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운규칙의 1:1 1 중 

---발읍규칙의 관점에서 

정 국
 

O. 음운규칙에 대한 생성읍음론의 주된 관심사는 한 규칙이 진정한 음운규칙이냐 아니냐 

하는 점이 되어왔고， 그 규칙이 음운규칙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규칙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서는 별로 관심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규칙의) ‘중요성’ 문제는 올바르게 이해되고 있지 

않무며， 또한 생성음운론 체계에서 제대로 표현되고 있지 옷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규칙의 중요성 (상대적 중요성 이하 ‘비중’이라 칭함)이라 함은， 한 언어가 자연 

스럽게， 그리고 갱확히 이해되게끔 발음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가리킨다 모든 규칙이 이러한 발음 연에서 다 똑같을 수는 없으며， 더우기 이 

것은 원어인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인 까닭에， ‘음운규칙은 원어인의 내재적 발음규칙’이 

라고 하는 생성음운론의 입장에서 이 비중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실용적 

인 변에 있어서도， 가령 발음교육에 있어서 어느 것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냐 하 

는 점， 그리고 국어의 로바자화에 있어서 어느 것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점 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중의 올바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중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표현을 돕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어 및 영어의 몇가지 중요 음운규칙들을 ‘발음규칙’이라는 관 

점에서 테스트해 봄으로써 (i) 먼저 음운규칙들이 비중 변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보이며 (91) , 

(ii) 현재까지의 규칙 분류 및 기타 방법들이 이 비중의 차이를 표현하지 옷함을 밝히고 

(92) , (iii) 비중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설명 (93) , 그리고 그 표현을 위한 가설 (94) 을 제시 

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의 요약과 실용적 의의플 끝에 덧붙였다 (95) . 

테 스트의 방법 은， 규칙 들 중 어 느것을 어 겼을때 foreignism과 unintelligibility의 두가지 

변에서 원어안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운규칙을 발음 

규칙으로서 test하는 것이 비중의 심리적 실재의 전부를 밝히는 것은 안 될지 모르나， 적어 

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가치가 있으며， 추상적 음운규칙을 구체적 발음규칙과 연결시킨데에 

이 방법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위 MP- rule (Hooper 1976 참조)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규칙들을 제외 

하고， 허 웅 (1965) 등 국어 음운론서 와 Kiparsky (1973) 둥 영 어 음운론서 , 그리 고 Jones 

(1967) , Bronstein (1960) 둥 딴음교재 에 서 공통적 으로 ‘규칙 ’ 으로 인 정 되 고 있는 중요한 

규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어나 영어의 규칙 전체를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진정 

1 ‘자연스럽게’라는 것은 ‘foreign accent가 없이’라는 의미이고 ‘갱확히 이해되게끔’이라는 것은 
‘의 사소통’ 이 막힘 이 없 이 intel1igible하게 끔’ 이 라는 의 며 이 다. 통 함해 서 말하연 foreignism과 \lnintel. 
ligibility가 없는 원어인의 좋은 발음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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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칙을 대 상으로， 그 중에서 비 중문제를 다루어야만， 이 

론의 여지없이 비중 문제가 뚜렷이 인식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A로 잡은 

국어 및 영어의 음운규칙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아래의 명칭으로 각 규칙을 지칭할 것임 ) . 2 

(l) 국 어 

a. 유성음화 (평음 폐쇄음 및 폐찰음이 유성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됨) 

예 : 구두 (/kutu/ • [kudu] ) 

b. 2.읍 (2. 음이 읍절말에서는 [1], 음철초에서는 [r]로 발음됩 )3 

예 : 말 ([mal] ) ， 말이 ([mari]) 

c. 기음화(폐쇄음이 기음 앞 또는 둬에서 기음화 됨) 

예 : 막혀 (/makhy<>/ • [ma (k) khy<>]) 

d. 비음화 (저해 음이 비음 앞에서 동위치의 비음으로 바렘) 
예 : 장네 (/capne/ • [camne] ) 

e. 경음화 (저해음이 저해음 뒤에서 경음화 됨) 

예 : 먹 기 (/m<>kki/ • [m<>kk ’ i] ) 

f. c.읍화 (人， 사、^， 7:., 효음등이 읍절말에서 E음화됨) 

예 : 갓 (/kas/ • [kat] ) 

g. 단음화 (음절말의 자음군 1λ t'.l ， i!1J , M퉁이 각각 끼， 기 D ， 1:l둥으로 간소화 

됨) 

예 : 갔 (/saks/ • [sak]) , 값 (/kaps/ • [kap] ) 

h. 펑음화 (음절말의 기음 및 경음이 펑음화 됩 ) 

예 : 밭 (/path/ • [pat] ) 

i. 조음위치동화 (자음이 뒤의 자음과 동위치 음으로 바뀔 ) 

예 : 뻗 기 (/p녕tki/→ [p'<>kki]) 

(2) 영 어 

a. 기음화 (어두 또는 음절초에서 무성 폐쇄음이 기읍화됨 ) 

예 peak (/pi:k/ • [phi:k] ) 

b. 장음화 (모음이 음절말 유성자음 앞에서 약간 장음화 됨) 
예 bag (/bæg/ • [bæ'g] ) 

c. 1음 (1이 음절초에서 명음 디]， 음절말에서 암음 [t] 로 됨) 

예 school ([sku :t]) 

d. 비음화 (모음이 비음 앞에 서 비음화됨 ) 

예 hen (/hEn/ • [hen]) 

e. 무성음화 (유성음이 휴지 (休止) 및 무성음 앞에서 무성화 됨) 

2 아래의 규칙 들은 이해의 연의를 위하여 생성음운론의 formalism-올 피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간 

략한 성영을 붙였다. 그리고 규칙의 정확한 formulation올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본 논운의 주제와 

는 상관이 없다. 
3 여키에서 유응의 기저형올 성갱하지 않은 것은 기저형 성갱상의 여러가지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 

이며， 또한 국어 유음의 기저형이 / 1/도 /r/도 아니라는 훨자의 주장 때문이다. 정국 (1982) 창조. 그리 
고 음철초에서 E 이 [rJ [1] [nJ 등이 되는 문제는 본 논의와 상관이 없다. 



음운규칙의 비중 

예 eyes C/ayz/ • [ay~J 또는 [ayz~J ) 

f. 조음위치동화 (자음이 둬의 자음과 동위치음으로 바핍) 

예 horse- shoe C/h::>rs SUI / • [h::lr협U:J ) 

meet you C/mi:t yUI / • [mi:cy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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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 (l) rv (2) 의 규칙들이 과연 그 비중이 다르냐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들 규칙들은 대체로 음운규칙으로서 같은 비중의 규칙들로 막연히 인정돼 왔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31에서 말한 대 로 이들을 발음규칙으로 보고， 이들을 어겼을 때 과연 자연스려움 

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원어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본 

결과， (i) 이 점에서 중대한 영향을 주는 규칙， 즉 원어인다운 자연스럽고 정확한 발음을 

위해 꼭 펼요한 중요한 규칙 (이하 ‘중요규칙’이라 청함) ， 그리고 (ii) 그렇지 않은규칙에 

하 ‘비중요규칙 ’ 이라 칭함)으로 (1) '"" (2) 의 규칙들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비중이 크게 

다름이 드러났다. 비중의 차이를 중요/비중요 이상 세분하지 않은 것은 비중의 차이를 보 

다 뚜렷이 극대화시켜 보이기 위한 것이다. 

(3) 국어의 경우 

a. 중요 규칙 

(i) 2.음 (lb) 

(ii) 비 음화 (ld) 

(iii) 1::. 음화 (lf) 

(iv) 단음화 (lg) 

(v) 평음화 (lh ) 

(4) 영어의 경우 

a. 중요 규칙 

b. 비중요 규칙 

(i) 유성 음화 (la) 

(ii) 기 음화 (lc) 

(iii) 경 읍화 (le) 

(iv) 조음위 치 동화 (li) 

b. 비중요 규칙 
(i) 거 음화 (2a) (i) 1음 (2c) (ii) 비 음화 (2d) 

(ii) 장음화 (2b) (iii) 무성 음화 (2e) (iv) 조음위 치 동화 (2f) 

종래의 관념과 달리 위 (3) rv (4) 에 보이는 바와 같은 비중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독자 

스스로도 시험해 보면 알 수 있다. 

가령 국어의 예를 틀면， 일반적으로 E음규칙 (lb) 이나 유성음화(la)는， 현재까지는 그 비 

중의 차이 플 고려하지 않았고， 그저 똑같은 우게의 음운규칙으로만 생각해 왔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의무적인 (ob1igatory) 진갱한 음운규칙이고， 둘 다 이 

음적 (allophonic) 인 것이므로， 이 물의 비중이 다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를 발음규칙 

으로 볼 때2.음규칙 (lb) 을 어겨 1음과 r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 (가령 ‘사람’ 

을 [salamJ 드로， ‘살’ 을 [sarJ 로 하는 따위 )와 유성음화(la) 블 어겨 유-우성음을 제대로 발 

음하지 못하는 경 우 (가령 ‘바다’ 를 [padaJ로 하지 않고 [pata]로 하는 따위 )를 비 교해 보 

면， 전자의 경우가 훨씬 이상하게 틀리는 것은 부인하치 못항 것이다. 이것이 전차의 비중 

이 후자의 비중보다 높다는 증거이 다. (한가지 국어 유성음화의 경우에 주의해야할 일은， 가 

령 앞 예의 ‘바다’ 에서 ‘다’ 를 [daJ로 발음할 때와 [taJ로 발음할 때 [taJ를 [thaJ로 잘못 

생각하여， [daJ와 [taJ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늪 일이다. 이것윤 기 (as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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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on) 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taJ 의 [tJ 가 무기음 (unaspirated) 인 것을 모른 결과이다. [pJ , 

[kJ 동의 경우도 같다. 이러한 [p, t , kJ 둥은 표 E ， 격와 같이 발음해서는 안되고， 국어의 

어두의 tl , 1:., 기 음과 같이 발음하여야 한다. 어두의 tl , 1:., 기와 같이 생각하고 발음 

하면， ‘유성음화’ 된 어중의 l::l, 1:., 기음과 거의 치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가지 방법을 제시한다면 가령 ‘바다’는 ‘바’-‘다’와 같이 둘로 떼어 발음하면 

‘다’의 E 이 유성음화되지 않은 것이며， 떼지 않고 붙여 발음하면 E 이 유성음화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 

국어의 그 밖의 경우 즉 기음화(lc) , 경음화(le) 및 조음위치동화 (li) 의 경우는， 이음적인 

것이 아니라 음소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지만， 이들 규칙을 무시하고 기음화나 경음화 또 

는 조음위 치 동화를 하지 않고 발음한다해 서 크게 이 상하게 들리 거 나 의 사소통이 안될 일은 

없다. 이것도 독자 여러분이 직접 실험해 보연 일 수 있다. 반면에 바음화(ld) 를 않고 발 

음하면 아주 이상하게 들리고1:.음화(lf) , 단음화(1g) ， 평음화 (1h) 등을 하지 않으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해 진다. 가령 ‘갓’ C/kas/)을 E음화하여 [katJ으로 발음하지 않고 [kasJ로 

발음하면 ‘가스’가 될 것이고， ‘값’을 단읍화 하지 않으면 [kapsJ (캅스)가될 것이며， ‘밭’ 

을 명음화하지 않으면 [pathJ로 되어 ‘바트’로 들릴 것이니 ，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것 

은 분명한 일이다. 

영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가령 pay의 p를 기음화 (2a) 하지 않으떤 bay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b는 이 위치에서 무성화 (2e)되어 p외- 비슷해지기 째문이다. 장음화 

(2b) 의 경우도 가령 bed/bed/의 /e/가 장음화되지 않으면 bet와의 구별이 어렵게 된다. 왜 

냐하면 bed의 /d/역시 무성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어의 암읍화 (2c) , 비음화 (2d) ， 무성 

음화 (2e) , 조음위치동화 (2f)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크게 이상스럽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일은 없다. 

2. 그러면 앞에서 밝혀진 규칙의 비중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 얼른 생각하면， 이와 

같은 문제 는 종래 의 여 러 가지 개 념 즉 규칙 의 임 의 성 (optionality) , 중화성 (neutralization) , 

또는 음소/이 음 (phoneme/allophone) 의 개 념 , 그리 고 규칙 의 동기 가 음성 적 이 냐 아니 냐 하 

는 것， 그리고 그 규칙적용에 예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등으로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 

인다. 즉 임의적이거나 비중화적， 또는 유음적이거나 또는 비음성적 (nonphonetic) 인 규칙 

은 럴 중요하고， 의 무적 (ob1igatory) 이 고 중화적 또는 음소적 변화를 가져 오는 규칙 , 음성 

적인 규칙， 그리고 예외가 없는 규칙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필자의 주장은， 위의 모든 생각은 일면의 사질을 나타내 주고는 있S나， 그것만3로는 이 

비중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래에 차례로 논하겠다. 

2.1. 먼저 규칙의 임의성을 보자. 임의적인 규칙은 발음규칙의 관점에서도 중요하지 않 

은 규칙으로 생각되므로 좋으나， 문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닌 의무적인 규칙이라 해서 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데서 발생한다. 따라서 엽의적/의무적이라는 구분이 중요/비중요의 

비중을 모두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아래에 보이는 규칙들을 보자. 

(5) a. 국어 

(i) 중요규칙 : 유음， 비 음화1:.음화， 단음화， 명 음화 

(ii) 비 중요규칙 : 유성 읍화， 기 융화， 경 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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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 어 

(i) 중요규칙 : 기 읍화， 장읍화， 

(ii) 비 중요규칙 : 암음화， 비 음화， 무성 음화 

위에 든 규칙들은 모두 의무적 규칙이며， 엽의적 규칙은 하나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임 

의척이 아닌 의무적 규칙 가운데 상호 비중이 문제되는 것이다. 엽의적 규칙은 비중요규칙 

으로 처리되어， 비중문제의 일부가 임의성여부로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앞 (3) 

""' (4 ) 의 총 15개 규칙 중 임의적 규칙은 단 2개 뿐이다. 위 (5)는 앞 (3) rv (4) 에서 2개의 

규칙을 뺀 것에 불과하므로， 비중의 문제의 대부분은 의무적 규칙 내에서의 문제이지， 임 

의적 규칙은 논외의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규칙의 임의성 여부는 규칙의 비중문제에 

대 한 해결책이 전혀 되지 옷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2 . 2. 음소적 /이음적 또는 중화적 /비중화적의 구분도 규칙의 비중을 제대로 표현하지 옷한 

다. 앞에서 말한대로 음소적 또는 중화적 규칙이라 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이 기준에 따른 비중을 논하기 전에 먼저 밝혀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음소적’인 연이 

중요하다고 할 때， 두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음소적 

변 별 성 (phonemic distinctiveness)의 중시 이 다. 전 자는 한 음소를 다른 음소와 구별 되 게 끔 

정확히 그 음소의 변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가령 p를 발음할때 b나 

f등으로 잘못 말음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따위)이고， 후자는 이음적 변화(가령 영어의 기음 

화 따위 )보다 음소적 변화(가령 영어의 무성음화 따위)를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중회적’ 

인 규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흔 전자는 음소자체의 변별성 유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음소의 변화를 중시하는 것이니， 규칙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후자가 중심이 될킷 

이나， 결국 아래 말할 것과 같이 공통점이 있으므로 둘 다 고려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음소적 변별성의 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가령 영어의 time을 dime, chime 등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 t/는 그 음소적 변별성을 최대로 유지해야 하며， 이 /t/플 [d] 나 [c] 

나 흑은 다른 음소와 홍동되게 발음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며， 강조되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하면 다음에 논할 음소적 변화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음 (또는 이음규칙 )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음소의 변별 

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치， 모든 /t /툴 다 똑같이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예 를 들면 

time의 /t/나 star의 /t/나 mat의 /t/나 모두 [ thJ 로 발음하게 되 는데 , 이 렇 게 되 면 star의 

경우에는 foreign accent기 생키고 mat의 경우에는 심할 경우엔 [mæth~J로 을려， 의사소통 

에 지장을 초래하기까지 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음소적 변별성은， 다른 음소와는 구별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도 척철한 이음을 제대로 발음함으로써 그 변별성 

이 유치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음소적 (또는 중화적 ) 변화의 중시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음소척 변화는 의비의 차이 

를 가져오며， 이음적 차이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음소적 (중화적 ) 규칙의 심 

리적 비중이 비중화척 규칙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념이 일반화되어 있는 듯하다. 그러냐 이 

것이 그대로 규칙의 비중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앞 (3)rv (4) 의 규칙을을 아래와 같이 

4 중화 Cneutralization )의 개 념 에 대 해 서 는 Kiparsky (1 973) , Çhung (1980)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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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소적/비음소적으로 나누어 살펴 보연 금방 드러난다(임의적 규칙제외) . 

(6) a. 음소적 이 며 중요한 규칙 : 국어 비 읍화1::음화， 단읍화， 명 음화 

b. 이음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규칙 : 국어유성음화， 영어 l음규칙 • 비음화 

c. 음소적이나 중요하지 않은 규칙 : 국어 기음화 • 경음화， 영어 무성음화 

d. 이음적이나 중요한 규칙 : 국어 E음규칙， 영어 기음화 • 장음화 

여기서 중요한 것은 (c) '" (d) 이다. 음소적이면서 중요하지 않은 규칙 (6c) 이 있고， 이음 

적이면서도 중요한 규칙 (6d) 이 있는 것이다. (6c)와 (6d)를 비교해 보면 이점은 더욱 분명 

해 진다. 기령 국어의 E음규칙은 이음적 규칙이연서도， 음소적인 규칙인 (국어)기음화나 

경음화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또 (6b )를 함께 비교해 보면 음소적/이음적 식의 구별이 

비중을 제대로 설명하지 뭇한다는 점이 더 더욱 뚜렷하다. 가령 국어의 유성음화(6b)와 E 

음규칙 (6d)은 다 같이 이음적 인 규칙이면서 비중이 다르고， 특히 국어의 E음규칙 (6d) 과 

영 어 의 l음 규칙 (6b)은 똑같이 유음 (liquid) 에 대 한 이 음적 규칙 이 면서 도 전자는 중요， 후 

자는 비중요로 구분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영어의 무성음화(6c) 와 국어의 유성 

음화 (6b)는 전자는 음소적， 후자는 이음적이연서도 다 같이 중요하지 않은 규칙으로 되어 

있는 점도 흥미롭다. 

이러한 현상은， (6c) "' (6d)의 규칙을을 진정한 음운규칙이 아니라거나， 또는 formulation 

이 잘못되었다는 동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달 수도 없다. 왜냐하연 이들은 모두 인청하는 

음운규칙 들이 며 5 그 규칙 들의 formulation은 본 논문의 주장과 상관없기 때 문이 다. 따라서 

음소적 (중화적)/이음적 (비중화적)의 구별이 규칙의 비중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옷한다는 

결론에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2.3. 음성적 /비음성적으로 규칙을 구분하여， 음성적인 규칙이 보다 중요한 음운규칙이라 

는 관념도 옳지 못하다. 아래와 같이 음성적 규칙중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비음성적 규 

칙중 중요한 규칙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7) a. 음성적이나 중요치 않은 규칙 : 국어 유성음화， 기음화， 영어 비음화 

b. 비음성적이나 중요한 규칙 : 국어 E음1::음화， 단음화， 명음화， 영어 기음화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국어의 E음화， 단음화， 평음화 둥은 주위의 다른 음의 영향 

에 의한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비음성척인) 것인데도 중요한 규칙이라는 점이다. SPE타 

업 을 포함하여 Hooper가 말하는 MP-rule은 별 도로 치 더 라도， 여 기 서 중요한 점 은， ‘음성 적 ’ 

인， 다시 말하연 음성 적 인 통기 를 가진 (phonètically motivated) 규칙 이 라 해 서 모두다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캠이다. 이점을 특히 강조해 두고자 한다. 

마지 막으로 automatic 한， 다시 말하연 예 외 없는 규칙 이 non-automatic한 규칙 보다 중요 

하다는 관념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아울러 지적하고 싶다 6 (3)"' (4)의 규칙들은 모두가 

6 영어의 무성화 규칙은 자주 쓰이는 규칙이 아니며， 또한 부분무성화로서， 음소척 규칙이라 하기 
에 척갤하치 옷하다는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것은 이 예에 국한되며 전체의 주장융 갱도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 

8 automatic/non'automatic의 개 념 에 대 해 서 는 Kiparsky (1973) 창조. Kiparsky는 규칙 의 비 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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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이 적용되는 규칙들이니， 예외없이 적용되는(다시말하연 automatic한) 규칙이라 해 

서 비중이 같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음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3. 지금까지 규칙의 비중윤 종래의 관녕 (규칙의 임의성 ， 중화성， 동기 둥)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비중문제를 이해해야 할까 ? 이 를 위해 본철에서는 

앞 (3)rv (4) 의 음운규칙들의 비중에 따른 특색을 살펴보고， 이에따라 비중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3.1. 먼저 중요규칙들이 비중요규칙과 구별되는 특성을 요약해 보연 아래와 같다. 

(8) 중요규칙들은 

a . 그 규칙 의 적 용으로 말미 암아 교체 되 는 이 음들이 이 차적 조음 (secondary articula. 

tion) ..2..로 인한 음들이 아니라 일차적 조음의 산물들이다. 

b. 전후의 음들의 영향에 의한 동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는 규칙이 아니 
라， 전후의 음과 상관없이 단어 및 음절의 경계선 (boundaries) 에 나타날 수 있는 

표충음을 규갱하는 제약 (constrain t) 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c. 어두 또는 어미의 음의 지각적 (perceptional) 변별성 을 높임 으로써 단어의 변별성 

을 유지하는 적극적 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d. 전후 음을의 영 향에 의한 동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는 규칙일 경우 

에는， 보통말 (normal speech) 이나 단어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느련 말 

(slow speech) 이나 단어밖(단어경계선 ( :\j: ) 넘 어 )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어야 중요 

규칙이 된다. 

비중요규칙들은 물론 위 (8arvd)의 특정을 갖지 못한 규칙들이다. 아래에 (8arvd)를 비중 

요 규칙들과 대비시키연서 설명하겠다. 

3.2. 먼저 (8a) 에서 일차적 조음의 산울이어야 한다는 것은， 국어의 E음규칙 (중요규칙) 

과 영어의 l음규칙 (비중요규칙 )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영어의 l음규칙은 [lJ (clear 1) 

rv [tJ (dark 1) 의 교체를 낳는 바， 이중 특히 [tJ은 연구개화(velariza tion) 라는 이차적 조 

음의 산물이다. 반면에 국어의 E음규칙은 디Jrv[rJ의 교체형을 낳는 바， [lJ rv [rJ은 모두 

일차적 조음의 산물이다. 영어의 l음규칙이 (8b) 의 특정(음절 경계에서 나타나는 음의 제 

약기능)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규칙이 옷된 것은 (8a) 의 특징을 갖추지 못한 때문 

이니， (8a)는 (8b) (및 8의 모든 다른 요건)에 우선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우연한 일도 딘펀적인 경우도 아니다. 언어지각 (speech perception)의 테두리에서 

보면， 여기에서 하나의 체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중요규칙은 그로 말미암은 교 

체음들이 l차적 조음에 의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이것은 

바로 중요규칙은 지각적￡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강한 변화 또는 차이를 가져오는 규칙이 

라야 한다는 의마이다. 왜냐하연 1하적 조음에 의한 음(이하 ‘일차적이음’ 이라 칭함)간의 

차이는 2차적 조음에 의한 음(이하 ‘이차적이음’이라 칭함)간의 차이보다 지각적으로 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가령 [tJ [dJ 간의 차이와 치경화 순음화 따위의 이차적 초음의 산물인 

[tYJ [twJ 간의 차이에서， 어느 쪽이 더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하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이다. 영어모음의 비음화도 이차적조음의 산물이다. 따라서 다음과 감은 2층적 체계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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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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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에 덧붙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어 유성음회와 영어 무성음화의 산물들이다. 국어 

의 경우엔 유성음이 아니라 유성음화된 무성음이 나오고， 영어의 경우엔 우성음이라기 보 

다 우성화펀 유성음이 나오는 비 이들도 모두 이 하적 이 음으로 생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9) 흘 확대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9' ) d r a . .. -→l차적 음 

/1\ /1\ /1\ /1\ /1\ 
F t ‘V 댁 ...... 1 t. . ... ..... . ã . .. -→2차적 음 

CF=pala talized [t], tw=labialized [t], != voiced [t ], q= devoiced [d] , l= clear [1], 

t = dark 디]， ã = nasalized [a]) 

여기에 또 다른 2차적 이음들을 더 첨가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것으로 그치겠다. 

재미있는 사실은， 1차적 이음들은 YW vo - 등 diacritic이 붙지 않은 음성기호로 되어 있고， 2 

차적 음들은 diacritic이 붙은 기호들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역시 음소간에만이 

아니라 음 (phone ， sound) 들 가운데도 어떠한 지각적 계충이 심 리 적으로 실재한다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하면 음소척 지위 여하에 관계없이 가령 위 (9') 에서 보 

인 바와 같이 , [t ty tW]음들은 같은 [tJ음(음소가 아넘 )의 법 주에 속하는 2차적 차원의 음 

들로 서로 가까워， 이들 상호간의 차이가 잘 지각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tJ 

음과 범주가 다른 [d] 음과는 하이가 분명히 의식된다. [1, rJ 의 경우에도 l차적 차원의 디]과 

[rJ 의 차이는 범주가 달라 잘 지각되나， 2차적 차원에 속하는 명음 l과 암음 {의 차이는 l 

차원의 [lJ 의 법주에 속하는 2차적인 것이므로 잘 지각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유성음화， 영어 l음， 비음화 및 무성음화의 규칙들이 비중요규칙이 되는 것 

은 쉽사리 설명할 수 있다. 이들 규칙의 산물들은 모두 2차원적 차원의 음 (2차적 음)들이 

어서 지각적 강도가 약하므로， 그 규칙들의 비중은 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 3. 다음으로， 중요규칙 이 단어 및 음절 경 계 상의 음들을 규정 -제 약하고 있다는 점 을 

생각해 보자. 국어의 E음규칙r;음화， 단음화 및 평음화 규칙들이 이러한 기능을 가진 

중요규칙들이다. 이들은， 국어의 단어 및 음절말의 표충지-음이 1개 밖에 올 수 없A며(단 

음화) , 그 하나의 단음은 [lJ음 ('2.음규칙) ， 명음(명음화) 및 ζ음(c음화) 이라야 한다는 단 

어 및 음절의 구조제약의 일부를 충족시켜 주는 규칙들이다. 이 들은 국어 유성음화， 기음 

화， 경음화， 영어의 비음화， 무성음화 등 비중요규칙과 달리， 주변의 음의 영향에 의한 변 

화를 나타내 주는 것 이 아니라， 경계선 전후에서 그 언어의 음절 및 단어 구조상 올 수 있 

는 ‘가능한 음’ 들을 규정하므로， 동화규칙들과 같은 의미의 ‘규칙’이라기 보다， 이들과 구 

7 여기서 유성화나 무성화는 반우성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도 그렇거니와 화이 
다. 가령 치경음화된 음(예: ty) 이 치경응(C)SZ 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t 음에 속하는 변종이듯이 
유성화된 t 음은 t 음이지 유성 음 d 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우성화된 d 음은 우성음 t 에 속하는 것 
이 아니라 d 에 속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와같이 ~화된 음을을 2차적 음으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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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하여 구초적 ‘제약’ 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 들 ‘제약’에 해당되는 규칙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실재하는 

음운척 단위 즉 단어와 음절 등의 음운적 형태 (form) 를 (부분적 A로) 이루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절음의 연결로 만들어진 구초물로서， 심리적 실재가 인갱되고 있는 것들중에 

서 구냐 문장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음철， 형태소， 단어 등이다. 음절은 음성적으 

로나 음운론적으로나 규청하기가 어려우나 (Ladefoged 1975 참초) , ‘음절’이란 것이 음운론 

적인 한 단위로 실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며， 형태소 및 단어도 이와 같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 언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한 언어의 음성적 특정을 규정 지어주는 것은 그 

언어의 음절구조와 단어구조 뿐이다. 왜냐하연 음철구조면에서는 가령 A언어는 $CV$ 의 

구조라든가 B언어는 $C (C) V (C) $의 구조라든가 하는 식으로 그 언어의 음절구조가 갖춰 

야 할 요소를 특정지울 수 있고， 단어에 있어서도 각 언어마다한 단어가 갖춰야 할 요소를 

규갱하여 가령 A언어는 :j:f CCV ... :j:f라든가， B언어는 :j:f (C) V ... :j:f의 구조라든가(흔히 말하는 

MSC (Morpheme Structure Constraint)는 실상 이러한 단어구조를 나타내 주는 경우가 많다) 

할 수 있지만， 형태소의 경우에는 심지 어는 하나의 자음으로도 형태소가 구성되는 퉁 해서， 

한 언어의 형태소 구조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청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절구조 및 단어구조는 문장구조와 함께， 한 언어의 음운적 특정을 가장 잘 밝혀 주는 구 

조라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음운척 특색을 규정해 주는 규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 

게 볼 때， 국어의 상기 중요규칙들이 국어의 두음벙칙 (어두에 E음이 오지 않는다는) 둥과 

함께 중요한 규칙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규칙들이 없거나 어겨지연 표충 음 

운구조(단어 • 음절)들이 무너지므로， foreign accent는 물론 오해나 의사불통까지 초래되키 

때문이다. 국어 및 영어의 동화 또는 이와 유사한 규칙들이 중요규칙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약의 기능을 갖지 않고 있기 예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제약기능이 없는 동화 
규칙이라도 가령 국어 비음화가 중요규칙이 되는 것은 (8d)를 설명할 때 (~3 ， 5) 논하겠다. 

3 . 4 . 다음으로 (8c) 의 단어의 변별성 유지기능을 살펴 보자. 여기에 해당되는중요규칙은 

영어의 기음화와 장음화다. 앞에 서 설명하였지만， 이 두 규칙은 어두-어미에서 유무성 자 

음 간의 약한 지각적 차이를， 무성음의 기음화 또는 유성음 앞 모음의 장음화 등 부차적 

변화를 통해 고양시킴으로써， 단어의 변별성을 높이는 규칙들이다. 이들 영어의 예을이 홍 

미로운 것은， 음소의 변별성을 높여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단어의 변별성을 높여 주는 면 

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가령 기음화는 무성 폐쇄음들을 기음화하여， 유성폐쇄음과의 구별 

이 더욱 잘 되게 하므로， 음소적 변별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단어의 변별성도 

그 단어 속의 필요한 읍소의 변별성이 높아짐흐로써 이에 따라 자연히 높아지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영어의 기음화규칙을 특히 단어의 변별성과 결부시키는 이유는， 이 기음화 
가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 보면 알게된다. 기음화가 어두의 s 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 보자. 가령 pan과 ban의 대비에서 pan의 P는 기음화됨으로써 ban과 (ban의 b 

가 우성화되어 p와의 구별이 약해지더라도) 구별이 된다. 그러나 span의 p는 기음화 되지 

8 이들이 제약의 전부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밖에도 많은 제약을이 있어 국어의 음철및 

단어의 형태를 규정지 어 주지만 여기서는 앞 (1)，，-， (2)의 규칙들에 한하므로 논하지 않는다. 
9 주 8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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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왜 그럴까? 만일 기음화가 음소적 변별성 유지만이 목적이라면， p는 어느 곳에서 

나 다 기음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읍화는 단어의 변별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중요 

한 기능이기 때문에， 대비되는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 

면， 왜 s뒤에서는 기음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span의 P가 기음화되 

지 않는 것은 span에 대 비 될 *sban같은 단어 가 없기 때 문이 다 span의 p뿐 아니 라 s뒤 의 

모든 무성폐쇄음이 기음화되지 않는 것도 이와 똑 같은 이치인 것이다. 

영어의 장음화 규칙은 기음보다도 단어의 변별이라는 점에 보다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가령 bed[bedJ 의 e가 bet[betJ 의 E보다 걸어지는 것은 /e/라는 음소의 변별성과는 하 

등의 관계도 없다. 모음이 장음화되면 음소의 변화가 얼어나， 오히려 변별성이 약화 내지 

상실되는 일은 있어도， 변별성이 높아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이 장음화는， 장음화되는 

음소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음소 (이 경우 /d/)를 밝혀주어， /d/의 무성화로 bed가 

bet와 비슷하게 되더라도 그 단어의 변별성이 상실되지 않게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다. 

여기에서 지적 할 것은 음성적인 면 중에서도 지각적인 연의 중요성이다. 대체로 유무성 

의 차이는 조음적인 측연에서 강조되는 것이지만， 지각적인 측연에서 흔히 약화되어 들리 

지 않A므로， 기음동 부차적 인 특성이 보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차적인 특성이 지 

각적으로는 오히려 일차적인 특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부차적’이라 하는 것을 (8a) 에서 말한 것과 흔통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기 

음화 같은 것이 이차적 조음인 것은 같으나， (8a) 에서 말한 것은 이차적 이음들 내 (예 F , tW 

등)에서의 지각적 차이를 말한 것이니 약한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차적 이음’ (예: 

t-d) 간의 차이가 보강되는 (th-d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지각적 차이가 더욱 강해지는 것 

이다) 

3.5. 마지막￡로 (8d) 의 규칙적용 법 위문제를 생각해 보자. 동화적인 규칙 중 느란 말 

(slow speech) 에 서 나 단어 경 계 on 밖에 서 도 적 용되 는 규칙 이 중요규칙 이 된 다는 것 인 바， 
이에 해당되는 것은 국어 비음화 규칙이다. 이것은 질지로 한국인 누구나 실험해 볼 수 있 

다. 가령 ‘장네’는 천천히 말할때도 [camneJ가 되어 님이 디으로 비음화되며， 단어 경계 

을 넘어서도， 가령 ‘집만’， ‘집 만들어’라고 할 때 H 은 디으로 비음화 한다. 이때 물론 

천천히 말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비해 비중요규칙인 국어유성음화， 기음화， 경 

음화 등은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 실재로 시험해 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느린 말에서 그리고 단어 경계 밖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은， 

그 규칙이 그만큼 강한 규칙이라는 의미이다. 그렇게 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규칙은 약 

한 규칙이라는 의비이다. 여기서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은 지각적인 변에서도 그러하지만 

음운론적 규칙 (phonological rule) ~로서 의 ‘지 위 ’ (status) 면 에 서 도 생 각될 수 있다. (이 것 

은 (8arvd) 의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될 수 있다. ) 즉 강한 규칙은 읍운규칙으로서의 지위가 

확실하고 약한 것은 음운규칙으로서의 지위가 약할수 있다는 의미이다. (8b) 의 특정을 갖 

춘 경계선 전후의 제약규칙들은 제약이라는 기능을 가졌다는 점으로 중요규칙이 되지만(이 

들이 대부분 아우리 느린 말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을 관찰하면 재미있다) , 그렇지 않은 동 

화적 규칙일 경우에는， 느린 말에서 적용이 안되거나 단어 경계(:11:) 밖에서 적용이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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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심리적으로는 마치 임의적 (optional) 인 규칙과 같이 낮은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3.6. 이상에서 설명한 중요규칙들의 특정올 바탕S로 \33.1의 (8) 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될 것이다. 

(1 0) 중요규칙은 

(i) 지각적 차이가 높은 ‘일차적 이음’들 간의 교체를 보이는 규칙으로서 

(ii) 단어 • 음절 등 중요한 음운적 단위형태의 제약을 나타내 주거나 

(iii) 그 형태의 변별성을 높여 주거나 

(iv)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느린 말에서 나 단어경계 너머에서도 적용되는 강한 규칙 

들이다. 

4.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논한 중요 규칙과 비중요규칙들은 어떻게 구분-표현될 수 있을 

까? 이 를 위하여 \33. 1의 (8) 과 \33.6의 (1 0) 을 다시 살펴 볼 펼요가 있다. 

먼 저 (8b) ClOii) 에 속하는 규칙 들을 (8c ,,-,d) ClOiii"-'iv) 의 규칙 들과 비 교하연 재 미 있는 차 

이 가 발견 된 다. 즉 (8b) (10ii) 의 규칙 들은 음운론적 단위 형 태 (단어 • 음절 ) 의 갱 적 구조 (static 

structure) 에 대한 진술로서， 일종의 제 약과 같은 규칙들인 반연에， (8c"-'d) ( lOiii"-'iv)의 규 

칙들은 이 형태들이 다른 형태들과 대비될 때 그 변별성을 높이 기 위하여 (8c의 경우) , 그 

리고 다른 형태들과 연결될 때 조음의 펀의를 위하여 (8d의 경우)， 그 구조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규칙들이다. 

사실 (8d) 에 속하는 규칙들은 Shibatani ( 1973) 의 SPC.와 같은 것들로서， ‘규칙’ 과는 구별 

해야 할 펄요가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어의 두음법칙 또는 어두에서의 l→n (예 : 로 

인→노인) 같은 것은 ‘규칙’이라 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국어에는 한자어 • 외래어를 제외 

하면 애초부터 어두에 E음이 없으므로→n 따위의 규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러한 것은 SPC처럼 ‘제약’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b) 에 속하는 규칙들도 마찬가 

지다. 가령 국어 E음화는， 국어의 표충읍절말/어미에 마찰음이나 폐찰음이 올 수 없고 폐 

쇄음 밖에 올 수 없다는 제약에 상응되는 규칙이다. 더구나 이들은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동화적인 현상들과 크게 다르므로， 구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규칙은 (8b) 의 것들괴 같은 제약적 기능을 가진 것과， (8crvd) 와 같은 능동 

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펀의상 전자는 갱적인 상태블 나타내는 

제약이라는 의미에서 Static Rule (약칭 SR) , 후자는 능동적 기능을 가진 규칙이라는 의미 

에서 Dynamic Rule (약칭 DR)로 부르기로 한다. 

그러면 (8a) 에서 말한 이차적 이음의 교체를 나티내는 비중요규칙들과 (8b) 에서 말하는 

느린 말 동에서 적용 안되는 약한 규칙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들의 공통점은 지각적으로 

약한 점이다. 이들을 펀의상 Weak Rule (약칭 WR)이라 부르기로 하자. WR은 더욱 세분 

하게 되면 W / SR (Weak Static Rule 즉 (8b) 의 성질을 가졌으나 지각적으로 약한 것)， 그리 

고 W / DR (Weak Dynamic Rule 즉 변화나 동화등 (8crvd) 의 성 질을 가졌으나 약한 것)으 

로 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SR, DR, WR로 규칙을 구분 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명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비중에 따라 SR DR 등 중요뮤칙과 WR (W / SR, W / DR 포함)퉁 비중요규칙으로 구 



42 語學&자究 第20卷 第 1 號

분하고， 중요규칙을 그 기능에 따라 SR과 DR로 나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명 

칭자체는 바꾸어도 좋으나 구분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10 왜냐하 

연 이와 같은 구분이 있어야만 규칙의 기능과 심리적 비중이 올바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 

다. 더구나 이러한 구분은 전적으로 생소한 것은 아니다. SPC라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SR 

과 같은 것이 아닌가? 

5. 이상 국이 및 영어의 음운규칙들을 발음규칙의 관점에서 지각 테스트 (Perception test) 

를 통하여 비중을 살펴 보았는 바， 이를 통해 노정된 중요한 정들을 요약하연 아래와 같다. 

(ll ) a. 음운규칙들간에 비중의 차이가 있다. 가령 국어 비음화(ld)는 중요한 규칙이지 

만 유성음화(la)는 중요한 규칙이 아니다. 

b. 규칙이 엽의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으로는 비중을 결정 하지 뭇한다. 왜냐하면 비 

중의 차이는 의무적인 규칙들에서 나타나며， 이것이 더욱 문제기- 되기 때문이다. 

c. 중화적 음소적 변화를 가져오는 규칙이라 해서 반드시 비중회적， 이음적 규칙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어 E음 (lb) 영어 기음화 (2a)동은 이음적이지만， 음 

소적인 국어 경음화(le) ， 영어 무성음화 (2e)보다 중요한 규칙이다， 

d. 음운규칙은 중화성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중요규칙이 

된다. 

(i) 무엇보다도 그 규칙의 결과로 교체되는 음(음소가 아닝을 주의)들이 ‘1 차적’ 

음들이 어 야 한다. 2차적 조음(secondary articulation) 이 붙은 음을 ‘2차적 

음’， 그렇지 않은 음을 ‘l차적 음’이라 하면， 이음틀에 대해 아래외 같이 

2충 구초를 생각할 수 있다. 

d .. . 1 r … a ... --+l차적 음 

/1\ /1\ /1\ /í\ /1\ 
t Y tW ! q ...... 1 t ............ a ã ... -’2차적 음 

국어 유성음화(la) ， 영어 l음 (2c) , 무성음화 (2e) 등은 각각 유성화된 음(예 : 

1) 연구개화된 음(예 : t ) , 우성화된 음(예 : q) 등과 같은 2차적 음들의 교 
체를 보이는 규칙이므로 중요규칙이 못된다. 국어 E음(lb) 은 영어 l음 (2c) 

과 똑같이 유음에 대한 규칙이지만， 국어의 경우는 l"'r과 같이 l차적 응들 

의 교체 를 보이므로 중요규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ii) 국어 E음화 (lf) , 단음화(lg) , 평음화(lg) 등과 같이 단어 및 음절 경계에서 

의 표충음 제약에 상응하여 단어 및 음절 형태를 규정해 주거나， 영어 기음 

화 (2a) ， 장음화 (2b) 처럼 단어의 변별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가진 규칙들은 

중요규칙이다. 

(iii) 동화척인 규칙일 경우에는 국어 버음화(ld) 처럼 slow speech에서도 적용되 

고 단어경계를 넘어서도 적용되는 강력한 규칙이라야 한다. 국어 유성음화 

(la) , 기음화(lc) ， 경음화 (le) 동은 이 와 같은 강력한 규칙이 아니므로， 중 

요규칙이 될 수 없다. 

i。 이 구분은 소수의 규칙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많 

은 규칙플에 대한 포괄척인 연구에 의혜 수갱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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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위 에 서 보인 바와 같이 규칙 의 비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각적인 연과 기능 

적 인 연이다. 규칙연구에서 이 두 가지 연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상의 결론은 발음교육이 나 국어로마자화 등， 실용적 인 분야에서 도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다. 앞으로 더 자세히 밝혀 지 겠지 만， (i) 국어나 영 어의 발음교육을 할 때 비중을 고려하 

여 중요규칙을 위주로 하여 가르쳐야 할 것이며， (ii ) 국어 (단어 )를 로마자화 할 경 우에도 

‘중요규칙’에 의한 교체음들은 표기할 필요가 있으나 그 외의 것(가령 유무성음 교체동)들 

은 표기해서는 안 될 것이리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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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ve Importance of Phonological Rules as Rules of Pronunciation 

Kook Chung 

This study examines some important phonological rules of Korean and English to deter

mine their relative importance as rules of pronunciation, and ultimately to show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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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importance as phonological rules. 

It has been found that neutralizing rules are not always more important than non

neutralizing, allophonic ones. Whether neutralizing or not, the rules that produce alter

nations of the ‘primary’ sounds are more important than those that produce alternations 

of the ‘ secondary’ sounds (cf. ~3. 2. (9')) , the rules that characterize or enhance the 

distinctiveness of such important phonological units as word and syllable are more impor

tant than those that do not have such function , and the rules that apply even in slow 

speech and across word boundaries are more important than those that apply only in 

normal speech and within word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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