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의 장/단모음화 현상에 대하여* 

박 천 

o. 들어가기 

돼e Sound Pattern 01 English ( SPE) 이래， 표준 이론에서는 근본적으로 
어휘 목록(lexicon)이 각각의 어휘 항목에 대해 의미 정보와 통사적언 청보 

뿐 아니라， 개개의 고유한 음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어휘 항목으로 이루어 

져 었다고 가정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소가 형태적인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다른 발음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이를 단 하나의 

어휘 항목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한 형태소가 어휘 항목 이외의 여분의 형 

태들을 지니게 될 때， 이들 異形態( allomorphs)는 기저 음운 형태의 자질 

값을 변화시키는 음운 규칙에 의하여 표면형으로 導出(derive)된다. 생성 

읍운론은 이 이형태들이 하나의 단일한 어휘 형태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간 

주하기 때문에 많은 변이 형태들을 어휘 목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좀더 간 

결한 어휘 목록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현대 영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일 형태소로 여겨지는 단위를 포함하는 

어휘들의 모음이 출현하는 환경에 따라 셔로 다르게 발음되는 교체 현상을 

볼수있다. 

(1) [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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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훼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1 어휘 목록(또는 사전)에 어떤 형태소틀을 기록해야 하는가는 학자들마다 의견 
이 다른데， 접사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는 Aronoff ( 1976 ), 단어， 어간， 첩사들까지 
모두 기록하는 Lieber ( 1981), Selkirk (1982), Wolff ( 1983 ) 등이 있다. 특히， 
Wolff ( 1983 )는 형태소 고유의 특정을 가지고 었으며， 규칙으로 일반화가 안되는 
이형태들을 사전에 수용해야 한다고 가창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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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음 쌍들의 일률적인 차이는 후기 중세영어에서 근대영어에 이르기 

까지 영어의 장모음들에서 형성된 변화 즉， 대모음추이라고 불리는 음운 변 

화의 결과로 단순어에서는 한 단계 높은 이중 모음으로， 파생 환경에서는 

한 단계 낮은 단모음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SPE는 영어의 음운론이 

중세영어의 대모음추이와 유사한 모음 추이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 

한다. 그리고， 이것은 Foley (1970), Stockwell (1975; 1978), Wolfe 

(1975), Carter( 1975), Yamada (1984) 및 많은 다른 논문들에서 이론적 

논쟁의 초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Halle (1977), Rul갱ch ( 1984), Halle & 

Mohanan ( 1985 )으로 내려오면서도 SPE의 핵심은 아직 남아 있고， 모음 

추이의 규칙은 아직도 일반적으로 SPE 이후의 생성 음운론에 받아들여지 

고 었다. 

이 논문에서도 위의 모음 교체 현상이 장모음을 상승사키는 모음 추이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2 그러나， 이 교체 쌍들이 단순히 

모음 추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만약 창모음을 기저형으로 본다면， 단 

순어는 모음 추이와 이중모음화에 의하여 3 그리고 파생 환경에서는 단모음 

화라는 추가적인 규칙에 의하여 모음 추이와 이중모음화를 피함으로써 올 

바른 표면형을 갖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어에서 

단모음으로 파생 환경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나타나는 교체 쌍들도 있으므로， 

이 경우 단모음올 기저형으로 가정한다면 첩사가 첨가될 때 이러한 단순어 

의 단모음을 장모음으로 만들어 주는 규칙도 역사 펼요하다. 이 논문에셔는 

모음 추이와 연관되어 있는 장/단모음화의 현상을 연구하고 이들을 설명하 

기 위하여 장재 모라를 사용한다. 이로써 문제가 많은 창모음화 규칙올 폐 

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학자들이 설정해야만 했던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기 

저형들을 추방함으로써 추상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이겠다. 

2 McCawley ( 1986: 30 )는 모음 추이는 긴창 모음의 상승과 이완 모음의 하강 
중 어떤 쪽을 선택해도 셜명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며， McMahon ( 1990 )은 그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모음의 상승과 이완 모음의 하강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모음 
추이 규칙을 형식화한다. 

3 이 논문에서는 SPE와 달리， 모음 추이가 이루어진 후에 이중모음화가 적용되 
는 컷으로 보는데 이는 Halle and Mohanan ( 1986 )의 규칙 적용 순서와 같지만 
그 이유는 전혀 다르다(박천배 1994 ). 이는 장모음을 기저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 
두 모라가 높이가 명시된 경우에는 모음 추이 규칙의 적용 대쌍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이중모음화 규칙은 미명시 이론을 응용하여 모음이라는 표지 외에는 아 
무것도 명시되지 않은 후반 모라에 활음의 높이가 삽입되고 여끼에 전반 모라의 

후설성을 전파시키는 전혀 독립적인 두 과정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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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모음화 

단모음화 규칙 중 대표적 인 것은 말미 제3음절에서 이완 또는 단모음화 

시키는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 자음군 앞에서 단모음화 시키는 cc 단모음 
화(CC Shortening), 또한 I-ik, -id, -iV 등의 특정 접미사 앞에서 단모음 
화 시키는 규칙 등이 었다. 이들은 순환 규칙으로서 제1충위에서 적용된다 4 

다음의 모음 교체 쌍들을 살펴보자. 이들의 공통점은 파생 환경에서 어말 

의 제3음철이 단모음이며， 그에 대응하는 왼쪽 열의 단순어의 모음은 창모 

음 또는 이중모음이라는 사설이다. 

(2) 말미 제3음절에서 단모음화되는 파생어들 

appeal appellative 

decide decision 

grateful - gratitude 
파le delinea te 

pine pineal 
profane profanity 

severe severity 
verbose verbosity 

이 어휘들의 교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후속하는 두 음절이 있고 

그 중 첫 음절에 강세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단모음화 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규칙을 나타내는 일반적 인 방법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5 

(3 )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 규칙(암isyllabic Shortening) 

N 

/"\\ • 
x x 

N 

/잊、 
X x / 

(J (Jw (J 

R 

위의 단모음화 규칙 외에도 두 개의 자음에 선행하는 창모음이 짧아지는 다 

음과 같은 현상이 였다. 

4앞으로 논의를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장모음과 이중모음을 한꺼번에 언급 
하기 위하여 단지 장모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 
서는 표면의 창모음은， 기저에서부터 이중모음으로 가정하는 어휘들을 제외하고 
는， 모두 기저의 창모음이 모옴 추이된 결과에 이중모음화가 적용된 후에 다시 
cεP에 의하여 다시 장모음으로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Yip 1988). 

5 이 논문의 도식에서 N은 음절핵， X는 모라， [H]는 높이，>는 높이의 정도를 
가리 킨다 ( 박천배 199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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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 단모음화의 대상이 되는 파생어들 

benign benignant mean meant 

bereave bereft repugn - repugnant 

leave left steal stealth 

rnalign rnalignant wide width 

cc 단모음화(CC Shortening)는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CC 단모음화(CC Shortening) 

/\ 
x x 

N 

-• ~ 
x 

/략없 
x / x 

위의 단모음화 규칙은 폐음절에서， 즉 적용 대상이 되는 음절의 각운이 가 

지를 칠 때 6 단모읍화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 자음이 

둘언 wild1..f child 등의 단순어들이 CC 단모음화에 의하여 짧아지는 것은 

엄밀 순환 조건을 이용하여 막을 수 었으며 ， kept1..f theft와 같은 파생 형태 

를 단모음화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환경 외에도 몇몇 형태소들은 선행하는 모음에 대하여 통 

일한 단축 효과를 가져올 수 었다 7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자. 

6CC 단모음화 규칙은 Charette (1991: 176)가 설명하는 것처럼 창모음이 제1충 
위의 가지 천 각운(branching rhyme)에서 단모음화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kelπ와 sealed는 단모음화가 적용될 시점에서 적용 영역 내에 환경이 조성되는가 
에 따라 각각 단모음화가 적용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즉， seal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굴절 형태소가 제2충위에 첨가되지만， keep에는 제1충위에서 첨가된다. 
그러므로 제1충위에서 적용되는 단모음화는 kept에만 적용된다. seal의 /ν과는 달 
리 kept의 /p/는 제1충위에서 이미 앞 음절의 각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7 반면에， Allen (1978)은 -ish를 제2군에 속하는 접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 
로 원칙적으로 제1총위에 척용되는 -ish 앞에서는 단모음화는 봉쇄되어 버린다. 
그의 관찰은 단모음화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옳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단모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단어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들 중의 몇 개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pe - apish lout - loutish 
child - childish knave - knavish 
boy - boyish mode - modish 

위에서 보인 -ish로 끝맺는 단모음화된 어휘들을 셜명하는 한 가지 방편은 이들 
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동사를 만드는 첩미사 [is버 v는 제1충위에 할당하고 형용 
사를 만드는 [ish] A는 제2충위에 할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fiπish와 같은 
단모음과 shee'[ish의 장모음을 모두 도출할 수 었다. 그 경우 Spanish는 예외로 남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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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앞의 모음을 단모음화하는 형태소들 -ic， -iφ -ish, -ule, -aπ -ate 

cone conic hormone hormonic 
pale pallid rabies rabid 
final finish punitive punish 
globe globule grain granule 
ovule ovular vestibule vestibular 
catena catenate saccule sacculate 

그러므로 이들도 단모음화 규칙에 포함시키면 다음과 갇을 것이다. 

(7) -ic 단모음화(-ic Shor않ning) 

커"''x I { 편} N 

/\ 
x x 

-
x 

우리가 어떤 규칙을 형식화할 때 향상 만나게 되는 문제는 규칙의 환경을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었다는 것이다 8 
다음은 단모음화의 예외이다. 

(8)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의 예외들 

dubious dubiety simultaneous simultaneity 

notorious - notoriety various variety 
obese obesity delete deletion 
pious piety devote devotion 

또한 특정 단포음화 어미를 가지고 았으면서 장모음으로 남아 있는 경우 

도볼수 었다. 

(9) 단모음화 어미의 불변 파생어 
base basic benzo benzoic 

cube cubic dichroism dichroic 
scene scemc 

Rubach (1984)나 Halle & Mohanan (1985 )에서는 특별히 취급하고 았 
거나 예외로 보아야 하는 위의 예들은 다음의 장모음화의 창이나 그 뒤에 

오는 잠재 모라의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8 일반적으로 단모음화는 제1충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2군 첩사들이 결합하는 경우에도 단모음화되는 예가 었다. 

animalcule - animalcu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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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모음화 

박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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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휘들은 단순어일 때는 단모음이지만 접미사가 첨가되면 장모음 

또는 이중 모음으로 된다. 이들은 우리가 단모음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 

다. 왜냐 하면 이 어휘들은 기저형은 단모음이지만 도출되는 과정에 장모음 

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모음화 규칙만으로는 도저히 

셜명할 수 없는 이러한 어휘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었다. 

(10) 장모음화가 필요한 파생어 

Abel ~ Abelian courage ~ courageous 

Caucas ~ Caucasian felony ~ felonious 

Horace ~ Horatian logic ~ logician 

Lilliput ~ Lilliputian manager - managerial 

comedy ~ comedian study ~ studious 

그러므로 우리는 단모음을 장모음으로 만들어 주는 장모음화 규칙이 었다 

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주로 αV 음소 열(phoneme string) 앞에서 

얼어나기 때문에 긴장 모음을 모음 추이의 대상으로 삼던 SPE에서는 아래 

와 같은 긴장모음화(Tensing) 규칙으로 만들어 이들을 설명했다 9 

(11 ) 긴장모음화(Chomsky & Halle 1968: 181) 

r -low 1 
V • [+ 따1않] / 1 ~ 1 CI 1 -back 1 V 

1-=많h | I | -cons | 
“ L -stress J 

이 규칙은 두 개의 모음 앞에서 비고( nonhigh) 이완 모음을 긴창 모음으로 
만들어 준다. 이 규칙이 비고모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고모음을 가진 

다음과 같은 교체 쌍의 오른쪽 항목들을 창모음화로부터 배제하기 위해서 

이:다. 

9 이 창모음화 규칙은 CiV의 바로 앞의 비고모음을 걸게 만들도록 형식화되어 있 
으므로， 첫 음절이 창모음으로 되는 10휠cwn은 설명하지 못한다. 첫째 음절이 장모 
음이 되는 것을 셜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척언 장치가 필요하다. 장모음화 규 
칙의 이러한 결함은 Rubach (1984)나 Hal1e & Mohanan ( 1985 )에 와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또 Ita1iaη에서 둘째 음절이 단모음인 것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 
러나 Halle & Mohanan (1985 )에서는 장모음화보다 단모음화가 나중에 오는 것 
으로 받아들이면， -ian의 바로 앞 음철이 단모음언 어휘들은 설명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들이 단모음화를 나중에 적용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으며， 또 
한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즉， studious나 Lilli putian 
등의 어휘들이 장모음화된 후에 다시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에 의하여 짧아지지 
않고， 장모음으로 표면화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장모음화 
규칙을 없애고 잠재 모라를 이용하여 이들을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언 음운 규칙으 
로 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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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high]로 장모음화에서 배제할 수 있는 파생어들 

(a) (b) 

punctile punctilious decide - decision 
reptile reptilian derise derision 
Vlce VlCI0US 
delight delicious 

exclse eXClS10n 
preclse - preclslon 

그러나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어휘들이 었다. 아래 어휘들 중 

에 서 patio 같은 것은 외 래 어로 취급하거나 special과 함께 단순어로 취급하 

여10 어휘 음운론 내에서 엄밀 순환 조건에 의하여 창모음화가 수행되지 않 
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외의 많은 어휘가 CiV의 환 

경에서 장모음화 규칙을 적용 받지 못해셔 단모음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만 

든 장모음화 규칙은 다음과 같이 창모음화의 환경을 만족시키지만 단모음 

으로 나타나는 파생어의 경우는 전혀 셜명할 수 없다. 

(13) CiV 장모음화의 예외들 

ltalian patio 
Maxwellian precious 
capricious prestigious 
centennial rebellious 
gaseous special 

또한 Ru뼈ch (1984)가 지척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체계척인 예외들도 

있다. 

(14) SPE에서 장모음화의 예외 -zon으로 끝나는 단모음 어휘 

battalion discussion .m 
m 없

 $ 

m 
@ 

expresslOn 
medallion 

10 special이 specific과 같은 어간을 공유한다고 본다면， 이를 파생어로 인정해야 
할것이다. 

llHalle & Mohanan (1985)에서는 모음 추이를 수행하지 않는 Cmcago, balm, 
baud 등의 기저형이 긴장 단모음언 것으로 가정한다. 그 결과로 모든 장모음이 모 
음 추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되며， 또 CiV 장모음화는 모음 추야 규칙 이전에 
수행되도록 순서가 결정되어 었다. 그러므로 장모음화의 규칙이 [ -high] 환경에만 
척용되도록 형식화되어 있지만， capricious는 장모음화의 적용 환경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왜냐 하면 장모음이 모두 모음 추어를 통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 었 
으므로 capricious는 기저에서 중모음 /e:/(SPE의 /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모음 추이의 적용 대상으로 긴장 모음 
을 가정하는 Rubach (1984 )도 pool, tooth, tool 등의 단순어처럼 표면에서 /y/ 없 
이 /u:/로 발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엄 승차의 원리에 업각하여 표면형을 
도출하므로， ca pricious를 그의 긴창모음화 규칙의 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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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ional procession 
depression progression 

쳐 
‘-

이 예외들은 모두 -wn으로 끝나는 어휘들이므로 -wη으로 끝나는 단어들 

을 모두 CiV 장모음화에서 제외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Ru뼈ch 

(1984 )는 이들을 장모음화 규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 -ion의 기저형을 

/yoψ으로 설정하였으며12 다음과 같이 긴장모음화 규칙의 환경에 저모음 

자질인 [+ low] 를 삽업함으로써 이들을 장모음화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15) αV 긴장모음화 (Ru뼈ch 1984: 47) 

[~양l ] - [ -∞ns 1 [ +s찌 • [+ 따lSe] / C I + high I I :~"' - I 
-비gh J L - stress J L + low J 

Ru뼈ch는 이렇게 해서 (14)의 -ion으로 끝나는 어휘들을 장모음화 규칙으 

로부터 제외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그 접미사의 기저형을 /yon/으로 설정 

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12b)의 

decision, precision과 같은 어휘 항목들이 말미 제3음절 이완모음화(1SL)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기저의 장모음을 -wn 앞에서 단모음화시키 

는 추가척언 규칙이 펼요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Rubach는 

(16 )과 같은 l-이완모음화( l-Laxing) 규칙을 설정하게 된다. 

(16) l이완모음화(RU뼈ch 1984: 43) 
z • [-tense] / Co y V 

그러나 이러한 특별 규칙(ad hoc rules)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은 문법 전 

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 그 결점 외에도 (17)에서 

보는 것처럼 ， -ation으로 끝나는 어휘들에 다시 접미사 -al 등이 첨가될 때， 

왜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가 수행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13 

(17) 말미 제3음절에서 단모음화가 얼어나지 않는 어휘들 

accornmodational 
acculturational 
administrational 

12그의 표기대로는 /jon/이다. 

coeducational 
co이llat디ional 

computational 

13 national, rational과 갇은 어휘에서 말미 제3음철 단모음화가 얼어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다 -wn에 대하여 Rubach와 같은 단음절 기저 형을 설정한다면， 당연히 
-ational로 끝나는 어휘들에서 -at( e)-에 단모음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단모음화가 얼어나지 않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가 일어나는 national, rational 둥만을 /yon/으로 가정하고 이들을 제외한 
모든 -ion에 대하여 /ion/이라는 2음절 기저형을 가정하고 잠재 모라를 이용하여 
셜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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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ional configurational 

Rul월ch( 1984)와 Halle & Mohanan ( 1985 )은 -wn의 기 저 형을 /yon/으로 

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17)과 같은 단모음화의 예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의 규칙 체계 내에서는 이틀을 체계적인 예 

외로 기록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외적언 어휘들을 기저에 표시하고 또한 revLston과 같이 예외적 

인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특별 규칙， 즉 l-이완모음화를 만들어서 CiV 장모 

음화를 유지한다고 해도 algebra- algebraic냐 vary- variety와 같은 단어에서 

왜 단모음 환경을 이루는 데에도 불구하고 장모음으로 되어 모음 추이가 얼 

어냐는지는 역시 설명하지 못한다. CiV 장모음화가 설명할 수 없는 또 한 

종류의 어휘들은 다음과 같다. 

(18 ) 단모음화 환경에서 모음 앞 장모음을 포함한 파생어들 

a1gebra a1gebraic impious impiety 

dubious dubiety various variety 

ambiguous - ambiguity 

Rubach는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SPE 이래 받아들여 

져 온 모음 앞 긴장화( Prevocalic Tensing) 규칙을 순환후 규칙으로 설청한다 

(Kiparsky 1982a, 1982b, 1983; l\1ascar6 1976). 이 규칙은 순환후 규칙 이므 

로 이완모음화에 의해셔 이완된 모음까지도 다시 긴장 모음으로 만든다. 

(19) 모음 앞 긴장모음화 (Rubach 1984: 33) 

V • [+ tense] / V 

그러나 모음 앞에서 긴장모음화가 일어난다 해도 모음 추이가 향상 일어나 

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그는 Halle ( 1977 )와는 달리， 모음 추이의 대상 

으로 모든 긴장 포음 대신， Chomsky & Halle(1968)처럼 강세를 받는 긴 

장 모음으로 한정함으로써 various, im때ous， maniac 퉁이 모음 추이에 의하 

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막았다. 그럼으로써 그는 (18)의 쌍에서 variety, 

impiety, maniacal과 같은 파생어들에서 강세를 받는 모음에만 모음 추이가 

얼어냐는 컷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assume, studious를 설명하기 위하 

여 기저에 추상적인 /li./나 /A/를 설정하고 긴장모음화 규칙을 통해 표면형 

을 도출해 낸다. 또 decision, reVLswn과 같이 단순어의 창모음이 그의 단모 

음화 환경이 아년 콧에셔 단모음화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들만을 위 

한 특별 규칙인 간이완모음화를 설정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보조 장치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2이의 항목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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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모음화 환경 에 서 장모음으로 나타나는 sulphuric, puηitive 등이나， 장모음 

화 환경이 아닌 곳에서 단순어의 단모음이 파생 환경에셔 장모음으로 나타 

냐는 logician과 같은 경우들을 Rubach (1984)는 설명할 수 없다. 

(20) Rul갱ch의 규칙 체계가 설명할 수 없는 파생어들 

Talmud - Talmudic logic - logician 

cherub - cherubic punish - punitive 

credulous - credulity sulphur - sulphuric 

Halle & Mohanan (1985 )는 모음 추이 규칙의 대상을 Halle ( 1977 )의 

모든 긴장 모음이나 Ru벼ch (1984)의 강세를 받는 긴장 모음으로 설정하지 

않고， 강세를 받는 장모음으로 제한하였다.14 Halle & Mohanan의 규칙 체 

계한 Rubach의 규칙 체계를 대부분 이어 받고 있으므로15 그의 체계가 가진 

약점들， 즉 ( i ) 무임 승차에의 의존， (ii) 특별 규칙들의 설정， (피) 기저형 

으로 추상적 음소의 채택， 그리고 (ψ) 설명할 수 없는 예외들의 발생 등의 

문제점도 대부분 계숭하고 있다. 예를 들면， Ru뼈ch가 예외로 처리해야만 

하는 장모음화의 예외들을 Halle & Mohanan도 역시 예외로 취급해야만 
하며 ， -ational로 끝나는 단어들에서 -ate-가 왜 단모음화가 적용되는 대신 

장모음으로 남아셔 모음 추이의 대상이 되는지도 역시 설명하지 못한다. 왜 

냐 하면 장모음화나 단모음화 규칙들이 순환 규칙이므로 -al이 첨가될 때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는 수행되지만， CiV (긴)장모음화는 엄밀 순환 조건 

에 의하여 수행이 저지되기 때문이다. 

Halle & Mohanan의 규칙 체계 중에서 Ru뼈ch와 크게 다른 점은 그들 

이 모음 추이의 대상으로 장모음을 가정하기 때문에 Rubach가 하는 것처럼 

모음 앞 긴장모음화 규칙을 various- variety, im ]ious- ]ious, maniac

maniacal 등의 모음 교체를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려한 어휘 항목에는 특별히 표지를 하고 이 표지가 있는 단어에 대하여 

강세 모음을 창모음화하는 특별한 규칙을 셜정할 휠요가 였다는 것을 안정 

하고 았으나 그 특별 규칙이 어떠한 형식을 가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Rubach (1984)는 CiV 긴장모음화나 단모음화 규 

칙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휘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 -ioη과 같은 접미사의 

14 Halle & Mohanan ( 1985 )은 장모음을 모음 추이의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긴장 
성은 모음의 길이에 대하여 잉여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그 점에 있어서는 이 논문 
은 그들을 따르고 있다. 모음의 그 두 특질 중에서 어떤 것이 잉여적이어야 하는지 
에 관해서는 Lindsey (1990)의 논의가 었으나 여기서는 그의 결훈을 무시한다. 
15그러나 Ru뼈ch의 긴장모음화 규칙들은 Halle & Mohanan ( 1985 )에 의해 모두 
장모음화 규칙으로 바꾸어지며， 이완모음화 규칙은 단모음화 규착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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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형을 이전에 생각하던 것과 다르게 설정하거나 reduce에서처럼 /K/와 

같은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청했으며， l-이완모음화와 같이 몇몇 예들만을 

위한 특별한 규칙을 문법에 덧붙였다. 그렇게 하고도 설명하지 못하는 컷들 

은， 그가 인식하지 못하였든 아니면 무시해 버렸든， 예외 표지를 붙이고 이 

들 예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특별 규칙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문 

제점을 남기고 었다. 

Halle and Mohanan ( 1985 )도 Rubach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치들 모두를 사용하였다. 그들은 일부 단어들을 CiV 장모음화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기저에 예외로 기록했으며， Rubach처럼 -wη을 /yon/으로 기 

저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decision 등의 단모음화되는 파생어들을 위해서 

는 간단모음화 규칙을 설정하였으며， Rubach7} 설명할 수 없었던 sulphuric 

과 같은 얼부 단어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t-장모음화 규칙을 만들었 

다. 그 뿐 아니라， 그 장모음화 규칙을 필요한 경우에만 선돼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저에 서/와 같은 추상적인 모음을 설정했다. 그렇게 하고도 설 

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들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16 예 

외로써 기록하고， 특별 표지가 붙어 있는 어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규칙을 만들어야만 해결할 수 었을 것이다. 

Rubach냐 Halle & Mohanan의 이러한 해결책들은 문법에 많은 특별 규 

칙들을 추가하여야 하므로 복잡성을 가중시키며， 표면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추상적인 기저형이나 추상적인 도출 단계를 가정해야 하므로 추상성의 문 

제를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ogician, cubic, declinational 등 많은 어 

휘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 예외로 남아 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일부를 해결 

하지만 더 많은 문제를 새로 일으킨다고 할 수 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 

해서， 이들이 설정한 것과 같은 특별 규칙들이나 추상적인 기저형을 줄이 

고， 또한 예외플도 줄임으로써 문법 체계에 더 큰 설명력을 줄 수 있는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SPE나 Rubach (1984) 또는 Halle & Mohanan (1985) 

등이 지금까지 당연시해 왔던 장모음화 규칙을 포기하고， 잠재 모라를 이용 

16 Halle & Mohanan (1985: 81)은 SPE냐 Ru벼ch (1984)와는 달리 모음 추이 
의 대상으로 긴장 모음이 아니라 장모음을 사용하였으므로， various- variet，가 
im]ious- ]ious, maniac- maniacal 등의 교체 쌍들을 설명하는데 모음 앞 긴장모음 
화 규칙을 사용하지 못하고， 특별 표지와 특별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 
고 있었다. 그러나 Ru뼈ch와 마찬가지로， -ion을 단음절 접미사로 취급하는 데에 
따른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에 있어서 nati。πal
과 declinational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째 않다. 그들의 체계에서는 
후자에서 단모음화가 없는 것을 설명하려면 그들이 이미 셜정하거나 설정하여야 
한다고 안정한 특별 규칙 외에 또 다른 특별 규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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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모음과 단모음의 교체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3. 잠재 모라 

창모음과 단모음의 올바른 표면형을 예외가 없이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 

금까지 연구되어 온 것과 다른 획기적인 설명 방식이 펼요할 것이다. 그 방 

법이 예외를 없애 주는 동시에 좀 더 얼반적이고 자연스런 규칙을 이용하는 

것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3창에서는 어형성 과정에서 첫 순환계에는 눈 

에 보이지 않다가 다음 순환계에 이르러 특정한 접미사가 첨가되면 활성화 

하는 잠재 모라가 기저형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잠재적인 

모라가 엄밀 순환 조건의 제한을 받는 순환 규칙에 의하여 특정한 파생 환 

경에서 활성화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장모음화가 이 새로운 셜명 방식에 의 

해 완전히 설명되기 때문에， 자연히 Rubach ( 1984 )나 Halle & Mohanan 
(1985)이 설정하였던 여러 가지 장모음화 규칙들은 필요 없게 된다. 

3. 1. 단모음 기저형과 장모음 파생어 

표면에서 단모음으로 나타냐는 단순어의 기저형으로 단모음을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2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장모음이 

예외척으로 장모음화 환경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을 때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는 가능한 방법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단모음으로 나타나는 단순어에서도 장모음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 

를 들어 logic의 첫 음절에서 기저형이 장모음이라고 가정하면 lo링cian에서 

첫 음절의 표면형이 이중모음인 것을 쉽사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파생어에서뿐만 아니라 단순어에서도 장 

모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다. 즉， logic의 첫 음절에 

셔 기저형이 장모음으로 어휘 목록에 기록되어 었다면， 이것이 표면에서 단 

모음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17 그러므로 기저에 장모음 

과 동일한 기저형을 가정해서는 안되고 원래의 장모음 어휘들과는 달리 첫 

17logic의 첫 음절에서 기저형이 장모음으로 어휘 목록에 기록되어 었다고 가정하 
면， 이것이 표면에서 단모음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tC 단모음화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불가능하다. 첫째 ， logic은 단순 
어얼 뿐이며 형용사로 만드는 접미사 -tC가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만약 
-tC를 접미사로 인정하여 tC 단모음화의 대상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logician의 첫 
음절이 CiV 장모음화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단모음화 규칙에 의하여 
짧아진 모음이 장모음의 표면형을 가지게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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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계에서는 이들을 단모음처럼 취급하지만 파생 환경에서는 장모음처럼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저에 첫 순환계에서는 읽을 수 없는 잠 

재적언 모라를 ψ로 나타내 보자. 잠재 모라는 어형성 과청에 도입되는 첫 

순환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다음 순환계에 이르러 특청한 접미사가 첨 

가되면 x로 활성화한다고 가정한다. 이 잠재적인 모라가 특정한 파생 환경 

에서 활성화하도록 바꿔 주는 규칙이 었으며 이것이 엄밀 순환 조건의 제한 

을 받는 순환 규칙이라고 가정하자. 잠재 모라가 일단 활성화된 후에는 보 

통의 다른 장모음과 동일하게 행동할 것이다. 즉， 척당한 때가 되면 모음 

추이와 이중모음화의 규칙을 적용 받게 되고 올바른 표면형으로 유도될 것 

이다. 다음은 잠재 모라 활성화 규칙이다. 

(21) 잠재 모라 활성화 규칙 
( -lOUS ) 
I -Ian I 

/ J -ity l 
￠ • x / __ xo í -uÍe ( 

I -lC 
l etc. J 

이 ￠ • x로의 활성화 규칙은， 엄밀 순환. 조건의 적용을 받아 algebra, 

vary, cherub, sulphur, lo，휠c 등의 단순어에는 척용되지 않을 것이다 18 

잠재 모라가 어휘의 기저에 표시될 때， 음절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으로 가정하면 어휘 목록에 잉여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기저에는 음절 형 

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음절화 규칙에 의하여 음철의 구조가 만들 

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Itô (1986: 5-7)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융 허 

가 조건(Prosodic Licensing Condition)이나 척형성 조건 동에 의해 통제되 

는 이 음절화 규칙은 일반적인 음운 규칙처럼 어느 특정한 시점에 수행되는 

음운 규칙이 아니다. 즉， 음운적인 도출 과정 중에 어느 시점에서든 필요할 

때마다 재음절화가 얼어날 수 있는 음절 寫像(Syllable 뼈pping)이라고 가 

정한다. 이 가정에 근거하여 잠재 모라 활성화 과정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 

을것이다. 

18잠재 모라의 활성화는 특청한 첩미사라는 환경을 요구하므로 엄멀 순환 조건에 
의하여 제어될 필요 없이 규칙이 청하는 환경 조건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는 것처 
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미사와 동일한 발음이 단순어 내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단순어에서 활성화를 막아 줄 방법으로 엄밀 순환 조건이 필요하다. 예 
를 들어 ， logic이 단순어야지만 -lC 접미사와 발음이 동일한 부분을 포함하고 였으 
므로 엄멀 순환 조건이 없다면 장채 모라 활성화 규칙이 척용되어 이 단어가 이중 
모음의 표면형을 가지는 것으로 잘못 예측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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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잠재 모라 활성화와 보조 규칙들 
(a) 기저형 (b) 음절화 (c) rp-활성화 ( d) 재음절화 

N 

x rp- x rp-
、~ \\/’...-’ 

[H] [H] 

N 
/"、“‘

-’ x x 
\..../ 

[H] 

(22b)와 (22d)의 과정은 음운 규칙 체계의 다른 곳에서도 필요하며 독립적 

으로 동기가 주어지는 규칙이므로 이것이 문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 

는다. 그러므로 잠재 모라 방식은 문법 체제에 최소한의 규칙만을 덧붙이는 

대 신， Rubach나 Halle & Mohanan (1985)의 CiV 장모음화나 f-단포음화， 

3>-창모음화 및 그 외의 모음 앞에서 특별 표지가 있는 모음을 장모음화하 

는 특별 규칙 등을 없애 버렴으로써 푼법 전체를 종전의 체계보다 훨씬 간 

결하게 만들어 주는 장점이 었다. 

지금까지 논의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는 비활성 잠재 모라 삭제 

규칙으로서 활성화되지 않은 잠재 모라는 다음 순환계로 넘어가기 전에 삭 

제됨으로써 그 다음에 활성화 접미사가 첨가되어도 활성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logicality를 들 수 있는데 ， logician과는 달리 10힐cal 

에서 활성화하지 못한 잠재 모라는 -it맺4는 활성화 접며사가 첨가되어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대로 단모음으로 남아 었게 된다. 

(23) 버활성 잠재 모라 삭제 규칙 

(a) 첫 순환계 (b) 다음 순환계 (c) 비활성 모라 삭제 (d) 그 다음 순환계 

logic logic-al logical-ity 

N N N N 

x rp - ’ X ￠ • x ￠ 
- x \/ \~ \ιχ 

[때 [H] [H] [H] 

잠재 모라를 이용하여 단모음과 창모음의 교체 쌍을 실제의 예를 들어서 설 

명하여 보자. logic~logiciaπ， algebra~algebraic， vary--variety, cherub~ 

clíerubic, sul phur~ sul phuric 등의 모음 교체 쌍은 잠재 모라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단모음과 장모음의 교체가 일어나게 된다 19 

19logical에서는 제2순환계에서 비활성 잠재 모라를 없애 주는 삭제 규칙이 적용 
되지만， logic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logic은 단순어야기 때문에 
제2순환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활성 잠재 모라 삭제 규칙은 순환 
규칙이므로 엄밀 순환 조건에 의하여 첫 순환계에서의 적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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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bψd3ik] a1] -[ [b9'd3ik] ian] 의 도출 과정 

[l:>9'd3ik] al] -[ [b9'd3ik] ian] 

기 저 형 
x ’p 

/:>1 [YI 

제1층위 

제 1순환계 [bψd3ik] [ b 9'rl3ik] 
N N 

음절화 x 9' x ‘p 

1:>1 [YI 1:>1 E낌 
￠ • x 규칙 ~ •• _----------_.’‘--- --------------------
비활성 모라 제거 .’‘------------------ --------------------

제2순환계 

접사첨가 [1:>9'd3ik] al] [[l:>9'd3ik] ian] 
단모음화 -------------------- -------’ ----.. -------

￠→x 규칙 --------‘---• .. ------ N 
및 재음절화 /\ 

N x x 

비활성 모라 제거 x 1:>1 [YI 

/:>1 --------------------

저12층위 

모음추이 ---------‘---------- l댐熾n 
이중모음화 -------------------- 10뼈3i피an 

다른규칙들 .-‘-------------.. ‘ -- lowd3iHan 

표 면 형 1:>d3ik~1 lowd3i~~n 

10.벌c~logician의 짱은 CiV 창모음화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장모음 

화 규칙에 의한 설명 방식보다 잠재 모라를 이용한 방식이 더 설명력이 높 

다는 좋은 증거가 된다. 왜냐 하면 10gician의 이중모음은 -wn의 바로 앞 

음절이 아니므로 접사의 첨가가 CiV 창모음화의 환경을 구성해 주기 때문 

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장모음화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예외로 간주하는 수밖에 없으며 결코 이를 일반적인 규칙에 의 

하여 설명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Halle and Mohanan ( 1985 )의 설명 방식과 

비교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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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후셜 모음의 도출 과정 (Halle and Mohanan 1985: 92) 

Lilliput Lilliputian sulphur sulphuric profound 
기 저 형 A A 1 1 + 
장모음화 x 
단모음화 

모음추이 1 a 
1 - 하 강 A 

1-장모음화 + 
~-원순모음화 U U 

이중모음화 uw uw aw 
모음 약화 a 
표 면 형 A uw a uw aw 

(26 ) 후셜 모음의 도출 과정(이 논문에서 취하는 순서) 

Lilliput Lilliputian sulphur sulphuric profound 
기 저 형 0ψ O<P O<P O<P u[교 

장모음화 

￠→ x o[쿄 o[교 

모음추이 u[쿄 u [YJ u~ [ÿ] 

이중모음화 uw uw U ’ W 

후성모음하강 

제 약 .w 

잉여규칙 A A aw 
모음약화 a 
표 면 업。 A uw a uw aw 

profundity 

+ 

1 

A 

A 

profundity 
u[교 

U 

o 

A 

A 

20 Halle & Mohanan (1985)가 도표로 도출 과정을 셜명하는 부분이나， 규칙의 
순서를 정하여 명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 그들이 CiV 장모음화 규칙이나 단모음 
화 규칙들의 순서를 SPE나 Rubach ( 1984 )와는 달리 장모음화를 먼저 수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들의 체제에서 장모음화 규칙이 단모음화보다 먼저 오게 
된다면，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비록 -zon으로 끝나는 파생어들은 접미사의 
기저형을 1음절로 바꾸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Malthusian, Cauca
sian, fallacious, facial, rapacious 둥 단모음화와 장모음화의 환경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수많은 어휘들이 창모음화보다 나중에 배치된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의 
영향으로 잘못된 표면형을 가지게 될 것이다. Halle & Mohanan ( 1985 )이 이러 
한 규칙 순서를 고수하면서도 장모음의 표변형을 도출하려면， -zon을 /yon/으로 
가정한 것처럼 -ial이나 -zous 퉁의 기저형을 /yæl/이나 /y:>s/와 같이 1음절로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Caucasian, audacious 둥에서 첫 음절이 왜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를 셜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26)의 도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과 영여 규칙에 관해서는 박천배(1994 )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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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방식은 RU뼈ch나 Halle & Mohanan과 비교할 때 그들이 설명 
할 수 없거나 추상적언 기저형과 복잡한 특별 규칙을 셜청해야 했던 문제들 

을，/쥔 λ， -i/ 등의 추상적인 기저형을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인 규칙 

만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그 결과로 문법의 투명성과 간결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기저형이나 도출 단계 상의 추상성 문제도 줄일 수 었다 21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x 규칙이 어떤 파생 어미가 첨가될 때에는 작용하지 

만， 어떤 다른 파생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접미사에 따라서 잠재 모라가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륨을 보여주 

는 다음의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2 

(27) (a) 단모음의 -ous, -al 파생어와 창모음의 파생어 

ambiguous [ 벼 ambiguity [u:] 

various [i] variety [ay] 

logical [ ::> ] - logician [ ow] 

(b) 창모음화 환경의 파생어 

felony [ ::>] - felonious [ ow] 

harmony [ ::>] - harmonious [ ow] 

study [A] - studious [ uw] 

(27a)에셔 보는 바와 같이 -ous 와 -al로 끝나는 단어 앞에서는 창모음 

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ψ를 x로 바꾸는 규칙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러냐 (27b)가 보여 주듯이 어미가 -ous얼지라도 -wus를 이루는 경우에는 

v→x의 규칙이 적용되어 장모음화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즉， 

[ [studi] ent]가 아니라 [[stu메 ent]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21 이 논문에서는 표면형에 나타나지 않는 음소언 /주， 1, ü, A/ 등을 기저형이나 
도출 과청에서 배제함으로써 추상성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반면 장모음화 
와 단모음화를 다루기 위하여， 잠재 요소를 설정하고 었으므로 완벽하게 추상성의 
문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또한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잠재모라 
의 개념이 법언어학적 신벙성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도 더욱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잠재모라가 empty V와 같은 빈 자리(empty slot)의 개념으로 대 
치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제안은 필자의 체계에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왜냐하 
면， 머로 표기되는 비슷한 개념이 이미 달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를 
벌어 훌륭한 조언에 감사드린다. 

22 ambiguous의 어말 제2음절을 장모음으로 발음하는 방언에서는 기저형을 창모 
음과 잠재 모라， 즉 xxcp로 셜청해야 할 것이다. 
23 studious와 같은 어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형태론적으로 엄밀하게 따진다면， 

[[ [stu메 i] ous] 처럼 분석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 미묘한 순환 규 
칙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단순히 Ruæch ( 1984 )를 따라 [[stu메 ious] 로 가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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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 ous]가 아니라 [ [stud] ious] 로， 또 [[jeloni] ous] 라고 생각하기보 

다는 [[ felon] ious] 로 분석함으로써 ， -wus와 -ous의 차별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23 

(.27a)의 예들이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x 규칙은 단모음화 이후 

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음 추이를 겪는다는 어떤 징 

후도 보여주지 않는 ambiguous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 cp가 [ -cons] 외에는 

값이 명시되지 않은 자질들의 집합 E피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의 x와 자질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함으로써 모음 추이를 쉽사 

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24 기저에 장모음의 후반부 모라가 존재하는 두 

가지 양식이 었으며， 잠재 모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 
한다 25 

결론적으로 두 가지 기저형의 차이와 잠재 모라， 모음 추이 규칙， 그리고 

단모음화 및 잠재 모라 활성화 규칙은 예외 없이 얼률적인 규칙 적용을 거 

치면서， 단순어에서 단모음이면서 파생 환경에서는 장모음 또는 이중모음으 

로 되는 sul phur- sul phuric, comedy-comedian과 같은 모음 교체 쌍들에서 

도 올바른 표면형을 도출해 내게 된다. 

3.2. 장모음 기저형과 장모음 파생어 

I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단순어에서도 단모음화 환경의 파생어에서도 장 

모음으로 나타냐는 몇몇 어휘들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자. 그 어휘들은 다음 

과 같은 예들을 포함하고 있다. 

(28) (a)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를 수행하지 않는 어휘들 

caduceus caducity pious 
dubious dubiety various 
notorious notoriety delete 
obese 0냥sity devote 

(b) -ic 단모음화를 수행하지 않는 어휘들 

base basic benzo 
cube cubic dichro 
scene scemc 

pìety 
varìety 
deletion 
devotion 

benzoic 
dichroic 

~모음의 기저형에서 높이의 표기 여부에 관한 차이로 모음 추이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필자의 모음 추이 규칙의 한 특정이다. 모음 추이 규칙에 관 
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박천배 (1994)를 참조하라. 

25 credulous [u] - credulity [u:] 의 쌍에서 [[ [cre에 ul( e)] aus]로 분석한다면， 
nodule과 같은 어휘들에서 -ule이 창모음으로 냐타나므로， 기저형은 xrp가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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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ule 앞에서 단모음화하지 않는 어휘들 

lacuna - lacunule 

tube - tubule 

lune - lunule 

zone - zon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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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어들을 설명하기 전에 장모음화 규칙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자. 

SPE에서나 Rubach (1984)는 다음 어휘들을 설명하기 위해 단모음화 규칙 

이 장모음화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는 말미 제3음절 단모 

음화와 CiV 창모음화의 환경을 툴 다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단모음화한 결과 

에 다시 장모음화를 적용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원하는 장모음을 얻을 수 있 

기 때문이었다. 

(29 ) 동시에 단모음화와 장모음화의 환경이 되는 어휘들 

J ordan - J ordanian 

Newton - Newtonian 

Mendel - Mendelian 

그들은 규칙의 순서를 청해 줌으로써 Jordanian, Newtonian 등에서 말미 

제3음절이 왜 단모음이 아니라 장모음으로 표면화되는지를 셜명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단모음화가 적용될 환경이지만 장모음화는 적용될 수 없는 

sμlphuric， cubic, obesity, variety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저형과 이들만을 위한 

특별 규칙을 문법에 추가하지 않고는 도저히 표면의 장모음을 셜명할 수가 

없었다. Halle & Mohanan은 cube-cubic 교체 쌍의 경우에는 기저형으로 

영어의 음운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λ/를 셜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다 26 그리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장모음화가 나타날 수 있는 환 

경 에서 단모음이 나타나는 Italiaπ， special과 같은 경우들도 역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들을 예외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번 

장에서 장모음화 규칙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 Italiaπ， special과 같이 그들의 

장모음화 환경을 충족시키지만 단순어에서도 파생어에서도 단모음으로 나 

타냐는 어휘들은 설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장모음화 규칙이 없기 때문 

에 단지 기저에서 단순히 단모음으로 기록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되기 때 

문이다. 또한 Jordan-Jordanian, sulphur-sulphuric과 같이 단순어에 단모 

음이 나오지만 단모음화 환경에서 파생어에 창모음이 나오는 모음 교체 쌍 

들은 잠재 모라를 기저에 설정하고 엄밀 순환 조건에 의하여 통제되는 잠재 

26 cube- cubic 교체 쌍의 경우에는 Halle & Mohanan (1985: 89-90)은 기저음으 
로 /x/를 설정하며 ， cube는 Lilli putiaη의 장모음화된 /x/와 거의 동일한 과정을 
거쳐 /uw/로 될 수 있지만， cubic은 그것과는 달리 단모음화된 후에 모음 추이의 
과정을 겪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고모음이 될 수 없다. 그들은 cu야c이 단모음화 
적용 환경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Rul효ch도 역시 이러한 단모읍화 환경의 교체 쌍들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였 
다는 사설은 이미 밝힌 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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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 활성화 규칙을 가정함으로써 단순어에서 단모음과 파생어에서의 창모 

음을 보장하였다. 모음 추이가 적용되지 않는 genteel-gentility, caprice

capricious와 같은 어휘들도 단모음화 규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deZete- deletioη처럼 단순어에서도 파생어에서도 장모음으 

로 나타나는 어휘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Chomsky & Halle(968)나 

Rubach( 1984)에게는 장모음화 규칙이 있어서 일단 단모음화된 후 다시 장 

모음으로 복원할 수 있다. 우리는 단모음화 규칙만 있고 장모음화 규칙은 

없기 때문에 어떤 순환계에서 어떤 음절이 단모음화 규칙의 척용 환경을 충 

족시켜 일단 단모음으로 되면 다시 장모음으로 복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모음화 환경에서 다시 장모음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특별 규칙을 셜청해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설청되어 

있는 일반 규칙을 활용함으로써 이것이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이 미 설정한 잠재 모라를 이용하여 sulpuric이나 Lilli putian과 같은 

파생어와 comc과 같은 파생어의 기저형들을 차별화함으로써 단모음화 환경에 

서 발생하는 창모음을 설명할 것이다. 이 때 추가척언 새로운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규칙들의 일반성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28 )이나 (29)에 나열된 단어틀을 종전의 학자들의 방법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즉， (i ) devotion, deletion이나 

‘lordanian, colonial의 경우에는 단모음화 규칙을 먼저 배치하고 장모음화 규 

칙을 나중에 배치하여 일단 단모음화된 모음을 다시 창모음화 규칙에 의하 

여 길게 만들어야 하며， (ii ) obesity, basic, cubic 등과 같은 단어에는 예외 

라는 표지를 붙이고 이들을 설명하는 새로운 특별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29)의 기저형은 (24)와 같이 활성 모라 하나와 잠 

재 모라 하나를 설청하여 설명하고 (28 )의 단어들은 (3이과 같이 두 개의 

활성 모라와 하나의 장재 모라를 설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았다. 이는 단순 

어에서의 장모음과 파생어에서의 장모음을 설명함에 있어 단순어의 단모음 

과 파생어의 장모음을 설명할 때와 완전히 통일한 규칙들의 집합에 의거하 

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a) 단모음화 환경의 장모음 기저형(모음 추이 없음) 

basic 

N 
/'\ 

x 

[>>H>] 

X ψ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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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모음화 환경의 장모음 기저형(모음 추이 있음) 

piety (cf. impious) 

N 
/'\ 

x 

[>>>퍼 

X\v~。

[y] 

이 두 모라와 하나의 잠재 모라를 기저에서 표면 장모음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은 하나의 모라와 하나의 잠재 모라의 기저형에서 장모음을 도출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 기저에 하냐의 활성 모라만 존재할 

때에는 단모음화가 척용될 수 없으나， 두 개의 활성 모라가 았으면 단모음 

화 환경에서 하나의 모라로 줄어들게 되며 잠재 모라 활성화 규칙이 적용될 

때만 다시 장모음으로 된다. 

(31) (a) 기저형 (b) N과 x의 단절 ( c) 떠돌이 제거 (d) rp-활성화 

N N N N 
~\ /l\\ /\、、 /\\ 

x x rp -+ x x rp -+ x rp -+ x x 
\\v \\ν/ \\/ \、../

[H] [돼 [H] [H] 

이 그렴에서 (31b)가 나타내고 있는 N과 x의 단절( Dissociation 또는 

Desy1labification)은 단모음화 규칙 적용의 결과이며， (31c)의 떠돌이 제거 

(Stray Erasure)는 지배자와 단절된 모라 x가 삭제되는 과정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음절화가 기저형에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가청하는 

것은 어휘 목록에 잉여성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기저에는 음절 형태가 기재 

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음절화 규칙에 의하여 음절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으 

로 가청한다. Itô(1986: 5-7)에 의하면 재음절화는 음운이 도출되는 과청의 

어느 시점에서든지 필요할 때마다 얼어날 수 었다. 이 가정에 근거하여 다시 

위에서 보인 잠재 모라 활성화 과청을 그렴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2) 잠재 모라 활성화와 보조 규칙들 

(a) 기저형 (b) 음절화 (c) 단모음화 (d) 떠돌이 제거 (e) ψ-활성화 (f) 재음절화 

obese/:>bi: rps/ /:>birps+iti! /:>bi: siti/ 

N 
기 

N 
/=1= 

N 
/ 

N 
/ 

N 
/\ 

%V 

때
 

없V
 
때
 

x x rp 
\\ν/ 

[H] 

-+x ψ-’ x x-’ x x 
\-./ \-./ \/ 
[H]때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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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규칙들 중에서 (32c)는 단모음화이며， (32b), (32d)와 (32f)의 과정 

은 음운 규칙 체계의 다른 곳에서도 필요하며 독립적으로 동기가 주어지는 

규칙이므로， 이것들은 문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잠재 

모라 방식은 문법 체제에 기저형의 잠재 모라와 더불어 최소한의 규칙인 ( e) 

의 활성화 규칙 하나만을 덧붙이게 된다. 그 대신， Ru뼈ch나 Hal1e & 
Mohanan( 1985)의 CiV 장모음화， ~-단모음화， -"/-장모음화， 특별 표지가 있 

는 모음을 모음 앞에서 장모음화하는 특별 규칙 등을 없애 버림으로써 문법 

전체를 종전의 체계보다 훨씬 간결하게 만들어 주는 장점이 었다. 

우리는 이미 음운부에서 CiV 장모음화 규칙을 없애겠다고 하였지만， 이것 

이 없이도 장모음과 단모음의 교체 현상과 모음 추이의 유무를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보기로 하자. 먼저 후반부가 언돗 똑같은 형태로 보이는 nation과 

declination을 생각해 보자. 이들은 -nation 부분의 발음이 일치하므로 이것만 

을 고려하면 어떤 기저 상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상 설명이 

필요한 형태는 -al 접미사가 첨가된 national과 declinational이다. 전자에서는 

첫 음절에 단모음화가 얼어냐는 반면， 후자에서는 -at-가 장모음으로 남아 

있는 대신 모음 추이가 얼어난다. 

Rubach( 1984 )와 Hal1e & Mohanan(985)는 -wη의 기저형을 /yon/이 

라 가정하기 때문에 -al이 첨가될 때 declinational에 말미 제3음절 이완모음 

화1( 1SL)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며T또한 SPE처럼 

둘 다 기저 형 이 /iVn/이라 가정한다면， 왜 national만이 단모음화의 적용을 

받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잃 

nation의 -wn은 통사에 첨가되는 청상적언 접미사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그’컷의 기저형을 어휘화된 /yVn/으로， 그리고 declination의 접미샤 -wn은 

/iVn/으로 가정해 보자. 그렇다 해도 이 논문에서는 규칙의 일반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예외가 수없이 많은 장모음화 규칙을 없애 버렸으므로， 아직 문제 

가 남아 었다. [[ nation] al] 에서 /yVn/이라고 가정하면， national은 단모음 

화되고 nation은 단모음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었지만， declinational 

은 -wη을 /iVn/으로 가정하건 /yVn/으로 가정하건 문제가 발생한다 -wn 

27èieclination의 둘째 음절이 단모음으로 변했으므로 -wη을 /y~m/이라 가정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기저 형을 /y;m/으로 가정한다 해도 -at(:e)-가 강세를 받 
기 때문에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의 환경을 구성하지 못한다. declination은 이 논 
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ate가 (2음절 이상의 어간과 결합할 때 ) 션행 음절 
을 단모음화시키는 형태소이므로 그것이 첨가될 때 단모음화되었다고 가청해야 한 
다. 그러므로 -wπ은 여기서는 -clin-의 단모음화와는 무관하다고 가정해야 하며， 
그것의 기저형은 .그 자체로서 합당한 이유에 의하여 셜정되어야 한다. 

28 Chornsky & Halle ( 1968 )는 -tion/tiVn/이 도출 과정에서 /~;m/으로 변화된다 
고 하지만， 그 변화는 단모음화나 모음 추이가 모두 끝난 후에 이루어지므로 단모 
음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어의 장/단모음화 현상에 대하여 591 

을 1음절 접미사로 가정하면 -al이 첨가될 때 왜 -at( e)-가 단모음화되지 않 

는지 설명해야 하며， 2음절로 가정하면 -al이 첨가되기 전에 declination의 

상태에서 단모음화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규칙을 피해야 할 때 우리는 보통 그 규칙의 적용 환경을 구성하지 

않도록 기저의 형태흘 바꾸거나 규칙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그 규칙의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당면 문제에 있어서는 declination의 -wπ은 1음절이고 

declinational의 경우에는 2음절이라면 쉽사리 단모음화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wn이 기저에서는 2음절이었다가 나중에 1음절로 

되는 것은 그렬듯해 보이지만， 기저에서 1음절이었다가 -al이 첨가될 때는 2 
음절로 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것은 (i) -ion의 표면형이 거의 

대부분 1음절이므로 -al이 첨가된 후 2음절로 변화하여 단모음화를 피하고 

나서 다시 1음절로 환원된다는 다른 중거가 없고， ( ii ) -al이 첨가되었을 때 

앞의 음절이 2음절로 변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모음화 규칙 

없이 이를 해결하는 유얼한 방법은 단모음화 규칙의 예외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얼지 모른다. 그러나 -ational로 끝나는 어휘의 수는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들을 모두 단모음화의 예외로 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 문제는 [[ [[ decliπ] ate] ion] 며] 의 -ate가 잠재 모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청하면 훌륭히 해결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nation의 첫 음절이 

xx를 기저형으로 가지고 있는 반띤， declination의 -ate-는 XXq:>를 가지고 았 

는 것으로 가청한다. 우선 nation에 -al이 첨가되어 단모음화 환경을 이루연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 규칙은 첫 음철의 x를 단순히 x로 만들어 준다. 그 

것으로 단모음화가 이루어지고 natioηal은 설명된다. 반면 declination은 -wn 

이 첨가되면서 단모음화의 환경이 되므로 규칙에 의하여 어말 제3음절언 

-ate-가 기저형언 xxφ에서 Xq:>로 단모음화된다. 그 다음은 ￠→x활성화 규칙 

이 F를 x로 활성화시켜 x로 만들어 준다. 이로써 declination의 -ate-를 단 

모음화의 예외로 만들지 않고도 장모음으로 남아 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었 

다. 다음 순환계에서 -al이 첨가되어 declinational이 되면 이미 말미 제3음절 

단모음화의 환경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음철의 길이에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 

pious- Jiety의 쌍도 같은 방식으로 셜명할 수 었다. 생-의 기저형으로 XXq:> 

를 설정한다면， Jious에서는 잠재 모라 활성화 없이 그대로 XXq:>로 나타나는 

반면， Jiety는 단모음화 후에 ψ활성화즐 거쳐 모음 추이의 대상이 되는 장모 

음이 된다. 다음은 생ous-piety의 도출 과정을 간략히 보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들은 기저에 잠재 포라를 가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보였던 

단어들을 얼반적인 규칙을 통하여 도출함으로써 얼반성을 포착할 수 았음을 

잘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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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pi] ous] -[ [pi]ity] 의 도출 과정 

기 저 형 

저11흥위 

제 1순환계 

x x t:p 
\、/

/ν 퍼 

[ pi] 
N 
/\ 

음절화 x x t:p 
\/ 

/ν 1YI 

제2순환계 

접사첨가 [[ pi] ous] [[ pi] ity]] 

N 

단모음화 
~ 

------------.------- x x ，。

(TSS) \--/ 
/ν E낌 

N 

떠돌이 제거 
/ 

------------.------- x x ￠ 

、’"-./'
/ν 1YI 

N 

￠→x 규칙 /"\ -------------------- x x 
및 재음절화 

/ν 1YI 

N 
/'"\ 

버활성모라 x x ，。 ------.-------------

제거 \〉ξ〈

/ν 1YI 

저12충위 

모음추이 r~뀐 i’머 
이중모음화 1 Y 1 Y 
재약과 잉여규칙 ay ay 

표 면 형 [ay] [a피 



영어의 장/단모음화 현상에 대하여 593 

4. 결 론 

모음 추이 규칙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모음(또는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교 

체 현상에서의 예외 문제는 기존의 음운론에서 많은 난점들을 초래하여 왔 

다. 이 논문에서는 기저형의 잠재 모라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창모음 

화 규칙들 없이도 단모음화 환경에서 예외적으로 장모옴화되는 어휘들까지 

셜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이전 학자들이 잘 셜 

명할 수 없던 단모음화 및 장모음화 규칙들의 예외 문제를 없애고， 장모음화 

규칙들 자체를 없앵으로써 문법 자체를 단순화시킬 수 있었다. 또 다른 창점 

으로는 도출 과청이 단순화됨에 따라 표면형과 가까운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학자들에게 문제가 되어 온 추상성의 문제를 줄이고 

문법의 간결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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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Vowel Shortening and Lengthening in English 

Cheon-Bae Park 

Generative Phonology assumes that allomorphs are derived from a 
unique morpheme through a different set of phonological ru1es depending 

on the environment the morpheme occurs in. This means that we can obtain 

a simpler mental le엄con when we exc1ude all the allomorphs from the 

lexicon except only one basic form. 

α1 the basis of this assumption, this thesis searches for the optimal forms 

of rules and under1ying representations to account for vowel lengthening 

and shortening in English in a framework combining Standard Theory and 

Lexical Phonology. 

We suggest that the under1ying representations of some lexical entries 
have latent moras which are to be activated by Latent Mora Activation 

Rule on a later cyc1e after the application of Shortening Rules. Under this 

new approach, Shortening Rules apply with no exceptions and get a greater 

generalization of the rules; Latent Mora Activation Rule produces the 

effect of lengthening, and obviates the previous Lengthening Rules which 

are infected with various demerits. 

The phonological rules and the explanations presented above show that 

the altemations between short vowels and ( usually one grade higher) long 

vowels (or diphthongs) are due to the interaction among exceptionless 

Vowel Shift, Diphthongization, Shortening Rul않 and Latent Mora 

Activation Rule. This system of rule interaction makes the grammar 

simpler, more general, and thus, more opt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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