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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E에 대한 反省

3. 1. 抽象的 基底形떼 대한 反省

20세 기 에 들어와 우리가 얻은 가장 큰 言語學的 업적의 하나로 SPE블 빼놓을 수는 없

다. 이 책이 言語學에 준 충격의 크기는 헤아럴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엽적이 그렇

듯이 ， SPE도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무사할 수는 없었다. 이 책으로부터 받은 충격이 가시

기 시작하자， 저자들이 보지 못했떤 결점들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플이 제안되었

다. 이 가운데서 까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한 비판은 抽象性에 관한 것이었다.

SPE를 자세히 읽 어 보면 많은 경우에 Chomsky와 Halle가 다음과 같은 手順에 의 해 規

則과 基底形을 찾아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첫째， 자명한 基底形으로부터 表面形을 導出하기 위한 規則들을 설정한다. 둘째， 이 規

則들을 다른 여러가지 基底形에 適用하여 그 規則블의 正當性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서

는 그 規則을을 수정한다. 세째， 이와 강은 과정을 거쳐 規則이 설정되면， 주어진 表面形

에서 이 規則들의 適用을 解除하여 基底形을 찾아낸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boy [b::>y]의

基底形으로， /b:£/블 설정한 경우이 다. SPE에 서 Chomsky와 Halle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表面形[b5y]로부터 그것의 基底形 /b:£/플 얻어내고 있다. 첫째， [5y] 의 基底形은 單

母즙이 다. 그 까닭은 英語에는 즙聲的으로 Cay] (ride) , [rew] (loud) , [5y] (boy)의 세 二

重母좁만이 있는데， 이 중 Cay]와 [rew]는 §2.5에 서 보았듯이 각각 基底母즙 /1/와 /디/에서

導出해냈던 것이다. 따라서 [5y]블 /5y/에 서 導出한다면 英語에는 /5y/ 하나 만을 위해서

VG의 결합을 語葉目錄에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5y]를 Cay]나 [rew]의 경우처럼

어 떤 單母륨 V*로부터 導出한다면 그만큼 英語의 形態素構造條件(morpheme structure

condition) 이 간단해진다.

둘째， 미지의 單母좁 V*는 緊張母룹이어야 한다. 우리는 앞서 §2.4에 서 英語에서는 緊

張母音 뒤에 [y]나 [w] 같은 轉移즙이 二重母륨化 規則 (159)에 의해 삽업되는 것을 보았

다. 따라서 [5y]의 [y]를 얻기 위해서는 V*는 緊張母音이어야 한다.

세째， v*는 前줌母흡이어 야 한다. 왜 냐 하면 二重母륨化規則(159)에 의하면 緊張前폼母

q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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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인 /1/나 /ε/둬 에 서는 [y]가， 後폼緊張母륨인 /u/나 /0/ 둬에는 [w]가 삽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y*는 /5/일 수 없다. 참조의 펀의를 위해 二重母즙化規則을 아래에

반복해 놓았다.

(159) <p• [樹 /[識e] _

네 째 , y*는 圓함母좁이 다. 왜 냐하면 다른 zp.層緊張前꿈母룹들은 모두 다른 表面形의 基

底母즙이 가 때 문이 다. 즉， /1/, /ξ/， /종/는 각기 [ay]~ [Iy] , [εy]의 基底母좁인 것은

(164)에 서 본 바와 같다.

다섯째， y*는 低母즙이어야 한다. 위에서 우리는 y*가 [-hack, +round]의 資質을 가

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168) 에 제시했던 母룹推移規則에 의하면 이 規則의 영향을 받

거 위 해 서는 backness와 roundness가 일치 해 야 하는데 , 이 미 우리는 y*의 hackness와 round

ness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고， 따라서 y*에는 母즙推移規則(168)이 適用되지

않으무로 低母즙[5y]를 새로운 規則의 첨가없이 導出하기 위해서는 [5y]의 基底母좁도 低

母즙이어야 한다. 참조의 펀의를 위해 母좁推移規則(168)을 아래 반복해 두었다.

「“ back 1(l68) l; round]
[-a high]/ [냈! ~I[t월1
-.slow] / [폈] J 熾

그러고 보면 y*는 [ + tense , - hack , 十 round ， + low]의 資質을 갖게 되고， 그것이 바로

/5=/라는 것을 SPE에서 밝혔었다. Chomsky와 Halle는 /5=/의 발견이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했던 偶然한 空白 (accidental gap)을 메꿔준다고 말한다. 즉， /옮/가 주어지묘로써 이미

밝힌 /옳， a， 5/와 더 불어 균형잡힌 低母즙體系를 갖게 되 었다는 것이 다.

여기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비판이 있어 왔다. 그 중 다음과 갈은 Hoard (1972)의 비판

이 대표적일 것이다. 우선 그는 SPE에 서 의 /5=/의 抽出은 二重母좁規則(159) 와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미 보았듯이 規則 (159)는 前꿈緊張母音 둬에는 [y]를， 後꿈緊張

母좁뒤에는 [w]플 삽업하는데， 여기에 맞추기 위해 [5y]의 基底母音3즈로 前폼짧張母즙 /5=/

블 택했던 것이다. Hoard는 規則 (1 59)의 잘 못을 지적하고， 前後눔의 구벨대신 平層母音 뒤

에서 [y]가， 圓層母즙 뒤에서 [w]가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 boy의 발음은

[h5y]가 아니라 [hoy]가 마땅하다고 말한다. 즉 boy의 母룹은 그 혀의 높이 가 cuts:j 그것보다

더 낮지 않다고 말한다. 끝으로 그는 비록 SPE (p. 122)에서는 exploit'"exploitatioη에 서 보

듯， oi 는 그 뒤 에 語尾가 올 때 母좁의 뼈繹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joi:ηtrvjun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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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roy-destructioη ， poigηant-puηgent에 서 보듯 [oy]rv[A]의 交替의 예가 허다함을 지적하

고 있다. 그는 이와 같은 관찰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boy의 基底形은 /bA/라고 말한다.

/bx/는 새로운 二重母좁化規則에 의해 [bAY]로， 다시 圓홉즙化規則에 의해 [boy]로 바뀌

게 된다.

한펀 Hoard는 /#의 설정이 偶然한 空白을 메꿔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SPE에 서

설정한 英語의 母音體系는 (207)이 보여 주는 바와 같다.

(207) (a) 1 U
u-

야
/I

‘
、

§ 。 e 0

re ~ξii ;) re;)

즉， 여넓개의 緊張母흡과 여섯개의 뼈續母즙이 있다. (207a)에 서 보듯 /호/의 설정으로

低母좁은 모두 메꿔 졌으나 前폼圓層母좁은 /iii나 /0/는 없이 /x/ 뿐이 다. 또 m，語的인 內

包關係(illlplicational relation)블 보아 어 떤 言語도 /iii나 /0/ 없이 /호/ 만이 있을 수가 없

다. 참고로 Hoard가 제 안한 英語母즙體系는 (208)과 같다.

(208) (a) 1 U
u-

야
/l

、

ξ A 0 e 0

re ii;) a

우리가 /x/를 抽象的인 基底룹이 라고 하는 까닭응 英語에서 /x/가 表面에 나타나는 일

이 없기 때문이 다. 그런 의 미 에 서는SPE의 /x/도 /좋/ 뭇지 않는 抽象的인 基底形이 다. /x/

는 독일어 등에서 볼 수 있는 軟口蓋摩據音(velar fricative)으로서 ， 英語에서 語頭에

[h]나 rightrvrighteous 등에서 彈勢와 緊張母륨을 설명 하기 위 해 설정된 것이 다.

right의 基底形 /rixt/는 다음과 같은 두개의 規則의 適用을 받아 [rayt]가 된다.

요는

(209) [十갚gh] -• [~짧짧] j-. 담]

(210) {섬→p/-c

paradigmrvparadigmatic 등의 交替形을 보면 [ix] •Cay] 뿐만 아니 라 /ig/→Cay]의 현상

도 있음을 알 수 있다.

g• r / - [ +nasal] :If 과 같은 規則을 둔다면 (209) 와 (210) 에 서 보듯 X와 r를 한데 묶어，

보다 일반적인 規則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갚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x/는 어떤 偶然한 空白도 메꾸지 않고 있으며，

/x/를 설정하지 않았더라면 필요없었을 /x/→ [h]의 規則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抽象的 基底좁의 경우 못지 않게， 이미 만들어 놓은 規則들에 알맞도록 基底形을 조작하

는 예 가운데는 근거없는 괄호매깅 (bracketing) 이 있다. 예플 들어 parallel을 보자. 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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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는 parallel의 彈勢를 갖는다. 만약 이 단어의 基底形이 /parallel/이 라면 主彈勢規則 (99)

에 의해 생at띠lel이 된다. 이것을 막기 위쾌 Chomsky외- Halle는 parallel의 基底形을 [para

[l els] Stem] Adj로 잡고 있다; 主彈勢規則(96eii)은 第一個環인 [lel]에 適用하여 第一彈勢를

부여하고， 다시 主彈勢規則(99ci)와 規則 (71)에 의 해 parallel을 얻게 된 다.

참조의 펀의를 위해 主彈勢規則 (99)를 아래 반복해 놓았다.

I a voc I

£' I V 1 £'1 Iα consl
(99) V•[1 str않sJ/[X一{C: L tense] )O L-ant j o l (ii)

( _ r V 1
+Co I -stress I COJNA I (a)

L-tense j
r V 1
I -stress I CoJN

/--( L- tense J

I [-segJ COVCO]NJ\.

I CoVCoJN

:X내 부에 는 #이 들어 있지 않음.

(i)

Cd)

(b)

CC)

문제는 [para [l el] Stem] Adj과 같은 괄호매김이 전혀 統離論的인， 形態論的인 근거가 없다

는데 있다. Chomsky와 Halle는 괄호매깅을 區別資質(diacri tic feature)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펄요한 表面形을 얻기 위해 근거없이 基底形을 조작한 예로는 이것 외에도 形態素境界플

남용한 경우가 있다. 우리는 앞서 (74) , (75) , (76) , 그리고 主彈勢規則 (99a) 등에서 어 떤

形容詞가 뾰續母흡으로 된 語尾로 끝났으면 그것은 무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名詞에

彈勢를 부여하듯 부여 한다는 것을 알았다. person따， a?2ecdot&l, dfaleet&l 등은 모두 →al이 라

는 語尾로 끝나 있으묘로， 彈勢를 부여할 때에는 persoη aηecdote ， dialect만을 고려하는 것

이 다. aηecdote나 dialect 처 럼 g뭘즙節로 끝난 경 우에는 바로 그 音節에 g뭘勢가 오고 person

처 럼 弱즙節로 끝-난 경 우에는 그 弱좁節 바로 앞의 좁節에 g뭘勢플 부여 한다. 마찬가지 이

치로 repugnaηt 갚윤 것도 /repugn+ant/와 基底形에서 導出해 낸다. repugn은 ‘di sgus t ’ 라

는 뜻의 名詞이다.

그러나 haggard의 경우는 어떠한가? 만약 이것의 基底形을 /haggard/라고 하면 主彈熱

規則 (99) 에 의 해 *haggard 처 럼 찰 못된 表面形이 나온다. rep&g7zaηt도 /repugnant/가 基

底形이라면 작epugηaηt와 같은 찰 못된 表面形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repμgη

+aηt/처 럼 形態素境界블 인정했던 것이 다. 마찬가지로 Chomsky와 Halle는 haggard의 경우

도 /hagg+ard/와 같은 基底形에서 表面形 haggard를 훨出한다. 그러 나 McCawley (1974)

도 지적하고 있듯이， /hagg + ard/에 서 의 形態素境界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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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점에서 라면 / mod +ern/, /hon +est/도 마찬가지 다.

3.2. 續還規貝，IJ들에 대한 反省

SPE에 서 가장 중요한 規則은 主彈勢規則(99) 일 것이 다. Chomsky와 Halle는 이 規則하

나를 완성하기 위해 막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Ross (1972)는 이 規則에도 문

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1 1) 의 예들을 보자.

1 3 1 3 1 3
(211) daffodil Amazoη albatross

이 단어들은 그 안에 形態素境界륜 갖고 있지 않으묘로 主彈勢規則 (99a)를 適用할 수 없

다. 이들은 모두 뼈續母흡이 들어 있는 즙節로 끝나고 있으며， 그 앞의 륨節은 弱좁節이묘

로 主彈勢規則 (99bi) 이 適用되 어 *daffodil , *Amazoη ， *albatross 같은 잘옷펀 導出形을 生成

하게 된다. 彈勢가 없는 끝 륨節은 母音弱化規則(128)의 適用을 받아 *Amazoη은 *[;em ;}ZJ;lJ

이 된 다. Amaz싫과 Napoleo&을 비 교해 보면 이 같은 彈勢의 차이가 끝 흡節의 즙質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가능한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그 첫째는 (212) 와 같은 彈勢弱化規則

을 설정하여 Aηwzoπ과 갚은 단어에게만 適用케 하는 것이다.

(212) V• [2 stressJ/VCoVCo_Co#

이 어 彈勢調整規則 (71)이 適用되 어 B뭘勢 2가 3이 된 다.

다른 하나의 가능한 해결방법은， 主彈勢規則 (99)을 보완하여 끝 音節에 彈勢를 부여하

고， 이 어 交替彈勢規則 (92)에 의 해 이 彈勢플 두 音節 앞으로 옮겨 가는 것이 다. (213)을

主彈勢規則의 (f)로 보완하도록’ 한다.

(213) V• [l stressJ/-CoJN

Ross (1972)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들어 (212)가 아니 라 (213)을 택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212)는 英語의 規則이 아니다. 왜냐하면 Berliη ， cadet , gμitar 등에서 볼

수 있듯， 語尾에 뼈續母즙이 들어 있는 母즙이 오는 경우에도 主彈勢가 그 흡節에 오는 수

가 많다. 이틀에게 [ -MSRbJ라는 規則資質 (rule feature) 블 부여하면 規則 (213) , 즉 主彈

勢規則 (99f) 에 의 해 語尾에 彈勢가 오게 된다.

물째 , Hottentot와 칼은 表面形은 規則 (212)로서는 얻을 수가 없고， 規則 (213)과 交替彈

勢規則 (92)에 의 해서 만 가능하다. 왜 냐하면 Hotteηtot는 마지 막 좁節이 5也繹母흡으로 되 어

았고， 또 바로 그 앞의 륨節이 彈륨節이므로， 主彈勢規則 (99b) 에 의해 *Hottentot와 같은

찰 못된 彈勢를 얻게 되어 (212)와 같은 彈勢弱化規則이 適用펠 여지가 없어지고 만다. 왜

냐하면 規則 (212) 는 主彈勢가 있는 흡節로부터 오른쪽으로 두번째 흡節에 第 2 彈勢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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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듯 規則 (21 3)

여하도록 되어 있기 해문이다. 그러나 規則 (2 1 3)의 해결방법을 택하는 경우， [-MSR b,e]

의 規則資質이 표시되어 있는 基底形 [h:JtVnt:JtJN는 規則 (213) , 즉 主彈勢規則 (99£) 에 의

해 Hotteπtot의 F量熱를 받게되 고， 이 어 交替彈勢規則 (92) 에 의 해 Hotteηtot가 되 고， 끝으로

彈勢調整規則 (71)에 의 해 Hottentot의 바른 表面形을 얻게 된다. 여 기 서

의 목적은 主彈勢規則 (99b) 에 의 해 g험勢를 받지 못한 끌 좁節에 彈勢를 부여하는 것이 다，

Ross (1972) 는 交督彈勢規則 (92) 의 수정의 펄요성도 논하고 있다‘ 참죠의 펀의흘 위해

아래에 規則 (92)를 반복해 놓았다.

(92) V•[1 stressJ/-Co===VCOVCoJNAv

위한

規則 (92)는 (96) 에 제 시 된 hurricaηe이 나 anecdOte 등의 彈勢形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 主

彈勢規則에 의하여 語尾의 彈륨節에 主彈勢가 놓였던 젓을 두 룹節 앞으로 옮겨가커

것이었다.

그:런데 規則 (70) 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214) 의 에들이 보여준다.

(214) I
1 3

carbine
1 3

satire
1 3

qμ1ηtηe

R
3 1

boμtique

3 1
crusade

3 1
esteeeη

SPE에 서 (214 I )을 生成하는 유일한 방볍은 規則 (215)를 설정하여 主彈勢規則 (99) 보

다 먼저 適用케 하는 길이 었다.

r V 1
(215) L+tenseJ •[l stressJ/+-Co :ff

(規則 (158)

둬 에 主彈勢規則 (99c) 에vac+ate는規則 (215) 에 의해 끝 音節에 彈勢를 받게 되고，

의 해 彈勢가 앞 音節로 옮아가게 되 어 , 결국 강c짜e 같은 彈勢形을 갖게 된 다.

많을 것이묘로， 主彈勢規則 (99c)는

이것이 基底形 속에 形態素境界를

의 適用을 받는 것에는 名詞나 形容詞 보다 動詞가 더

動詞에도 適用되도록 規則 (1 1 7) 에는 수정되어 있다).

갖지 않는 create와 vacate의 彈勢形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된다.

어떤

(214 n)의있고，

이것은 形態素境界를 區別資質

얻기 위 해 jhagg+ardj와

(214 I )의 단어들은

形態素境界를 가지고

그렇다면

彈勢形을

그런데 문제는 基底形 안에 形態素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vac+ate는 vacaηt 등의 交替形

을 보면 基底形 안에 形態素境界를 설정한 것이 납득이 가지만，

가? 우리는 여하한 근거로도 (214 I )의 단어들은

단어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9없다. 만약에

대신으로 쓴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haggard의

같은 근거없는 基底形을 설정했먼 경우와 같다.

Ross는 Emonds와 Kiparsky의 제 안을 받아 들여 交홉彈勢規則이 3즙節 이 상의 단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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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2륨節의 단어에도 適用되도록 規則 (92)를 (216)처 렴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v

(216) V• [l stressJ/-Co(=)Co (VCo)VCo:#

規則 (216) 이 있는 한， 規則 (215) 는 펄요없게 된다. (214) 의 단어둡은 모두 主彈勢規則

(9ge) 에 의하여 끝 륨節에 主彈勢를 받게 된다. 한펀 (214 H) .9.J 단어들은 [-Rule 216J의

規則資質을 가지며， 따라서 (214 I )의 단어들만아 交替彈勢規則 (21 6)의 適用을 받게 된다.

交替彈勢規則 (216) 을 더옥 수정해 야 할 펄요성을 샤ccali값와 vZrηzic김Ii의 경우가 보여

주고 있다. 남ccafilli와 같은 彈勢形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jpiccalillij가

基底形이 라고 하면 主彈勢規則 (99b) 에 의 해 *와ccal;lli과 같은 찰 못된 表面形이 나오게 된

다. 만약에 jpγkrelψIij를 基底形으로 장는다면 그 表面形은 %[pgk&Igli1]가 될 것이마 한

편 Ipik웃lilyI와 같은 基風形에서는 *[꾀k짧lgy]와 같은 찰 못된 表面形이 나온다.

SPE에 의한 유일한 해결방법은 PLeadllt의 基底形을 jpikVli1l十 yl로 잡는 것이다. 主彈

勢規則 (99a)는 뼈繹母륨이 들어있는 語尾를 무시하여 jlillj에 第 l彈勢블부여할 것이고，

主彈勢規則 (99d)가 이 彈勢블 두 좁節 앞으로 옮겨 갈 것이 다. Vermicelli는 내 부에 形態素

境界가 없으므로 主彈勢規則 (99b) 에 의 해 t，Zmt찌lli를 얻게 되 며 , 語尾가 母音으로 끝났기

때문에 主彈勢規則 (99c,d) 어느 것으로도 彈勢륜 앞으로 옮겨 갈 수가 없다.

이러고 보면 화ccal앓li와 verm샤lli의 彈勢의 차이블 모두 설명한 듯싶으나 문제는

jpikV1ilI +yj에 서의 하등의 근거가 없는 形態素를 절정한 데 있다. 이것은 haggardt-f

carbiηe 등의 단어 내부에 形態素를 설정하려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분석이 될 것이

다. 앞서 carbiηe의 경우에서 그랬듯이 規則資質을 사용하여 例外는 例外로 다루는 것이 좋

을 것이다. 이에 앞서 Ross는 우선 交替彈勢規則 (216) 을 또 다시 (217) 처 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17) V•[1 stressJ/-Co(= )Co (VCo) VCo(i ) :#

Piccalilli 같은 단어는 [ +ASRJ의 規則資質을， vermicelli는 [ -ASRJ의 規則寶質을 語盧

目錄 속에 가지고 있게 된다.

規則 (217) 에 서 맨 끝 괄호 속의 母즙을 특히 (i) 라고 밝혀 야 하는 까닭은， loj나 jrel와

같은 경우에는 (218) 의 예들이 보여 주듯이 piccalilli와 갚은 현상을 볼 수 없기 때푼야다..

(218) H
p3eccad1illo sa3rspari1lla

A41oxtice3llo T8axalo10%
3 1

ll4i3?17zeso1taallegrotto

規則 (217) 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현상은， (219) 의 예플이 보여주듯이 대개 그 청자가 -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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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끝나는 것들이 [ +ASR]의 規則寶質을 가지며， -i로 끝나는 것들이 [-ASR]의 規則資

質을 가진다.

(219)
?y

y

3%

3
0

3
떠

%%*

J@

rt

c

1
α

1

α

1
힘

R
3 1

Mississippi
3 1

ηwcaront

3 1
peperoni

McCawley (1 974) 에 서 는 複合語規則 (48)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Chomsky와 Halle

가 처음 만들었던 複合名詞規則 (19)블 (48)처 럼 -般化한 것은， 規則 (19)가 heart-broken

이나 샤rfond3ttO?1 등에서 불 수 있듯이 形容詞나 動詞에도 適用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돼해 (220)에 제시된 것과 같이 21의 彈勢形을 갖는 形容詞句나 動詞句가 hard-headed 처럼

13의 彈勢形을 갖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하고， 規則 (48)과 같은 질수는 SPE의 저자들

의 관찰이 부족했떤 탓으로 돌리고 있다.

(220)

broken-hearted
2 1

species-spec챔c

2 1
jet-propelled

.cherry -red

R

force -feed
2 1
second-gμess

hand-copy

3.3. 表記規約떼 대한 反省

辦別的寶質과表記規約은 生成륨題論의 商標와 다릅없는 것이었으나， 이것들은 文法理論

ξ로 하여금 說明的쭉當性(explanatory adequacy)을 갖는 것을 가능케 해 주었었다. 그러

나 表記規約 중에는 쫓當性이 결여 되거나 우리했던 것 들이 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表記規約에 대 하여 가장 많은 비판을 가한 것은 McCawley (1970) 였다. 우선 그는 中괄

호表記 (brace notation)가 사용된 경우를 보면 다음 세 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라고 말한

다. 첫째， 規則이 잘못된 경우이다. 즉， 規則을 바르게 썼더라면 中괄호表記가 필요없었을

경우이다. 둘째， 두 規則이 連接的(conjunctively)으로 適用되지 않는 경우에 中괄호表記

를 사용한 경우， 세째， 우연혀 順序가 連接的이며 또 우연히 같은 부분이 있어 中괄호로

묶이긴 했으나 하나의 現象이 아닌 경우등이 다.

물론 McCawley가 지금까지 문헌들에서 사용된 中괄호의 예를 모두 다 살펴본 것은 아니

지 만 그의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Anderson (1974) 이 보여 준 다음의 예를 보자.

(221) V• [ - back]/ Coi

(222) V• 1>/VC_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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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規則 (221)과 規則 (222)가 인접해 있다면 이 規則은 그 구조상 공통된 부분야

있으묘로 中콸호를 사용하여 規則 (223) ..2..로 縮約될 수 있다.

(223) V• {짧환하Coi

그런데 역사적인 변화의 한 과정으로 規則 (221) 이 非低母룹에만 適用케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224) 처 럼 規則 (221)을 바꿔 써 야 한다.

(224) [-low] •[ - back]/ Coi

規則 (22 1) 과 規則 (222) 를 (223) 처럼 縮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規則이 항상 같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두 規則 줌의 어느 하나가 간단해지거나 脫落하거

나 다른 規則과 再配列되면 이같은 변화가 꼭 같은 시기에 다른 規則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規則 (221) 에 일어난 변화가 꼭 같은 시기에 規則 (222) 에 도 일어난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 다. 規則 (22 1) 과 規則 (222) 가 나란히 놓였다면 그것은 우연에 불과하

다. 그런데 中괄호規約은 縮約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식별하지 못한다.

SPE에는 同化나 異化現象을 그리고 그 밖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알파表記 (alpha nota

tion)規約이 마련되어 있다. Chomsky와 Halle에 의하면， 알파表記는 (227)이 아니라 (225)

와 같은 自然스러운 현상만을 (226)과 같은 하나의 規則으로 縮約해 준다.

(225) [+ nas]• [월 j- [r]
r C 1

r. , I -cant I
(226) [+nas]• I~ ~~~I /- I -nas I

Lot' "" ....‘" , I a ant I
Lfi cor J

(227) [+na.s]• 댄] j- [~]

알파表記를 쓰는 한， (227)과 같은 현상은 하나의 規則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러고 보면 알파表記는 自然스러운 音題現象과 그렇지 옷한 것을 자동적으로 식별해 주

는듯 하지만， 그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McCawley (1974) 가 지적한 대로 알파表記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不自然스러운 規則을 쓸 수 있다. (228)은 알파表記가 사용되긴 했으나，

도저히 自然스러운 흡題現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때2짧쩌잃28) [+cons빠ns

SPE에 분명치 않은 表記 가운데 上位數(superscript) , 下位數(subscript) 라고 불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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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表記가 있다. 이들은 각기 分節룹의 上限數와 下限數를 나타낸다. 예를들어 (X)~은

X라는 分節룹이 적어도 세개， 많아야 다섯개까지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小괄호블

사용하여 XXX(X(X))처 렴 나타낼 수도있다. 이처렴 上·下位數表記를 小콸호表記로 나

타낼 수 있다는 이유 해문에 Anderson (1974)은 上 • 下位數表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

하고 있다.

그러 나 문제는 SPE에 서 의 規約에 의 하면 서、콸호表記規約과 上 •下位數表記規約과는 같

지않다는 데 있다. 前者는 離接的 (disjunctively)으로 適用해야 하며， 後者는 同時에

(simultaneously) 適用해야 하는 것이 다. 그리하여 (C)=c~의 관계가 성 립하면서 規則

(229)와 規則 (230)은 같은 것을 의비하지 않는다.

(229) C• <p / CC) :If

(230) C• <P I q :lf

規則 (229) 는 語尾子흡群의 첫 子좁만을 빼除할 것이고， 規則 (230) 은 語尾子즙群을 모

두 빼除한다 . SPE에는 規則 (230) 을 同時에 適用해야 한다는 증거의 제시가 없다.

表記規約 기-운데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자리가 확고한 것은 小괄호表記이다. 서로 인접

하여 小콸호로 묶이는 規則들은 離接的으로 適用되도록 規約지워져 있다. 그러나 Kiparsky

(1 973)가 지적했듯이， 自然言語 가운데는小괄호로묶이면서도離接的으로 適用해서는 안되

고 대신 連接的으로 適用해야 하며， 한편 서로 인접하여 離接的으로 適用하면서도 小콸호

로 묶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즉 콸호表記와 離接適用은 별개의 것이다. 그리하여

Kiparsky (1973)는 離接適用을 위해 餘他條件(elsewhere condition)을 제 안하게 되 었다.

뭐니뭐니해도表記規約 가운데 가장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은 별표表記이다. 이 表記는

Cheun (1976) 에 서 지적하고 있듯이， 同時適用을 규정짓고 있는 별표表記는 自然言語에서

의 規則의 反復適用 (iterative application)과 再歸不可의 條件 (irrefl.exive condition)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이 表記規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어

찌하여 별표表記가 붙은 괄호 안에 있는 分節즙이나 資質이， 괄호 밖에 있는 分節륨이나 資

質과 같은가 하는 점이었다. 별표表記를 사용하는 한， 이와 같은 사실은 항상 하나의 우연

으로 취급될 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이 우연이 아닝을 알고 있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변화하는 變化훨素(focus)인 동시에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決定要素

(determinant) 인 까닭이다. 이와 같은 불만 때문에 Johnson (1972)이 規則의 反復適用을

제안한 것이다.

3.4. 그 밖의 規約과 原貝IJ에 대한 反省

우리는 앞서 SPE에 서 表面形 [yii 'w]를 單母즙의 基底形 lui에 서 響出하는 것을 보았다.

논의의 펀의를 위해 아래 그 과정을 반복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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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lui

yf

YfW

yuw

[yuW]

(172) u• ij - q v
(173) P•yl -i

(159) 二重母音化規~U

(174) ￥→E

(23 1) 이 보여주는 導出에서 우리가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하여 U를 規則 (I72) 에

의하여 f로 바꾸었다가 다시 規則 (174)와 같은 組對中和規則 (174) 에 의해 U로 되바꾸는

.7}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基底形 lui로 하여금 母즙推移規則 (168) 의 適用을 받지 않도록 待避시키기

위한 것이다. 規則 (168)은 backness와 roundness가 일치하는 緊張母흡에만 適用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規則 (172) 가 lui를 디로 바꾼다면， 뒤에 오는 母좁推移規則 (168) 이 이 E를

[JW]로， 그리고 잇달아 適用되는 規則 (165) 가 5w를 表面形 [aw]로 바꿀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찰옷된 導出을 막기 위해서， 基底形 lui를 E가 아난 다른 母흡으로 일단 "1-꿔

야 하는데， 母흡推移規則의 適用을 피하기 위해서는 hackness와 roundness가 일치하치

아야 한다. 그려자연 f나 5가 그 후보가 될 것이지만， 나중에 二重母音化規則 (159) 에

말

의

急行列車(母

잠시 待避

해 뒤에 W블 삽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後줌母륨인 ￥여야 한다. 이것은 마치

흡推移則)와의 충돌 (u→디→5W→aw) 을 막기 위 해 續行列車(基底母륨 lui)블

(u→조) 시 컸다가 急行列車가 지 나간 뒤 운행 시 키는 (￥→u) 경 우와 흡사하다.

規則 (172) 가 英語使用者들의 言語能力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거의 자명하다， 왜냐하면

規則 (172) 의 필요를 보여주는 交홉形이 하나도 없으며， 또 歷史的인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그 점 에 서 라면 組對中和規則 (174) 의 존재도 매 우 의 섬스럽 다. Ross (1972)는 (232)

와 같은 예를 들어 [yuw]의 基底母륨이 lui와 같은 뼈續母즙일 것이 라는데 대해 강한

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

Berηzuda，

attribute,
(232) barracuda,

?ηOlecUle

canute,

非11홉

表面形 [yuw]가 어떤 형태의 彈勢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그 基底形에서 緊張母

좁아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커에 충분하다. 彈勢블 부여하는 備環規則들은

環規則들 보다 앞서 適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치 우려는， 어떤 分節룹에게 어떤 規則이 適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規則이 適

用되는 동얀 그 分節흡으로 하여금 그 規則을 받지 않을 모양으로 잠시 바꾸었다가， 다시 원

장을 찾아주는 경우를 보았다. 다음은 주어진 어떤 表面形에 대해 自然스러운 基底形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그 基底形이 다른 表面形을 위해 펠요하기 해문에 무리한 基底形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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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를 살펴 보겠다.

앞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SPE에 서는 spa의 表面形을 (233)과 같응 導出過程을 거처 生

成해내고 있다.

(233) /spre/

sprew

spreu

spreA

spaA

spiiA

[SpiiA]

基底形 /spre/로부터 表面形 [spaA] 를 혈出하키 위한 規則들의 當寫姓말고도， 우리는 우선

Leben an Robin (1977)이 물었듯이 , 왜 spa를 /spa/로부터 훨出하지 않는가를 물어볼 수 있

다. 그러 나 SPE를 자세 히 읽은 독자들은， /spa/ 같은 基底形에 SPE에 서 설정한 規則들을

適用하면 *[Sp5A]와 같은 잘못된 表面形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실제로 SPE

에서는 law를 /la/에 서 導出하고 있다.

우리는 이어서 그렇다면 어찌하여 law를 /b/에 서 導出하지 않느냐고 불어볼수 있다. 그

러 나 /15/는 l()w를 위해 필요하다. /5/는 母즙推移規則 (l68) 에 의해 [ow]로 바뀌게 된다.

그렇다면 어 찌 하여 low률- /16/에 서 導出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16/는 100'

률 위해 필요하다. 이처럼 한번 엇갈린 基底形은 連銷反應的으로 不自然스러운 基底形을

필요로 하게 한다.

SPE에 서 Chomsky와 Halle가 내놓았던 제안 가운데 종래의 構造言語學에서는 생각지도

옷했던 것 가운데 個環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宿環은 ttL語的인 것이며， 적어

도 英語의 彈勢規則은 領環規則이라는 것은 앞서도 논한바 있다.

SPE에 의하면 telegraphy는 세개의 ，홉環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彈勢規則들이 매 ?휩環

마다 차례로 適用하여 telegraphy와 같은 彈勢形을 얻게 된다. 그 導出過程은 (234) 가 보

여주는 바와 같다.

…
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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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elegraphy 와 갚윤 表面形은 基底形을 [tele+grref+i] 로 잡는 경우 主彈勢規則

(99ai) 에 의해 teU+grfe.f+i를 얻게 되며， 그 밖에 SPE에서 제안된 規則들을 適用함으로싹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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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msky와 Halle가 備環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 해 제 시한 예는 condensation과 compeη·

sat;on의 차이다. 즉， 첫번째 單語만이 두번째 흡節에 g量勢를 가지고 있다. 그 까닭은 이들

이 각각 (235)에 제시한 것과 같은 基底形을 가지고 있기 째문이다.

(235) [[condense] ate+ion] [[compensate]+ion]

다시 말해 condense라는 動詞形이 있는 것에 반해 *compeηse라는 動詞形이 없기 해문이

다. 즉， coπdeηse(_ 스)와 같은 動詞形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그 名詞形에서 두번째 흡節

에 彈勢가 오며 ， compeηsate CL _~) 처럼 그 動詞形의 두번째 좁節에 彈勢가 없는 경우

에는 그 名詞形의 두먼째 흡節에도 彈勢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236) 에 제시한單語들은

각기 그 動詞形에서 두번째 즙節에 彈勢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名詞形들은 두번째 륨節

에 彈勢를 갖지 않는다.

(236) traπsf6rm-transfomation

present-presentation

defame-defamation

def6rm-defonηatio’‘

Chomsky와 Halle는 traηsformation융 [[tra:i1sform+ate]y ion]N에 서 導出하지만， 그 基底

形을 [[transform]y ate+ionJN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충분한 이유블 제시하지 뭇하고 있다.

한펀 까caηtatioη ‘ 같은 單語는 형ηelmt라는 動詞形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홉節에 彈

勢가 놓여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Chomsky와 Halle가 SPE에서 시도한 제 안들에 대해 서 그것들의 오류와

부족함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 의해 SPE의 값어치가 손상되지 않

는 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시도한것과같은 비판도， 실은 SPE의 커를 안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아 볼 수 있었던 몇가지 결점에도 불구하고， McCawley

(1 974)의 말쳐렴 SPE는 Panini를 포함한 어떠한 업적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言語에 대하여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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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egomena to English Phonology (III)

Sang-buom Cheun

Abstract

In this last sequel of my paper, various proposals made by Chomsky and Halle in SPE

have been reviewed critically.

In the first section of this paper, it is shown that some of their underlying represen

tations are too abstract, the only justification being to comply with the already

postulated rules. It is also shown that some examples of bracketing or use of

morpheme boundary lacks extrinsic evidence other than to derive the desired surface

forms using the rules formulated beforehand.

In the second section of this paper, three of cyclic rules (Main Stress Rule , Alternating

Stress Rule, Compound Rule) are /reviewed and their modification is proposed.

In the third section of this paper , the notational conventions used in SPE are examined.

Among those notations examined are brace notation, alpha notation, parenthesis notation,
star notation, super and sub-script notation. The non-sufficiency and non-necessity of these

notations are pointed out.

In the last section of this paper, the lay-by principle, which is used freely in SEP, is

criticized. It is also attested that Chomsky and Halle’s argument for showing the necessity

of ‘cycle’ is rather weak.


