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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음운론과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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ï 미 

운율음운론( Prosodic Phonology )은 구절음운론( Phrasal Phonology )의 
한 분야로서 음운규칙의 영역이론이다. 운윷음운론은 두 가지 가셜에서 비 

롯된다. 기폰의 이론과는 달리 문법에서 음운구조와 형태 • 통사구조는 각각 

독자적 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공존가설(Copr많ent Hypothesis: Inkelas 
and Zec 1990)과 음운규칙은 통사부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음운구 
조만 지시 • 언급한다는 간접지시가설( Indirect Reference Hypothesis: 
Inkelas and Zec 1990)이 운윷음운론의 핵을 이룬다. 
운윷음운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위의 두 가설이 문법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음운구조는 어떻게 형성되고 음운구조의 

내부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둘째， 음운구조와 통사구조는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었고， 음운구조는 문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음운구조는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 

니라， 일단 발화가 통사구조를 거천 다음 일청한 운윷성분으로 전환되어 간 

접적으로 형성된다. 이 때 통사구조와 도출된 음운구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non-isomorphism). 통사부의 기능은 운융성분을 투사하는 매 
개체로서의 역할만 하고 여기서 끝나고， 음운구조는 이제부터 문법에서 독 

자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음운구조의 내부는 운율성분들이 크기에 따라 

하냐의 위계적인 운윷계충(Prosodic 돼erarchy)을 이루면서 조직되어 었다. 

운율계충의 내부성분은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았다. Selkirk (1978)은 
(1)에 나타난 운율계충을 제시했다. 

*이 논문을 읽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r어학연구」의 심사위원님께 감사 
드린다. 이 논문은 1993년 12월 16일 제 20 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에서 발표되었 
다. 본고는 필자의 이전의 분석 (Kang 1992a, b, c)과는 달리 1-탈락을 고립분절 
음소거에 포함시킨다. 

1 이것을 Sproat (1985)은 이중구조(Two Structure)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문법 
에서 오직 통사부만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주창을 단일구조(αle 
Structure)라고 이름지 었다. 

語學冊究 (ISSN 0254-4474) 第 30 卷 第 3 號 (1994. 9), 535-567 535 



후어휘부 

어휘부 

미 .2.. ., 

발화(Utterance: U)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1) 
운울구(Phonological Phrase: φ) 
운융어 (Phonological W ord: ω ) 
음보(Foot: F) 
음절(syllable: ð) 

강 536 

(1) 

Nespor and Vogel (1986)과 Vogel (1990)은 운율구와 운윷어 사이에 접어 
군(Clitic Group)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Zec and Inkelas (1992)는 접어 
( clitics)가 어휘부와 후어휘부에서 선행하는 운율어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 
이 독립적인 운율성분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에 100 
(1987 )와 Zec (1988)은 음절 밑에 모라(μ)까지도 운융계충에 포함시킨다. 

위의 운융계충이 올바른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져 

야 한다. 완전구조분석 (Exhaustive Parsing)은 모든 문장이 (1)에 있는 운 
율성분을 다 포함하여 운율화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운율구조적형제약 

( Prosodic Structure Wellforrnedness Constraint)은 각각 운율성분들의 상대 

적인 지배와 종속관계를 구속하여 올바른 운율계충을 이루도록 한다: 

(2) 운울구조적형제약 
운율구조는 Cn → On- l).의 규칙 도식을 지켜야 한다. 

이 척형제약은 (3)에서 보듯이 운윷성분끼리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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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다시 말하자연， 어떤 운율성분 Cn은 하나 이상의 C<n-l) 운율성분을 포함해 

야 하며， Cn이 On-2)를 지배할 수 없고， 상위운율성분의 끝은 바로 밑에 오 

는 하위운율성분의 끝과 항상 얼치해야 한다. 따라셔， 운율구조척형제약을 

준수하는 운율계충 (1)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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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율계충은 원래 후어휘부의 영역을 예측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래 

서 후어휘규칙은 운윷어， 운율구， 억양구， 발화 중 어느 하나 안에서는 반드 

시 일어나야 한다. 운울어와 운윷구의 도출은 통사구조에 의존적인 데 반하 

여， 억양구와 발화는 의미정보와 발화속도에 따라 크기가 가변적이므로 통 

사구조에 렬 의존적이다(Selkirk 1986). 

하지만， (1)의 운율계충에서 하위성분인 음보(F)와 음절(ð)이 음운규칙 

의 영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었다. 예를 들면， 

Selkirk (1986), Zec (1988)과 In~러as (1989)는 이 둘을 운융계충에 서 제 외 

하기를 주장한다. 상위 운윷성분들과는 달리， 음보와 음절은 어휘규칙의 영 

역 이 되 지 못한다고 Selkirk ( 1986 )은 지 적 했다. (1)의 운융계충에 서 음보 
와 음절， 그리고 그 위의 운융성분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불연속성때문에， 

Inkelas (1989)는 F, ð , μ를 율격성분( metrical constituents)으로 그리고 ω， 

a, β를 운울성분( prosodic constituents)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McCarthy 
and Prince ( 1986 )는 특별한 종류의 음절-경음절(light syllable ðμ)， 중음 

절(heavy syllable ðμμ)， 핵음절(core syllable ð( CV))-도 때때로 음운규 

칙의 영역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면， 하위충위가 운율성 

분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개별언어의 음운현상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 

운윷음운론은 후어휘규칙영역을 예측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다고 앞에서 

말했다. 후어휘음운영역을 도출하는 데는 두 가지 이론이 었다. 이 두 이론 

의 차이는 통사구조가 후어휘부음운영역을 결청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지 간접적으로 하는지에 었다. 전자는 직접통사 접근방법(Direct Syntax 
엄leory)이라고 불리며 후어휘부의 음운규칙영역은 직접 통사구조에 의해 

결청된다. 예를 들면， Kaisse ( 1985 )는 French liaison의 영역을 영역성분통 
어(domain c-command)로， Choi ( 1991 )는 한국어의 경음화와 재음절화의 
영 역을 성분통어조건(c-command condi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후자는 간 

접통사 접근방법으로 흔히 운윷음운론이라고 불린다. 여기셔 통사구조는 단 

지 운율성분을 도출하는 단계까지만 관여하고， 그 후 음운규칙은 오로지 운 

윷구조만 언급한다. 운율음운론에도 또한 두 가지 방법이 었다. 관계이론 

(Relation-Based Theory, Nespor and Voge11986; Cho 1990)은 운융성분을 

문창 내에서의 관계에 의해 결정한다. 예를 들자면， 운울구의 도출에는 핵 

과 보어라는 문장성분이 이용된다. 측단이론( End-Based Theory; Selkirk 
1986; Selkirk and Shen 1990)은 X-bar 계충범주(XO， xmax)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운울어와 운율구를 결정한다. Kang (1992a, b), Han (1992)과 

곽동기(1992 )는 한국어를 분석함에 Sel잉rk의 측단이론으로 한국어를 분석 

했다. 한국어에 관한 한， 이 두 이론-직접통사 접근방법의 Choi (1991 ),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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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통사 접근방법 의 Cho (1990), Kang (1992a, b), Han (1992)과 곽동기 

(992)-은 똑같이 후어휘규칙의 영역을 정확히 도출한다(재음절화， 경음 

화， 비음동화 등). 다시 말하자면， 두 이론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결청 

적인 근거를 보여주지 못한다. 하지만 단어 내에서 얼어냐는 음운현상의 영 

역에 관해서는 측단이론이 더 낫다. 왜냐하면， 단어 내에서는 성분통어 조 

건이나 핵과 보어라는 관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율음운론 학자들은 최근 후어휘부에만 운용성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 내에도 음운규칙의 영역이 되는 운윷성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운율계층을 단어 내로 연장한다면， 단어 내에서 나타나는 형태구조와 

음운구조 사이의 괄호매검 역설(bracketing paradox)도 또한 문법에셔 상 

호독립적언 두 구조(형태구조와 음운구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것은 통사구조와 음운구조의 불일치에서 가정하였던 것과 같이 문법에서 

음운구조의 완전한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cf. 공존가셜). 결국 음운론 

은 표시( representation)의 문제라는 주창이다. 

어휘부에서 운율성분을 도출하는 것이 예측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상반 

된 주장이 었다. Cohn ( 1989), Rice ( 1992 )와 Kang (1992a, b, 1994)은 

Selkirk의 XO 매개변인을 단어 내로 연장하면 단어 내 운율성분의 도출이 

예측 가능하다고 한다. 그렬 경우 합성어의 각 성분과 접두사와 어간이 각 

각 독립적인 운윷성분을 이루게 된다. 이런 결과가 가능한 것은 어휘부 내 

에셔 아직 괄호소거(Bracket Erasure, Mohanan 1986)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운율성분을 도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Inkelas (1989; in press)와 

Borrowsky (in pI1않s)는 운융성분의 도출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Inkelas (1989)는 영어의 경우 ω 볕에 a, ß (Kiparsky (1985)의 충 

위 1 . 2에 해당)라는 운융성분을 설정하였다. 각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ay. β라는 운율성분으로 실현된다. 독립어근이 아닌 구속어근은 
원래 운율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각 어휘항목의 운윷성분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첩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질이므로 기저에 운윷하위범주화 (prosodic 

subcategorization)로 표시된다 2 그리하여， 접사+어근/어근+접사의 연쇄 

는 각 첩사가 가지고 있는 운율하위범주화에 따라서 ay. β라는 운율성분을 
띄게 된다. 

이러한 운율음운론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음절화에 관련된 음운현상이 

한국어의 음절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 

서는 다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에서 음절청보는 기저에 표시할 

필요가 없고， 운율어가 형성되고 난 다음 그 안에서 처음으로 핵음절화 

2 Inkelas (1989)는 접사의 형태적 정보는 어휘부에 기재된 형태하위범주화(mor. 
phological subcategorization)를 。l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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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yllabification)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음절구조가 단순하 

고 음절화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어의 운율어 도출은 

Selkirk의 xo
[ 매개변인이 어휘부 내에서 얼어난 결과이다. 셋째， 한국어에 

서 음철은 음운 규칙의 영역이 되는 운율성분이 아니라 음운론적 실체를 가 

진 운율단위이다. 넷째， 말음중화와 고립분절음소거는 개별규칙이 아니라 

한국어의 음절구조 때문에 얼어냐는 현상이다. 다섯째， 동일형태소 내 자음 

군의 말음실현은 위치자질과/이나 공명성자질만 인가하는 한국어의 말음조 

건 때문에 얼어냐고， 그 실현은 기저에 표시된 자음의 위치자질과 공명성자 

절에 의해 결정된다. 

2. 한국어 운율성분 도출규칙 

한국어의 운윷성분을 도출하기 위해서， Kang (1992a，b)은 Selkirk (1986) 
의 측단이론과 운윷구조적형제약(Selkirk 1981, 1984; Nespor and Vogel 

1986)을 채택했다. Kang (1992a，b)은 한국어에서 운율어를 도출하기 위해 

서 Selkirk의 xo
[ 세팅을 단어 내로 연장하는 어휘척 lex"[ 매개변인을 제 

안했다. 다음은 Kang (1992b)이 제안한 한국어 운율어규칙이다: 

(5 ) 한국어 운융어규칙 

lexo
[ • ω( (lex: 어휘법주) 

규칙 (5)는 형태통사구조로부터 운율어가 사상(rnapping)될 때， 그 방향 

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실행된다. 운윷어는 어휘부 내에서 아직 형태 

소의 내부괄호가 소거되지 않았을 때 도출된다.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형태구조의 내부괄호가 어휘범주로 표시되어 았으면， 거기에 하 

나의 운율어를 표시한다. 복합어의 경우 운율어의 도출과정을 (6 )에서 살펴 

보자. (6 끼 )에서 접두사와 어간은 각각 별개의 ω가 되고， (6L)에서 합성 

어의 각 어간은 독렵적인 ω가 된다: 

(6,) N[N[ 접두사 N[ 어간]] 접미사] (6L) N[N[N[ 어간] N[ 어간]] 접미사] 

ω( ........ ω( .......... . ω( ........ ω( ............ . 

규칙 (5 )의 실행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므로， (6 끼 )과 (6L)에서 어간 

뒤에 오는 어미와 접미사는 자동적으로 선행하는 ω로 접속된다. 이것은 Itô 
(1986 )의 운율인가(Prosodic Licensing)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다. 즉， 운율 

적으로 하위성분인 음절은 상위성분인 운율어에 언가되어야 한다. 

운울어의 다음 단계언 운율구도 운율어와 마찬가지로 왼쪽끝 매개변인을 

택한다. 다음은 Kang ( 1992c)이 제안한 한국어 운윷구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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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국어 운율구규칙 
lexmax

[ • rþ( 

이 규칙을 따르면 운율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어휘범주의 

최대투영(maximal projection: AP, NP, VP…)의 왼쪽 끝을 만날 때마다 하 

나씩 도출된다. 

규칙 (5 )와 (7)에 의해서 도출된 운율어와 운융구는 다음 창에서 다루게 

될 음절화와 재음절화의 영역이 된다. 

3. 한국어의 음절화 

3. 1. 한국어의 음절구조와 음절화의 이론적 배경 

최근 음운론에서는 여지껏 분명하지 않았던 음절과 모라의 음운론 내에 

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근원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음절이 

음운론적 실체를 가진 단위인지， 음절의 내부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지， 음절구조는 예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성충적인 분석을 하고 었다. 

우선 음절화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살펴 보자. 음절의 내부구 

조에 관하여 여 러 가지 주장이 있어 왔다. 최근 모라음운론(Moraic Phono
logy, Hyman 1985; Hayes 1989; McCarthy and Prince 1986, 1990)에서는 

Vergnaud and Halle (1978), Selkirk (1982)과 Levin ( 1985 )의 x-충렬이론 

에서 설청했던 음절의 구성성분인 두음(onset)， 음절핵( nucleus), 말음 

(coda), 운모( rhyme)와 골격 (skeleton)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단 

지 모음만 모라(μ)로 표시된다.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두음과 말음에 최대한 

하나의 자음만 허용하기 때문에， 음절화는 분절음의 연쇄가 자음인지 모음 

인지에 따라 쉽게 예 견할 수 있다. Kang ( 1992a)은 다음과 같은 음절구조 

규칙(Syllable Structure Algorithm)을 주장했다.3 

(8) -r. μ-두기 
μ 

[ -cons] 

L. <1-두기 
6 

μ 

[ -cons] 

t::. 두음규칙 (Onset Rule) 

기lt 
[ +cons] 

3음철화에는 형판음절화(templatic syllabification)와 음철형성규칙(syllable buil
ding rule)의 두 방식이 있다. 전자는 음절형판에 분절음을 사상한다. 두 방식의 
비교는 Itô (1986)와 Kenstowicz ( 1994 )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국어에 관한 한 두 
이론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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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음규칙 (Coda Rule) o. 이중모음 형 성 (Diphthong Formation) 
ð ð ð 

~기 
μ μ μ 

[ ￡ions] [ - cons] [ -mns] 

위의 음절구조규칙은 일반 음운규칙과 서로 외재척 순서가 청해진 독자적 

언 규칙이 아니다. 분절음은 다음의 순서로 음절에 사상된다. 첫째， 모라두 

기에 의해 모라(μ)는 모음[ -cons]과 연결된다. 둘째， 음절두기에 의해 모 

라는 음절마디(ð)로 연결된다. 셋째， 모음 앞에 일어냐는 자음은 두음규칙 

(αlset Rule)에 의해 음절마디로 접속된다. 이것은 두음최대법칙의 결과이 

다. 넷째， 모음 다음에 나타나는 자음은 말음규칙(C띠a Rule)에 의해 선행 

하는 모라로 접속되어 말음에 실현된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기저에서 두 

단모음의 연속이다. 따라셔 이중모음화는 첫번째 모음[ -cons] 의 음절마디 

의 연결선을 삭제한( delink) 후， (80)에 예시된 것처럼 μ를 뒤에 오는 6로 
다시 연결한다. 재음절화는 (8 t: )의 두음규칙이 후어휘부에서 다시 적용된 

결과이다. 음절화가 얼어나고 난 후 남아 있는 분절음은 고렵분절음소거 

(Stray Erasure)에 의해 삭제되거냐， 무표적 모음(-i)이 삽업되어 음절화된 
다. 

음절화에 대한 최근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절정보가 어휘부에서부터 기재되는가(van der Hulst 1984, Ahn 
1985, Oh 1993), 아니면 운율성분이 정해지고 난 다음 그 안에서 처음으로 

음절이 세워지는가? 전자의 경우 음절은 단어형성시 첨가되는 접사에 따라 

음절구조가 바해기 때문에 재음철화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 후자의 경우 재 

음철화의 빈도가 줄어들고， 운율성분 사이에서만 재음절화가 얼어난다. 

둘째， 핵음절화 (core syllabification)의 영역은 무엇인가? 독일어는 형태 
소가 (Laeufer 1985), 영어는 충위 1에서 형성된 어간이 (Clements 1988), 
한국어는 운율어(Kang 1992a, b)가 음절화의 영역이라고 제안되었다. 

셋째， 최적음절(optimal syllable)이란 어떤 것인가? 두음이 없는 음절보 

다 두음이 있는 음절이 낫고(CV>V)， 말음에 자음이 있는 것보다 자음이 

없는 것이 낫다 (C)V>( C)VC). 결국 CV가 최적음절이다(Jakobson 1962, 

Kenstowicz 1994: 284). 
그렇다면， 이런 최척음절을 결정짓는 보편조건은 무엇언가? Clements 

(1988 )는 음절화를 결정짓는 것은 보편조건( universal condition)과 개별언 
어에 따른 개별조건이라고 규정했다. 그 보편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냐누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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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두음최대법칙( Maximal Onset Principle) 
주어진 언어의 음절구조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두음에 최대의 자 

음을 실현시킨다. 

vcv • v.CV 
(10) 공명 성 법 칙 (Sonority Sequencing Principle) 

음절핵에 가까운 자음일수록 공명도가 높다. 

Obstruent< Nasal< Liquid< Glide< Vowel 

Prince and Smolensky ( 1993 )에서도 이 둘은 음철화의 보편조건에 속한다. 
한국어에서 vcv를 v.cv로 실현하게 하는 두음최대법칙은 위에서 말한 최 

적음절을 만든다. 공명성법칙은 공명성이 높은 분절음을 보다 조화로운 

(more harmonic) 음절핵이 되게 하고 공명성이 낮은 분절음을 렬 조화로 
운o않s harmonic) 음절의 측단(두음， 말음)에 두게 한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 모음 사이에‘자음군이 올 때， 두음최대법칙만을 따라 자음군은 전부 

후행음절의 두음에 실현될 수 없다. 그 대신， 자음군은 공명성법칙을 준수 

하여， 음절경계를 분기점으로 일부는 선행음절의 말음에 일부는 후행음절의 

두음에 실현된다. 공명성법칙을 따르자연， 두음에서부터 읍절핵을 향하여 

공명도는 상승조를 나타내고， 음절핵에서 공명도는 최고치를 나타낸다. 그 

리고 거기셔부터 말음을 향하여 공명도는 하강조를 보인다. 

그리고， 선행음철의 말음은 후행음절의 두음보다 공명성이 높다. 바꾸어 

말하자면， 후행음절의 두음이 선행음절의 말음보다 자음강도가 높다. 이것 

을 Murray and Vennemann (1983)은 음절접촉법칙(syllable contact law) 
으로， 한국어에서 검차균 (1990)은 울렴도동화로 규정하고 었다: 

(11) 울렴도동화 ( 검차균 1990 ) 
음절경계 바로 앞 소리의 울렴도 능 음절경계 바로 뒷소리의 울렴도 

Hooper (1976)를 따라셔， 검차균 (1990 )과 오정란 (1993 )은 한국어의 자음 

강도체계(Consonant Strength Hierarchy)를 척도( scale)로 분류했다: 

(12) 국어의 음성도표 (김차균 1990) 

\\ 강도 I n m N V 
울렴도 자리 \ 성분 。~* 센업천장 업술 여원업천장 

강 1 (?) (Q) t th (j) C ch (9) p_ ph (g) k kh 

2 h S Sh (ç) (D Oh) 
3 d b g 

.4 <rd ( z) (3) (β) (r) 
5 (ñ) m 
6 (1) (Ã) 

약 7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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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음의 강도체계(오정란 1993) 

voic어 voicel，않s continuant voiceless 
g1ides 1iq띠ds nasals continuant voic어 stop stop tensed 

1 2 3 4 5 6 7 

검차균과 오정란은， 한국어의 자음간의 음운현상은 결국 공명성의 강도， 다 

시 말하자면， 자음의 강도때문에 얼어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설 

명은 자음간의 음운현상에 대한 올바른 분석이다. 

넷째， 개별언어의 음절화시 이런 보편조건은 때때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이런 예외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그런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Prince 

and Smolensky ( 1993 )는 보다 발전척언 의견을 제시한다. 그들의 최척이론 

(Optimal Theory)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음절화는 보편문법의 조건을 준 

수한다. 그리고， 그 조건들 사이는 적용순서가 정해져 있다. 개별언어간의 

음절화시 나타나는 차이점은 보편조건의 적용의 예외라기보다 상충하는 보 

편조건들간의 상대적언 척용순서 때문이다. 기존의 정근방법과는 달리， 음 

절화와 관련된 음운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개별규칙을 설정하기보다는 보 

편조건의 결과로 다루고 있다(Clements 1988; KenstowÏcz 1993; 김선희 

1993 ). 이것은 최근 통사론에서 규칙 대신에 보편원리( principles )로 통사현 

상을 셜명하는 경향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 절에서는 두음최대법칙과 공명 

성법칙이 한국어의 음절화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 보겠다. 

3.2. 음절화-두음최대법칙과 말음중화현상 

음절화시 두 모음 사이에 나타냐는 자음은 두음최대법칙에 따라 후행음 

절의 두음으로 실현된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이 두음최대법칙은 단어의 형 

태구조에 따라 제한되어， 선행읍절의 말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결 

국 한국어에서 음철화가 운율구조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것을 뭇한다. 이 절 

에서는 한국어는 ω가 만들어지고 난 후， ω 안에서 처음으로 핵음절화가 형 

성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의 자음이 두음과 말음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분포를 살 

펴 보자. 음절화시 n을 제외한 19자음은 모두 두음에 설현될 수 있다. 그 

러나， 창애음-펑음， 격음， 경음-은 두음에서는 기저형과 같은 표면형으로 

실현되지만， 음절말에셔는 (14)에 예시된 것처럼 모두 명음 파열음(lax 

stops)으로 중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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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말음중화현상 

g i , ph]6 • P 

t, t', th
] 6 ---, 

s, s’]6 서 t 
c, c’, Ch

] 6 ---1 

퍼6 

k, k’, kh] 6 • k 

그러므로， 순우리말의 자음 중 오직 p, t, k, m, n, 1.과 9만이 말음에서 실 

현된다. 이것은 말음이 두음보다 약한 위치이고 강도가 낮다는 언어간의 일 

반화(cross-linguistic generalization)7} 한국어에도 적용됨을 뭇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음 사이에서 두음최대법칙(두음규칙 (8 t:))의 적용 

이 형태구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두음최대법칙 

이 척용되는 경우를‘ 살펴 보자. (15 ，)에서 구속어간의 끝 자음 /ph/는 모 

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i/의 두음으로 실현된다. (16 ，)에서 명사 어간의 

마지막 자음 /s/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격조사 /i/의 두음으로 실현되고， 

(17L)에서 동사어근의 마지막 자음 /c/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시제형태소 

/-as’/의 두음으로 실현된다: 

(15 ) 구속어간 + 파생접미사 
'. N[ v[ kiph] i] ‘ 깊 이 ’→ω (kiphi), *ω (kip. i)→*ω (ki. bit 
L. Adv[ v[ka상]i] ‘같이’→ω(kaçhi)， *ω(kat. i)→*ω(ka. ji) 

(16) 명사+격조사 

끼 • N[ N[ o~] i] ‘옷이 ’→ω (0.0), *ω (ot. i)→*ω (0. di) 

L. N[N[O~] 페] ‘옷을’→ω (0.얽1)， *ω (01. 11)→*ω ( o.바1) 

(17) 동사 어근+활용어미 

ï. v[v[v[ κ .*’] dS']ta] ‘ 꺾 었다’→ ω (k'’d. k’dt. t’a) 

*ω ( κdk. dt. t'a)→ω (k'’d. gdt. t'a) 

L. v[ v[ v[k’ oç]as’] ta] ‘꽂았다’→ ω(k’o. jat. t'a)5 

*ω (k'’ot at. t’a)→ω (k'’o. dat. t’a) 

4 c) 1 논문에서 형태구조는 [ ]로 운율성분은 ( )로 표시한다. 
5(17L)과는 달리 어떤 화자에게는 기저음소 /ζ ch/는 [ s] 로 발음된다: 

ï. /nac+ iI'(낮이 )•( na~ 0, /nac+페/ (낮을)→( nasil) 
L. /nàch+ i/ (낯이)→(naO)， /nac빔/ (낯을)→( nasil) 

/nach+e/ ( 낯에 )• (nase), /nach+ -in/ ( 낯은 )•( nasin) 

이것은 /c, ch/가 공명음 사이에서 [ s] 로 절대중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음절화 545 

하지만， (18 )-(20)에서 두음최대법칙은 (15 )-(17)과는 달리 얼어나지 않는 
다: 두음최대법칙은 합성어내부경계인 (18 )-(19)에서， 접두사+어간의 경 

계인 (20 )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두음최대법칙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해 
당 자음은 (18)에서 선행음절의 말음에서 중화된다: 

(18) 합성어(어간 + 어간) 
기. N[ N[ caç] N[ ami] ] ‘젖어미’→ω(cat) ω(ami)→Ø(cadami)， 얘( cajami) 

L. N[ N[ puakh] N[ a버] ‘부엌안’→ω(puak) ω(an)→ø ( puagan), *ω(puakhan)6 

(19) 합성어+파생접미사 

-'. Adv[ N[ N[ aph] N[ aph] ]i] ‘앞앞이’→ω(ap)ω(ap에)→Ø(aþap안)， 얘 (ap"apl에) 

L. AdJ N[ N[ nath] N[ nath]] i] ‘낱낱이’→ω(nat) ω( nachi)→ω(nannac안) 

(20) 접두사+어간 
끼. N[ t;)~ N[ os] ] ‘덧옷’ →ω( t;}t) ω( ot)• ø (t;}dot), 째 (t;}~t) 

L. N[ n-iç v[ oHta]] ‘늦오르다’ →ω(n-it) ω(or-ida)→ø ( n-idor-ida), 얘(n-ijo더da) 

(19 )는 두음최대법칙과 관련하여 운윷구조와 형태 • 의마구조 사이의 불일 
치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예이다. (19-')에서 부사화접미사 ‘-i’는 합성어 

‘앞앞’ 전체에 걸쳐 의미역 (scope)을 갖지만， 음절화시 합성어의 둘째 어간 

과 함께 운율단위를 이룬다. 이 때 합성어의 말음/ph/는 뒤따르는 접미사 

‘r의 두음으로 실현된다. 한편， 첫째 어간 /aph/‘앞’의 말음 ‘ph’는 합성어 내 

부경계를 걸쳐 둘째 어간의 첫 음절의 두음으로 실현되지 않고， [p] 로 중화 

되어 실현된다. 이것은 음절화시 합성어의 각 어간이 독립적언 운율성분을 

이룬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20)에서도 접두사는 음절화시 뒤에 오는 

어간과 같은 운율성분에 포함되지 않고 어간과는 독립적인 운율단위를 이 

룬다. 따라서， 첩두사의 말음은 더 이상 모음 사이에 었지 않으므로， 두음최 

대법칙은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접두사의 말음 /s/와 /c/는 음절말에서 

[야로 중화된다. 

전통적으로 (20 )의 왼쪽 성분은 한국어에서 접두사로 분류되어 왔다. 한 
국어에서 접두사는 독자적으로 쓰이지 못하므로 자립적인 통사적 단어 

(syntactic word)가 아니다. 그러므로， 접두사는 구속형태소이다. Kaisse는 

6 어떤 화자는 /pu;}kh+e/‘부엌에’를 ( pu;}ge)로 발음한다: 

‘부엌이’→( PU;}gi), ‘부엌은’→( PU;}g-m), ‘부엌을’→(puag-il) 

이때 ‘부엌’의 기저구조는 /pu;}kh/이 아니고， /pU;}k!이다. 한편， 어떤 화자는 /pu 
;}kh/을 ( pu;}khe)나 ( pu;}ge)로 발음한다. 이런 경우， ‘부엌’의 기저구조가 /pu;}kh/ 
이나 혹은 /puak!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puage)는 어떻게 도출되는가? 
이런 경우 평음 파옐음뿐만 아니라 격음도 유성음화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즉， 
(pu;}ge)는 [ voice] 자질이 확산(sprea버ng)하여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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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왼쪽 성분은 접두사와 결여어간(defective stems)의 중간으로서 마 

치 합성어처럼 행동한다고 필자에게 지적했다. 원래 어간이었던 것이 때때 

로 접두사로 쓰일 때， 그들은 어간의 자격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단어의 오른쪽 성분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못하고， 왼쪽에만 고정된다는 돗 

이다. 한편 흔치 않지만， 접두사에 접사가 붙어 어간이 되는 경우가 었다. 

영어의 경우 접두사가 독립적으로 쓰인다( pro-labor• pros, anti-labor• 

anti~). 

만약 (18 )-(19)의 합성어와 (20)의 접두사+어간이 단얼 운율성분을 이 
룬다면， 두음최대법칙은 합성어의 내부경계(어간+어간)나 접두사+어간의 

경계에 걸쳐 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한국어에서 얼어나지 않 

는다. 어간과 접두사는 형태범주가 서로 다르지만， 음절화시 서로 독자적언 

영역을 형성한다. 본고에서는 이 운율성분을 운융어라고 부른다. 

다음은 외래어의 경우 음절화의 적용범위를 논의하고자 한다. 재미있게도 

근원어의 어말 자음‘ t는 한국어에서 ‘人’으로 표기되고 ‘λ’은 (21, L c)과 

(22L c)에서 보듯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 앞에서 실현된다: 

(21 ) 
'. N[ N[ pisikhe~] i] 
L. N[ N[ pisikh~] -i1] 

c. N[ N[ pisikh~] -in] 

2. N[ pisikhes] 

D. N[ N[ pisikh~] N[ wi] ] 

(22) 
'. N[ N[ kh .spines] i] 
L. N[ N[ kh .spine~] -i1] 

c. N[ N[ kh épin~] -in] 

2. N[ khépin영] 

‘버스켓 이 ’→ω ( pisikhei i ) ‘biscuij’ 

‘비스켓을’→ω ( pisikh원1) 

‘비스켓은’→ω ( pisikhe원n) 

‘비스켓’→ω ( pisikh안) 
‘비스켓 위 ’→ω ( pisikhe!) ω ( wi)• lþ(pisikh앵떼 ), 

*lþ(pi잉khe~때) 

‘캐 비 넷 이 ’→ω ( kh .sbinei i) ‘cabineì’ 

‘캐버 넷을’→ω ( kh.sbin웰1) 

‘케 버 넷은’→ω (kh.s비n원n) 

‘케비넷’→ω ( khébinej) 

口 . N[ N[ khéPine~] N[ kake]] ‘캐비넷가게’→ω( kbébinej) ω( kage) 
→ω (kh.sbine!k’age) 

8. pp[ NP[ N[ N[1‘h éPin~] N[ an]] ] e] ‘ 케 비 넷안에 ’→ω (khé비ne!) ω (ane) 
• lþ (khébin벼ane); ， 얘 ( khébin월ane)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 (-i, --11, --in)가 s 뒤에 오면_，- s는 두음최대법 

칙에 의해 그 첩마사의 두음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필자는 근원어의 어말 

자음 t는 한국어로 차용된 후 그 기저표시는 철자대로 /s/라고 주장한다. 

(21口)과 (228 )에 나타난 것처럼 합성어의 첫 성분의 말자음 /s/는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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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경계에 걸쳐 모음으로 시작하는 두번째 성분의 첫 음절의 두음에 나타 

나지 않는다. 즉， 두음최대법칙이 합성어경계에서 저지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외래어도 또한 음철화의 영역이 운율어임을 확인했다. 한국 

어화자는 /s/가 말음에서 [야로 중화된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 
를 기저형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삽입모음 i가 근원어의 어말자음 t 다음에 나타날 때， t는 삽입 

모음의 두음에셔 [ th] 로 실현된다: 

(23) boat→ω (potl뉘) ‘보트’， chart→ω ( chath-i) ‘차트’ 

(23)에서 근원어의 어말자음 t 다음에 한국어화자는 i를 삽업하나， (212) 
와 (222 )에서는 모음을 삽입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핵음절화는 운율어 안에서 얼 

어난다. 이것은 두음최대법칙이 접두사와 어간의 경계 그리고 합성어에서 

어간과 어간의 경계에서 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도출한 결과이다. 이 

것은 또한 음절화가 운융어 형성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뭇한다.Ahn 

(1985)과 Oh (1993)는 기저에 음절정보를 표시한다. 하지만 한국어는 음절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음절정보를 어휘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급진잠 

재표기이론을 따르자면， 예측 가능한 정보는 기저에 표시하지 않고， 파생과 

정시 도출된다. 따라서， 기저에 음절정보는 표시할 필요가 없고， 운율어가 

형성되고 난 후에 (8)에 나타난 음절구조규칙으로 음절은 세워진다. 

두음최대법칙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자음은 선행음절의 말음에 설현된다. 

창애음이 말음에 나타날 때는 중화된다. 이 말음중화현상은 전통적으로 하 

나의 음운규칙으로 설명되어 왔다(Kim-Renaud 1974, Chung 1980, 허웅 

1985 ). 최근 계충척 자질수형도의 관점에서， Kim(1987)도 역시 말음중화 
현상을 하냐의 규칙으로 보고， 관련 마디를 삭제했다. 범어적으로 말음에는 

두음에 나타나는 자음의 일부만이 나타난다. Goldsmith ( 1990 )는 그 이유를 

말음의 인가력( Licensing)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두음과 말음이 

보여주는 인가력의 비대청성은 두 가지 사실에서 기언한다. 첫째， 두음과 

말음은 음절에서 다른 위치에 었다. 둘째， 언어에 따라 두음은 언제냐 있어 

야 하지만 말음은 없어도 된다(두음필수원리 No Empty αlset Principle). 

Prince and Smolensky (1993: 128)가 지적했듯이 이전의 분석에서는 두음 
과 말음의 음절 내에서 위치와 인가력을 연관시키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Goldsmith의 분석은 이전과 달리 진일보한 것이다. 검션희 (1993)와 Oh 

(1993 )는 말음중화현상은 음운규칙이 아니라 종성조건/말음조건 때문에 야 
기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장애음은 후두자질[constric. 

glot.] , [spread gl야.]과 지속성자철 [ continuant] 을 말음에 인가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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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지 공명성자질과 위치자질만 인가한다. 인가되지 않은 자질은 고럽분 

절음소거에 의해 삭제된다. Oh (1993)는 이것을 말음조건(Oh 1992)으로 

셜청했다: 

(24 ) 한국어 의 말음조건(Oh 1992) 
한국어의 말음은 공명성자질표시와 위치자질표시만 언가한다. 

Oh(1993)의 말음인가의 예를 (25)에서 살펴 보자: 

( 25) ..,. /pak'’/• [pak] 

C 

X 
./"\ 
L SL 

[c 회 pfate 

C-뺨 

[dor] 

L. /nach/→[na야 

C 

X 

SL 

P1ace 
/\\ 

C-p1ace V-뿌ce 

[ cor] 

(25 .., )에서는 위치마디 밑에 있는 [ dorsal]자질만 인가되고 후두자질인 

[constric. gl야.]는 인가되지 않는다. (25L)에서도 위치마디의 종속자질인 

[coronal] 만 인가되고， 나머 지 자질은 모두 소거 된다. Oh (1993)와 킴 선희 

(1993 )의 공통점은 말음에 관한 척형조건 때문에 말음중화현상이 얼어난다 

고 분석했다. 

3.3. 고립분절음소거 

이 절에서는 기저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통일형태소 내 자음군( tauto

morphernic consonant c1uster) C.C가 음절화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 

보기로 하겠다. 한국어의 음절구조는 두음과 말음에 최대 1개의 자음밖에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음군은 단순화되거나， 각기 다른 음절 

( heterosyllable)에 나타난다. 두 자음 충 하나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을 
Kim-Renaud ( 1974), Chung ( 1980 )과 Ahn (1985)은 자음군단순화현상 
(Consonant Cluster Simplication)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Steriade (1982)와 Kim(1984 )을 따라셔， 자음군단순화현상은 독립적인 규 
칙이 아니라 한국어 음절구조 때문에 야기된 고립분절음소거라고 주창한다. 

이것은 Itô (1986)의 운융인가(Prosodic Licensing)를 따라 운율어 안에서 

분절음이 음절로 인가되지 않으면 소거된다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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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 통일형태소 내 자음군이 형태 •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어 

떻게 실현되는지 살펴 보자. 다음은 명사 내에 나타나는 ps, ks의 경우이다. 
(26 )에서 동일형태소 내 자음군 ιCj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첩미사가 

올 때 ， C언 p와 k가·선행음절의 말음에 실현되고， Cj인 S는 다음 음절의 두 

음에 실현된다. (27)에서 CCj가 어말에 나타날 때는， 버셜청음 C언 앨} k 

가 말음으로 실현되고， 설정음 CJ인 S는 소거된다. (28)에서 CCj 뒤에 자음 

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따라올 때는 연속하는 세 개의 자음군(triconso

nantal c1uster)을 형성하여 Cj인 s가 탈락한다: 

(26) CCJ+ V CD ps, @ ks 명사7 

..,. N[ N[ kaps] i] ‘값이’→ω (kaps’i) 8 

L. N[ N[ naks] -i1] ‘넋을’→ω (naks'페) 

(27) CCj # 
..,. N[ kaps] ‘값’→ω (kap) 

L. N[naks] ‘넋’→ω(nak) 

(28) CCj+C 

..,. N[ N[ kaps] kwa] ‘값과’→ω (kapk’wa) 

L. N[ N[ naks] to] ‘넋도’→ω (nt}kt’이 

(29) CCJ [V 

..,. N[ N[ kaps] N[;}d에]] ‘값어치’→ω(kap) ω(;}c에)→Iþ (kabd냥0， 얘 (ka뼈’a난i) 

L. N[ N[ N[ Cbék] N[ kaps] i] ‘책값이’→ω (Cbék) ω (kaps'’i)•Iþ (Cbékk’aps’i) 

(26)과는 반대로， (29 ..，)에서 첫째 어간이 ‘ps’로 끝날 때， 낳는 둘째 어간 

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닙’의 두음에 실현되지 않고 소거된다. 만약 

(29 키 )이 단일 운율성분을 이루거냐， 고럽분절음소거가 후어휘부로 지연된 

다면， 두음최대법칙에 따라 ι인 냥는 두음으로 실현되어‘(kaps’t}chi)라는 

틀린 표면형을 도출하게 된다. (29 ..，)에서 합성어의 첫성분의 말음 s가 실 

현되지 않은 사실은 고립분절음소거가 ω 단계에서 얼어난다는 컷을 뭇한다. 

다음의 동사에서는 C언 n과 l이 말음으로 실현되고 ι인 c와 th는 소거된다: 

7 원 속에 표시된 숫자는 표 (43)에 있는 번호와 일치한다. 
8 몇몇 화자는 /kaps/ ‘값’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올 때， /s/를 발음 
하지 않는다: 

‘값이’-( kabi), ‘값을’→( kab1l), ‘값은’→(ka버n) 

이것은 /s/가 ‘값’의 기저형의 일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이끈다. 따라서 기저형은 
/ka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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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 nc @ 1난 동사 
-'. v[ v[ anc] ta] ‘앉다’→(ant’a) 

L. v[ v[ ;}nc] ko] ‘ 얹 고’→(;}nk’0) 

( 31) -'. v[ v[ halth] ta] ‘활다’→( haltha) 

L. v[ v[ hulth] ko] ‘훌고’→(hulkh이 

미 

(30)에셔 c;와 ι의 위치자질이 설정성(coronaI)얼 때 공명음언 n이 말음에 

나타나고， (31)에서 th는 뒤에 오는 자음을 기식음화시킨다. 

다음은 통일형태소 내 I-C 자음군의 음절화를 살펴 보자. 순우리말 명사 

에 나타나는 I-C 자음군은 (32 )-( 35)에 예시 되 어 였다. I-C 자음군은 (32) 

에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뒤에 올 때는 둘 다 실현되지만， 

(33)에서 l-C 자음군이 어말에 올 때나， (34)에서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 

는 접미사가 올 때는 l은 실현되지 않는다: 

( 32) lC; + V @ 1m, (J) lk 명사 

-'. N[ N[ talk] -in] ‘닮은’→ω ( ta1g-in) 

L. N[N[hill‘] 퍼 ‘흙을’→ω (hi않11) 

C. N[ N[ salrn] i] ‘삶이’→ω(salmi) 

t33) lC; # 
-'. N[ talk] ‘닭’→ω ( tak) 

L. N[hilk] ‘흙’→ω (hik) 

C. N[salrn] ‘삶’→ω (sam) 

~34) lC+Cj 

-'. N[ N[ talk] to] ‘닭도’→ω (takt’0) 

L. N[ N[ hilk] to] ‘흙도’→ω ( 퍼kt’0) 

C. N[ N[ salm] kwa] ‘삶과’→ω (sarngwa) 

(35) lC.] [V 

-'. N[ N[ talk] N[ ;}mi] ] ‘닭어미’→ω( tak) ω(;}mi)→Ø(tagdmi)， 얘( talgdmi) 

L. JJ뻐k] Jakuui]] ‘흙야궁이’→ω(바‘) ω(a밍ui)→Ø(퍼gaguUi)， 얘(뻐ga밍ui) 

(33)과 (34)에서 보듯이 ‘Y이 아닌 그 다음 자음이 말음에 실현된다. 그리 

고， (35)에서 두음최대법칙은 합성어 경계에서 적용되지 않고 운윷어 내에 

셔 음철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1은 소거된다. 

하지만， l-C자음군이 순우리말 동사어근의 일부얼 때， 말음에는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이나 C냐 수의척으로 실현될 수 었다. 통샤의 lC 자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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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올 때， (36)에서 보듯이 l과 C는 둘 다 

음절화된다: 

( 36) @ lp lph, (J) lk 통사 

기 • v[v[palp]a] ‘밟어 ’→ω (palæ) 

L. v[v[ -ilph] a J ‘옳어 ’→ω ( -ilpha) 

t:. v[ v[ 파‘]a] ‘읽어’→ω(않a) 

2. v[v[k파‘Ja] ‘긁어 ’→ω ( k-i않a) 

(37 ) 끼. v[ v[ palp] ko] ‘밟고’→ω(palk’0)， ω(papk’0) 

L. v[ vhlphJ ci] ‘옳지 ’→ω ( -ilc’i), ω ( -ipc’i) 

1:. v[ v[ ilk] ciJ ‘ 읽 지 ’→ω ( ilc’i), ω (ikc’i), 

2. v[ v[k페k]ciJ ‘긁지 ’→ω ( k-ilc’i), ω ( k-ikc’i) 

하지만， (36)과 (37)과는 달리 동사의 자음군이 11rrν얼 때， 향상 m이 실현 

된다: 

(38) @ 1m 동사 

끼 • v[v[k버m]a] ‘굶어’→ω (ku1ma), 

L. v[ v[ ta1m]a] ‘닮어 ’→ω (ta1ma ), 

( 39) -'. v[ v[ k버m]ko] ‘굶고’→ω(kumk’0)， *ω(k띠k’0) 

L. v[ v[ ta1m]c괴 ‘닮지 ’→ω (tamc’i), *ω (talc’i) 

지금까지 동일형태소 내 자음군C，C)의 말음실현을 살펴 보았다. 이것은 CCj 

중 C만， Cj만 또는 C나 Cj 둘 중 하냐가 수의적으로 설현되는 세 가지 경 

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을 결청짓는 동언은 무엇일까? 이것 

에 대한 설명으로 Jung (1989), 김차균 (1990 ), 오청란 (1993 )과 Oh 
(1993 )의 분석을 비교해 볼 필요가 았다. Jung은 동얼형태소 내 자음군 c 
Cj의 말음실현은 위치자질과 공명성자철의 유표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분 

석했다. 검차균과 오청란은 말음과 두음 사이에 얼어냐는 음운현상은 자음 

의 강도체계와 울렴도강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분석은 위치자질과 

공명성이 근본척언 통언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다음 단락에서는 동얼형태소 내 자음군의 말음실현을 Jung의 유표성접근 

방법(mark어n않s)과 급진잠재표기이론(Radical Underspecification 깐leory; 

Archangeli 1984, Pulleyblank 1988)에 근거한 계충적 자질수형도의 분석 

(Kang 1992c)을 비교해 보자. 

다음은 Kang(1992c)이 설정한 분절음의 계충적 자질수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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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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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SG][ voice] / I "'l lateral] [na잃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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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진잠재표기이론에서는 분절음에 따라 기저에 마디가 표시되면 유표척 

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표적이다. 우선 위치자질부터 살펴 보자. (41 ï )에 

서 설정음(coronal)은 위치자질 중 가장 무표적이므로 위치마디의 하부구조 

는 기저에 표시되지 않는다. 연구개음( velar)과 양순음(labial)은 주변자음 

(peripheral consonant)으로 자연군을 이루므로， 주변마디에 붙는 의존자질 
이다. 순음자질 [labial]은 주변마다 밑에 잠재표기되고 설배자질 [dorsal] 
은 주변마디 밑에 표시된다. 이것은 결국 연구개음은 순음과 설정음보다 유 

표적이고 양순음은 설정음보다 유표적염을 뭇한다: 

(41) 위치자질 

Coronal < Labial < Velar 
ì. Kang( 1992c) P P P POace node): 위치마디 

PP PP P( eripheral node): 주변마디 

[do뼈] 

L. Jung (1989) + 
1:. 김차균(1990) 2/3 4 

+ 위치자질유표성 

5 자음의 강도체계 

Jung은 위치자질의 유무표시를 구별할 때 coronal에 ‘-’를 labial과 

dorsal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41 ï)에서 없bial과 dorsal은 위치 

마디 밑에 나타나므로 Jung이 위치자질이 유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상웅하 

고， 설정음의 경우엔 위치마다 밑의 설정마디가 잠재표기되므로 Jung이 위 

치자질이 무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상웅한다. 김차균은 치경음에는 강도 2와 

구개치경음에는 캉도 3을， 양순음에는 강도 4, 연구개음에는 캉도 5를 부여 

하였다. 킴차균에 따르면， 조음위치통화는 강도가 낮은 자음이 강도가 높은 

자음으로 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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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명성자질을 비교 • 분석해 보자. 셜측음과 비음은 공명음으로 기 

저에서 공명음마다를 가진다. 하지만 장애음은 (42. )에서 보듯이 기저에 
공명음마디를 표시하지 않는다: 

(42) 공명성자질 
Obstruent < Nasal < U때id 

.,. Ka때(1992c) R R R R(oot node) 뿌리마다 

L. Jung (1989) 
'C. 검차균(1990) 1-4 

s S S( onorant node): 공명음마디 

+ 
5 

[lateral] 
+ 공명도유표성 

6/7 올렴도강도 

(42. )에 나타난 공명성잠재표기는 Jung의 공명성유무표시와 결국 같다. 
킴차균은 장애음의 종류에 따라 울렴도강도 1-4를， 비음에 5 그리고 유음 
에 6과 7을 부여한다. 

Jung은 자음군 CCj종 어느 자음이 말음에 실현되는지는 위치자질과 공명 

성자질의 유표성조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Jung의 위치자질과 공명성 

자질의 유무표시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콸호 안의 수치는 검차균의 

강도): 

(43) CCj의 유표성 비교 

I~강i 
@ @ @ @ @ @ @ 

p s k s n c 1 th 1m 1 p/ph 1 k 
품사 N N V V N/V V N/V 
위치자질 + - + - - + - + - + 

(5 2) (5 2) (2 1) (2 1) (2 5) (2 4) (2 5) 

공 명 음 + - + - + + + - + -
(1 2) (1 2) (5 1) (6 1) (6 5) (6 1) (6 1) 

실 현 p k n m Vp Vk(V) 
k(N) 

@과 @에서 C와 C，의 공명성자질이 둘 다 ‘-’얼 때 C의 위치자질이 

‘+’인 p와 k가 말음에 실현된다.@과 @에서는 C와 ι의 위치자질이 둘 

다 ‘-’일 때 C의 공명음이 ‘+’인 n과 l이 말음에 실현된다.@에서 G와 Cj 

의 공명음자질이 둘 다 ‘+’일 때 Cj의 위치자질이 ‘+’인 m이 말음에 실현 

된다. Q)-@까지를 보면 말음실현은 Jung의 유무표시가 예측한대로이다. 

하지만 @과 @에서 C인 공명음은 ‘+’ 위치자질은 ‘-’이고， Cj는 그 반대 

일 때， 두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1)이 명사일 경우 위치자질이 ‘+’언 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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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된다). Jung (1989)은 이런 교체형이 나타나는 이유를 두 자음 Cι의 
위치자질과 공명성자질의 상충하는 유표자질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Prince and Smolensky ( 1993 )의 최적이론에서 이런 변이를 상충하는 조건 

의 상대적 적용 때문이라고 제안한 것에 유의한다면， 이것은 옳은 분석 

이t다-

한편 Jung의 유표적접근방법과는 달리 김차균과 오정란은 자음강도라는 

척도( scale)를 자음분석에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오정란 (1993 )이 지척한 

것처럼 조음위치에 따른 강도체계를 국어에는 5단계까지 나눌 펼요가 없다. 

국어는 위의 3단계의 조음위치면 충분하다. 음성학의 차원에서는 이런 척도 

가 타당하지만， 음운론에서는 이분법이 낫다. 

이와 달리 Oh (1993)는 말음인가(Coda Licensing)로 자음군단순화현상 

을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말읍중화현상과 자음군단순화현상은 (24 )의 한국 

어 말음조건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음절화를 기저와 표면으 

로 이분화한다. 따라서 동일형태소 내 자음군은 일단 기저에서 말음군으로 

실현되었다가 표면에서 위치자질과 공명성자질의 운율인가 순서에 따라 오 

직 하나의 자음만 말음에서 실현한다. 이때 표준어에서는 위치자질인가가 

공명성자질인가보다 우위에 서고， 경상방언에서는 그 반대로 공명성자질이 

위치자질보다 우위에 선다. (44)는 두 방언에서 말음에 인가되는 자음의 차 

를보여준다. 

(44) /hilk/ 표준어 경상방언 
기저 표면 표면 
/1k/ [k] [1] 

(J (J (J 

F\ \\ | 
c c • c c c c 
I I I I I I 

[son] [dor] [son] [dor] [son] [dor] 
[ lat] [ lat] [ lat] 

하지만， 굳이 음절화를 기저와 표면 두 군데에서 얼어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음절화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다. 곽동기 (1992 )의 지적처럼 기저형 

에 표변에서 실현되지 않는 음절말 자음을 두 개 설정하는 것은 추상적인 

분석이다. 

그러면， 이제 급진잠재표기이론과 계충척 자질수형도에 근거하여 CC, 중 

어느 자음이 말음에 설현되는지 살펴 보자. 본고에서는 Oh (1992)의 자음 

조건(24 )이 옳다고 생각하므로 그대로 채택한다. (45)에서 보듯이 급진잠 

재표기와 계충적 자질수형도에 따라 기저에 표시된 분절음의 위치마다와 

공명성마다의 표시 여부에 따라 두 자음 중 하나만 표면에서 말음으로 실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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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에서 6표시는 기저에 있지 않다. 말음인가 후 6가 표시된다. (45 끼 ) 

과 (45L)에서는 오직 위치마디가 표시된 p와 k가 말음으로 실현되고， (45 

t:)과 (452 )에서는 공명성마디가 표시된 n과 l만이 말음으로 설현된다. 

(45D)에서는 공명성마다가 다 같이 있을 때 위치마디가 표시된 m이 유표 

적으로 실현된다. (45 1::1 )과 (45^ )에서 C는 공명성마디가 Cj는 위치마디가 

표시되어 었으므로 l이나 p 또는 l이나 k가 실현될 수 있다. 즉， 이것은 말 

음조건에 따른 말음언가는 기저에 표시된 분절음의 표시여부에 따라 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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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재음절화 

3.2에서 음절화는 ω에 의해 제한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운융어 ωl 

의 마지막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운율어 ω2의 두음에 재음절화되어 실 

현된다: …VC)ω1 ω2(V ... • ... V)ω1 W2(CV ... 이것은 범어적으로 단어경계 

에셔 두음이 없는 음절을 피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Kenstowicz 
1994 ), 두음최대법칙이 후어휘부에서 다시 얼어난 것이다. 재음절화의 과정 

에서 선행하는 어말 자음 /ν은 후행어의 두음에서 [ r] 로 실현된다. 이것은 

1-약화현상이다. 그러므로， 음절구조는 재음절화와 관련이 었다. 이 절에서 

는 첫째， 재음철화가 운율구(rþ ) 안에서 제한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자 한 

다. 둘째， lexmax[ 세탕에 의해서 도출된 ￠는 때때로 설지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lexitiax[ 세팅을 보충하는 #재구조화( rþ-restructuring)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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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ø-재구조화는 운율구조의 중량(pros여ic constituent heaviness)에 

민감하다. 

먼저 운윷어 단계에셔 얼어나는 재음절화를 살펴 보자. 재음절화는 (46 )

(48 )에서 보듯이 모든 어휘충위에서 얼어난다. 말음중화현상을 거친 자음은 
운율어경계에서 재음절화를 거친다. (462)에서 보듯이 재음철화는 1-약화 

현상을급여한다: 

(46 ) 순우리말+순우리말 

..,. N[ N[ pap] N[ al]] ‘밥알’→ω (pap) ω (al)• cþ (pabaO 

L. N[ N[ YdHrn] N[ os]] ‘여름옷’→ω( Ydr-irn) ω( ot)• cþ ( Ydr-irnot) 

C. N[ N[ k’~h] N[ iHm]] ‘꽃이름’→ω (k’ot) ω ( ir-im)• cþ(k’odir-im) 

2. r，{nalJ -in뻐k]] ‘날음식’→ω( na1J ω( -in뼈k)→cþ(na뻐I용’ik) 

(47 ) 한자어+한자어 

..,. J J oou-ik] N[ in-없n]] ‘홍익인간’→ω(oouik) ω(in쩔n)→cþ(oou밟ngan) 

L.JJ강뻐k] J un-toU]] ‘애국운동’→ω( êguk) ω(undoU)→cþ ( êgugundou ) 

C. JJan-Jak] J -iy-ca]] ‘안락의자’→ω(때ak) ω (1yja)→cþ ( allagiyja ) 

(48) 외래어+외래어(순우리말) 
..,. JJ뾰뼈9퍼 J: ap"at"-i] ] ‘맨션아파트’→ω(짜n\ <l!J.) ω(a뼈헤)→Ø(뾰이<l!)a뼈t에) 

L. N[ N[ kh êpines] ] N[ a떠] ‘캐비넷안’→ω(khê바let) ω(an)→cþ (khê비nedan) 

(46c)에셔 첫째 어간 /k’och
/ ‘꽃’의 마지막 자음 ch는 일단 말음중화현상 

을 거쳐 모음으로 시작하는 둘째 어간 /iHrn/ ‘이름’의 첫 음절의 두음에 

재음절화된 후 유성음화를 거 친다. (46 근 )과 (47c)에서 유음 l은 재음절화 

에 의해 다음 음절의 두음에서 [ r] 로 실현된다. 재음철화는 또한 (47 )의 한 

자어와 (48 )의 외래어 충위에도 얼어난다. (46 )-( 48)에 있는 예는 형태적 

으로는 단어지만， 운융적으로는 (운율)구이다. 이제까지 운슐어 사이에 얼 

어나는 재음절화를 살펴 보았다. 

다음은 운율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재음절화를 살펴 보자. (49)에서 한청 

사의 말음 /ch/는 우선 말음중화현상에 의해 [ t] 로 된 후 모음으로 시작하 

는 명사 ai ‘아이’의 첫 음절의 두음에 실현된다.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상부샤(manner adverb)의 마지막 자음 1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is’ 

-‘있’의 첫 음절의 두음에 실현된다. (51)에서도， 목적어 chêk-il ‘책을’의 
말음 l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ilhdpdli-‘잃어버리-’의 첫 음절의 두음에 

실현된다. 그러나， (52)에셔 재음철화는 목적어와 부사어 사이에서는 얼어 

9 ‘=’는 두 성분 사이에서 음운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뭇하고， ‘/’는 음운현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뭇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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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다: 

(49) NP[Det=NP 
끼. IP[ NP[ DeJ my<)ζh] N[ ai-t-il] ] -i vp[ wa-s’-ta]] ‘몇 아이들이 왔다.’ 

L. Ø( ω(my<)t) ω(aidiri)) Ø( ω(watt’a) ) 

c. ø (myagaidiri) ø (watfa) 

(50) vp[ ADVP= V] 

-'. IP[ NP[ DeJ k-i] N[ haks택] ] --in vp[ V' [ ADVP[ call V[ is’-ayo]] ] 
‘그 학생은 잘 있어요.’ 

L. Ø( ω( k-i) ω(haks’ êU-in) ) φ(ω(cal) ω (is’<)y，이) 

c. ø ( k-ihaks' êU-in ) φ ( caris’ay，이 

(51) vp[NP= V] 
-'. IP[NP[nê]-ka VP[V'[NP[Chêk-쉰] V[ ilapdly-as’-ta]]] 

‘내가 책을 잃어버렸다.’ 

L. Ø( ω (nêga)) ø ( ω (Chêg표) ω ( ildæry<)tt:’a) ) 

c. ø (nêga) ø (chêg-iriraæry<)tt’a) 

(52) vp[ NP / ADVP= V] 

-'. ki salam--in vp[ V' [ vp[ 낭êk--ilJ ADVP[ acu] V[ cohaha-n-ta] ] ] 

‘그 사람은 책을 아주 좋아한다.’ 

L. 4> (ω(k-i) ω(saramin)) ø (ω(Chég-il)) 4> (ω( aju) ω(coahanda)) 

c. ø ( k-isaran넌n) ø (Chêg.il) ø ( ω ( ajujoahanda) 

lex1naif 매개변인은 (49)-(52)에서 올바른 운율구를 도출한다. (52)에서 목 

적어 chêk--il ‘책을’의 말음 1이 부사어 acu ‘아주’의 첫 음절의 두음에 재음 

절화되지 않는 것은 재음절화의 영역이 운울구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같은 운율구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재음절화가 수의적으로 얼어냐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le21%[ 세팅에 

의해서 도출된 운율구와 설지 발음되는 운율구는 일치하지 않는다. (53)

(56)에셔 보듯이 패nax[ 세팅은 관계절 CP와 핵명사구 NP 사이에 운윷구 

경계를 둔다. (53)과 반대로， (54)-(56)에서는 관계절 CP와 핵명사구 NP 

사이에 수의적으로 재음절화가 일어난다: 

(53) NP[ CP( VP)/NP] 

관계철은 분기하고， 주어 자리에 오는 핵명사는 명시어가 없다. 

IP[ cJ IJ vp[ NP[ cam] --il V[ ca-] ] ] n-in] NP[ aki] - ka] vp[ y êP거-ta] 

‘장을 자는 야기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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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þ( ω( carn11) ω(can-ip)) <þ ( ω(agiga)) <þ( ω(YêP’-ida)): Iex ma'[ 

→<þ (cam퍼an센) <þ (agiga) <Þ (YêP’-ida) 

(54) NP[ CP( VP )/NP] 혹은 재구조화(RS)에 의해 NP[ CP( VP)= NP] 

관계철은 비분기하고， 주어 자리에 오는 핵명사는 명시어가 없다. 

IP[ cp[ IP[ vp[ ca]] -n-io] NP[ aki] -ka] vp[ Yê’어-ta] 

‘자는 아기가 예쁘다.’ 

끼 • <þ( ω(can센)) φ(ω(agiga)) <þ( ω( Y êP' -ida ) ): Iex max[ 

→ω ( can-io) φ (agiga) ω (YêP’-ida) 

L. RS• <þ ( can-iDagiga ) φ (YêP’-ida) 

(55) NP[ CP( VP )/NP] 

관계절은 버분기하고， 분기하는 핵명사는 명시어가 없아 주어 자리 

에 나타난다. 

IP[ cp[ IP[ vp[ cäk] ] --in] NP[ N[ aki] N[ koyanui] ] - ka] vp[ pi낳a-yo] 

‘작은 아기고양이가 비싸요.’ 

'. <þ( ω(cag-iD)) <þ( ω(agi) ω(koyauiga)) <þ (ω(pis’ayo)): 삶a'[ 

• <þ (cag렌 ) <þ ( agigoyauiga) <þ ( pi날ayo) 

L. RS→냉 ( cag-ioagigoyauiga) <þ ( pis’ay，이 

t:. RS→얘 ( cag-iDagi) <þ ( koyauiga) φ (pis’ayo) 

(56) NP[ CP( VP )/NP] 혹은 재구조화에 의해 NP[ CP( VP)= NP] 

관계철은 비분기하고， 분기하는 핵명사는 명시어가 없이 목적어 자 

리에 나타난다. 

IP[ cp[ IP[ vp[ u] ] -n센] NP[ aki] -1-il] v[ tolpose-yo]] 

‘우는 아기를 돌보세요.’ 

'. φ(ω(un-iD) ) φ(ω( agir-il) ω( tolboseyo) ): lex max[ 

→φ (un센 ) <þ ( agir-ildolboseyo) 

L. RS• <þ (un렐agir-il) <þ ( tolboseyo) 

('53')에셔 관계절 표지( prenominalizer) n은 관계절 CP가 분기할 때， φ경계 

에서 aki ‘아기’의 첫 음절의 두음에 실현되지 않는다. (53)과는 반대로， 

(54)에서 관계철 CP는 비분기한다. 이 때， 빨리 말할 경우 (54 )에서 보듯 

이， 관계절 표지 n은 운윷구 경계에서 aki ’아기’의 첫 음절의 두음에 실현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측단이론( End-Based Theory)에 보충적인 ￠ 

-채구조화(4)--restructuring: RS)가 필요하다.4>--재구조화는 @과 ￠에 걸쳐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재음절화뿐만 아니라 수의척인 장애음， 비음동화와 유 

성음화까지도 셜명할 수 있다(Kang 1992c 참조). 한국어의 <Þ-재구조화는 

(53 )-(56)에서 ￠ 안에 있는 ω의 수와도 관계가 었다. (51)에서 관계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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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n에 운율적으로 무겁고 분기하는 ￠가 뒤따를 때는， n은 φ 경계에서 재 

음절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54)와 (56)에서 rþ-재구조화가 이분기(ω ω)하 

는 φ올 도출할 경우， 재음절화는 빼른 발화시에서도 얼어날 수 었다. 

Nespor and Vogel (1986)은 단어 사이의 통사적 관계에 근거하여 비분 

기 #를 제거하는 Raddopiamento Sintattico라는 수의적 #재구조화를 제안 

했다 10 그러나， Nespor and Vogel의 재구조화는 통사적 청보를 언급하지 

않고도 설행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Kang (1992c)은 한국어의 rþ-재구조 

화는 운융성분의 중량-φ 안에 냐타냐는 ω와 6의 수， 휴지， 발화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장했다. 

그럼， (54)-(56)에서 양재구조화를 ￠의 분기성파 관련하여 알아 보자. 

(54) '. rþ ( ω(can-ip)) rþ ( ω(agiga)) <p( ω(YêP’-ida)): lex ma"[ 

• <p ( can-ip) (agiga) φ ( Yêp'-ida) 

L. RS• <p (can-iv.a횡ga) <p (YêP년da) 

(55) '. Ø( ω(cag-iD.)) ø ( ω(a밍) ω(koyauiga)) ø (ω(pis’ayo)): 않~ 

• <p (cag-iv.) φ (a휠goyauiga) <p ( pis:’ay，이 

L. RS→냉 ( cag-ipagigoyauiga ) <p ( pis’ayl이 

c. RS→*φ( cag-iv.agi ) φ( koyauiga) <p ( pis’ayo) 

(56) '. φ(ω(un센)) <p (ω( agir-il) ω(tolboseyo)): lex max[ 

• <p (un뀔) <p ( agir-ildolboseyo ) 

L. RS• <p ( un-ipagir-il) φ ( tolboseyo) 

필자는 어휘부에서 형성된 ω가 후어휘부까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φ 안에 있는 ω의 숫자가 압재구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54)에서 비분 

기 φ 뒤에 버분기 ￠가 올 때， 두 비분기 φ는 수의척 재구조화에 의해 같은 

￠에 속하게 된다. (55 ，)과 (56 , )에서 맨 왼쪽 비분기 ￠ 뒤에 분기하는 

￠가 온다. 하지만 첫번째 ￠과 두번째 φ은 재구조화가 얼어나지 않는다. 왜 

냐하면， 만약 여기서 rþ-재구조화가 얼어나면， 그것은 너무 무거운 ￠를 생산 

하기 때문이다. (55)와 달리， (56)에서는， 첫번째 비분기 ￠는 두번째 φ의 

첫 ω와 하나의 ￠를 이루고， 나머지 #는 (56L)에셔 보듯이 독렵척언 ω를 

형성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rþ-재구조화는 왼쪽에 

10Nespor and Vogel (1986)의 싹재구조화는 다음과 같다: 
A non-branching ø which is the first complement of X on its recursive 
side is join어 into the ø that contains X. 
X의 순환척 인 쪽(recursive side)에 있는 첫 번째 보어가 비분기 ￠이 면， φ를 
X를 포함하고 있는 ￠에 연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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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오른쪽으로 얼어나고， 그것은 비분기 ￠를 뒤에 오는 ￠로 포함시키는 역 

할을한다. 

다음은 문장 단계에서의 재음절화를 논의하겠다. 재음철화는 (57, )과 
(58, )에서 보듯이 보통 주어 NP와 동사구 VP 사이에서 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57L)과 (58L)에서 운융적으로 아주 가벼운 (단음절) 비분기 NP 

-주격조사 생략- 뒤에 버분기 VP가 올 때， 주어의 말음 n과 p는 모음으 

로 시작하는 자동사 is'- ‘었-’과 was’- ‘왔-’의 첫 음철의 두음에 실현된다. 

(57 t: )과 (58 t: )에서 주어 NP가 비분기 ￠로 구성되어 있어도， 재음절화는 

NP 다음에 얼어냐는 휴지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57) '. 11,[ NP/VP] 
WI: NP[ DeJ k-i] N[ tO[1]] vp[ is' -ni] ] ‘그 돈 있니?’ 

• </J( ω ( k-i) ω (tO[1) ) φ ( ω (inni) )•( k-ido[1) </J ( inni) 

L.1JNP=VP] 재구조화에 의해서 

lP[ NP[ to[1] vp[ is'-ni]] ‘돈 있니 ?’ 

</J( ω (to[1)) </J( ω (inni) )• RS </J ( tO[1inni) 

t:. lP[ NP /VP] 휴지U/) 삽입 

1P[ NP[ to[1] ] / / vp[ is:’-ni]] ‘돈//었니 ?’ 

φ(ω(tO[1)) </J ( ω (inni) )→φ( to[1) </J ( inni) 

(58) '. lP[ NP/VP] 
lJ NP[ N[ N[ ke] N[ pap]] vp[ wa녕-ni]] ‘개밥 왔니?’ 

</J( ω(ke) (pap)) </J ( ω(wam피))→</J (kebap) </J (wanni) 

L. lP[NP=VP] 재구조화에 의해서 

lP[ NP[ pap] vp[ wa-s’-ni]] ‘밥 왔니?’ 
</J( ω (pap)) </J ( ω (wanni))• RS </J ( pabwanni) 

t:. lP[ NP /VP] 휴지 삽입U/) 

lJ NP[ pap] / / vp[ wa-s’ -ni]] ‘밥//왔니 ?’ 

</J( ω(pap) ) φ(ω(wanni) )→φ( pap) </J ( wanni) 

(57, )과 (58, )에서 왼쪽 ￠이 분기할 경우， rþ와 ￠ 사이에 재음절화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화자에 따라 얼어날 수도 있음). (57L)과 (58L)에서 재 

음절화는 다음을 시사한다: 빠른 발화시，</J는 분기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두 

비분기 rþ-주어 NP와 동사구 VP- 는 하나의 ￠이 된다. (57L)과 (58L)에 

서 일어나는 주어와 동사 사이의 재음절화는 공명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 

성음화를 급여한다. 또한 Cowper and Rice (1987)에 따르면， Mende어에서 

는 동사가 자동사얼 때， 비분기 VP는 반드시 잉여적으로 주어와 같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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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해야 한다. 훨자는 (57L)과 (58L)에서 얼어나는 재음철화는 부분적 

으로 음철수에 의해 야기되였다고 생각한다. 주어 ton ‘돈’과 pap ‘밥’은 단 

음절이다. Shiih (1985)도 Mandarin Chinese는 음보는 최소한 이음철이어 

야한다고 주창했다. 만약 도출된 음보가 운율적으로 너무 가벼운 단음절일 

때， 음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적형 음보가 되기 위하여 주변의 음 

보와 결합해야 한다. 이것은 #재구조화가 6와 ω의 수에 의존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57c)과 (58c)은 재음철화가 휴지의 유무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올 보 

여준다 11 뼈es (1988)도 불어의 Liaison- 어말 자음이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두음에 실현된다-과 같은 연결구조를 만들어 내는 규칙 

플은 휴지에 민감하다고 주창했다. (59)의 주제어 hank따따1-경n ‘한국인은’ 

과 (6이의 문창접속사 k-il.;)nc-ik ‘그런즉’의 다음에는 향상 휴지가 었다: 

(59) cp[Topic NP/CP] 

... p[ NP[ hankukin] -뀔/ / cp[ IP[ vp[ NP[ inc;)uJ -i v[ manh-ta]]]] 

‘한국인은 인정이 많다.’ 

L. tþ ( ω (hangl핑in웹)) tþ ( ω( inj;)ui)) tþ ( ω (mantha)) 

→tþ(ha맹l밍n-iD) φ ( inj;)ui) tþ ( mantha) ) 

c. RS• *tþ (hangu휠n-iDinj;)ui) tþ ( mantha) 

(60) cp[ 문창접속사/CP] 

... k-ilanc-ikl /ai-ka cip-e ka-s’-ta 
‘그런즉， 아이가 집에 갔다.’ 

L. φ(ω ( k-il;)nj-ik)) tþ ( ω (a핑a)) tþ( ω ( cibe) ω(katt’a) ) 

• tþ ( k-il;)nj-ik) tþ ( aiga) tþ ( cibegatt’a) 

c. RS→댐 ( k-il;)nj-igaiga) tþ ( cibegatt'’a) 

(59)에셔 주제어의 말음 n은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inC;)U ‘인 

정’의 첫음절의 두음에 재음절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제어 다음에는 휴 

지가 었기 때문이다. Selkirk ( 1980 )은 억양구(1) 내에서는 휴지가 없지만 

억양구 경계에는 반드시 휴지가 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어에서 주제어는 억양구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재구조화가 (59 

ll Kai잃e (1985)는 휴지삽입(pause insertion)이 Pl규칙과 P2규칙 사이에서 얼 
어난다고 주장한다. 실지로 많은 Pl규칙은 휴지에 민감하다. Maes (1988)는 
Kaìs않의 휴지삽입은 후어휘부에서 일어냐는 규칙이 Pl규칙인지 P2규칙언지 알 
아보기 위한 척도가 아니라， 휴지삽업은 어떤 규칙이 연결구조에 의존하는지 아닌 
지를 알아 보는 척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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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과 (60c)에서 얼어날 경우， 이것은 운율구조적형제약을 위배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61 )에서 나타나듯이 억양구를 교차하여 하재구조화가 

얼어나기 때문이다: 

(61) 1 1 

[“‘#““| 
φ ￠ 

이 절에서 한국어의 재음절화는 운윷어경계에서 얼어나는 영역경계규칙 

(dornain juncture rule)으로 ￠ 내에서 제한된다. lexmax 세팅만으로는 실제 

운윷구의 경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므로，ø-재구조화를 다음과 같이 제 

안한다: 

(62) ø-재구조화(Kang 1992c) 

가. 비분기하는 φ는 뒤에 오는 ￠로 포함된다. 

rþ( ω ( )) rþ( ω ( )..... • rþ( ω ( ) ω ( )…· 

L. 분기하는 ￠가 비분기 φ뒤에 올 때， 앞에 오는 두 ω가 

하나의 φ을 형성하고， 뒤에 오는 ω는 독립적인 φ율 형성한다. 

4>( ω ( )) 4>( ω ( ) ω ( ).... •4>( ω ( ) ω ( )) 4>( ω ( )J ... 

이 절에서는 운울구에서 얼어냐는 한국어의 재음절화를 고찰해 보았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음절화의 보편조건인 두음최대법칙과 공명성법칙이 한국어의 

음절화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음절화와 관계된 현상

두음최대법칙， 말음중화현상， 고립분절음소거-을 살펴 본 결과 한국어의 

음절화의 영역을 운율어로 규정했다. 이것은 두음최대법칙이 합성어경계나 

접두사+어간의 경계에서 제한되기 때문이다. 운율어 내에서 두음최대법칙 

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해당 자음은 말음중화현상을 거친다. 통일형태소 내 

자음군은 위치자질이나 공명성의 유표성에 따라 한 자음만이 말음에 실현 

된다. 이것은 두음과 말음에 최대한 하냐의 자음밖에 허용하지 않는 한국어 

의 음절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었다. 재음철화는 운율어와 운율어가 이어져 

연결구조가 형성되어 았을 때， 선행 운융어의 마지막 자음이 후행운율어의 

첫음절의 두음에 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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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llabification in Korean 

Ongrr피Kang 

In this paper 1 will discuss several phenomena re1a않d to syllabification in 

Korean, which have been regarded as phonological rules in traditional 

analyses. First, 1 will argue that the syllable in Korean is not a prosodic 

constituent, which serves as a domain of lexical rules in Prosodic 

Phonology (Selkirk 1986; Selkirk and Shen 1990; Nespor and Voge11986; 

Shih 1985; Hayes 1989 ). 

Second, information on syllabification does not need to be listed in the 
underlying representation but core syllabification first applies after ω’s are 

formed, because syllable structure in Korean is simple and predictable. Note 

that Korean al10ws maximal1y one consonant either in the onset or in t뾰 
coda. 

'Third, universal constraints on syl1abification, onset ma원malization and 
sonority sequencing principle, play a key role in Korean syllabification. If 

onset maximalization cannot apply in the compound boundary or prefix+ 

stem boundary, the consonant in question is neutralized as a coda. The 

surface coda realization of the under1ying tautomorphemic consonant 

clusters is determined by coda licensing; only sα10rity and p1ace 

specifications listed in the underlying representation are licensed to the 

coda in Korean. Resyllabification is an extension of om꽃t maximalization 

across prosodic word boundaries. Thereforξ coda neutralization and stray 

erasure are not distinct rules, but they are trigged by syllable structure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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