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그루터기어 (Stump Word)에 대한 

운율조건 

이 봉 형 

o. 머리말 

언어의 사용에 었어，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해 형태를 짧게 하려는 생 

략(abbreviation)에는 그루터 기 어 (stump word) , 혼합어 (비end) ， 頭字語

(acronym) 형성 퉁이 었다. 이 중에서 두자어란 단어의 첫소리 모음에 지 

나지 않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물론 두자어를 발음할 때 

WCCFL[ Wlkfl], WPPS[ wups]와 같이 음운론척으로 삽업모음이 냐타냐는 

경우도 었다.). 또한 혼합어의 경우는 Marchand (1969)이 발훼복합어 

(clipped compound)라고 명명하고 있듯이 그루터기어와 같은 맥락에서 파 

악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본 논문의 후반부에셔 간략히 논하기로 하고 여기 

에서는 영어의 생략현상 중에서 그루터기어에 초점올 맞추어 논의를 전개 

해 보겠다. 그루터기어라 함은 애칭 (hypocoristic name)뿐만 아니라 보통명 

사나 형용사의 생략형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영어에서 또하나의 생략형언 

조통사가 축소되어 음운론적으로 앞 포는 뒷 단어의 일부가 되는 縮約(con

traction)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 논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자. 

1. 영어 그루터기어의 톨륙징 

1. 1. 훌빠(Base)의 강세와는 무판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략현상이 얼어난 다음 남는 후분 

은 운융상으로 예흑 불가능하다. 즉， 基體(base)의 강세형태와 그루터기어 

의 형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렴 보언다. 

(1) a. vét(eran) 

pr6m (enède) 

d6c(tor) 

brá(sslere) 

b. (in)flu(ênza) 

Ve(r6nica) 

Rep( t1bl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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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에서는 강세를 받는 음절이 남아 있는 반면， (1b)에서는 오히려 강 

세를 받지 않았던 음절이 남아 었다. 

1.2. 생략 위치의 가변성 

위 (1)의 예에서는 생략이 단어의 첫부분만 남기고 생략되는 경우를 주 

로 예로 들였으냐 영어의 생략에는 다음의 경우에 보는 바와 같이 단어 중 

간이나 단어 끝부분이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a. (lanter)loo 

(para)chute 

(ra)coon 

(Theo)dora 

(Isa)bella 

b. (in)flu(enza) 

(re ) fridg(erator ) 

(Syl)ves( ter) 

(Oc)tav(ia) 

(E)lig(ah) 

(2a) 에서는 단어의 말미가 남아 있고 (2b)에서는 단어의 중간부분이 남 

는다. 물론 생략형 중에는 단어의 첫부분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2)와 같이 어두가 아닌 다른 부분이 남는 예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은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애칭 Bert의 기체는 Herbert, Bertram, Albert, 

Burton 중 어느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아 한 단어에 대한 그루터기어 형성 

은 자의척언 것처럼 보언다‘ 

1.3. 선율도약(Melodic Skipping) 

다음의 예를 보자. 

(3) San Francisco > Frisco 

Robert> Bob 

Victoria Nicholas > Vee Nick 

위의 그루터기어 형성은 이 형태론적 작용이 단순히 분철음 선율을 선형 

척 순서를 지키며 절단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주장올 뒷받침해 주는 것 

으로서 그루터기어 형성 과정에서 기체의 분절음에 있어 선율도약올 볼 수 

있다. 

1.4. 훌력부의 음절의 數

영어 그루터기어의 운율구조를 살펴 보면 대부분 단음절올 이루고 있다. 

따라셔 야에 관한 논의， 예컨대 Jespersen (1965) , McCarthy & 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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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은 영어의 그루터기어의 형성은 단음절을 지향하는 조어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었다. 여기셔 McCarthy & Prince (1986)의 주장올 보자. 

The base of the truncated form, minus any affixes invariably a single 
stressed syllable (min(min(Wd))). In no case does the truncated form 
contain more than one syllable(modulo the affixes) , nor does it ever re
tain any consonants which could not be assigned to a minimal word tem
plate. 

그러냐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수많은 2음절 또는 3음철 그루터기어를 보 

면 그릇된 관찰이라는 것올 알 수 있다. 

(4) a. 2음철 그루터기어 

San Francisco > Frisco 

commemoration > commem 

matriculation > matric 

preliminary > prelim 

rhinoceros > rhino 

condominium > condo 

ammunition > ammo 

Shalikashvili > Shali 

ex---{:onvict > ex---{:on 

b.3음철 그루터기어 

cinematograph > cinema 

electrotype > electro 

curiosity > curio 

pianoforte > piano 

Mexicano Mexican > Chicano 

information > info 

locomotive > loco 

photograph > photo 

automobile > auto 

P없ltomime > panto 

demobilize > demob 

hydro뼈.thic > hydro 

cσ웅ducational > co-ed 

영어에셔 그루터기어는 대부분 명사이지만 단음철이 아닌 그루터기어는 

(5)와 같은 명사 이외에도 impossible > impos(s)과 갈이 형용사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多音節 그루터기로 남는 부분은 단어 첫부분뿐만 아니라 (5) 

과 같이 단어 말며가 되는 경우도 었다. 

(5) 뼈nan앓 > nanas 

pyjamas > j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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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율형태론 

2.1. 들어가기 

그루터기어 중에서 co--ed, ex--con 등을 보면 그루터기어 형성은 어근만 

이 형태론적 과정의 업력부가 되어야 하는 root-and-pattern 형태론에 의해 

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을 발춰~ ( clipping) 

로 셜명할 수 없다는 점은 (3)에서 본 것과 같이 기체에서 그루터기어가 

되는 과정에서 분절음의 선형적 순서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형태론적 작용이 분절음에 의존하지 않고 음절， 음보 

동의 운율범주를 업력부 • 출력부 형판으로 하여 업력부를 출력부의 형판에 

寫像(mapping)하는 운윷형태론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음운론에서 제기된 자립분절 또는 비선형적 형식화는 McCarthy (1979) 

가 이를 형태론에 도업한 이래 기폰의 분절음 · 경계( segment-and-bounda

ry) 위주의 표기를 지양하고 골격 (skeleton) 또는 型板(template) ， 그리고 

분절음층이라고 하는 두 충(tier)으로서 냐타내게 되었다. 그 뒤 McCarthy 

(1 984)는 음절， 음보， 음운론척 단어 등의 이른바 운율적 범주들이 형태론 

에 역할을 한다는 운율음운론에서 주장하는 운율범주를 형태론에 받아들이 

게 되었다. 예컨대， Modern Hebrew에서 동사의 굴절은 CV 형판이 아닌 

음절형판의 지배하에 있고 Cupeno(Uto-Aztectan language)의 한 동사 굴 

절은 출력부가 강약약격의 음보(dactylic foot) 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으 

로 설명하고 있다. 즉 형태규칙이 출력부의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적용됨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태론의 운융구조 연관관계를 포 

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론에 관여하는 음운론적 정보는 음절， 음보 따 

위의 운윷범주에 국한된다는 주장은 아니었다. 예컨대， McCarthy (1 984)는 

Classical Arabic의 경우 Modern Hebrew와는 달리 운율형판이 아닌 CV 

형판에 의존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급진척언 생각， 즉 형태론에 관여하는 모든 음운론적 정보는 

CV 형판이 아닌 운윷형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Hyman (1985)에 

의해 제시되었다. 또 Hayes (1989)는 보상척 장음화를 논할 때 CV 충위는 

불훨요하고 음철의 무게를 나타내는 모라(mora)에 의존하는 운율구조로셔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음운론척 측면에서 운율법주의 타당성을 업충하 

고 있다. 이러한 분절음충(CV 충위)올 배제하고 운율법주의 형태론에서의 

역할 증대를 논한 것이 바로 운율형태론(Prosodic Morphology) (McCarthy 

& Prince 1986, 1990) 이다. McCarthy & Prince는 다양한 언어에서 접미 

사， 접두사， 접요사적 첩어현상， 그리고 Classical Arabic 불연속 복수화 



영어 그루터기어(Stump Word)에 대한 운율조건 11 

(broken plural)를 운율형판 사상으로 셜명하고 었다. 

2.2. 운율형태혼의 기본 가정 

McCarthy & Prince (1986, 1990)가 제시한 운율형태론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i) 운율형태론 가청 (Prosodic Morphology Hypothesis) 

형판은 모라， 음절， 음보， 음운론척 단어 풍의 운율단위로 정의된다. 

(ii) 형판 만족조건(Template Satisfaction Condition) 

형판조건의 만족은 의무척이며 。l것은 언어 보편적 또는 개별언어에 

특수한 운융원칙에 의해 결청된다. 

(iii) 척용영 역 의 운율 제한(Prosodic Circumscription of Domains) 

형태론척 작용은 전통적인 형태론척 준거에서뿐만 아니라 운율척 준 

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최소단어’(minimal word)는 형태론 

척 작용의 영역으로서 단어 전체나 어떤 형태소 대신 취해질 수 있다. 

2.3. 운율법주의 매개변인 

2.3.1. 최소음운롤쩍 단어 (Minimal PhonoIogi빼 Word) 

영어에서 기능어 예컨대， a , the, he, she, me 둥을 제외하면 내용어들은 

한결같이 최소 두 모라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영 

어 단어가 되기 위한 최소조건(Minimality Condition)은 두 모라 이상이라 

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최소조건은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혼히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예컨대 Itð (1990)에 따르면 얼본어에셔는 파생어 (de

rived word)의 경우 최소조건은 두 모라 이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McCar

thy & Prince (1986)의 주창에 따르면 영어의 최소단어에 관해서는 

minWord = min(mi뻐’oot)의 퉁식이 성렵한다. McCarthy & Prince는 이 

러한 유형의 최소단어는 유형론척으로 볼 때， 음보의 형태에 관계없이 최소 

단어가 될 수 있는 언어， 예컨대， Yup’ik과 같은 언어는 이 언어에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음보는 하나의 최소단어가 될 수 었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분석하 

고 었다. 

이러한 최소조건은 비단 형태론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운론 

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영어의 단어캉세 후여에 있어 word, cat, 

dog 풍은 영어의 버운율성 (extrametricality)을 고려할 때 명사의 경우 마지 



12 。l 봉 형 

막 음절은 강세부여의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단음절로 이루어진 이 

러한 단어에는 강세가 올 수 없음에도 단어강세가 부여되는 것은 최소조건 

에 의해 이러한 단어에는 비운융성의 적용의 대상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라 

고 셜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기능어가 최소조건의 면제를 받는 이유는 기능어는 

완전한 운율단어가 되지 못하고 접어군(clitic group)이나 음운론척 단어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면제 받는다고 볼 수 었다. 다시 말해서 

기능어는 음운롱척으로 접어화되기 때문이다 

2.3.2. 음보 

현재 운윷 음운형태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음보의 유형에 관한 문제는 논 

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운율형태론의 틀에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a. Hayes (1981): 가능한 한 최대 크기의 음보를 구성한다. 

b. Hayes (1985): 음절의 무게는 iambic 음보에만 관련이 었고 tro

chaic 음보는 음절의 무게를 무시한다. 

c. Hayes (1987), McCarthy & Prince (1986): 음보에는 다음 3가지 

유형이 었다. 

(i) Trochaic 음보 : [0-0-], [μ μ] 

(ii) lambic 음보 : [0-，μ σμμ] 

d. Mester (1990): 모든 음보는 두 개의 모라로 구성되어 있다. 

e. Prince (1991): 음보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폰재한다. 

(i) lambic: [0-，μ 6μμ]， [μ μ] 

(ii) Trochaic: [0-μμ 6μ]， [μ μ] 

위에서 열거한 음보형태에 관한 제이론에 대해서 Prince (1991)은 (6a)와 

(6d) 의 타당성은 r여러 가지 경험적 증거에 의해 입충되기 어려우므로 유지 

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6c)의 이론의 특정은 trochaic 음보에 

는 [0:μμ 6μ]의 폰재를 부인하고 있다는 정 인데 Prince (1991)은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6e)의 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음보유 

1 영어 기능어에는 단어강세가 오지 않으므로 기능어에 포함된 모음은 모음축소 
규칙의 영향올 받아 단어의 무게는 더욱 더 축소되게 된다. 이 경우 축소모음 
(schwa)과 일반척언 모음의 무게의 차이를 모라수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는가 하 
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cv음운론의 업장에서 Halle & Mohanan (1985)는 축소 
모음은 분절음충이 완전히 미명시되어 있다고 보고 있지만 cv충 자체의 존재를 

푸언하고 있는 모라이론에서는 이 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더욱이 Stemberger 
(1992)는 영어에서 최대 미명시된 모음은 언어 외척언 충거로 볼 때 축소모음이 

아니라 /e/이라고 주장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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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Prince (1991)이론을 받아들여 영어의 음보는 단어의 오른쪽에서 왼 

족으로 구성해 나가되 음보유형은 (6c, i)와 같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하겠다 2 

영어 그루터기어(Stump Word)에 대한 운율조건 

2.3.3. 음절 구조 

영어의 음철의 무게를 모라의 수로써 나타낼 때 중음절과 경음절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음절의 무게가 문제가 되는 모든 언어에서와 마찬가지 현 

상이며 하나의 음절에서 두 개 이상의 모라는 안정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음절의 무게를 고려한 음절구조를 나타내 줄 수 었다 3 

6 6 
6 

-
-
-
-
μ
-
-
-
-
a
 

(7) 

s 

따라서 mike, cable, grants 둥과 같이 자음들이 선돼적으로 음절말에 첨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n f t s n g 

2.3.4. 영어의 비운율성 (Extrametricality ) 

일반척으로 영어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버운율성이 폰재하는 것으 

로 언식되고 있다， 

(8) a. 자음 버운율성 

C • [em.] / ] 

2음보와 강세의 관계는 아칙 논란의 대상이 되고 었다. 예를 들어 McCarthy & 
Prince (1990)에 따르면 Classical Arabic의 불연속 복수화(broken plural)는 

iambic 음보를 운율영역으로 삼고 있으나 설쩨 이 언어의 강세형태는 trochaic 음 
보를 취하고 었다. 또한 Poser (1990)은 일본어의 분석에 있어 일본어에는 강세가 
변별척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어의 외래어， 애청 풍의 셜명에 있어 음보를 
적용영역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면은 Lotz (1975)의 율격 (meter) 유형론에도 잘 

나타나 었다. 그의 분류에 의하면 율격에는 순전히 음철의 수효만 문제되는 언어 
가 있는가 하면 어떤 언어에서는 음철수의 기초 위에 강세， 창단， 음조가 율격형 
성에 기여하는 언어가 었다. 여기에서 강세 음보와 음운 • 형태규칙의 적용영역으 
로서의 음보의 버동형성 (nonisomorphism)이 둥장한다. 
3운율음운 • 형태론에서 모라는 음철이나 음보와 같이 운윷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셔 음철구조 속에 모라를 넣은 것은 운율범주로서 넣 
운 것이 아니고 음철의 우게를 나타내기 위한 목척에서이다. 

'SPE, Hayes (1981), Myers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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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접미사 버운율성 

6 • [em.] / Af] 

c. 명사 버운율성 

6 • [em.] / N] 

3. 운율형태론적 분석 

3.1. 생략과 운율적 제한(Prosodic Circumscription) 

영어의 그루터기어 형성에서 바로 이와 같은 운융형태론적 특성올 볼 수 

있다. 즉 삭제된 자투리나 잔폰해 있는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든 독립된 형 

태소가 아니며 단지 한 단어의 자의척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단 

에 일부분의 생략을 통한 그루터기어 형성은 단어형성 과정 중에서 복합어 

형성， 접미사， 접두사， 제로 파생 둥과는 달리 기존의 형태소 구조를 무시하 

고 얼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련 이유로 해서， 그루터기어 형성 

과정은 어떤 특정한 운율범주를 형판으로 하는 운율적 사상현상으로 셜명 

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접근의 다당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셔 알 수 있다: 기체에서 발훼 

된 형태는 최소단어 (Minimal Word) 즉 하나의 trochaic 음보에 포용될 수 

없는 어떠한 자음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Bolshevik의 그루터기어는 

Bolsh(y)이지만 pregnant의 발훼형은 pregg(ers)이지 pregn(ers)는 아니 

다‘. 이것은 pregn가 하나의 음보 또는 하나의 음절이 필 수 없기 때문얼 것 

이다. 또한， 그루터기어 형성에서 기체의 분절음을 운윷형판에 사상할 때 

꺼체의 음절구조가 무시된다는 점이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끼 A 기1\ !I!l\ 1\ !I 끼 끼\ 
position>posish bicycle>bike 

그루터기어의 음절구조는 기체의 음절구조를 지키지 않고 있다. 만일 그루 

타기어 형성과정이 기폰의 운융구조를 폰중하며 그중 하나 또는 일부 운율 

범주를 삭제하는 과정이라면 (9)와 같은 출력부의 운율구조는 생성될 수 

없을 것이다. 

3.2. 사상표적 =trochaic 음보 

1. 4에서 우리는 McCarthy & Prince (1986)의 영어 그루터기어에 관한 

운율표적은 다수의 반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관찰척 타당성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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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되어 있음올 지척하였다. 또한 2.4.3에서 영어의 음보구조는 trochaic이 

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면 영어의 그루터기어의 운율적 형판을 위에서 제시 

한 음보구조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이겠다. 위에서 이미 셜명하였 

거니와 trochaic 음보는 Hayes (1987)에 따르면 [<1<1J, [μ μ]의 두 가지 형 
태가 허용된다. 그러면 영어 그루터기어의 사상표적이 trochaic이며 분절음 

선윷과 운윷형판과의 사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설명이 용이한지 살펴 보자. 

(10) 표척 =[μμ] 

captain > cap 

microphone > mike 

pantaloon > pant 

Japanese > Jap 

recreatíon > rec 

이러한 예들은 사상표척을 trochaic 음보로 보면 다음과 같이 쉽사리 설명 

된다. 이때 기체에 대한 운율척 제한은 단어의 왼족 부분에 가해지고 있다. 

| %fr ι/ 
씨
 

μ
μ뼈
 

이러한 형태론척 과청은 trochaic 음보를 만족시격야 한다는 형판만족조건 

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선율도약은 문제가 되지 못한다. 

(12) [μ μ] 

~늑x 
San Franciscò 

마찬가지의 설명이 언청 (personal name)에도 적용되는데 이때 선택척으로 

애청 첩미사(hypocoristic suffix)가 붙을 수 었다. 

(13) a. Alfred, Albert > Al 

Benjamin > Ben 

Samuel > Sam 

Constance > Con 

b. Abraham > Abe+ie 

Agnes > Agg+ie 

Bertram > Bert +ie 

Conrad > Conn +ie 

이 애청 첩미사를 제외하면 출력부가 trochee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때 한 가지 문제점은 영어의 벼운율성 조건 중에서 (8a)에 의해 단어 

의 마지막 자음이 버운융적 인 분절음으로 간주될 경우 Al, Ben, cap, Jap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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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의 모라로 구성된 단어가 되는데 이러한 출력부가 허용된다는 것은 

아 경우는 최소단어조건에 의해 버운율성의 지배를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셜명할 수 었다. 

그러면 다음의 다음절 그루터기어의 경우를 살펴 보자. 

(14) information > info 

pantomíme > panto 

hydropathic > hydro 

rhinoceros > rhino 

condominium > condo 

위의 예들은 (1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상표척이 [μμ] 음보인 형태론척 

과정으로 셜명할 수 있다. 이것은 영어에서 명사의 경우 마지막 음철은 최 

소단어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비운윷성조건 (8a)에 의해 운율법주의 고 

려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예들은 얼핏보기에 영어의 

그루터기어 형성과정은 trochaic 음보를 표척으로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때 

Prince (1991)의 음보이론올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어의 버운 

율성 조건 (8)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표면형에서는 위의 그루터기어들은 [infowJ [pantowJ [haydrowJ 

[raynowJ [kandowJ 등과 같이 단어의 마지막 자음이 이중모음으로 나타난 

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영어의 장모음화(이중모음화) 규칙때문이다. 

(15) 장모음화 (SPE: 181) 

X • X X /1 _ 1 
V I a low I 
v β stressl 

+ -a 3 
u + --o 

“ 
F 였

 

, 

빼
 

사
 니
 
w w 

/ 
| , / 
、| 

、

(1 5) 의 장모음화 규칙은 Prince (1991)의 음보이론에 의하면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즉 trochaic 음보의 두 가지의 유형 중 가장 무표척언 음보형태 

는 [0:μμ 6μ]보다는 [μ μ]라고 주창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따르면 (15)의 

장모음화 규칙은 음보의 형태로서 허용될 수 없는 (14) 그루터기어의 마지 

막 음절올 무표적인 음보 [μμ] 형태로 만들려는 과정으로 (16)과 같이 셜 

명할 수 있다 5 

5 Prínce (1991)의 음보이론은 Smolensky, G이dsmith의 조화이론(Harmony Th용 
ory)를 근간으로 하여 음운규칙은 업력푸보다는 출력l휴가 適形일 가능성이 었올 
때만 척용된다고 보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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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장모음화 규칙이 이상척인 trochaic 음보 [μ μ]를 표적올 충족시키 

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다음의 경우에 더욱 뒷받침이 된다. 

(17) tuition > tu 

influenza > flu 

Veronica > Vee 

Luisa > Lu 

위의 그루터기어들은 (15)의 음운규칙 때문에 [μ μ]의 음보형태를 갖추게 

되어 최소단어조건올 위배하지 않게 되어 척형의 출력부가 된다 6 

이렇게 볼 경우， 영어의 그루터기어 형성의 표척은 Hayes (1987)의 tro

chaic 음보뿐만 아니라 trochaic 음보 중의 하나언 [μμ] 음보의 반복도 허 

용된다는 것올 알 수 었다. 따라셔 이 과정의 표척은 다음파 같이 형판 풀 

(template pool)로써 셜명할 수 있다. 

(18) 그루터기어의 형판 풀 

[μ μ]， [[μ μ]，[μ μ]] 

그러면 3음절로 이루어진 (4b)와 같은 그루터기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셜명의 편의를 위해서 (4b)의 예를 반복해 보자. 

( 4b) cinematograph > cinema 

electrotype > electro 

curiosity > curio 

piaÍ1oforte > piano 

Mexicano Mexican > αlicano 

이 때의 출력부는 3음철로 이루어져 (18)에 제시된 어느 형태에도 속하 

지 않게 되어 영어의 그루터기어가 trochaic 음보를 표척으로 하는 형태론 

척 과청이라는 설명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언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영어의 음보 형성은 오른쪽에서 왼족으로 

61tO (1991)는 이와 유사한 일본어의 자료를 셜명하면서 재사상(remapping)으 
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15)와 같은 장모음화가 존재하는 영어에서는 이 
문제는 음운론적으로 설명하는 편이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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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최소단어 조건을 어기지 않는 한， 명사의 경우 벼운용성 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여기서 Hayes (1981, 1991) 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음보의 유형 중 3分的

음보(ternary f oot)의 처리문제가 대두된다. Hayes (1 981)는 3분적 음보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보고 하나는 단어 끝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어 

의 마지막 음절을 벼운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단어 내 

적인 3분적 음보 형태로 이는 기본 음보의 형태가 아니고 음보 형성 이후 

에 버강세화 규칙 (destressing rule) 또는 비음보화 규칙 (defooting rule) 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었다. 예를 들어 abraca.dabra, Kiliman.jaro, 

Okefe.nokee, Kalama.zoo, Antigo.nish 동의 단어 내적인 3분척 음보형태는 

버강세화 규칙에 의한 것이므로 영어의 기본 음보 형태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물론 Hayes (1 991)가 지적하고 있듯이 Finnish, Estonian, 

Cayuvana 둥의 언어에서는 3분적 음보를 이와 같은 분석으로 설명할 수 

없고 기본 음보 형태로 간구해야 하는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 

다. 음운론에서 이러한 3가척 음보의 폰재는 언어에 따른 매개변인적 요소 

애 의해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표척인 형태임은 툴렴없다. 특히 3분척 

픔보의 허용은 언어이론에셔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국부성 조건(Locality 

Cbndition) 즉 어떠한 규칙을 막론하고 하냐의 규칙은 어떤 특정한 요소와 

에와 언접한 하나의 요소， 따라서 최대 2개의 요소밖에는 언급할 수 없다는 

원칙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4b)의 3음철로 이루어진 출력부를 어떻게 셜명할 것언가? 우 

선 이 경우의 강세 형태를 보면 마지막 음절에 강세7r. 오지 않는다. 또한 

마지막 음철이 (8c)에 의해 비운율적이 되더라도 최소단어조건올 어기지 

않게 된다. 강세률 고려한 (4b)의 음보 형태는 다음과 갈다. 

H9) 

a. [cine]<ma> 

{e} [lec] <tro> 

[curi]<o> 

b. {pi}[ano] 

{Chi} [cano]/ {Chi} [ca] <no> 

음보유형 

[0:μ6μ] 

[<1，μμ] 

[<1，μ6μ] 

[<1，μ6μ] 

[0:μ 6μ]， [01μμ] 

09a)의 경우는 마지막 음철은 버운율성 조건 (8a)에l 의해 마지막 음절 

이 제외되고 음보 형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청하면 사 

상표척이 [μμ]언 경우로 쉽게 셜명이 된다. 다만 electro의 경우처럼 음보 

형성 이후 남는 음절은 운율형판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볼 



영어 그루터기어 (Stump Word)에 대한 운율조건 19 

때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 7 반면， (19b)의 경우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plano의 경우 오른족에서 두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므로 이 경우는 음보가 

마지막 두 개의 음절로 형성되어 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은 마치 

cone/conic, metal/metalic, tone/tonic의 경우 (8b)의 형용사 첩미사 비운윷 

성 조건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끝에서 두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는 현상 

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었다 8 따라서 (18)의 형판 틀은 이와 같은 단 

어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추가적인 음절의 허용올 고려해야 한다. 

3.6. 훌력부 조건으로서의 화변 조건 (Left Edge Conditon) 

Mester (1 990)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절단(truncaton) 형판의 

역할을 주장하고 었다: 운율 표적， 즉 출력부 조건으로 역할하는 경우와， 

둘째는 운율 한정자(prosodic delimiters) , 다시 말해서 운율한정의 입력부 

영역으로서 기능할 때의 두 가지를 들고 었다. 

지금까지 논의에서는 운윷 제한은 주로 단어의 왼쪽 끝부분이고 이것은 

접미사화와 같이 운율형판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것은 운율 제한올 업력부 조건으로서의 좌변 조건으로 보면 가능하다. 그러 

나 다음과 같이 생략형의 출력부가 단어 앞부분의 삭제에 의한 경우를 어떻 

게 설명할 것인가? 

(20) parachute > chute Theodora > Dora 

racoon > coon Eugene > Gene 

alligator > gator Antoinette > Net 

이것은 좌변조건이 출력부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창으로 다음과 같 

이 셜명 가능하다. 

p 싫 t a 1 끊atJI‘ E 싫 
1. 3에서 지척한 분절음 선율도약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2) [μ μ] 

\;δ~ 
San Franciscò 

7 이 논문에서는 Prince (1991)의 기술방식올 쫓아서 음보 형성 이후 남는 음철 
이라는 표시를 중괄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8 형용사 어미 -ic의 벼운율성 조건에 대한 예외적 처리는 Myers (1987), Prince 
(1991)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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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Elizabeth에 대해서 Liz/Lizzy(단어중간) /Bet/Betty /Bess/Betsy / 

Tetty /Tetsy(단어끝)와 같은 多技的 실현도 마찬가지로 설명 가능하다. 즉 

trochaic 형판올 만족시키면 분절음 선율은 출처가 기체의 어느 위치에 있 

느냐는 문제되지 않는다. 

1/ 
Elizabeth Eli싫h Eli싫th 

이와 같은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좌변 조건이 분절옴 충위와 운율형판 사 

이의 사상의 일i휴가 아니고 출력부 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9 

4. 혼합어 10 

혼합의 경우는 Jespersen (1965) 이 이미 지척하고 있듯이 예컨대， brunch 

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것은 의미의 문제와 결부되어 었다. 다시 말해서 

brunch란 아침 겸 점심식사란 돗이지만 좀더 정확한 의미해석은 아침식사 

를 거른 점심이란 뭇으로 정섬에 중심이 었다. 즉 영어의 혼합어 형성에서 

는 의미상으로 중섬이 되는 부분이 후반부에 위치하고 었다. smog(smok+ 

fog) , technopia (technology +utopia), workaholic (work + alcoholic) 의 경 우 

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24) nut + hamburger > nutburger 

cheese + hamburger > cheeseburger 

umbrella + parachute > bumbershoot 

carpet + cafeteria > carpeteria 

work + alcoholic > workaholic 

low + hierarchy > lowerarchy 

위의 예들은 그루터기어의 형성파 마찬가지로 형태소 경계를 무시하고 얼 

어나는 조어현상으로서 운율형태론의 기조에 들어맞는 경우라고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운율형판은 무엇일까? 또한 그루터기어의 운율형판 

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4)의 예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질문의 해탑은 

9 umbrelJa> brolJy와 같이 기체의 모음이 그루터기어가 되는 과정에서 바뀌는 현 
상은 McCarthy & Prince (1990)이 Arabic의 폴연속 복수화 현상올 설명할 때 
겹쳐쓰기 (ove때riting) 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다. 
10여기셔 논하는 혼합어는 travelgate, washateria, pizzaburger 풍의 ‘어훤오류’ 

(false etymology)에 의한 조어현상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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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린다. 즉 앞에서 제시한 버운율성조건을 유지할 경우， (24)의 그루 

터기어 혼합은 다음에 보여준 바와 같이 trochaic 음보의 반복으로 볼 수 
있다. 

싫;a m 와\L g L r 했] 많總? 
한 가지 흥미로운 사항은 bumbershoot의 경우 혼합어의 분철음은 기체의 

선형척 순서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것은 마치 Arabic의 비연쇄 

(nonconcatenative) 형태론과 갇은 현상으로 자음과 모음의 판(plane)올 

달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그루터기어에서 Robert > Bob의 경우 

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언어에서 자음과 모음의 선형적 순서가 무시되는 경 

우는 McCarthy (1989) 주장에 따르면 자음과 모음의 순서가 영여적인 경 

우인데 영어에서 자음과 모음의 순서는 영여적인 것이 아니므로， 예컨대 

비it와 비lt는 별개의 단어이므로 영어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별개의 형판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해결의 문제로 남겨 놓겠다. 

5. 맺는말 

위에서 우리는 영어의 생략현상은 운율형태론의 얼종으로 설명해야 하며 

이때의 고정불변의 형판은 trochaic 음보이며 여기에 영어의 비운율성의 특 

성상， 명사의 경우 자음이나 하나의 온천한 음철이 추가될 수 었다는 사실 

올 보여 주었다. 또한 보통 생략형은 기체의 왼쪽 끝부분이 남는 경우가 대 

부분이지만 단어의 중간 또는 마지막 부분이 남는 경우도 존재하고 았다는 

사실올 설명하기 위해서 좌변 조건은 출력부 조건이지 분절음과 운율형판 

사이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설도 아울러 보여 주었다. 또한 분철음 

선율도약이나， 장모음화로 언한 음보의 변화， 나아가서， Beatrice> Beatix, 

Robert> Bob, Richard> Dick, Sara> Sal, umbrella> brolly, perambulator 

>pram, sergent>sarge 풍의 기체의 분절음 션율 일부가 무시되고 새로운 

소리형태가 출력부에 나타나는 현상도 생략현상은 운율형판에 충실하려는 

과정， 즉 template-건riven 과정으로 이해하면 납득이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야울러 보여 주었다. 또한 혼합에 의한 생략현상은 그루터기어와 같은 현상 

으로서 trochaic 음보가 2개 연속된 형태로 파악할 수 었다는 사실도 아울 

러 보여 주었다. 

이러한 분석이 청당하다면 영어 그루터기어는 음운론척 범주언 음철， 음 

보 또는 음운론척 단어 퉁이 형태론적 작용에도 관여한다는 중거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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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trochaic 음보형태 중에서 가장 무표적언 형태라고 지금까지 논의되 

어 왔던 [0'，μμ]， [μμ]의 위치를 더욱 더 강화해 주는 경험적 예로써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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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sodic Conditions on Stump W ords in Engli양l 

Ponghyung Lee 

In present paper 1 propose that the morphological processes arising from 

the formation of stump words in English can be construed cogently under a 

Prosodic Morphological approach. In other words, 1 argue that the stump 

word formation is goal-directed to satisfy the invariant prosodic target, a 

trochaic foot [μ μ] or its repetition. Owing to Prosodic Satisfaction Condi

tion, the mapping between segmental melody to the template shows close 

interactions with Extrametricality 없ld the conditions on a Minimal Phono

logical Word. Subsequent phenomena such as Melody Skipping or Left Edge 

Condi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quintessence of prosodic morphological 

mapping, the template-건rivenness. Lastly, 1 show that the formation of 

Blends in English can be similarly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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