/안이 무성인 이 불균형을 설명하여야 하는 난정이 있다. 또한 /人/을 제외하고 건，도 ， 

기，;;::.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 1:1-배-고/， / C- U:-E / , /기 -끼 -=1/， / Ã-n:. -5;./에 보이는 

바악 갚은 삼연대립이 기저에서 /평 음 ( ‘유성음’ ) -경음-기음/의 대 럽 이 되어 명음 기저음이 

왜 우표적 (unmarked) 인 우성 음이 아니 고 유표적 (marked) 인 유성 음이 되 어 있는지 납득하 

기 서렵 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음성학적인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음성학적으로 보면 국어의 장애음 

( obstruent)들은 우성음이므로， 유성음을 기저로 하면 음성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이다. 

그리고 국어의 장애음은 /s/를 빼고는 모두 유성음과 무성음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지 

만 이 ‘유성음’ 이라는 것도 질은 반무성음(표진이， 1975) 으로서 유성화된 무성음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국어에 음성적으로 실재하는 규칙은 유성화 규칙인데， 기저를 유성 

음으로 장으연 유성화 규칙이 없다는 말이 되니，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a 설채척 기저음운은 다음에 보일 바와 같이 가령 H 응을 유무성 표시없는 /B/로 표시하기 때문에 
C\j2. 4. 3. 참조) ‘원음소’와 닮은 것 같이 보이므로 그렇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s4의 옥척 이다. 

‘ 울흔 이들의 이음은 갱확히 말하연 단순히 유성 음 우성음 두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나 본고의 논 
의에서는 이 두가지만융 다루려 한다. 

6 자세한 무성화 규칙과 또한 필요한 경응화 규칙은 생 략한다. 
8 주의할 갱은 b， d ， g ， j가 ‘유성음’￡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갱이다. \j2. 3. 1. 창조 이 들은 

다른 이유로 l:::1，'C， I ， Ã에 대 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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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러연 기저를 무성음들로 하연 어떨까? 이 경우는 앞서와 청반대의 결과가 된다. 

즉 장애음의 기저가c/s/까지 포함해서) 모두 우성음이 되으로 기저음운체계의 균형을 깨도 

리지 않으며， 무표적인 무성음을 기저로 하고， 우성음이 유성화되는 음성학적이고 자연적 

인 기저와 유성화 규칙을 가지게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에게 있어 유기음과 심리적으 

로 대웅되는 / p, t , k, c/를 기저로 설갱함으로써 우리의 언어의식과 맞지 않고， / b, d, g, J/와 

/ 님， 1::, 기， ;1':./의 심 리 적 대응을 설명할 수 없는 바현실성이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다. 

2.3. 과연 우리는 어느쪽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입장은 물론 ‘실재적’인 쪽을 따료는 

것이지만 양쪽에 다 ‘실재적인’면이 있으므로 어떠한 실재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심 리적 실채’의 청체를 밝혀 두기로 한다. 

우선 우리의 언어의식에서 /b, d, g, J/가 C/ B ,1::, 기， ;1':./)에 가까우냐 / p, t , k, c/가 가까우 

냐 하는 점을생각해 보자. 앞서 (92. 1.)우리는 /B ，1::，기， ;1':./가 /p， t , k， ε/보담 jb， d， g, J/에 

가깡다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당장 우리는 ‘음성적으로’ B ,1::, 기，;1':.가 

무성음인데 어찌해서 유성음과 같다고 하느냐 하는 반론에 부딛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언 

뭇 보아 음성적언 질채와 심리적인 실재와의 대립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사람 

들은 흔히 보다 ‘추상적인’ 심리적 실채보다 ‘구체적인’ 음성적 실재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할 점이 두 가지 었다. 하나는 님， ζ ， 기， χ 

가 b， d ， g ， J에 가깡게 느껴지는 이유가 b， d， g，]가 유성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음성적 실재와 심리적 실재가 ‘구체적-추상적’으로 대립되는 것도 아니라는 정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 3. 1. b, d, g, J가 B ,1::, 기， χ에 가깡게 느껴지는 것은 b， d ， g， J가 유성음이기 때문이 아 

니라 무기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b-p, d-t , g-k, J-c의 구별은순전히 기 (aspiration) 

의 유무에 의지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의 b는 한국인에게는 다만 무커음이고 p는 유 

기음일 뿐이다. 여기에 유-무성의 대립은 없는 것이다. 그러연 우기 (unaspirated)의 p , t , k 

(가령 일본어 • 불어 동의 어두의 것들이냐 영어의 speaker동 s뒤의 것들)는 어떤가? 이것 

은 p , t ， k이면서도 우기음이니 8 ，1::，기로 인식되는가 하는 문제가 냐올 것이다. 대당은 간 

단하다. 많은 경우에 이러한 p , t ， k는 èl , 1::, 기와 같이 인식된다 7 다만 이틀이 èl , 1:: , 기 

대신 111l，江， 11로 인식되는 일은 흔히 있다. 이것은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에 제 2 음절 이 

후에 올 때， 또는 영어와 같이 s뒤에 올 해에 흔하다. 이것은 이틀 p , t ， k가 ‘무커성이 

강할’때에 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연 가령 H 와 n.를 비교하면 고는 유커 

(aspirated)음이고 H 는 무기 (unaspirated)음이지만， 님는 그래도 배보다는 약간의 기는 있 

는 (slightly aspirated) 음인데 (그래 서 111l, 江， 11 unaspirated; B , 1::, ì slightly aspirated; 

표， E ， 격 strongly aspirated이다)， p음은 우기 (이면서 약간 유기 )일때 H 로 인식되지만， 

무기성이 더 강하여 약간의 유기성조차도 없을 때 1l1l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7 영어 자체로서도 이 p (또는 이 위치의 t， k도 같음〕가 음성적 특히 청각적으로 p인지 b인지 분명 

치 않고， 어떤 이는 이것이 b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왜냐하연 뒤에 나오겠지 만 영어에서도 b-p (및 
d-t, g-k)의 구별의 음향적 단서 (acoustic cue)는 성 (voice)의 유우보다 커 (氣)의 유무이 기 때 문이 다. 

~2.3.2. 참조. 

8 이 때 유기성은 대체로 VOT에 의존한다. 그리고 Jlll와 같은 경음으로 인식되는 데는 강한 우기 
성과 함께 자음의 지속시간의 걸어짐도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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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미에서 보연 영 어의 b- p 대럽과 국어의 님 -llll-교 대립은 다음과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이 해될 수 있다. 즉 영 어의 유성--무성 대비는 국어에서는 무기유기 로 
~\\ ! 

b p 우기 약간유기 1 
/\ (경음) (명음) (격음) 

무기 유기 llll l:l 표 
P ph 영 어 : 무기 p b 유기p (ph) 

재 해석 되어 무기 p는 유기 P보담은 b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려 

고 국에 쪽에서 보면 l:l，배는 한 묶음( ‘무기음’ )으로 쿄(‘유기음’ )와 대비되는한 펀 l:l, llll 

중에서는 H 이 표에 더 가깡게 느껴진다. 이것은 llll← H →표와 같은 거 리관계로 표현될 수 

있올 것이다. 이점은 VOT치 를 비교해 보면 납득이 된다. Lisker & Abramson (1964: 392'" 

398) 및 Houlihan (1978 : 93) 에 의 하면 Dutch, P.R. Spanish, Hungarian, Tamil, Cantonese , 

English, Eastern Armenian, Thai , Hindi, Marathi동 10개 국어 의 어 두 폐 쇄 순음의 VOT (in 

msec) 평 균치 range는 국어 의 VOT와 다음과 같이 대 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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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이다시피 llll , l:l는 p (무기 p) 에 대응되고 고는 ph에 대응되며 H 이 llll보다 고 또 

는 ph에 가까움은 분명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채미있는 사실은 유성음 /b/가 없는 국어에 

서 [bJ와 가장 가까운 것이 / lllJ/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령 볼→뿔， 버스→뼈스에서와 같은 

님→ lllJ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l:l는 약간의 기가 있으므로 기가 전혀 없 

는 유성음 [bJ 에 가장 닮게 발음하려는 노력이 결국 국어에서는 배로 되어 나오는 결과가 

되어버린 것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 3 . 2. 음성적 질재와 심 리적 실재 중 어느 것이 더 추상적이며 어느 것이 더 실재적이냐 

하는 연에서 생각하더라도 유기-무기의 구별은 중요하다. 이 문제를 생각할 해 가장 중요 

한 것은 ‘음성적 ’ 이라는 말과 ‘심리적’이라는 말의 의미이다. 사람들은 흔히 막연하게 이 
두 가지를 쓰고 또한 막연하게 ‘심 리적’이란 말을 이 성주의적 (mentalistic) 인 추상적인 것으 

로 돌려버리고 말지마는， 이것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 오히려 갱반대일 수도 있는 것이다. 

먼저 음성적이라는 것과 심리적이라는 것이 서로 통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음성 적 ’ 이 라는 것이 세 가지 측연 즉 조음적 (articulatory) , 음향적 (acoustic) , 지 각적 

(perceptual) 면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마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조음적인 연만 관심을 두 

고， 음항적， 지각적인 면에 대한 연구가 적어서， 이 음향적 -지각적인 면이 (특히 지각적인 

연이) 바로 심 리와 통하는 것임은 똑똑히 인식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 

서 음성적이냐 심리적이냐 하는 것이 실은 알고 보면 조음적 이냐 음향-지각적이냐 하는 말 
이되는 것임을 모를 때가 많을 듯 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은 조음보다는 음향과 지각에 의존하는 바가 몹 

시 크기 때문에， 조음적인 측면보다 음향 • 지각적인 면이 훨씬 중요할 때가 많다. 심리적 
실재를 논할 때는， 어떻게 발음하느냐보다 어떻게 지각되고 인식되느냐 하는 것이 더 실 

9 경음화현상도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점은 별도 취급할 예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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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임은 말할 필요초차 없다. 따라서 ‘음성적인’ 것이 더 질재적이냐 ‘심리 적 ’인 것이 더 

질재 적 이냐 하는 질문에는 ‘언어지각적’인 면이 더 실재적이라고 답할 수 밖에 없다. 

가령 예를 들어 영어의 bat와 pat를 생각해 보자. 이 두 단어의 구별은 어두의 b와 p의 

유-무성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음성학적’ 해석이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조음적 인 측면만 생각하고 성대의 진통만 논할 때의 이야기이지， 이것이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 할 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음향적으로 보면 성의 유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것은 큰 의의는 없으며 특히 어두의 무성음화의 결과로 그 차이가 우리의 귀에는 들려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지각적으로 b-p의 구벌을 인식시켜주는 음향적 단서 (cue)는 기 (aspi

ration) 의 유무로서 ， b는 무기이고 P는 유기이기 때문에 이 둘이 구별된다. 이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귀 에 들린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심리’에 실재한다고 무조건 결흔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음성적 (실은 ‘조음적’)인 것이야말로 물리적이며 실체적이고 

‘심리 적 ’ (실은 ‘지각적’)인 것은 관념적이며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대한 착오이며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일 수 있다는 점이다. 

2.4. 이상의 근거에서 1:1 , t::，기， Ã의 기저음에 대해서 내려야 할 결정은 분명해 진다. 즉 

기저음은 b, d, g，]도 p , t ， k ， c도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성음도 무성음도 아니라는 것 

이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유우성의 구별은 없고 유우71 의 구별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며 10 국어의 1:1 , t::，기， Ã가 유성음도 무성음도 아니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이다. 문제는 이러한 점들을 새삼스럽게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1:1 , t::, 기， Ã의 기저를 

p , t , k , t로 하느냐 b， d， g， d로 하느냐가 일부 생성음운론가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요， 또 하나는 전통 음운론가들이 여전히 기저를 b, d, g,] 보다는 p , t , k, c로 해야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써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국어에 유무성 구별은 없고 유무기 구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 

와 대단한 모순이 된다. 이러한 모순의 원인이 무엇일까?一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문제다. 

2.4.1. 첫번째 원인은 ~2. 3. 2. 에서 논의된 것처럼 사람들이 ‘음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 

착하고， ‘음성적인 것=실재적인 것i 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표연에서 ‘음성적’으로 발견 

되는 이음 (allophone) 중의 하나를 기저음 (또는 음소)으로 장아야지 그외의 것올 기저로 해서 

는 안된다는 이론을 맹종하는 데 있다. 국어의 1:1 , t::，기， Ã는 다른 이음도 많겠지만 특히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실현되니，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를 기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기 서 더 나아가 이 둘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기준은 대략 두 가지가 눈에 띈다. 

하나는 다시 ‘음성적’인 것으로서 ， 어느 쪽을 기저로 해야 보다 (음성적으로) 자연스런 규 

칙을 설정하여 표연음을 도출할 수 있겠금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11 또 하나는 꼭히 

10 전통적인 국어학에서는 물론 이 강훈(974)에서 도 유우성 구별 없음이 지적되었다. 

11 가령 / 8 /의 경우 /p/로 하연 /p/→ [bJ의 규칙이 필요하고 /b/로 하연 /b/→ [pJ의 규칙이 필요 
한 바. /p/로 하느냐 /b/로 하느냐 하는 결정은 /p/→ [bJ의 규칙이 음성척 a로자연스러우냐 /b/• [pJ 
의 규칙 이 음성적으로 보다 자연스러우냐 하는 것을 커준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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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음성적 인’ 기준은 없이， 다만 표기상의 펀의나 일관성올 기준A로 해서 어느 쪽을 

거저로 해야 다른 음운의 기저표기와 조화를 이루고 記述的으로 연리한지 하는 것이다 12 

2.4.2. 먼저 무엇보다도 ‘음성적 ’인 것에 대한 맹목적인 존중의 근거없음은 92.3.2. 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한 마디로 말해 ‘음성적’인 것이 모두 지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ò / 

의 음성적 질현음 [bJ [pJ는 우리에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저음이 이 둘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것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 

위 자연음운론의 ‘True Generalization Condition’이 나 Vennemann의 Strong Naturalness 

Condition(모든 표연의 음성적 detail을 모두 기저에 표시하여야 한다는)은 오히려 비자연적 

이며， ‘질재’와 먼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음운규칙의 ‘(음성학적) 자연성’이라는 것도 심리적 실재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 

가 없다는 것은 91.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언어사용자들에게 심리적 실재가 없는， 즉 다시 

말하면 언어사용자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규칙들이 그저 음성학적으로 자연스럽 다고 

해서 어찌 ‘규칙’이 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記述上의 일관성이니 펀의성이니 하는 것도 곤란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왜 

냐하연 - I이것은 심리적 질재문제를 도외시한 것일뿐 아니라 심각한 이론적 모순이 아니면 

안야한 타성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유무성 구별은 없다고 하면서 ‘일관 
성’이냐 ‘펀의를 위해 / 'ò , t::., 기 ，7'/는 /b, d, g, J/보담 /p, t , k, c/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관성’없는 모순이 아니면 타안추종적 연의주의로서， 결국 사람을 혼란시키 

는 결과밖에 낳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펀의주의는 심하게 말하면 이론 부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지 적 하고 싶 

다. 이것은 우리의 실재에 맞는 우리의 이론이 없이， 남의 이론을 추종하여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구미의 음운 표기 체 

제는 우리의 음운 표기에는 맞지 않는데도， 이것을 생각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국어사용자들의 심리적 실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점이고 국어 

연구의 근본적 태도 내지 방법론에서 꼭 지적되어야 할 점이다. 아래에 더 논하겠다. 

2.4.3. 자 그러연 ‘실재적’ 기저음운은 어 떻게 잡으며 어떻게 표기해야 할 것인가? 

기저음운 설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기저음운에는 ‘구별적인’ (distinctive 또는 con

trastive) ‘특성 ’ (features) 만이 표시 되 어 야 한다는 점 이 다. 그리 고 그 특성 들은 반도시 표 

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ò，드，기，7'/의 기저 표시는 가령 /'ò/의 경우 ‘bilabial 

nontense nonaspirated stop’여야 한다. 따라서 ‘구별적’이 아닌 (다시 말하면 잉여적인) 특 

성인 유성 -무성이 표시되어 있는 / p, t , k, c/라든가 /b, d, g, J/는 결코 우리의 기저음운이 될 

수 없다. 어떠한 ‘음성적’인 이유냐 ‘일관성’의 핑계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 'ò, t::., 기，7'/의 표기는 어 떻게 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유성도 우성도 아난 / 'ò, t::.，기， χ/를 나다낼 수 있는 만국 기호가 만들어 

져야 한다. 현재의 만국 음성 기호라는 것은， 실은 구미 언어학자플이 자커들의 언어기술 

에 펀라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가령 영어의 무기 [pJ 유기 [phJ 동을 통괄하는， ‘유기도 

12 가령 /'8/의 기저 를 컬정할 때에， 다른 자응을의 경우에 모두 어두의 음을 기저로 하고 있으나 

/ t:J /도 어두에 나타냐는 읍인 [pJ롤 기저로 해야한다는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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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 아닌’ 음소는 /p/로 표시된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p/는 무기음이 아니라 ‘유기 

도 무기도 아닌， 그저 ‘무성 양순 폐쇄음’이란 점이다). 그리고 한연 그들은 유성-우성의 

구벌을 가치고 있으므로， 모든 자음 ‘음소’를 유성음 우성음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 

기호가 만들어져 었다. 그러나 우리처럼 유성도 우성도 아닌， 그저 ‘양순 명 무기 폐쇄음’ 

따위를 나타낼 기호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유성도 무성도 아난 것을 ‘어쩔 수 없이’ 유성 

음이나 우성음 표시가 되어 있는 기호중에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 

리는 이러한 ‘압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지금은 당분간 / 1:3,1::, 기， "A/의 ‘실재적’ 기저음운 표기로 /B, D, G， J/(대문자)를 쓰기로 

하자. 물론 이 / B, D, G, J/는 유성도 우성도 아님은 분명히 하여야 한다 13 

2.4.4. /b, d, g, J/나 /p, t , k , c/를 쓰지 않고 /B， D， G， J/를 쓰는 것은 그저 표기 상의 문 

제만이 아니다. 이것은 ‘질채적’ 기저음운을 청확하고 올바르게 기솔하고 또 그로써 음운 

연구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는 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음운론적 의의를 지난다 • . 

우선 기저를 /B, D, G, J/로 하연 우리는 유성화 규칙(유성음 사이에서)과 무성화 규칙(그 

이외의 환경에서)이 둘 다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유성음 또는 무성음을 기저로 했 

을 때， 어느 한 가지 규칙만 가지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보다 더 우리의 심리적 실재를 

나타낸다는 갱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성음도 우성음도 기저로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있지도 않는’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바뀐다든가 또는 무성음이 유성음으로 바뀐다든가 하는 것은 있올 수 

없다. 

우리 가 / B, D, G, J/를 기저로 하고 유성음화와 무성음화의 양 ‘규칙’을 다 갖고 있다고 

할 때의 이 ‘규칙’은 따라서 유성음이 우성음으로， 또늠 그 반대로 되는 그러한 규칙과 같 

을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저음운과 그 규칙을 그럽으로 표시하면 다 

음과 같이 된다. 

b/ [유성 음J_[유성 음] 

B<~/그외 

( : 는 B의 。1 음들이 [bJ [pJ이외에도 많다는 의미이다. D， G， J도 이와 같으으로 B의 경 

우만 위에 예로 보였다. ) 

b 

여기서 B즉P는 P→b나 b→P와 같이 X(여기서는 B) 가 Y(b) 나 Z(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다.X가 Yf'JZ로 설현되는 것을 표시한다. 여기서 화살표를 쓰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의미이다. 하냐는 X가 Y，Z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마고 또 하나는 Y，Z가 X로 인식 

흰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언어의식에는:기저음운과 그 기저음운을 표면음으로 변화시키는 ‘규 

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실재한다는 것인가? 

13 /P，T，K， C/도 안될 것은 없ξ나 이것은 (i)경음 표기에 쓰인 예가 있고 Cii) 심리적으로도 /딩， 
C , ì , χ/와 다소 별다는 정에서 /B，D， G， J/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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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가 주장하는 것은 /B/가 있고 /B/가 b나 P 등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b,p,. •• 등이 /B/로 인식된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언어의식 속에는 이음들의 분포형 

(distributiona1 pattern) 이 있고 이들을 통합하여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기저음운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음중 하나를 기저로 설청하고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을 ‘도출’해 내는 종 

래의 접근방식과 그 동기와 읍운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실재적’ 의의가 있다고 해 

야 할 것이다 14 

2.4.5. 이 상에 보인 바와 같이 /B，D ，G ，J /와 분포형 을 심 리 적 실재 로 상청 함으로서 앞 

~2. 1. "-'2.2. 에서 문제되었던 ‘심리적’ 문제 ‘음성적 자연성’ 문제등은 해결이 되었다. 마지 

막으로 남은 것은 균형 이‘라든가 유표성 (markedness) 문제 인데 , 이 것은 큰 문제 가 될 수 없 

다. 왜 냐하면 우선 균형 문제 흔 /B，D，G ， J/가 /s/와 꼭 같이 유무성 표기 가 없게 됨 으로 해 
소되었고， 유표성 문제도 기처에 유무성 표시가 없음으로서 문제가 될 수 없는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일 것은， 균형이라든가 유표성 따위는， 그 자체가 이미 많은 음운론 

가틀에 의 해 이 론-실제 상의 의 섬 을 받아， 하냐의 음운분석 기 준으로는 크게 신뢰 받지 못하 

고 있으므로， 문제 자체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3. / 2/ 문제 

다음으로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2/ 문제다. 이 /2/에 대해서는 /1:l, t::., 기， ̂ /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틀이 논의하였고 특히 이병건 (1976) 과 김수곤 (1976)은 각각 /1/기저와 /r/기 

저로 분명한 주장틀을 - 펴 왔다. 이것은 특히 /t./이 디J ， [rJ로 뿐 아니라 [nJ으로 또는 ￠ 

(zero)로 변화하고， 더구나 한자어에서와 고유어에서의 행동이 달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 

문에 더욱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 듯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로써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아우도 !11 또는 / r/ 기저의 심리적 실 

채 를 증영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t./은 설측음 l도 설탄음 r도 아닌 그저 ‘유음’ 

(liquid) 로서 실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또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표기 체제에 우리의 사 

고가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치 뭇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l/기저론자들의 근거는 기울의 간단성， 유표성 이론， 그리고 디]음의 분포척 우세， 그리 

고 변화나 삭제현상등 모두 형식적이거나 언어내적인 것 뿐여고 외적 증거 나 심리적 실재 

에 대한 것은 없다. 

/r/기저자론자들은 다소 심리적 실재를 뒷받침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즉 [lJ음은 한국인 

에게는 /rr/로 인식된다는 것이다(김수곤， 1976). 그러나 음절말의 /r/→디]에 대한 설명 

이 섣득력이 없다. 그들은 이것이 한국어에 있는 장애음들의 일반적인 폐음화 현상과 같은 

것이라고 하나 (김차균， 1974 & 1976; 김수곤， 1976) , [lJ 이 [rJ에 대응하는 ‘폐음’ (비개방 

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이며， 사실 /r/이 폐음화된다연 /s/나 마찬가지로 [tJ로 바핍이 

마땅할 것이다. 

/t./에 대해서는 고유어에 있어서와 한자어에 있어서의 차이 (이병근， 19n 참조) ， /2/• 

i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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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문제(배양서， 1979; 김진우， 1976) 등 다루어야 할 문제가 많으나， 여기서 취급할 성질 

의 것이 아니므로， 앞 ~2. 에서와 같이 기저음운과 이음 분포형만 제시하고 다음으로 넘기 

려 한다. 

시/- { ~} 
/L/、 ‘ % L 

r/그외 

여기서 C는 w，y등 소위 반모음과 h (왜냐하면 w，y ， h앞에서는 [rJ 이므로)를 제외한다. 

(jL/-l%L은 LL→11을 표시한다. ) 그리고 한자어의 경우에는 별도의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한자어는 고유어와 다르고， 음운작용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제외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질재하는 것은 /1/도 /r/도 아니고， 유음 /L/이라는 것이며， 이 

/L/이라는 기저음운과 이음 분포형의 표시가 ~2.4.4에서 지적한 대로 단순히 기호문제 이 

상의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4. ‘원음소’ 와 실재적 기저음운 

본고의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 밝힐 점이 있다. 그것은 Trubetzkoy(l969) 등의 ‘원음 

소’ (archiphoneme) 과 우리 의 /B，D ，G ，J ，L/과의 차이 이 다. 

흑자는 가령 유성 음도 무성 음도 아닌 우리 의 /D/나 Trubetzkoy가 주장한 Rat, Rad의 어 

말자음을 위한 원음소 /T/(이것도 유무성 표시가 없는 음소다)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물은 두 가지 점에서 엄연히 구별된다. 

먼저 원음소는 음소들이 중화되었을 때 적용되는 음소 이 상의 차훤이고， 우리의 기저음 

운은 이음의 분포와 음소 설정의 음소 이하의 차원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 ‘냥’의 말음이 유성읍도 우성음도 아닌 /D/라고 하는 것과 독일어 Rat (충고) [ra:tJ 

Rad(바퀴 ) [ra:tJ의 무성음 /t/와 유성음/d/가 어말에서 [tJ로 중화되었을 때 이 [tJ를 유성 

음도 무성읍도 아닌 /T/로 설정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차이는 심리적 실채상의 차이이다. 우리의 기저음운온 섬리적 실재 

를 바탕A로 한 것이지만 원음소는 심리적 실채를 인청할 수 없다. 앞 예에서 ‘냥’ [natJ의 

말음은 원래 유무성 구별이 없는 한국어에서 유무성 구별이 없는 /D/로 들리는 것이 당연 

하지만， 독일어에서 [ra:tJ (Rat이든 Rad이든 [ra:tJ로 되니까)의 말음이 /t/도 ;dj도 아닌 

/T/로 틀린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독일어에는 유성 (d) 과 우성 (t) 의 구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물론 [ra:tJ를 들었을 때 이것이 Rat인지 Rad인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과 

정은 이렇게 설명되어야 한다. 즉 먼저 [ra:.tJ는 /ra :t/로 듣는다. 그리고 전후 상황이나 문 

백 그리고 어말 무성화 규칙등을 생각해서 이것이 과연 Rat인지 아니연 Rad인지 를 알아내 

는 것이다. 처음에 /ra:T/로 듣는다는 것은， /T/라고 하는(유성도 무성도 아닌) 치경 폐쇄 

음이 독일어의 기저음운이 될 수는 없는 고로 (왜냐하면 성 (voicing)은 독일어에서 구별적 

이묘로 반드시 기저에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말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욱 분명해 진다. 가령 우리가 [cimmanJ을 들었을 때를 생 

각해 보자. 이렇게 발음될 수 있는 근원은 세 가지 있다. ‘집안，’ ‘짚만，’ ‘정만’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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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과연 첫 음철말에서 우리는 n도 고도 H 도 아난 ‘양순음’을 듣는가? 아니다. 우리 

는 [CiMmanJ 따위 (M=o도 H 도교도 아닌 양순음)를 듣는 것이 아니라 /cimman/을 들 

A며 , 그것 을 /ciBman/, /Ciphman/따위 로 해 석 하게 되 는 것 이 다. 

5. 결 론 

이상으로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인)에게 ‘설재하는’ 기저음운을 생각해 

보았다! 이 상의 논의 를 요약하연 다음과 같이 되 겠다. 

(i) ‘질재척’ 기저음운은 구별되는 특성 (distinctive feature) 만 표시하고 (그리고 반드시 

표시해 야 되며) 구별되지 않는 특성은 표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 1:3, 드， 기，7../는 /b,d,g,J/ 
도 아니고 /p， t ，k ，ε/도 아니며， 또 /2./은 /1/도 아니고 /r/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 (voicing) 

은 국어에서 구별적 (distincti ve) 이 아니며 설측(1)-설탄 (r) 도 국어에서는 구별적이 아니기 

해문이다. 

(ii) 현재의 음성기호는 우리의 음소표기에는 맞지 않으므로 유우성 표시가 없는 폐쇄음· 

폐찰음， 그리고 /1/도 /r/도 아닌 ‘유음’을 표기할 수 있는 기호가 만틀어져야 한다. 단， 

임시로 유무성 구별이 없는 /1:3, t::., 기 ，7../를 나타내기 위해 /B，D，G ， J/를， 그리고 1/r구별 

이 없는 /2./을 위 해 /L/올 쓰기 로 한다. /b， d ， g ， J/나 / p ,t ,k,c/ , 또 /1/이 나 /r/은 흔란을 

일으키고 이론적 모순을 야기시키므로 어떤 이유로도 써서는 안된다. 

(iii) 기저음운과 이음들과의 관계는， 이읍들중의 어느 하나가 기저가 되고， 다른 것들이 

이 기저음에서 모두 변화 또는 도훌되는 식의 관계가 아니다. 언어 사용자는 이음들의 분 

포형 (distributional pattern) 을 알고 있으며 그 이음을이 어느 하나의 기저음운으로 각각 통 

합되어 인식되는， 그러한 식의 심리적 실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될 수 있다(~2 . 4. 4). 

b/ [유성 음J-[유성 음] 

/B/ <P/ 

(iv) 가령 [pJ [bJ둥을 /B/로 설정하는 우리의 실재적 기저 음운과 프라그 학파의 ‘ 원음소 

는 개념상 차원이 다를 뿐 아니라 심리적 실재변에서도 다르다. 왼음소에는 심리적 실재를 

인청할 수 없다. 

(v) 일반적으로 심리적 실채라는 점에서 그리고 특히 국어라는 개별 언어에 맞는 언어척 

질채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실재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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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stantive’ Underlying Segments 

Kook Chung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psychological reality in setting up under

lying segments for Korean stops, affricates and liquids . Those Korean stops are particu

lar1y interesting because their phonemic/ allophonic behavìor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jor Indo-European languages we are familiar with. For instance, voicing is not 

distinctive in the obstruents, and / 1/ and / r/ are alloPhonic variants of the only Korean 

liquid. 

The problem is that people are sti1l posìting (and usìng) voiced or voiceless obstruents 

as under1ying segments for stops and affricates, and either / 1/ or / r / for the liquid. This 

is in part due to the lack of symbols to represent the obstruents which are neither 

voiced nor voice1ess and the 1iquid which is neither / 1/ nor / r / , but more important is 

Korean linguists' attitude toward under1ying segments and the rules for deriving surface 

phonetic forms . 

One of the most important points of this paper is that the psychologically real, ‘sub

stantive’ under1ying segments should have no distinction or indication as to voicing (for 

obstruents) and no l/ r distinction (for liquid). For this, it is necessary that the phonetic/ 

phonemic transcription systems which are currently being used be modified and enl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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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re are no adequate symbols for the Korean consonants mentioned above. 

Another point is that speakers do not really derive surface forms from unique underlying 

representations; rather, they know the distributional þatterπs of the surface form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forms in ' the pattern in a sort of ‘interpretive’ (as compared 

with ‘generative’ ) manner. This is a very important idea that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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